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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인식론 이 을 탐색하고,그 이 이 어떤 맥

락에서,어떻게 역동 으로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이를 해

학교 2학년 한 학 의 8개 소집단 학생들을 상으로 배설 단원에 한

6차시 동안의 과학 모형 구성 수업을 진행하 고,학생들의 모형 구성

과정을 소집단 별로 녹화하 다.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환되

는 맥락들이 뚜렷하게 드러난 소집단들 모형 구성 활동 반에서

조 인 인식론 이 을 보인 두 개 소집단이 소집단으로 선정

되었다.담화의 사본,학생들의 활동지,반 구조화된 사후 인터뷰,연구

자의 수업 찰노트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인식론 이 ,그들이 활

성화시킨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그리고 모형 구성 과정이 질 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소집단 1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에서 체로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다.그들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식 권

가 크게 차이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체로 지식을 권 로부터 달

되는 것으로 인식하 고,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의 답을 이해

없이 베끼는 등의 행동을 보 다.때때로 이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비생산 인 것으로부터 생산 인 것으로 환되었다.본 연구에서

밝힌 첫 번째 맥락은 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이 의도 으로

극 인 인지 조력자 역할을 할 때 다.학생들은 그가 답을 보여주지

않음에 따라 스스로의 설명을 구성하기 해 노력하며 일시 으로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나타냈다.두 번째 맥락은 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이 답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이 경우 소집단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인식 권 의 차이가 좁아지

며,학생들은 활발히 모형 구성 실행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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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소집단 2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체로 생산 인 인식

론 이 을 보 다.그들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식 권 가 비슷

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극 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의 주장을 평

가하는 모습을 보 다.이에 따라 그들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는 주장과

정당화,반박의 논변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하지만 때때로 학생들

의 인식론 이 은 생산 인 것으로부터 비생산 인 것으로 환되

었다.첫 번째 맥락은 한 조력 없이 인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서 인식 방해자가 기능할 때 다.이 경우 학생들의 논변활동은 논쟁

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두 번째 맥락은 학생들이 체 학 토론을 교

사 앞에서 정답을 발표하기 한 경쟁으로 인식할 때 다.이때 학생들

은 논의되는 지식의 본질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을 맞추며,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다.

본 연구에서 밝힌 인식론 이 이 환되는 맥락들 그 과정에

한 이해는 과학 모형 구성 활동을 인식론 으로 지원하기 한 교수

상황 조성과 인지 ,인식 조력에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교사

는 모형 구성 활동을 지원하기 한 략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활동에

한 학생들의 이 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반응하여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소집단 모형 구성 활동,인식론 이 ,인식론 자원

학 번 :2013-2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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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학생들이 배워야 할 분명한 과학 정답이 있고 교과서와 교사의 설명

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여기던 이 의

과 달리,오늘날의 과학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구성하

는 과정에 직 참여하는 것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Duschl,

Schweingruber,& Shouse,2007).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과 같은 인

식 실행에 참여하여 력 으로 자연 상에 한 설명을 구성해나가

는 과정에서,과학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추론 능

력과 의사소통 능력,그리고 인식론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Justi&

Gilbert,2003;Schwarz& White,2005;Svoboda& Passmore,2013;

Windschitl,Thompson,& Braaten,2008).이러한 모형 구성 활동의

요성에 따라,모형 구성 활동을 개발하여 과학 교실에 용함으로써 학

생들의 과학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 연구들이 꾸 히 이루어져 왔다(e.g.,

이신 등,2012;Kawasaki,Herrenkohl,& Yeary,2004;Spitulnik,

Krajcik,& Soloway,1999;Passmore& Stewart,2002).

하지만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

의 생산 인 과학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Lehrer& Schauble,2006).

모형 구성을 통한 생산 인 학습을 해,학생들은 모형을 생성,평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연 세계의 증거를 기반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

는 동시에 스스로의 추론을 발달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Rea-Ramirez,

Clement,& Nunez-Oviedo,2008;Schwarzetal.,2009).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을 지원하기 한 노력은 여러 에서 이루어져 왔다.일부

연구들은 모형 구성 수행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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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 다(Lehrer& Schauble,2004;Schwarzetal.,2009). 다른

연구들은 과학에서 모형과 모형 구성 활동이 갖는 목 과 역할에 한

학생들의 이해에 주목하며,학생들이 그와 련된 메타모델링 지식을 발

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하 다(Grosslightetal.,1991;

Schwarz& White,2005).

와 같은 들은 학생들을 모형 구성에 한 능력이나 이해가 부족

한 개개인으로 보고,그들의 발달을 지원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을 두고 있다.하지만 학생들의 모형 구성 활동에의 비생산 인 참

여를 그들의 능력 부족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첫

째,여러 연구들은 등학교 학년의 어린 학생들도 한 맥락이 주

어질 경우,모형을 기반으로 과학 설명을 명료화하고 수정해나가는 생

산 인 모형 구성 실행 양상을 보 음을 밝혔다(Acher,Arca,&

Sanmarti,2007;Forbes,Schwarz,& Zangori,2014).이는 발달 수 이

낮은 어린 학생들도 맥락에 따라 모형 구성과 같은 인식 실행에 련

된 개념 ,인식 자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둘째,일부

사회문화 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인식 실행 양상이 맥락 단서

에 의해 짧은 시간 내에 역동 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에 주목하 다

(Berland& Reiser,2011;Kuhn,Kenyon,& Reiser,2006;Engle&

Conant,2002). 로 Kuhn,Kenyon그리고 Reiser(2006)는 논변활동에의

비생산 인 참여를 보이던 학생들이 서로를 설득할 필요성이 주어지자,

증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며 상 방의 추론을 비 으로 평가하는

생산 인 실행을 보인 사례를 제시했다.실제 학교 과학 수업에서는 이

처럼 학생들의 인식 실행 양상이 맥락에 따라 순간 으로 환되거나

때로 발달 단계의 역방향으로 환되는 사례들이 종종 찰된다.이는

학생들의 과학 실행에의 참여 양상이 그들의 이해나 능력의 발달에만

의존한다는 설명에 모순을 제기한다.

이러한 들은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에 생산 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인식 ,사회 인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한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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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실행의 맥락을 조성하는 문제는 종종 “학교 과학”문화에 의해 도

받는다(Bloome,Puro,& Theodorou,1989;Hogan & Corey,2001;

Jimenez-Aleixandre,Rodriguez,& Duschl,2000).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과 같은 인식 실행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과학 지식

을 권 출처로부터 달되는 사실 정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Lemke,1990;Weissetal.,2003).맥락에 한 고려 없이 모형 구성 활

동의 기술들만을 가르치는 수업은 자칫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을 “과

학을 하는 것”이 아닌 “수업에서 과학 따라 하기”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Jimenez-Aleixandre,Rodriguez,& Duschl,2000).어떠한 과제나

활동을 “수업에서 과학 따라 하기”로 인식하는 학생들은 아이디어나 주

장의 본질에 심을 기울이기보단 교사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기

하는 행동을 하기 해 노력한다.그들은 권 에 의해 옳다고 여겨진 지

식만을 인정하고,정답을 발표하여 교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해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Hutchison& Hammer,2010).이처럼 “과학 교실

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해 학생들이 갖는 익숙한 기 는 종종

생산 인 인식 활동을 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따라서 학생들이

생산 으로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기 해서는,먼 “이 활동

에서 무엇이 기 되는가?”에 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를 과학 실행

에 맞추어 조성하는 것이 요하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한 그들의 암묵 인식인

“ 이 (Goffman,1974;Tannen,1993)”의 을 통해 이해될 수 있

다.모형 구성 활동을 생산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맥락을 조성하기 해

학생들의 이 에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첫

째, 이 은 개개인이 맥락 내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다른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며,어떠한 말과 행동이 상황에 하다고 기 하

는지에 향을 미친다(Berland& Hammer,2012;Tannen & Wallat,

1993). 를 들어,모형 구성 활동을 “수업에서 과학 따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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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했을 때 학생들은 아마도 모형과 증거를 비교하는 데 심을 두기

보다 교사가 학 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에 더 심을 둘 것이다.즉 학

생들이 맥락에 해 형성하는 이 은 활동의 요 에 한 그들의 이

해와 직 으로 련된다(Berland& Hammer,2012).둘째,학생들의

이 과 이에 따른 반응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단서들에 의해

역동 으로 변화한다(Hutchison& Hammer,2010;Loucaetal.,2004;

Tabak& Baumgartner,2004). 로 Louca등(2004)은 교사가 “왜”에서

“어떻게”로 질문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학생들의 이 활동에

한 기 를 환시킬 수 있음을 보 다.따라서 맥락 인 단서들이 학생

들의 이 형성과 환에 향을 미치는 역동 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생산 인 모형 구성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식과 앎에 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한 학생들의 인식,즉 학생들의 인식론 이 (Hammeretal.,

2005;Redish,2004)에 을 맞춘다.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그

들이 가진 인식론 자원들이 맥락-의존 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활성

화되도록 이끌며,활성화되는 자원들의 네트워크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보이는 기 와 행동들을 환시킬 수 있다(Elby& Hammer,2010).우

리는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에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 한다.생산 인 인식론 이 을 가질 때,학생들은

과학 활동의 목 을 자연 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한 그

들은 활동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지식을 스스로 생산하고,그 지식이 그

들의 기존 이해 자연 세계의 증거들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여긴다(Hutchison& Hammer,2010).이는 학생들이 모형 구성을 통해

자연 상에 한 설명을 생성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모형을 평가·수정하

기를 기 하는 모형 구성 활동의 교수 목 과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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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의존 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의 특성을 고려할 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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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해서는 먼 활동에 참여

하는 학생들의 이 이 다양한 맥락에서 역동 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과학 교육계에서 이 에 한 심은 최근에

들어서야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e.g.,Elby& Hammer,2010;Redish,

2004),특히 모형 구성 활동과 같은 인식 실행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이 에 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학생들의 인식론

이 에 주목하는 것은 학생들의 과학 실행 양상을 해석함에 있

어 교수·학습의 맥락을 반 하는 사회문화 의 설명을 제공하며,

이것은 학생들의 실행이 그들의 능력이나 지식의 발달에 주로 의존한다

는 과는 차별화된다. 이 은 맥락 인 단서나 의도 인 노력에

의해 일시 으로 안정화될 수 있고,이것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구조

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Elby& Hammer,2010).따라서 학생들의 인

식론 이 이 환되는 맥락과 환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나아

가 학생들의 이 을 생산 인 방향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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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력 모형 구성 실행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환되는 맥락과 그 환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 다.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배설에 한 과학 모형을 력 으로 구성하는 과정 학생들의 인

식론 이 은 어떤 맥락에서,어떻게 역동 으로 변화하는가?

3.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에서 나타나는 인식론

이 의 환에 해 깊이 있고 풍부하게 기술하기 해 사례연구를 실시

하 다. 학교 2학년 한 개 학 의 두 개 소집단의 사례가 선정되어 분

석되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진다.

첫째,본 연구의 분석은 맥락 단서들과 학생들의 인식론,그리고 그

들의 과학 모형 구성 실행의 계에 한 일반화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하지만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식론과 과학 실행이 맥락 단서

들에 의해 상호작용하며 역동 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한 하나의 가능

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이 설명은 학생들의 과학 실행과 인식

론을 연 짓고자 한 선행 연구들의 논의(e.g.,Sandoval,2005)에 더해질

수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식론을 그들의 과학 실행을 이끄는

통합되고 견고한 신념들로 보기보다는,맥락-의존 으로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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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의해 활성화되는 인식론 자원들의 네트워크로 보았다.이러한

인식론 이 과 자원들의 활성화 양상은 외부 인 단서들과 학생들

의 특성,상태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Gupta,Danielak,& Elby,2010)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학생과 맥락에 확 되어 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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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과학 모형 구성 활동

과학자들은 자연 상의 본성에 해 깊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모형을

개발하여 평가,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따라서 모형 구성 과정은 과

학 탐구의 본질로 여겨질 수 있다(Giere,Bickle,& Mauldin,2006;

Passmore,Stewart,& Cartier,2009;Schwarzetal.,2009).과학 교육

계에서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통해 과학 지식을 사회 으로 구성

하는 과정에 직 참여하는 것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Driver,

Newton,& Osborne,2000;Duschl,Schweingruber,& Shouse,2007).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 모형 구성 실행을 학교 과학 교육에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e.g.,김미 & 김희백,2007;이

신 등,2012;Kawasaki,Herrenkohl,& Yeary,2004;Spitulnik,

Krajcik,& Soloway,1999;Passmore& Stewart,2002).

과학 모형은 어떠한 상 체계에 한 추상 이고 단순화된 표상이

며,이는 상의 주요한 특성들을 분명하게 가시화시켜 과학 설명과

측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Harrison& Treagust,2000).학생들을 모

형 구성 수행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로 하여 그들이 가진 개념 모

형을 수정할 수 있게 하고,추론 과정에서 그 수정된 모형들을 이용하여

자연 상에 한 설명이나 측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chwarzetal.,2009).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여 력 으

로 자연 상에 한 설명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과학 지식을 학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추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그리고 인

식론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Justi& Gilbert,2003;Schwarz&

White,2005;Svoboda& Passmore,2013;Windschitl,Thompson,&

Braate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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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성을 통한 생산 인 과학 학습을 해,학생들은 모형을 생성,

평가,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연 세계의 증거를 기반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동시에 스스로의 추론을 발달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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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Ramirez,Clement,그리고 Nunez-Oviedo(2008)는 모형 구성 과정을

개념화한 GEM 순환 고리를 제안하 다.그것은 반복되는 세 단계로 구

성되는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 모형 생성 단계(model

generation)에서 학생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자연

상에 한 기 모형을 생성한다.다음으로 모형 평가 단계(model

evaluation)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구성한 기 모형이 실제 자연 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증거를 기반으로 평가한다.모형 수정 단계

(modelmodification)에서 학생들은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 모형에

근 하도록 기 모형을 수정한다.모형 평가와 수정 단계는 증거에 기

반을 두어 설명을 정당화하는 논변활동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GEM 단

계들의 반복을 통해 학생들은 목표 모형에 보다 근 한 자신들의 설명

모형을 구성해나갈 수 있다.이 과정은 목표 모형의 학습만을 시하던

기존의 교수·학습과는 달리 기 모형이 평가와 수정을 거쳐 발달해나가

는 과정 자체가 요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의 과학 모형 구성 실행에 한 연구는 다양한 에서 이루

어져 왔다.먼 ,학생들의 과학 모형 구성 과정을 개념화하는 연구들

이 이루어져 왔다(Justi& Gilbert,2003;Oh& Oh,2011;Rea-Ramir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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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pson,& Braaten,2008).Schwarz등(2009)은 과학 모형 구성이

실행의 요소들(과학 모형 구성하기,사용하기,평가하기,수정하기)과

실행을 이끄는 메타지식(모형의 본성과 목 이해하기 등)을 포함한다고

보고,이 두 가지 차원에 한 학습 발달 단계를 제안하 다.둘째,일부

연구들은 과학 모형과 모형 구성 활동의 본성에 한 학생들의 이해에

을 맞추었다(Grosslightetal.,1991;Schwarz& White,2005;S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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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Raz,2003).Schwarz와 White(2005)는 과학 모형 모형

구성 활동에 한 지식으로 메타모델링(metamodeling)지식의 개념을

제안하 는데,그들은 이러한 메타모델링 지식이 학생들로 하여 과학

추론에서 더 성공 으로 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끈다고 하 다.

셋째,모형 구성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과학 수업에 도입한 효과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김미 & 김희백,2007;박지연 & 이경호,

2008;Tamayo & Sanmarti,2007;Maia & Justi,2009;Shen &

Confrey,2007).넷째,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의 발달 과정이나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 발달에 해 질 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박희경,

2015;이신 등,2012;장지은 & 김희백,2014;Manz,2012).마지막으

로,학생들의 과학 모형 구성 실행의 사회 측면에 을 맞춘 연구

들이 있었다(강은희 등,2012;김민석,2013;유희원 등,2012;Campbell,

Oh,& Neilson,2012;Louca,Zacharia,& Constantinou,2011).

2.개인 인식론과 과학 실행

2.1개인 인식론

개인 인식론(personalepistemology)이란 지식의 본성과 그것의 생성

에 해 개인이 갖는 일련의 신념들을 의미한다(Hofer& Pintrich,2002;

Perry,1970).개인 인식론은 다음의 두 가지 질문들에 해 개인이 갖

는 답으로 표 될 수 있다(Duschl& Osborne,2002).우리가 무엇을 아

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우리는 왜 그것을 믿는가?

과학 교육,특히 탐구 기반 교육에서 학생들의 개인 인식론을 요

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첫째,학생들의 인식

론 이해는 그들의 탐구 실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Dunbar,1993;

Schaubleetal.,1995).Schauble등(1995)은 학생들이 실험의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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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을 이해했을 때 더 나은 실험을 설계한 사례를 보 다.둘째,과학

교육의 요한 목표 하나는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해 정교한 인

식론을 발달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과학 지식과 과학 앎의 방법에 한 신념은 과학이라는 학문

에 한 요한 측면의 이해이다(Lederman,1992).

과학 교육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어떠한 인식론을 형성하기를 기 하는

가?Sandoval(2005)는 이에 해 과학의 본성을 반 한 네 가지 측면의

이해를 제안하 다.첫째,학생들은 과학 지식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발

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어진다는 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학생들은 효과 인 탐구를 수행하기 한 과학 방법들이 다양하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셋째,학생들은 과학 인 지식에 다

양한 형태가 있고,그것들이 자연 상을 설명하거나 측하는 능력이

다양하다는 을 이해해야 한다.넷째,학생들은 재의 과학 인 아이디

어들이 새로운 찰이나 경쟁 인 아이디어들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을 인식해야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개인 인식론을 특성화하는 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 번째는 개인 인식론을 발달 단계를 거치는 단일하

게 통합된 신념으로 보는 이다(e.g.,Perry,1970).Perry(1970)는 지

식의 확실성과 지식의 근원에 한 학생들의 생각 변화와 그것이 그들

의 학습 략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는데,개인 인식론이 순

차 인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며 그 발달 단계를 제안하 다.그

가 제안한 인식론 신념의 발달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먼 개인

이 주의자(absolutist) 신념을 가질 경우,그는 지식을 단순히 옳고

그름만으로 특징짓는다.다음으로 개인이 상 주의자(relativist) 신념

을 가질 경우,그는 자신을 극 인 의미 구성자로 보기 시작한다.마지

막으로 개인은 상 주의를 통한 실행(commitmentwithinrelativism)단

계로 나아가는데,이 단계에서 그는 다양한 들을 인정하며 증거와

주장을 평가하는 실행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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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식론을 특성화하는 두 번째 은 인식론이 단일한 신념이

아닌 여러 가지 차원들로 나타내지는 독립된 신념들의 모음이라는 것이

다(e.g.,Hammer,1994;Hofer& Pintrich,1997;Schommer,1990).

Schommer(1990)와 그녀의 동료들(Schommeretal.,1997;Schommer&

Walker,1995)은 개인의 인식론 신념을 구성하는 다음의 차원들을 제

안하 다:지식은 분리된 사실들로 이루어진다,혹은 지식은 연결된 체계

내에서 조직된다(지식의 단순성),개인은 무언가를 확신을 갖고 알 수 있

다,혹은 그 지 않다(지식의 확실성),지식은 권 로부터 온다,혹은 지

식은 내부로부터 온다(지식의 근원),학습은 선천 능력에 기반을 둔다,

혹은 그 지 않다(고정된 능력),효과 인 학습은 빠르고 쉽게 일어난다,

혹은 그 지 않다(빠른 학습).Hofer와 Pintrich(1997)는 개인의 인식론을

지식에 한 신념 차원과 학습에 한 신념 차원으로 구분했다.

의 두 가지 은 그러나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나타나는 학생들

의 인식론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인식론을 탐색함에 있어 다음의 세 번째 을 지지한다.세 번째

은 개인 인식론이 다양한 “인식론 자원들(epistemological

resources)”로 구성된다는 것이다(Hammer& Elby,2002).이 은 학

생들이 지식,앎,학습의 본성에 해 세분화된,다양한 지식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이 맥락에 의존 으로 활성화되어 그때그때의 맥락

에서의 학생들의 인식론을 형성한다는 개념을 제안한다(Hammer &

Elby,2002;Loucaetal.,2004).이 세 번째 에 해서는 이론 배

경의 3 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2실행 인식론

Sandoval(2005)은 학생들의 과학 실행을 안내하는 인식론 신념,

즉 실행 인식론(practicalepistemology)이 그들이 과학 지식의 본성이

나 과학자들의 실행에 해 가지는 형식 인식론(formalepiste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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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분된다고 보았다.실행 인식론은 학교 과학에서 자신의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 해 학생들이 가지는 일련의 생각들로,학생들의 지식에

한 과 학습자로서 자기 자신에 한 을 융합한 개념이다.이

는 Hogan(2000)이 제안한 먼 인식론(distalepistemology)와 가까운 인식

론(proximalepistemology)의 구분과 유사하다.Hogan(2000)은 학생들이

과학 학습자로서 그들 자신에 해 갖고 있는 신념을 가까운 인식론으로

표 했는데,이는 과학이나 과학자들에 한 그들의 신념인 먼 인식론보

다 그들의 학습 근 방식에 더 향을 주기 쉽다고 하 다.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에 따라,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과 련된 인식론을

탐색하는 데 을 맞추었다.

Sandoval(2005)은 학생들의 실행 인식론을 조사하기 해,학생들이

과학 실행에서 어떠한 인식 이해를 가지고 무엇을 수행하기 해 노

력하고 있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 다.그는 이를 해 상호보완

으로 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먼 ,학생들의 탐구 실

행을 찰하고 분석한 결과로부터 학생들이 갖는 실행 인식론을 추론

하는 방법이 있다.이를 해서는 학생들이 탐구로부터 만들어낸 결과물

과 이러한 결과물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학생의 인식론 실행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담화

의 역할은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강조되어 왔다(e.g.,Rosebery,

Warren,& Conant,1992).둘째,학생들이 자신의 실행에 해 반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인식과 이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이를

해 면담에서 동 상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실행에 해 회상

하는 것을 진시킬 수 있다.이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탐구 경험에

해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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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식론 자원 네트워크와 인식론 이

3.1인식론 자원

부분의 개인 인식론에 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인식론이 그들의

마음속에 통합된 형태의 신념 체계로 존재한다고 보아왔다(e.g.,Perry,

1970;Schommer,1990;Hammer,1994).하지만 한 개인 내에서도 인식

론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역동성을 보인다는 증거들이 축 되

어왔다(e.g.,Lising& Elby,2005;Roth& Roychoudhury,1994;Songer

& Linn, 1991; Stodolsky, Salk, & Glaessner, 1991). Lising과

Elby(2005)는 학교 학생들의 인식론이 물리학 강좌 맥락에서와 인터뷰

맥락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 다.Roth와 Roychoudhury(1994)는

학생들의 인식론 입장은 오직 특정 맥락에서 말하는 것만이 의미 있다

고 결론지으며 인식론의 다양성과 비일 성을 주장했다.

Hammer와 Elby(2002)는 인식론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해,개인들이

지식,앎,학습의 본성에 해 세분화된,다양한 지식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이 맥락 의존 으로 활성화되어 각 맥락에서의 그들의 인

식론을 형성한다는 개념을 제안하 다.그들은 개인이 갖는 지식과 앎에

한 세분화된 지식 요소들을 “인식론 자원”이라 이름 붙 다.

인식론 자원 은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변화하는 개인의 인식

론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로 Hammer등(2005)의 사례에서,한

학생은 맥락에 따라 물리학에 한 서로 다른 인식론을 보 다.물리학

시험을 어떻게 비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는 “책의 답을 외웠다.”고

답한 반면,다른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어떻게 가르쳐주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에 쌓아나가는 것을 좋아해

요.”라고 답했다.이는 ‘지식은 권 로부터 되는 것이다’와 ‘지식은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라는 다른 인식론을 반 한다.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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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식론 자원 시

지식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를

한 자원

� 지식은 되는 것:지식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

른 사람에게로 달되는 것으로 여김

� 지식은 창조되는 것:지식을 마음속에서 자발 으

로 떠오르는 것으로 여김

� 지식은 조작되는 것:지식을 다른 지식으로부터

추론되거나 발달되는 것으로 여김

인식론

활동의 이해를

한 자원

� 축 :활동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김

� 구성:활동을 무언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김

� 확인:활동을 무언가를 확실시하는 것으로 여김

인식론

형태의 이해를

한 자원

� 이야기:산출물의 인식론 형태를 이야기로 여김

� 규칙:산출물의 인식론 형태를 규칙으로 여김

� 규칙 체계:산출물의 인식론 형태를 게임을 이

루는 규칙들의 모음으로 여김

인식론

태도의 이해를

한 자원

� 신뢰:정보를 신뢰하는 태도를 보임

� 불신:정보를 불신하는 태도를 보임

� 의심:정보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임

� 이해:아이디어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임

<표 1>Hammer와 Elby(2002)가 제안한 인식론 자원 시

그의 인식론을 통합되고 안정한 신념 체계로 본다면 맥락의 변화에 따라

그가 보인 인식론의 환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인식론 자원

으로 설명하자면,그 학생은 그러한 인식론 이해와 련된 인식론

자원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자원들의 네트워크

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Hammer와 Elby(2002)의 연구는 개인 인식론이 인식론 자원들로

구성된다는 이론 을 제안한 것으로,<표 1>은 그들이 제안한 인

식론 자원들의 를 보여 다.그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자원들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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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구성하는 세분화된 요소들의 시가 될 수 있을 뿐이며,다양한 맥

락에서 활성화되는 인식론 자원들을 찾아 체계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

함을 강조했다.따라서 이 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은 인식론을 구

성하는 자원들을 추가 으로 식별하고 제안하는 것을 요구한다.

인식론 자원의 은 여러 연구들에서 학생들의 인식론 역동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e.g.,Gupta & Elby,2011;Hammeretal.,

2005;Louca etal.,2004;Rosenberg,Hammer,& Phelan,2006).

Rosenberg,Hammer,그리고 Phelan(2006)은 학생들이 력 으로 암석

순환에 한 설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인식론 자원

활성화 모드를 발견하고,각각을 “오려 붙이기”와 “이야기 구성하기”로

이름 붙 다.그들은 각 모드에서 활성화된 인식론 자원들을 동정했는

데,이는 다음을 포함한다.학생들은 “오려 붙이기”모드에서 ‘지식은

달되는 것’,‘정보’,‘축 ’,‘순서를 나타낸 목록’,‘순서 맞추기’자원들을

활성화시켰다.반면 “이야기 구성하기”모드에서 학생들은 ‘내 이미지’,

‘원인과 결과’,‘상상하기’,‘인과 이야기 는 인과 사슬 구성하기’,

‘지식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자원들을 활성화시켰다. Gupta와

Elby(2011)는 학생들이 물리 방정식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식론 자원들이 상호작용하며 맥락 인 단서에 의해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하 다.

3.2인식론 이

Redish(2004)는 지식과 앎에 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에 한 학생의 감각을 뜻하는 “인식론 이 (epistemological

framing)”의 개념을 제안하 다.이는 사회학,언어학,인류학에서 사용

하는 이 개념(Goffman,1974;Tannen,1993)에 기반을 둔다.

이 은 개인이 어떠한 상황에 가지고 오는 기 들의 모음이며,이러한

기 들은 개인이 무엇을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로 생각하는지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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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Tannen& Wallat,1993).학생들이 맥락에 해 형성하는 인

식론 이 은 활동의 요 에 한 그들의 이해와 직 으로 련

된다(Berland& Hammer,2012).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변화한다(Elby& Hammer,2010;Hutchison& Hammer,2010;

Lising & Elby,2005;Loucaetal.,2004;Redish,2004;Rosenberg,

Hammer,& Phelan,2006).학생들의 이 은 미묘하고 종종 의도되

지 않은 맥락 단서들에 의해 환된다.Hutchison과 Hammer(2010)의

사례 연구에서 교수자는 칠 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에게 생각해볼 아이디

어를 제시하면서,학생들의 토론을 듣는 입장으로부터 발표자의 입장으

로 그의 입장을 환했다.이러한 환에 따라 학생들 역시 ‘상을 이해

하는 것’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 을 환

하는 것처럼 보 다.Rosenberg,Hammer,그리고 Phelan(2006)의 연구

에서 학생들은 토론의 반부에 활동지를 채우는 것에 주력하 는데,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 해 요.”라는 교사의 조언 이후 자연 상에

한 인과 설명을 구성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Louca등(2004)은

교사가 “왜”에서 “어떻게”로 질문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학생들의

이 활동에 한 기 를 환시킬 수 있음을 보 다.

Hutchison과 Hammer(2010)는 과학 학습에 있어 생산 인 인식론

이 과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의 개념을 제안하 다.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갖는 학생들은 지식이 교사나 교과서에 의해

정보의 형태로 제시되어 달되기를 기 한다.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지식을 얻고,그것을 하게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기 한다.그들은 지

식이 권 에 의해 옳다고 인정될 때 가치 있다고 여긴다.반면 생산

인식론 이 을 갖는 학생들은 그들이 하는 활동을 자연 상을 이

해하기 함으로 본다.그들은 지식이 어디에서든 올 수 있다고 보고 그

들 스스로 지식을 생산하고 평가하기 해 노력한다.그들은 경험이나

추론 는 학교 과학에의 참여로부터 지식을 생산하고,그것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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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해 자연 상에 한 다른 설명들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그 지

식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그들의 인식론 자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활성화되도록 이끈다(Elby& Hammer,2010).인식론 자원들

은 일반 으로 독립 으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지 않는다.한 자원

의 활성화는 다른 자원들의 활성화를 진하거나 해할 수 있다.자원

들의 활성화는 맥락 단서들과 상황의 특징들에 의해,그리고 다른

련된 자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강화될 수 있고,이에 따라 자원들은

맥락 내에서 국부 으로 일 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Elby&

Hammer,2010).하나의 인식론 자원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에서 서

로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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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차

1.연구 참여자와 소집단

1.1연구 참여자

서울시 성북구 소재 남자 학교 2학년 한 개 학 의 학생 34명이 연

구에 참여하 다.남자 학교의 특성 상 참여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이

었다.학교가 치한 지역은 소득 수 이 권에 속하고,학생들의 학

업 성취도 역시 권에 해당한다.이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

들에 비해 사교육의 향을 게 받는 편이었다.참여 교사와 학 학생

들의 계는 친 했고,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활발한 편이었다.학생들

은 과학 수업에서 종종 소집단으로 실험하는 활동에 참여하 다.과학

수업에서 소집단 토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학생들은 도덕이나

사회 등의 다른 과목에서 소집단 토론에 참여해본 경험을 갖고 있었다.

참여 교사는 3년의 교육 경력을 가진 생물 교육 공자 다.이 교사

는 이 에 모형 구성 활동을 진행한 경험은 없었지만,평소 학생들의 사

고를 진시키기 한 방법에 심이 많았고,수업에 새로운 실행을 도

입하는 데 있어 극 이었다.참여 교사는 연구 문제 탐색 단계에서부

터 로그램 개발 단계 수업 실행에 이르기까지 연구진과 수평 으로

력하며 연구에 참여하 다.그녀는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한 략 구상 과정,학습과정안과 활동지 개발 과정에 참여했으며,모

형 구성 수업 실행 후에 연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며 자신의

수업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 다.

모형 구성 수업을 진행하기 해 참여 학 의 학생들을 상으로 8개

의 소집단을 구성하 다.한 소집단에는 4-5명의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각 소집단 구성원들의 학업 성취 수 을 이질 으로 구성하기 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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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직 학기 과학 성 을 바탕으로 상 30%까지를 상 권,

31~70%까지를 권,71~100%까지를 하 권으로 표지한 후 각 소집단

에 다양한 수 의 학생들이 고루 섞이도록 배치하 다. 한 력 모

형 구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단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우 계도 소집단 구성에 고려되었다.

1.2 소집단

본 연구의 목 은 력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행에

서 나타나는 인식론 이 이 환되는 맥락과 그 환의 과정을 사

례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다.이를 해 연구의 분석 단계

에서 학 의 8개 소집단 2개의 소집단을 소집단으로 선정하여,

모형 구성 실행 각 소집단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환되는

맥락들을 분석하 다. 소집단의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첫째,학

생들의 인식론 이 이 과학 모형 구성 실행에서 분명하게 드러

나는 소집단이어야 했다.둘째,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비생산

인 것에서 생산 인 것으로,혹은 그 반 의 경우로 환되는 맥락들이

뚜렷하게 나타난 소집단이어야 했다.

이러한 소집단 모형 구성 활동 반에서 조 인 인식론 이

을 보인 두 개의 소집단이 최종 으로 선정되었다.하나의 소집단(소

집단 1)학생들은 설명 모형 구성 활동에서 체로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인 가운데,때때로 인식론 이 이 생산 인 것으로

환되는 맥락들이 나타났다.반면,다른 하나의 소집단(소집단 2)학생

들은 체로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인 가운데,때때로 이

이 비생산 인 것으로 환되는 맥락들이 나타났다.이 게 조 인

인식론 이 을 보인 두 개의 소집단을 선정한 이유는 모형 구성

과정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환되는 맥락에 한 보다 다양

한 설명을 제공하기 해서이다.<표 2>는 두 개의 소집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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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생 기호 (과학 성 )
학생

성별

소집단 1 1-A(상),1-B( ),1-C(하),1-D(하) 남

소집단 2 2-A(상),2-B( ),2-C( ),2-D(하) 남

<표 2>2개의 소집단 학생 구성

하는 학생들에 한 정보를 보여 다.연구 체에서 학생들의 이름은

소집단 번호와 각 학생을 지정하는 알 벳의 조합으로 처리되었다.

2.모형 구성 수업 과정 내용

본 연구는 학교 2학년 과학 ‘배설’단원에 한 수업 맥락에서 이루

어졌다.모형 구성 수업의 내용으로 ‘배설’단원이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배설과 련된 우리 몸의 구조,배설의 원리 과정들은

에 보이지 않는 추상 인 개념들이다.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배설에

한 내용을 학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Clement,2003).모형 구

성 활동은 학생들이 배설 상의 주요한 특성들을 분명하게 가시화시키

도록 함으로써 상에 한 과학 설명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수 있

다.둘째,배설 단원은 학교 2학년 과학에서 소화,순환,호흡,배설을

다루는 단원의 마지막 단원이다.소화계,순환계,호흡계,배설계는 인

체 내에서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작동한다.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이에

한 내용은 체로 분리되어 제시되기 때문에,학생들이 이러한 기 계들

에 해 통합 으로 사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Clement,2003;Nunez&

Banet,1997).배설에 한 설명 모형 구성 과정은 학생들이 생물학

상들에 한 통합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로 본 연

구에서 개발된 과제 노페물의 배설 경로를 그림 모형으로 나타내는

활동은 학생들이 소화,순환,호흡 내용을 포함하는 기존의 지식과 여러

사용 가능한 증거들을 유기 으로 결합시키도록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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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단원에 한 6개의 소집단 모형 구성 과제가 개발되어 총 6차시

에 걸쳐 투입되었다.연구 참여 학 에서 모형 구성 수업은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9월 13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3주에 걸쳐 진행되었

으며,모든 수업은 과학실에서 이루어졌다.

참여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과학 모형 구성 수업에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배설’단원에 한 본격 인 6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이 이루어

지기 ,2013년 7월 순에 ‘순환’단원에 한 2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

이 개발되어 시범 으로 도입되었다.학생들은 순환에 련된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하며 소집단 토론을 통해 력 으로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

을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한 교사 역시 시범 수업을

진행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그에 해 논의하며 모형 구성 활동의 목 과

학생들의 참여에 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배설에 해 개발된 6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의 내용은 <표 3>에 제시

되어 있다.학생들은 매 차시 소집단 모형 구성 활동을 통해 배설의 경

로나 원리를 설명하는 설명 모형을 생성하 으며,그 후 체 학 토론

을 통해 그 모형을 발표하고 평가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 학

토론에서 학생들은 “우리 반의 모형 만들기”를 목표로,다른 소집단

학생들이 발표한 모형에서 잘못된 을 찾아내어 반박하도록 격려 받았

다.그 후 학생들은 자신들의 모형에서 개선할 에 해 생각해보는 시

간을 가졌다. 이 교수 설계는 Rea-Ramirez, Clement, 그리고

Nunez-Oviedo(2008)가 제안한 모형 구성의 GEM 순환 고리를 반 한다.

1,2차시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기존 이해를 바탕으로 사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이었고,6차시 활동은 그간 학습한 단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이었다.이를 제외한 3,4,5차시의 활동에서

학생들은 모형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고,이를 바탕으로 추론하

다.각 차시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차시와

6차시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세포 호흡의 결과로 생성된 노폐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경로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 다.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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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제 수업 모형 구성 활동 내용

1
배설

경로

� 세포 호흡 노폐물의 처리 방법에 한 토론

� [모형 구성 1]노폐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경

로에 한 사 모형 생성,평가,수정

2

콩팥의

구조,

노폐물

분리

� 배설 기 콩팥 내부 구조에 한 교사 설명

� [모형 구성 2] 액 속 노폐물이 분리되는 원리에

한 사 설명 모형 생성,평가,수정

3
여과의

원리

� 주사기를 사용한 여과 실험

� [모형 구성 3]주사기 실험 비유를 바탕으로 여과

의 원리에 한 설명 모형 생성,평가,수정

4
재흡수,

분비

� 액,원뇨,오 에 포함된 양소와 노폐물의 농

도에 한 자료 바탕으로 모식도에 스티커 붙이기

� [모형 구성 4]원뇨와 오 에 포함된 물질의 농도

차이에 한 설명 모형 생성,평가,수정

5
이상

오

� 오 검사 실험

� [모형 구성 5]이상 오 의 원인에 한 설명 모

형 생성,평가,수정

6
배설

경로

� [모형 구성 6]노폐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경

로에 한 사후 모형 생성,평가,수정

<표 3>‘배설’단원의 6차시 모형 구성 수업 내용

인체 모양이 그려진 지에 소집단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2차

시부터 5차시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배설의 원리에 한 설명 모형을 구

성하 다.학생들은 소집단으로 구성한 설명 모형을 각자의 활동지에

도록 요구되었다.먼 ,2차시의 활동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시들을 바

탕으로 노폐물이 걸러지는 원리에 한 사 모형을 구성하 다.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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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에서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주사기에 압력이 가해질 때 크기가

큰 물질이 필터에 걸러지는 것을 찰하 다.그 후 그들은 이 실험 내

용을 참고하여 비유를 통해 여과의 원리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

다.다음으로 4차시의 활동에서 학생들은 원뇨와 오 에 포함된 물질 농

도에 한 자료를 제공받았고,이 자료를 바탕으로 재흡수,분비의 원리

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 다.5차시의 활동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오

의 이상 여부를 실험을 통해 별하 고,콩팥 구조 모식도를 바탕으

로 이상 오 의 원인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 다.모형 구성 수업에

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활동지는 부록에 첨부하 다.

3.자료 수집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에 한 자료 수집은 ‘배설’단원의 모형 구성

수업이 시작된 2013년 8월 말부터 2013년 9월 순까지의 총 6차시 수

업 동안 이루어졌다.이 기간 동안 학생들의 소집단 모형 구성 활동

체 토론은 모두 녹화,녹음되었다.각 소집단 단 로 카메라와 녹음기

가 설치되었으며 교실의 뒤쪽에 교사의 수업과 체 교실 토론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었다.카메라는 최 한 실험실의 측면에 일렬로

배치하여 학생들의 시야에 덜 노출되도록 하 다.학생들은 처음에는 때

때로 수업 녹음기를 만지거나 카메라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촬 에 차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 고 약 3차시 때부

터는 촬 이나 녹음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활동에 참여했다.녹화,녹음

된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 특성은 연구자에 의해 사되었다.

수업 활동 모습 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그림이나 의 형태

로 표 한 소집단 모형들이 수집되었다. 한 연구자가 수업을 찰하면

서 작성한 찰일지와 교사와의 면담 내용이 학생들이 실행을 분석하는

데 있어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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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모두 끝난 뒤 2014년 2월에는 모형 구성 활동 반에 한 학

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반 구조화된 형태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은 소집단의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되었으며,개인 당 20분

-40분 정도 진행되었다.면담 내용은 녹음되어 사되었다.면담에서는

먼 소집단 모형 구성 활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활동에서 목

표한 바가 무엇이었는지,활동에서 자신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은 무

엇이었는지를 공통 으로 질문했다.다음으로 각 소집단의 모형 구성 활

동 상황들에 한 질문들을 추가했는데,필요한 경우 활동 모습이 힌

상의 일부를 보여 으로써 학생들의 기억을 상기시켰다.이는 소집단

에서 보인 형 인 활동 모습과 인식론 이 이 환된 것으로 보

이는 특수 상황들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함이었다.수업으

로부터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면담이 진행되었고 한 면담의 맥

락은 실행의 맥락과 달랐기 때문에,면담 자료는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을 조사하기 한 직 인 자료가 아닌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

과 인식론을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쓰 다.

4.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 동안의 인식론을 분석함에 있

어 Sandoval(2005)의 실행 인식론 을 사용하 다.이에 따라 학생

들이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인 담화와 행동,그들이 결

과로 만들어낸 설명 모형,그리고 스스로의 실행에 한 인식을 보여

면담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실행 인식론을 추론하고자 하 다.

총 6차시의 모형 구성 실행 3차시 주사기 실험 비유를 통한 여과

원리 모형 구성 활동은 분석 결과 논의에서 제외하 다.3차시 활동

의 개발 단계에서의 목 은 학생들이 주사기 실험 활동에서 조사한 내용

을 바탕으로,비유를 통해 여과의 원리에 한 설명 모형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실험에 걸린 시간이 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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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며 학생들에게 소집단 모형 구성을 한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못했다.5분의 시간 내에서 부분의 학생들은 여과의 원리에 해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주사기 실험에서 강조되었던 을 회상하여

일 으로 ‘크기가 크면 걸러진다.’라는 내용을 활동지에 어 넣었다.

체 토론에서도 역시 시간이 부족했고,의견이 일치한 학생들이 더 깊

은 토론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추가 인 내용은 교사의 설

명에 의해 제공되었다.이 맥락에서 학생들은 비생산 인 모형 구성 과

정을 보 으나,이것은 그들의 비생산 인 인식론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시간 부족을 포함한 상황 제약의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3

차시 모형 구성 활동은 학생들의 인식 실행과 인식론 이 에

해 논하는 본 연구의 분석에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외하 다.

이에 따라 3차시를 제외한 다섯 차시의 모형 구성 실행에서 드러난 학

생들의 인식론 이 ,그들이 활성화시킨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

그리고 모형 구성 과정을 질 으로 분석하 다.

4.1인식론 이 의 질 분석

지식과 앎에 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한 학

생들의 인식,즉 인식론 이 은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변화하기

때문에(Redish,2004),학생들의 이 은 실행 체가 아닌 보다 세분

화된 담화 단 에 해 분석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모

형 구성 실행에서 나타난 담화를 아이디어 단 로 분 화하여 코딩하

다.아이디어 단 는 학생들이 과학 실행 하나의 아이디어에 해

논하는 동안에 보인 담화를 포함한다.학생들의 담화에서 나타난 아이디

어의 에는 “콩팥이 배설 경로에 추가되어야 한다.”,“단백질이 여과되

었다.”등이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소집단

모형에 반 하거나 기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와 행동으로부터 각

아이디어 단 에 한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을 추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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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 인식론 이 생산 인식론 이

목표 � 학교 수업에서 성공하기 � 자연 상을 이해하기

인식

� 지식은 교사나 교과서로부

터 정보의 형태로 제공됨

� 우리의 역할은 그 지식을

받아 재생산하는 것

� 지식은 권 에 의해 인정

될 때 옳은 것으로 여겨짐

� 지식은 어디서든 올 수 있음

� 우리의 역할은 지식을 생성

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고,믿

고 있는 것들과 잘 맞아 떨

어질 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짐

<표 4> 비생산 ,생산 인식론 이 을 갖는 학생들의 특성

(Hutchison& Hammer,2010)

각 분석 단 에서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다음의 질문들을 통

해 분석되었다.첫째,학생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활동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이 질문은 학생들이 지식 앎과 련하여 모형 구성 활동이라

는 과학 실행의 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Rosenberg,Hammer,& Phelan,2006).둘째,학생들은 과학 실행에

참여하는 자신과 소집단 구성원들의 역할을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이 질

문은 학생들이 지식 앎과 련하여 스스로의 학습에서 갖는 주체성을

보여 수 있다(O’Neil& Polman,2004).셋째,그러한 인식 하에 학생들

은 활동에서 무엇을 하기 해 노력하는가?이 질문은 학생들의 말과 행

동으로부터 그들이 인식론 으로 옳다고 단하는 가치를 추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Hutchison& Hammer,2010).

다음으로는 의 세 가지 질문에 한 답을 바탕으로 각 아이디어 단

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생산 인지 비생산 인지

가 코딩되었다.생산 ,비생산 인식론 이 은 Hutchison과

Hammer(2010)가 제안한 기 (표 4)을 사용하여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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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인식론 자원 네트워크의 질 분석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그들의 인식론 자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활성화되도록 이끈다(Elby& Hammer,2010).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의 환을 설명하기 해 그들이 맥락

내에서 활성화시킨 인식론 자원들의 네트워크를 함께 기술하 다.

Hammer와 Elby(2002)는 인식론 자원을 분석하는 범주와 자원의 시

들을 제안하 으나(표 1),그것이 불완 한 틀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다

양한 맥락에서 활성화되는 인식론 자원들이 식별되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식론 자원을 분석함에 있

어 자원 을 사용한 다른 여러 논문들(e.g.,Gupta& Elby,2011;

Rosenberg,Hammer,& Phelan,2006)에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즉 Hammer와 Elby(2002)가 제안한 분석틀과 시들을 기반으로 하여

인식론 자원들을 분석하되,엄격한 기 을 사용하여 자원들을 코딩하

기보다는 각각의 맥락에서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는 자원 요소들을 찾아

내어 질 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 다.

본 연구에서는 Hammer와 Elby(2002)의 인식론 자원 범주를 일부

수정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식론 자원들을 식별하 다.첫

번째 측면은 지식의 본성과 근원에 한 학생들의 이해와 련된 자원들

이다.이 범주의 자원의 로는 ‘지식은 구성되는 것’,‘지식은 되는

것’등이 있다.두 번째 측면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인식론 활

동,즉 모형 구성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한 자원들이다.이 측면

의 자원들은 ‘학생들이 활동에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한 답으로부터 분석될 수 있다. 로 학생들은 활동을 이해하

는 데 있어 ‘정답 쓰기’자원을 활성화시켰을 수도 있고,‘합리 인 설명

구성하기’자원을 활성화시켰을 수도 있다.세 번째 측면은 학생들이 모

형 구성 활동에 참여할 때 인식론 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지에

한 자원들이다.이 자원의 로는 ‘사람이나 정보에 한 신뢰’,‘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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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수용’,‘이해’등이 있다.모든 측면의 인식론 자원들은 학생들

의 모형 구성 실행으로부터 식별되었다.각각의 맥락에서 특정 자원을

식별해낸 근거에 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 다.

4.3모형 구성 과정의 질 분석

각 맥락에서 학생들의 모형 구성 과정 역시 질 으로 분석되었다.과

학 수업에서 모형을 구성,평가 수정하는 과정은 증거에 기반을 두어

추론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변활동을 매개로 이루어진다(이신 등,

2012;Giere,Bickle,& Mauldin,1991;Rea-Ramirez,Clement,&

Nunez-Oviedo,2008;Windschitl,Thompson,& Braaten,2008).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모형 구성 과정 나타낸 논변활동을 분석함으

로써 그들의 추론 과정을 질 으로 분석하 다.

논변활동 분석을 해서는 Sampson과 Clark(2009)이 제안한 분석틀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그들은 Toulmin(1958)의 논변 분석틀을 참고

하여 과학 논변활동을 3가지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하

다.첫 번째는 ‘설명’으로 이는 탐구 질문에 해 학생들이 구성한 답이다.

두 번째는 ‘증거’로 설명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된 찰 사실이

나 측정 결과이다.세 번째는 ‘추론’으로 증거가 설명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를 정당화하는 과정이다.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설명’을 학생들이 구성한 ‘설명 모형’으로 바꾸어 사용하 다.Sampson과

Clark(2009)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모형 구성 논변활동 분

석틀을 Toulmin(1958)의 논변 구성요소와 비교한 표는 <표 5>와 같다.

모든 자료 분석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뒤 2인의 공동 연구자와 함

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공동 연구자 한 명은 생물교육학 박사

학 를 소지한 분야 문가 고,다른 한 명은 과학교육학 석사 과정

학원생이었다.검토 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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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Toulmin(1958)의 논변활동 구성요소

설명 모형 � 주장(claim):증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주장

증거 � 자료(data):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사용된 증거

추론

� 보장(warrant):자료-주장을 연결하여 정당화하는 진술

� 지지(backing):보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본 가정

� 한정어(qualifier):주장이 성립하는 특정한 조건

� 반증(rebuttal):주장에 한 논변과 상충하는 진술

<표 5> 모형 구성 논변활동 분석틀(Sampson& Clark,2009참조)

구성요소와 Toulmin(1958)의 논변활동 구성요소 비교



- 31 -

Ⅳ.연구 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력 으로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동안에

나타난 인식론 이 의 역동성을 탐색하고자 하 다.이를 해,

학교 과학 교실에 배설에 한 6개의 력 모형 구성 과제를 개발하여

6차시에 걸쳐 투입하 다.다음으로 모형 구성 반에서 보 던 인식론

이 이 상이하게 달랐던 두 소집단을 의도 으로 선택하여,그들

의 인식론 이 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맥락과 과정을 탐색하 다.

연구 결과,소집단 1의 학생들은 력 모형 구성 활동에서 체로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인 가운데,때때로 그들의 인식론

이 이 생산 인 것으로 환되는 맥락들이 나타났다.반면 소집단

2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체로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인

가운데,때때로 인식론 이 이 비생산 인 것으로 환되는 맥락

들이 나타났다.학생들의 인식론 이 의 환은 그들이 활성화시

키는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의 변화를 이끌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맥락에서 활성화된 학생들의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

의 인식론 이 이 보인 역동성을 설명하고자 하 다.

1.소집단 1의 사례

소집단 1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체로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다.그것은 투입 기의 첫 번째,두 번째 활동에서 활동

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인식 참여를 안내했다.하지만 나머지

세 활동들에서는,소집단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비생산 인 것

으로부터 생산 인 것으로 환된 맥락들이 나타났다.다음에서는 먼

소집단 1학생들의 형 인 활동 모습에서 나타난 모형 구성 과정

인식론 이 의 특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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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소집단 1의 형 인 활동 모습과 비생산 인식

론 이

소집단 1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체로 학업 성취 수 이 가

장 높은 학생(1-A)을 으로 믿고 의존하며 그의 지시를 따르거나 그

의 답을 베끼는 모습을 보 다.다음의 담화 발췌는 소집단 1의 형

인 활동 모습을 보여 다.이는 1차시 수업 이루어진 담화로,소집단

1의 학생들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에 한 설명 모형을

인체 모양이 그려진 종이에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19.1-A:(잇는 제스처 취하며)이어.나머지는 다 생략해도 이것만

이어.

20.1-B:이 게?

21.1-A:어,이어.그 다음에,(곡선 그린 뒤)이 게,신장을 그려.

22.1-B:어떻게?

23.1-A:콩팥 두 개를 그려.

24.1-C:어떻게 그려?

25.1-A:(손가락으로 콩팥 그리는 제스처)이 게.강낭콩처럼 생겼

다니까.

26.1-D: 그러진 공 모양.

27.1-A:(콩팥 직 그리며)이 게…

의 담화는 소집단 1의 학생들의 모형 구성 과정에의 참여가 체로

비생산 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을 보여 다.담화에서,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 1-A는 계속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

식으로 설명 모형의 요소들을 추가하고 있었다.모형이 구성되는 과정은

체로 오로지 1-A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발췌문의 19,21,23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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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학생들은 1-A를 신뢰하며 그의 지시를 그 로 따랐다.결과 으로

구성된 소집단 1의 과학 모형은 학생 1-A 개인의 모형이 그림이나 활

동지로 옮겨진 형태 다.

소집단의 학생들이 학생 1-A에게 제기한 질문들(20,22,24행)은 1-A

가 개인 으로 구성한 모형을 종이에 표 하는 방법을 묻는 차 질문

(proceduralquestion)들이 부분이었다.그들은 학생 1-A의 주장을 평

가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심지어 1-A의

결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로 그들은 콩팥을 그리라

는 1-A의 지시(21,23행)에 콩팥을 그리는 방법을 궁 해 했을 뿐(20,

22,24행),콩팥의 기능이 무엇이며 왜 모형에 콩팥을 그려야 하는지 등

에 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학생들의 이러한 종류의 기본 정보 질문

(basicinformationquestion)은 력 지식 구성 과정에서 생산 인 논

의를 거의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Chin & Brown,

2002),실제로 그러했다.이와 같은 소집단 1학생들의 인식 참여는 과

학 교육 분야의 연구들에서 기 하는 모형을 구성,평가,수정하는 과정

을 통한 학습(Passmore, Stewart, & Cartier, 2009; Windschitl,

Thompson,& Braaten,2008)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따

라서 비생산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집단 1의 학생들이 활동에서 형 으로 어떠한 인식

론 자원들(Hammer& Elby,2002)을 활성화시켰는지를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i)축 :학생들은 학생 1-A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조각들을 받아

들여 쌓는 데 집 하고 있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ii)정보의 무조건 수용:학생들은 학생 1-A로부터 달되는 정보

를 의심 없이 믿고 수용하 다.(인식론 태도 측면)

소집단 1의 학생들은 인식론 이 의 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 34 -

부분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 이러한 인식론 자원들을 활성화시켰다.

이들이 반 으로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인 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식 권 가 한 학생에게 집 되어 있었던 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에서는 사후 인터뷰의 분석 결과로부터

소집단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 구성원들에 해 반 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살펴본다.

소집단 1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에서 학생 1-A와 다른 학생들

의 인식 권 가 크게 차이 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소집단 1의 학

생들은 자신들이 모형 구성 과정 학생 1-A에게 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그 이유에 해 학생 1-B,1-C,1-D

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 1-B:제가 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학생 1-A]는 틀릴

가능성이 보다 좀 더 으니까… 훨씬 으니까.

학생 1-C: 희가 아는 거면 할 때도 있는데,모르는 거면 그냥 이

[학생 1-A]가 다 하죠. 이[학생 1-A]가 잘 하니까.

학생 1-D:공부를 잘 하는 애는 오히려 복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죠.자기가 다 알고 있던 거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2014.02.12.사후 개인 인터뷰)

학생 1-A는 반에서 과학 시험 성 이 가장 높은 학생이었으며,교사

와 학 의 모든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학생들은 학생 1-A가

과학을 잘하기 때문에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다는 으로부터,모형 구

성 과정에서 학생 1-A에게 인식 권 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편 학생 1-A 역시 소집단 구성원들과 그의 인식 권 가 크게 차

이 난다고 느끼고 있었다.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과제의 답들을 거의

미리 알고 있었고,다른 학생들 역시 자신이 답을 안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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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에 활동에서 자신에게 주로 의지하려 했다고 하 다.

인터뷰로부터 드러난 학생들의 인식은 그들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의

형 인 비생산 참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모형 구성 활동들에서,학생 1-A가 확신 있는 태도로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가진 인식 권 차이에 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맥락 단서로 작용했을 수 있다.학생 1-A가 정답

을 아는 것처럼 보 음에 따라,다른 학생들은 지식 구성 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다.인터뷰 데이터로부터, 형 인 모형

구성 실행에서 학생들의 다른 자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이는 몇 가지 인식론 자원들을 추가할 수 있다:

(iii)학생 1-A에 한 신뢰:학생들은 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 1-A에게 인식 권 를 부여하고,그의 의견을 으로

믿고 수용하 다.(인식론 태도 측면)

(iv)지식은 권 로부터 되는 것:학생들은 고정된 과학 정답이

존재하며 그것이 권 (학생 1-A)로부터 달되는 것이라고 인식

하고 있었다.(지식의 본성과 근원에 한 이해 측면)

소집단 1학생들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의 비생산 인 참여는 그들

의 비생산 인 인식론 이 과 상호작용하고 있었다.소집단 1

학생들이 형 인 모형 구성 실행에서 활성화시킨 인식론 자원들의

네트워크는 학생들의 인식론 이 에 해 다음을 암시한다.첫째,

그들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목표한 것은 과학 인 정답을 활동지에 작성

하는 것이었다(축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교사에 의해

평가 받게 될 다른 형태의 “과학 답”으로 여겼다.둘째,학생들은

학생 1-A가 과학 성 이 높기 때문에 정답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으로부터(지식은 권 로부터 되는 것),1-A에게 지 권 를 부여하

고 있었다(학생 1-A에 한 신뢰).셋째,이러한 인식 하에 학생들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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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소집단 1

학생들이 인식한 구

성원들의 인식 권

<그림 2> 소집단 1학생들이 형 인 비생산

인식론 이 을 보일 때 나타난 인식론 자

원 네트워크

답을 맞히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 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학생

1-A의 의견을 완 히 수용하고 따르는 방식을 택했다(정보의 무조건

수용).이 과정에서 그들이 모형을 이해했는지의 여부는 요하게 여겨

지지 않았다.

<그림 1>은 소집단 1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신들의 인식 권 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모식도이며,<그림 2>는 그들이 형 인 비생

산 인식론 이 을 가지고 활동할 때 나타난 인식론 자원 활성

화 네트워크의 모식도이다.

이러한 자원 활성화 패턴이 보여주는 소집단 1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비생산 인 인식론을 설명하는 많은 다른 문헌의 사례들과 맥

락을 같이 한다(Hutchison& Hammer,2010;Rosenberg,Hammer,&

Phelan,2006; Schommer,1990; Hofer,2000; Jimenez-Aleixandre,

Rodriguez,& Duschl,2000).Hutchison과 Hammer(2010)는 학생들이 비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가질 경우,지식을 교수자나 교과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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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로 이해하고,자신들의 역할을 지식을 받아

하게 재생산하는 것으로 여기며,지식은 권 에 의해 옳다고 인정될

경우 가치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하 다.Rosenberg,Hammer,그리고

Phelan(2006)은 학생들이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가지고 활동

하는 사례를 소개하 는데,그 경우 학생들은 과학 지식이 활동지에 의

해 제공되는 연 되지 않은 사실들의 세트라고 보았고,분명하게 이해되

지 않는 기술 인 용어들로 구성된다고 여겼으며,과학 인 논의가 그들

에게 의미 있을 것이라 기 하지 않는 모습을 보 다.

소집단 1학생들의 비생산 인 인식론은 이 을 사용한 연구

들뿐만 아니라,고 인 소박한 인식론 신념에 한 설명과도 일맥상

통한다(Schommer,1990;Hofer,2000;Songer& Linn,1991). 로

Schommer(1990)는 인식론 신념을 여러 가지 차원들로 설명하 는데,

소집단 1학생들의 인식론은 그가 제시한 범주 다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들은 지식이 분리된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단순한 지식),확

신을 갖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이며(확실한 지식),권 로부터 오고(지식의

근원은 권 ),효과 인 학습은 빠르고 쉽게 일어난다(빠른 학습)고 인식

하고 있었다.Jimenez-Aleixandre,Rodriguez,그리고 Duschl(2000)은 학

생들이 활동을 “수업에서 과학 따라 하기”로 인식할 경우 과제의 내용보

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 해 과제에 한 규칙( .‘무엇을 써라’,‘오직

한 개만 선택하라’등)을 따르는 데 집 한다고 하며,학생들이 활동을

“과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 다.소집단 1의

학생들은 함께 구성하는 지식의 내용을 이해하려하기보다는,정답에 가

까운 모형을 그려내기 해 학생 1-A로부터 달되는 지식을 받아들이

는 데 집 하고 있었으므로 Jimenez-Aleixandre,Rodriguez,그리고

Duschl(2000)이 묘사한 범주 “수업에서 과학 따라 하기”에 가까운 인

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즉,어떤 문헌으로 살펴보나 소집단 1의

형 인 활동에서의 인식론 이 은 비생산 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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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소집단 1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지식 구성 과정에서의 권

가 크게 차이 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그들

의 비생산 인식론 이 은 모형 구성 활동을 하는 동안 그들의

인식 실행에의 참여를 형성했으며, 한 실행에서 그들의 목표가 달성

되는 경험에 의해 더욱 강화될 여지를 갖고 있었다.즉,그들의 인식

실행에의 비생산 인 참여와 그들의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은 서

로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1.2일시 이 환:학생 1-A가 인식 ,인지

조력자 역할을 시도했을 때 (모형 구성 5)

인터뷰에서,학생 1-A는 자신이 선생님처럼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도

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소집단 모

형 구성 활동이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자신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

만,소집단의 다른 학생들의 경우 활발히 참여한다면 내용을 효과 으로

터득하고 의사 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 다.

학생 1-A: 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그냥 강의실 수업… 소집단 활

동할 때는요,어… 보니까요,그 원래 그냥 수업하는 것보다 더 간단

한 내용 갖고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원래 그 게 해야지 애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기도 하구요.[활동이] 한테는 도움이 안 될지

도 모르죠.근데 그 애들이 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아닐 수도 있는

데, 는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들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

르쳐 주고,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선생님처럼.[연구

자:아,네가?]네,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이미.

(2014.02.07.사후 개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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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토론에 해 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던 것에 반해,학생

1-A는 체 학 토론의 경우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그 이유

로 1-A는 다른 조에는 과학을 꽤 잘하는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그는 인

터뷰에서 다른 소집단의 두 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언 하며 말했다),그

들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해볼 수 있었던 이 좋았다고 하 다. 한 그

는 그가 그림을 틀리게 그렸을 때,다른 조의 발표를 듣고 그것이 틀렸

다는 을 알고 수정할 수 있었다고도 이야기했다.그는 체 토론을 소

집단 토론의 큰 형태라고 여기고 있었고,그 두 활동의 목표 차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러한 들은,학생 1-A가 소집단 토

론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여겼던 이 실제로 그가 모든 활동의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자신보다 인지 수 이 크게 낮다고 인

식하는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에게서 인지 으로 기 할 바가 었음에

기인하 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다.

학생 1-A는 자신이 선생님처럼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소집단의 다른 학

생들은 체로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 없이 1-A의 답을 그 로 베끼려고

하거나 그의 지시를 그 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상황에서 학

생 1-A는 종종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조력자로 기능하기 해 명시 으

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다음은 5차시 수업에서 소집단 1의 학생들

이 이상 오 의 원인을 설명하기 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이다.

9.1-B:그 게 생각한 이유는?그 이유가 뭐야? [학생 1-A]아?

10.1-A:(칠 가리키며) 거 보면 알잖아.

11.1-B:그러니까… 오 묻힌 게 뭐야?(오 검사지 가리키며)오

묻힌 거.

12.1-A:가운데 것.

13.1-C:둘 다 묻혔는데 앞에 것만 되면 단백질이지 [오 검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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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앞 칸의 색깔만 변하면 단백질이 검출된 거지]?노란색.

14.1-B:(학생 1-A의 린트 뺏어가려 함)

15.1-A:( 린트를 안 뺏기려 당김)언제까지 내 걸 베끼려고 해~

16.1-B:안 해,안 해~안 해,안 해~

17.1-C:안 하면 네가 안 좋은 거야.

18.1-A:네가 네 생각을 믿고 써야지.(혼자 뭔가 기 시작)

19.1-C: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학생1-A]아?

20.1-A:왜 단백질이 있는지.

21.1-C:그냥 잘못 다,이 게만 으면 안 돼?

22.1-A:안 돼.(계속 자기 것 으며)어디서 잘못 는지 어야 돼.

23.1-B:이상의 종류?이상은?

24.1-C:(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신장 내부 구조에 한 활동지를 보

며)그니까 사구체에 [단백질이]있다는 거지?

25.교사:(1조 다가와)어,록[학생 1-B]이의 의견은 어떠니?

26.1-B:(생각하다가)어… 사구체에서 단백질이 나와요.

27.1-D:사구체가 썩었어.

형 인 소집단 1의 활동들에서 학생 1-B,C,D는 학생 1-A가 답을

알고 있다고 여겨 자신들이 소집단의 설명을 구성하는 활동에 기여할 필

요가 없을뿐더러,기여할 여지도 없다고 단했다. 의 담화를 살펴보

면,1-B는 형 인 그들의 활동에서처럼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1-A에게

완성된 형태의 답을 요구했다(9행).하지만 학생 1-A는 다른 학생들이

단순히 자신의 답을 베껴 활동지를 채우려고만 한다는 에 회의를 느끼

고,그들에게 활동지를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하 다(10,15,18행).이러

한 그의 결정은 다른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인식

하도록 발시킨 인식 조력으로 작용하 다.학생 1-A의 결정이 단순

한 기분의 변화이거나 그 혼자서만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으로부터

비롯된 불만의 표 이 아니라는 것은,그가 소집단의 다른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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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인지 조력을 제공하며 그들의 학습을 돕고자 노력한

(12,20,22행)으로부터 알 수 있다.그는 직 인 답을 제공해달라는 다

른 학생들의 요청(9,14행)은 거 했지만,다른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한 질문들(11,19,21행)에 해서

는 기꺼이 답변해주는 모습을 보 다.

소집단 1의 다른 학생들은 활동지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학생 1-A의

의지가 굳음을 깨닫자(15,18행)그의 답을 베끼려는 생각을 포기하 다.

활동지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었지만,그것은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설명 모형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는 동기가 되었다.

소집단의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게 된 것은 아니었

다.학생 1-B는 처음에는 학생 1-A의 태도 변화에 당황하여 1-A의 활

동지를 뺏으려는 모습까지 보 다(14행).하지만 1-B는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차 스스로 답을 구성하기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이러한

변화에는 학생 1-A가 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맥락 단서뿐만 아니라

학생 1-C와의 상호작용 역시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생 1-C는 1-A가 답을 보여주지 않음에 따라 스스로 설명을 구성해

야 할 필요성을 느 고,학생 1-A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13행). 한 1-A에게 무턱 고 답을 요구하는 1-B에게 “안 하

면 네가 안 좋은 거야.”(17행)등의 말을 하며 스스로 설명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웠다.이러한 학생 1-C의 태도 변화는 학생 1-B에게

인식 ,인지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먼 ,인식 측면에서 학

생 1-C는 1-B에게 직 설명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득하는 동

시에 스스로가 설명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본보기가 되었다.둘째,인지

측면에서 학생 1-C는 1-A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얻기 한 질문을 하

는데,이는 학생 1-C스스로가 설명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B역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발 으로 작용하 다.이처럼 소집단의 인식 실행에서 간 수 의 구

성원이 매개자의 역할을 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끄는 모습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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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여러 문헌들에서도 찰되었다(최지혜,이신 ,& 김희백,2014;Chin

& Brown,2002).학생 1-C는 1-B보다 오히려 학업 성취 수 이 낮았지

만,1-A가 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맥락 단서에 먼 반응함으로써,

맥락 단서와 더불어 1-C의 인식론 태도 변화를 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의 설명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소집단 1의 학생들

은 그들이 지 권 를 갖는다고 여겨 신뢰하는 1-A에게 계속해서 질문

하며,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고(19,21행),증거를 바탕으로(11,13행,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활동지를 보는 행동)논리 인 인과 설명을 만들기

(23,24,26,27행) 해 노력하기 시작했다.이러한 맥락에서 활성화된

학생들의 인식론 자원은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i)지식은 구성되는 것:학생들은 학생 1-A가 답을 보여주지 않음에

따라 그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지식의 본성과 근원에 한 이해 측면)

(ii)형성:학생들은 스스로 설명을 형성하기 해 노력하고 있었다.

(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iii)추론:학생들은 설명을 구성하기 해,지난 시간에 작성한 활동

지와 같이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식들에 기반을 두어 추

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iv)확인: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와 불확실한 아이디어들을 어떻

게 다루어야 할지에 해 혼란스러워 보 다.그들은 학생 1-A

에게 질문을 통해 정보를 구하거나 그들의 생각이 옳은지 확인받

고자 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v)학생 1-A에 한 신뢰:학생들은 그들의 형 인 활동에서처럼

학생 1-A에게 인식 권 를 부여하고 있었다.그들은 1-A를 믿

고 신뢰하며,모형 구성 과정 동안 계속해서 학생 1-A에게 도움

을 요청했다.(인식론 태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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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증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 자신의 인과 설명을 만들

기 해 애쓰기 시작했다는 은 그들의 인식론 이 에 있어

주목할 만한 환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식별된 인식론 자원들의

네트워크로부터,소집단 1학생들이 이 맥락에서 보인 인식론 이

에 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먼 활동의 목표 측면에서,학생들은

그들이 정답에 가깝다고 여겼던 학생 1-A의 생각을 활동지에 베껴 넣을

수 없음을 깨달음에 따라 그들 스스로 인과 설명을 구성해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지식은 구성되는 것,형성).어딘가에 과학 정답이 존

재하며 정답에 가까운 논리를 활동지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크

게 변함이 없는 듯 보 지만,이제 이것은 그들이 논리 으로 타당한 인

과 설명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여해주었다.둘째,소집단 1의

학생들이 여 히 학생 1-A를 지 권 자로 여기고 신뢰하 으나(학생

1-A에 한 신뢰),그들은 이제 그를 정답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닌 지

식 구성에 있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셋째,이러한 인식

하에 타당한 설명을 구성하기 해,소집단 1의 학생들은 학생 1-A에게

필요한 정보에 해 질문하며(확인)증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추론하기

시작했다(추론).

여기서 소집단 1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Hutchison과

Hammer(2010)가 제기한 인식론 이 의 범주 “자연 상 이해

하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들은 학생들이 “자연 상

이해하기”라는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가질 경우,지식이 어디서

든 올 수 있다고 여기며,그들의 역할을 그 지식을 생산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 다. 의 모형 구성 담화를 분석하 을 때 소집

단 수 에서 수 높은 논변 담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주장이

나 정당화,반론과 반박의 구성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진 않았다).하지

만 소집단 1의 학생들은 이 맥락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 해 노력

하고 있었고,이는 그들의 인식론 이 이 보다 생산 인 방향으로

환되었음을 의미한다.그들은 비생산 인식론 이 을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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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키던 “신뢰”등의 인식론 자원을 여 히 활성화시키고 있었

다.하지만 이제 그 자원들은 생산 인 인식론 이 이 이끄는 자

원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인식론 자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1.3인식론 이 회귀:학생들이 1-A를 인식

권 자이자 평가자로 여김에 따라 (모형 구성 5,계속)

하지만 이러한 소집단 1학생들의 생산 인 인식론 이 은 길게

지속되지 못했고,약 8분 후 그들의 이 은 다시 비생산 인 것으로

환되었다.아이러니하게도,이러한 환을 발시킨 것은 학생 1-A의

인지 조력이었다.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자 하

는 의지에 따라,1-A는 틈틈이 소집단 학생들의 이해를 검하고 사고

를 진하기 한 질문을 던졌다.하지만 이것은 다른 학생들이 학생

1-A를 정답을 알고 있는 인식 권 자이자 평가자로 여기도록 하는

발제가 되었다.다음은 1.2. 의 담화가 있은 뒤 약 6분 뒤에 이루어진

소집단 1학생들의 담화이다.

125.1-A:(자기 것 다 고 나서)얘들아,뭐가 이상인지 알겠어?

126.1-C:그,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연결될 때 이게 빠진다고.

(잠시 생각)그럼 단백질이 여과가 안 될 것 같은데…

127.1-A:뭐?

128.1-C:단백질이 여과가 안 다는 거야?

129.1-A:(끄덕이려다가 멈추며)아니,여과가 다는…

130.1-C:아, 다고?(활동지에 기 시작)

131.1-B:단백질이 여과가 다고?

132.1-C:여과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133.교사:(소집단 1에 다가와)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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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생

각해 요.(떠난다.)

134.1-A:(생각하다가 기 시작)

135.1-B:단백질이 어디에 있는 거야?사구체에 있어?

136.1-C:그러니까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될 때 단백질이…

뭐지?(1-A 보며)흡수돼야 한다고?흡수돼야 되는데 여과 다는

소리야?뭔 소리야?

137.1-A:단백질이 여과되면 안 되는데 여과가 다고.

138.1-C:아,여과가 되면 안 되는데 여과가 돼서…

139.1-B:여과가 뭐야?

140.1-C:빠져나갔단 소리 아니야?(1-A보며)뭔 소리야?

141.1-A:(계속 자기 것 으며)통과했다고.

142.1-C:통과했 ,통과했다는 소리래.

143.1-B:어,통과?

144.1-C:그냥 여과라고 어.나도 잘 몰라.

145.1-B:(활동지 질문 읽으며)우리 모둠의 설명이 옳은 이유는?

[학생 1-A]이가 말했기 때문이다.다른 조의 설명은 [학생 1-A]

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다.

의 담화에서 학생 1-A는 자신의 설명 구성을 마친 뒤,소집단의 다

른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자 하는 목 으로 그들의 모형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를 물었다(125행).하지만 이 게 명시 으로 다른 학생들

을 조력하려는 학생 1-A의 태도는 다른 학생들로 하여 1-A를 답을

알고 있는 지 권 자이자 그들의 답을 평가하려는 평가자로 여기도록

진시켰다.그들은 스스로의 설명을 구성하기 해 1-A에게 정보를 요

청하는 것이 아니라,1-A가 갖고 있는 정답과 그들의 답을 비교하기

해 1-A에게 그들이 구성한 내용을 보고하고(126행)평가를 요청하 다

(128행).학생 1-C가 제시한 내용(‘단백질이 여과되지 않았다’,128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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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생 1-A는 정반 의 내용을 주장하 으나(‘단백질이 여과되었다’,

129행),학생들은 그러한 1-A의 주장에 한 이유를 물어 타당성을 따지

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하기보다는 기꺼이 자신들의 의견을

포기하고 1-A의 주장을 곧바로 활동지에 옮겨 쓰는 모습을 보 다(130,

131행).이는 소집단 1의 학생들이 스스로 타당한 인과 인 설명을 구성

하려 하기보다는 학생 1-A에게서 활동지에 어 넣을 정답을 얻으려 했

다는 을 암시한다.

활동지를 작성하며 학생 1-C는 학생 1-A에게 내용에 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 는데(132,136,140행),이것 역시 내용을 이해하기 해서라

고 보긴 어렵다.왜냐하면 1-C의 질문에 해 1-A는 이 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답했고(‘단백질이 여과되었다’,129,137,141행)그것

이 1-C의 이해 향상이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1-C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동지에 그 내용을 어 넣은 뒤(138행)그에 해 더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1-C가 “여과”라는 단어의 의미를 궁 해 하

는 1-B에게 “그냥 여과라고 어.나도 잘 몰라.”(144행)라고 답한

은 1-C의 목 이 활동지를 채워 넣는 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다.

1-B는 내용 이해를 한 질문들을 몇 차례 제기했으나(131,135,139,

143행),충분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1-A의 답을 베끼기에 바쁜

1-C와 상호작용하며(144행)이해를 한 노력을 멈추게 되었다.소집단의

설명이 옳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1-B는 장난스럽게 자신들의 답이 학생

1-A의 의견이기 때문에 옳다고 말했는데(145행),이 역시 1-B가 1-A의

의견을 정답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을 반 한다.이 맥락에서 소집단 1

의 구성원들에 의해 활성화된 인식론 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i)학생 1-A에 한 신뢰:학생들은 학생 1-A가 인식 권 자로서

정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답을 평가할 수 있다고 여겼다.(인

식론 태도 측면)

(ii)지식은 되는 것:학생들은 정답이 학생 1-A로부터 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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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소집단 1학생들의 일시 인식론 이 환 그에

따른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양상

있다고 보았다.(지식의 본성과 근원에 한 이해 측면)

(iii)확인:학생들은 1-A에게 그들이 구성한 답을 보고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 받고자 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iv)축 :학생들은 결국 학생 1-A에게서 정답을 얻어 활동지를 채

우는 데 집 하게 되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이 맥락에서 소집단 1의 학생들은 그들이 형 인 비생산 인식론

이 을 가질 때 보 던 인식론 자원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요

약하자면,학생 1-A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해 노력한 결과 소집단

1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일시 으로 비생산 인 것으로부터 생

산 인 것으로 환되었다.하지만 1-A가 계속해서 명시 인 인지 조

력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은 1-A를 정답을 알고 있는 인식 권 자로

여기게 되었고,결국 그들의 이 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다시 비생산

인 것으로 돌아왔다.소집단 1학생들의 인식론 이 변화를 보

여주는 인식론 자원들의 활성화 패턴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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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산 이 으로의 환:학생 1-A가 모형

구성 과정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모형 구성 4,6)

부분의 경우 학생 1-A는 그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에 자신감을 갖

고 있고 한 다른 학생들의 인지 기여를 크게 기 하지 않았기 때문

에 모델 구성 과정에 확신을 갖고 참여했다.이러한 그의 태도는 소집단

의 다른 학생들이 그가 활동에서 인식 권 를 갖는다고 여기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하지만 학생 1-A가 모형 구성 과제에서

다른 학생들 그리고 본인의 기 처럼 완벽한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학생 1-A는 권 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을 일방 으로 받아

들이는 통 인 수업이 익숙한 학생이었고,증거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은 그에게도 낯설었다.1-A가 학원에서 해당 내용

에 해 선행 학습하 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개념 자원들을

더 많이 갖고 있긴 했지만,과제에서 학생들에게 구성하도록 요구한 설

명 모형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편 ,사실 지식이 아닌 개념 자원

들을 활용한 추론의 결과물이었다.소집단 1의 학생들이 1-A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비생산 인 이 을 보인 맥락에서도,1-A가

제안한 모형은 논변활동을 통해 수정될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

때때로 학생 1-A는 모형 구성 활동 답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고

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이러한 그의 확신 없는 태도는 종종 소집단

1의 다른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

다.다음은 소집단 1학생들이 4차시 수업 원뇨(U1)로부터 오 (U2)

이 만들어질 때 요소의 농도가 60배 이상 증가하는 상에 한 설명 모

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이다.

97.1-B:시작,시작,시작해볼까?[학생 1-A에게]그 게 생각한 이

유는?그 이유가 뭐야? [학생 1-A]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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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A:포도당은… 아… 요소는… ( 린트 보며 고민하는 모습)

99.1-C: [학생 1-A]아,잠깐만 린트 좀.

100.1-A:(고민하며)모세 … 세뇨 안에 있는 요소들이 같이

나간 건 아닐까?모세 에서 들어오기엔 무 양이 어.

모세 [잘 안 들림,확신 없는 작은 목소리]

101.1-B:그럼,갑자기 60배… 60배가량이 어떻게 늘어나?모세

에서.

102.1-A:아니면,여기 가면서 모세 에서 요소가 세포질 쪽으로

해가지고…

103.1-C:요소가 뭐지?요소가 뭐지?

104.1-A:어?

105.1-C:요소가 뭐냐고.

106.1-A:어… 요소가 뭐냐면,암모니아 덩어리야.

107.1-B:(생각하다가)아… 여기 U1에서 U2로 가면서 간에서 요

소가 잘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냐?조

건이?

108.1-A:요소가 번식한다는 건 말이 안 돼.아하하[웃음].생명체가

아니라서.

109.1-D:요소가 아 암모니아 덩어리야?냄새 심하지 않을까?

110.1-A:아니.암모니아 덩어리라고 하기보다는 암모니아가 희석된

거야.

111.1-D:냄새가 안 나?

112.1-A:냄새 나겠지… 근데 강하지가 않지,독성이.(잠시 침묵)모

세 에서 들어오기보다는,이게 갑자기 커진 건 아닐까?

113.1-C:커져라!

114.1-A:좁은 틈을 나오려면.

115.1-C:갑자기 커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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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시작되고 얼마 후 학생 1-B,1-C는 평소처럼 학생 1-A에게

완성된 형태의 답을 요구했다(97,99행).하지만 확신 있는 태도로 소집

단의 설명 구성을 주도하던 평소의 모습과 달리,학생 1-A는 주 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 다(98,100행).그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한참

동안 활동지를 쳐다봤으며,확신 없는 작은 목소리로 여러 가지 가능성

에 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 다.이러한 그의 태도는 소집단의 다른 학

생들이 그가 정답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이는

다른 학생들이 소집단의 설명 모형 구성 활동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해주

었다.소집단 1의 학생들은 1-A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고(101,

115행),기반이 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해 극 으로 질문했으며(103,

105,109,111행),그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다(107행).

의 담화에서 소집단 1학생들은 모형 구성 실행에 생산 으로 참여

하고 있었다.소집단 1의 학생들은 오 이 형성될 때 요소의 농도가 크

게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기 해,여러 가지 주장들

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논변활동을 보 다. 로 학생

1-A가 오 이 세뇨 을 통과하며 세뇨 안에 남아 있던 요소들을 어

나간다는 생각을 제안하자(100행),1-B는 그것만으로는 요소의 농도가

갑자기 60배가량 늘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101행).원뇨

에서 오 으로 갈 때 요소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는 학생

1-B의 제안에 해(107행),1-A는 요소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번식

할 수 없다고 반박하 다(108행).이 담화 이후에 진행된 담화에서 학생

1-B는 모세 의 요소 농도가 어들었다는 데이터를 언 하며 요소가

모세 으로부터 세뇨 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지 제안하 다.학생

1-A는 이에 해 모세 의 요소 농도가 오 의 요소 농도에 비해 확

연히 낮기 때문에,모세 으로부터 요소가 들어온다는 설명이 불충분

하다고 반박하 다(이에 한 학생 1-A의 생각은 100행의 혼잣말에서도

드러난다).1-C,1-D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 1-A의 주장을 논리 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지만,1-A이 주장에 종종 의문을 표했고(115행),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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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에 기여하기 해 내용을 극 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 다

(103,105,109,111행).이 맥락에서 소집단 1학생들에 의해 활성화된

인식론 자원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i)지식은 구성되는 것:학생들은 그들이 지식의 권 자로 여기고 의

존해왔던 학생 1-A가 답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따라 지식

이 달될 수 없고,그들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여겼다.(지식

의 본성과 근원에 한 이해 측면)

(ii)형성:학생들은 오 에서 요소의 농도가 증가한 이유에 한 설명

을 형성하기 해 력하고 있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iii)추가:학생들은 소집단의 설명을 형성하기 해 력하는 과정에

서,요소의 농도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기작들을 극

으로 제안하 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iv)평가:학생들은 그들이 가진 데이터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가장 잘 부합하는 설명을 찾기 해,제안된 기작들을 평

가하 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v)이해:학생들은 설명하고자 하는 상에 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해 극 으로 개념 정보들을 요청했다.(인식론 태도 측면)

(vi)의심:학생 1-A의 의견을 의심 없이 수용하던 평소의 활동들에

서와 달리,학생들은 학생 1-A를 포함한 서로의 주장에 극

으로 의문을 제기하 다.(인식론 태도 측면)

소집단 학생들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의 생산 인 참여는 그들의 생

산 인 인식론 이 과 상호작용하고 있었다.이 맥락에서 소집

단 1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설명

하는 다른 문헌의 사례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Hutchison& Hammer,

2010; Rosenberg, Hammer, & Phelan, 2006). Hutchison과

Hammer(2010)는 학생들이 “자연 상 이해하기”라는 생산 인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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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집단 1

학생들의 어든 인

식 권 차

<그림 5> 학생들의 생산 인식론 이 으

로의 환을 보여주는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

이 을 가질 경우,그들의 경험과 추론 는 학교 교육에의 참여

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그 지식이 그들이 믿고 이해하는 것에 부합하

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것을 평가하고자 노력한다고 하 다.소집단 1학

생들은 주어진 데이터와 기존 지식,이 의 수업들에서 배운 정보를 데

이터로 활용하여 그들의 논변을 구체화하고 정당화하 다.이러한 들

은 이 맥락에서 소집단 1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생산 으로

환되었음을 의미한다.그들의 인식론 이 은 4차시와 6차시 수업

모두에서 모형 구성 활동이 끝날 때까지 생산 으로 유지되었다.

요약하자면,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 1-A가 모형 구성

어려움을 겪는 맥락에서 소집단 학생들이 인식하는 구성원들의 인식

권 차이는 어들었고(그림 4),이는 그들이 소집단 모형 구성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학생들은 력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 고,이에 따라 소집단 1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비생산 인 것으로부터 생산 인 것으로 환되었다.소집단 1학생들의

생산 인식론 이 을 보여주는 인식론 자원들의 활성화 패턴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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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집단 2의 사례

소집단 2의 학생들은 소집단 1과 조 으로 모형 구성 활동에서 체

로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다.하지만 3,5번째 모형 구성 활

동에서 그들의 인식론 이 은 생산 인 것으로부터 비생산 인 것

으로 환되었다.다음에서는 먼 소집단 2학생들의 형 인 활동 모

습에서 나타난 모형 구성 과정과 인식론 이 의 특징을 살펴본다.

2.1소집단 2의 형 인 활동 모습과 생산 인식론

이

소집단 2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체로 극 으로 주장을

제기하며 그것을 평가하고 정당화하기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다

음 담화 발췌는 소집단 2의 형 인 활동 모습을 보여 다.이는 2차시

수업 이루어진 담화로,학생들은 여과의 원리를 설명하는 세 가지 주

어진 모형 가장 합한 모형을 고르기 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세

가지 모형 첫 번째 것은 신장 내에 노폐물만을 특정하게 끌어당기는

자기력과 유사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두 번째 모형은 도 차이

에 의해 노폐물이 분리된다는 것이었으며,세 번째 것은 깔때기와 같은

구조에 의해 크기에 따라 노폐물이 걸러진다는 것이었다.

12.2-C:아까 깔때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이야.[앞선 수업에서

콩팥의 구조를 배울 때 콩팥 깔때기에 해 배웠다.]

13.2-B:2번 같은데?

14.2-D:아,그래,깔때기 같다,깔때기.

15.2-A:깔때기 얘기를 해서 3번이야?(웃음)

16.2-C:( 린트 보며)3번인 이유가 뭐야,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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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A:깔때기,깔때기.(웃음)

18.2-C:진짜 그 게 썼어?

19.2-A:아니… 이거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이거 헷갈려.

20.2-D:야,근데 쫄쫄쫄 흐르는 거니까 깔때기 같아.

21.2-A:어디선가 들었어,이거… ( 린트 가리키며 2-C에게)어디선가

이것도 된다고 들었어.

22.2-C:(이유에 는 시늉)어디선가 들었다.하하하[웃음].

23.2-A:3번.어디선가 들었다.하하하[웃음].

24.2-B:우리 2번 하자.

25.2-A:3번이야.

26.2-B:2번.

27.2-C:왜 2번인데?

28.2-B:(아무 말 못한다.)

29.2-A:3번이 더 그럴싸해.

담화는 소집단 2의 학생들이 세 가지 설명 모형에 한 평가를 본

격 으로 시작하기 이루어진 담화이다.이는 소집단 2학생들의 모형

구성 활동에 한 이해 활동에서의 바람직한 수행에 한 기 가 소

집단 1학생들의 것과 확연히 달랐음을 보여 다.

소집단 2의 학생들은 어떠한 모형을 소집단의 모형으로 결정하고 합의

하기 해서는 납득할 만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

으로 활동하고 있었다.이는 다음에 의해 지지된다.먼 ,소집단 2의 학

생들은 한 학생의 의견을 일방 으로 수용하고 따르기보다는,다수의 의

견과 다르더라도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데 스스럼이 없었

다(13,24행).이는 권 자가 답을 알려 것이라 생각해 스스로 사고할

노력을 하지 않거나 권 자가 옳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의견

을 바로 포기해버리던 소집단 1학생들의 형 인 활동 모습과 조

이다.둘째,학생들은 선택한 모형을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기 해 노력



- 55 -

했다. 의 담화에서 학생들은 먼 제시된 3번 모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 다.3번 모형에

해 “콩팥의 구조에 해 배울 때 콩팥 깔때기가 있다고 했다.”(12,14,17

행),“어디선가 들었다(권 에 의존한 정당화).”(21행)라는 이유가 제기되

었다.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

고 있었고,이는 그들이 그러한 이유에 해 큰 소리로 웃어넘기거나(15,

22,23행)이유를 요청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16,18행)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셋째,소집단 2의 학생들은 안 인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에 한 정당화를 요구했다.소집단 학생들이 3번 모형에 한

정당화를 시도할 때,학생 2-B는 2번이라는 다른 모형을 주장하 다(13,

24행).이때 다른 학생들은 그 모형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깎아내리기보

다는 그것을 정당화하라고 학생 2-B에게 요구했다(27행).즉,소집단 2

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에서 선택한 모형을 정당화하기 한 인과

설명을 구성하는 데 을 맞추고 있었다.

다음은 같은 차시에서 소집단 2의 학생들이 2번과 3번 모형 더 그

럴 듯한 것을 고르기 해 각 모형을 본격 으로 정당화하기 해 노력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이다.

69.2-A:노폐물이 작은 거 거의 다,작은 거 거의 다 노폐물이니까

여기로 떨어져서 오 으로 나가고…

70.2-B:반 여야지.노폐물이 좀 더,그 물보다 건더기가 크잖아.

71.2-C:(모세 과 세뇨 그림 가리키며 2-A에게)아니,이거는,

이거[모세 내 액]는 깨끗한 거,이게[세뇨 의 오 ]나쁜

거지.

72.2-B:노폐물이 더 큰 거지.

73.2-A:[뭔가 깨달은 듯이]아~

74.2-C:노폐물이 물보다 크니까.

75.교사:(소집단 2토의 듣고 다가와)잠깐만,잠깐만.노폐물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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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크지만, 액을 이루는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는 얘가 크기

가 작아요.(떠난다.)

76.2-C:2번이네~

77.2-A:아니야,3번이야.노폐물이 작으니까 여기로 떨어져서…

[ 략]

97.2-B:2번이야,2번이 가벼우니까,2번일 수도 있어.가벼우니까.

[갈피를 못 잡는 태도]

98.2-D:(학생 2-A에게)아,빨리 써 ~그래야 베낄 것 아니야…

99.2-B:가벼우면 상 [안 들림]뜨잖아.(제스처)

100.2-D:(2-B가리키며)쟤 말 믿지 마.쟤 말 번에 다 틀렸어.

101.2-C:풍선은?

102.2-B:풍선도 뜨잖아.

103.2-C:크잖아~네가 작으면 뜬다며.

104.2-B:작으니까, 도가 작을 수도 있지.그래서 뜰 것 아니야.

105.2-A:자기력이 있진 않을 거고…

106.2-C:있을 수도 있지.

107.2-A:없을 걸?

108.2-C:어떻게 확신해?

109.2-B:야,내가 낸 문제를 맞 . .( 린트에 뭔가 그리며)

1kg짜리 쇳덩이야.1kg짜리 나무덩어리야.근데 이게 둘 다 있어.

둘 다 지구에 있어.어느 게 질량이 더 클까?

이 담화에서 소집단 2의 학생들은 노폐물이 걸러지는 원리에 해 주

어진 세 가지 모형을 평가하기 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었다.학생

2-A는 3번 모형(분자 크기 차이에 의해 노폐물이 걸러진다)을 지지했고,

학생 2-B는 2번 모형( 도 차이에 의해 노폐물이 걸러진다)을 지지했다.

이에 두 학생은 각자가 선택한 모형을 바탕으로 노폐물이 분리되는 원리

에 한 인과 설명을 구성해내기 해 노력하고 있었다.그리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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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는 세 가지 모형 모두를 염두에 두고,각 모형을 평가하기 해 노력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상 방을 설

득하기 한 논변활동에 생산 으로 참여하 다.먼 ,학생 2-A는 자신

이 지지하는 3번 모형을 정당화하기 해 노폐물이 다른 물질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크기 차이에 의해 걸러져서 오 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 다(69행).이에 2-B,2-C는 노폐물이 물보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70,72,74행)모세 내 액이 걸러져 오 이 형성될 때(71행)노폐

물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반박하 다.이때 교사가 개입하여 노폐물이

액의 다른 성분들보다 크기가 작다는 을 알려주었고(75행),학생

2-A는 곧 다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었다(77행).한편 학생 2-B

는 자신이 지지하는 2번 모형을 정당화하기 해,노폐물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교사가 제공한 정보,75행) 도도 작아 떠오를 것이라 주장하

다(97,104행).이에 학생 2-C는 풍선의 경우 크기가 커도 도가 작으

며 크기가 반드시 도와 연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 다(101,103

행).학생 2-B는 다른 학생들에게 과학 문제를 내며 설득을 해 노력하

는 모습을 보 다(109행). 한 학생 2-A는 1번 모형(자기력과 같은 특

정한 힘이 노폐물을 끌어당긴다)을 반박하기 해,우리 몸속에 자기력

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105행),2-C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 다(106행).이처럼 소집단 2의 학생들은 모형을 평

가하고 정당화하기 해 극 으로 노력하고 있었고,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소집단의 논변활동은 다양한 주장,정당화,반박의 요소

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학생 2-D는 종종 소집단의 토론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 다.그

는 다른 학생들이 설명을 구성하고 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베끼

거나 받아 는 형식으로 활동지를 채웠다(98행).그는 한 이 시간

에 학생 2-B가 제시한 설명이 체 토론에서 틀린 것으로 별되었다는

으로부터 2-B를 믿을만하지 못한 정보 제공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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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행).즉 그는 학생 2-B의 인식 권 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논

변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 을 강조하 다(100행).하지만 이러

한 2-D의 방해는 소집단 2의 다른 학생들이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아이디

어를 더해나가는 맥락에 큰 향을 미치지 못했다.

학생 2-A,B,C와 학생 2-D는 모형 구성 실행에서 분명하게 다른 인

식론 자원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소집단 2의 모형 구

성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의 발화들은 학생 2-A,B,C에 의해 이루어

졌다.따라서 소집단 2의 사례에서는 학생들의 인식론을 설명할 때,소집

단의 모형 구성 과정의 부분을 지배했던 학생 2-A,B,C의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 이 그것들이 환된 맥락들에 을 맞춘다.

학생 2-D의 인식론 이 은 다른 소집단 학생들의 이 과 상

호작용하며 종종 그 역동성에 향을 미쳤다.따라서 그의 개인 인

이 과 모형 구성 활동에의 참여,그것들이 소집단 2에 미친 향

한 계속해서 함께 설명될 것이다.

소집단 2학생들의 형 인 모형 구성 실행으로부터 그들이 활성화시

킨 인식론 자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지식은 구성되는 것:학생들은 지식을 그들이 력하여 스스로 구

성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지식의 본성과 근원에 한

이해 측면)

(ii)형성:학생들은 여과의 원리에 해 합의된 타당한 과학 설명을

형성하기 해 노력하고 있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iii)평가:학생들은 소집단의 설명을 형성하기 해,보기로 주어진

세 가지 설명 모형들의 타당성을 평가하 다.이때 평가의 근거

는 분자들의 크기에 한 데이터, 도에 해 그들의 기존에 알

고 있던 지식 등으로 다양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iv)정당화:학생들은 어떠한 모형을 소집단의 모형으로 결정하고 합

의하기 해서는 납득할 만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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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실행에서 그들은 각자가 선택한

모형을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기 해 극 으로 노력하 다.

(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v)설득:학생들은 각자가 지지하는 모형을 정당화하고 안 인 설

명들에 해 반박함으로써 서로를 설득하여 합의된 소집단의 모

형을 구성하기 해 노력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vi)의심:학생들은 어떠한 정보가 권 를 갖는다고 여겨 그 로 수

용하려 하기보다는,정보를 지식 구성의 자원으로 보고 그것의

타당성과 합성을 따져보았다.(인식론 태도 측면)

반면 학생 2-D는 모형 구성 활동에서 주로 활동지를 채우는 데

을 맞추고 있었으며,계속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 다.즉 그는 지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지식은 되는 것”자원 활성화).그는 자신보다 학업 성취 수

이 높다고 여기는 다른 학생들의 답을 이해를 한 노력 없이 수용하

여 축 하는 모습을 보 다(“수용”,“축 ”자원 활성화). 한 그는 지난

시간에 틀린 답을 제공했던 학생 2-B를 믿음직스럽지 못한 정보 제공원

으로 여기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 다(“불신”자원 활성화).학생 2-D의

인식론 자원들은 그가 소집단 모형 구성 활동에서 활동지를 채워 넣는

데 거의 모든 심을 쏟고 있었음을 암시한다.하지만 이 맥락에서 학생

2-D의 자원들은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거나 그들의 활동

에 특별한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 다.

소집단 2학생들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의 생산 인 참여는 그들의

생산 인 인식론 이 과 상호작용하고 있었다.학생 2-D를 제

외한 소집단 2의 학생들이 활성화시킨 인식론 자원들의 네트워크는 학

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에서 형 으로 보인 인식론 이 에 해

다음을 암시한다.첫째,그들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목표한 것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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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바탕으로 노폐물이 분리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소집단의 모

형을 구성하는 것이었다(지식은 구성되는 것,형성).둘째,학생들은 어떠

한 모형을 소집단의 모형으로 결정하고 합의하기 해서는 납득할 만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셋째,이러한 인식 하에

그들은 주어진 세 가지 모형을 평가하고 정당화하며 서로를 설득하기

해 극 으로 노력했다(의심,평가,정당화,설득).

소집단 2의 학생 2-A,B,C의 자원 활성화 패턴이 보여주는 그들의

형 인 인식론 이 은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설명하는

많은 다른 문헌의 사례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Hutchison& Hammer,

2010;Jimenez-Aleixandre,Rodriguez,& Duschl,2000).소집단 2의 학

생들은 스스로 설명을 구성하고 그것을 평가,정당화하기 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이는 Hutchison& Hammer(2010)가 제시한 “자연 상 이해

하기” Jimenez-Aleixandre,Rodriguez,그리고 Duschl(2000)이 제시한

“과학을 하는 것”에 한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소집단 2학생들의 인식론은 정교한 인식론 신념에 한 설

명들과도 일치한다(Schommer,1990;Hofer,2000).Hofer(2000)가 제시한

범주에 따라 소집단 2학생들의 인식론을 분석해보면,그들은 그들이 알

고 있던 다른 개념들과 새로 구성하는 지식을 연 지어 생각하고 있었

고(지식의 구조 범주),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생성하

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앎의 원천 범주),비 단을 통해 지식의 옳

고 그름을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앎의 정당화 범주).Hofer(2000)

는 이러한 특성들은 정교한 인식론의 증거로 보았다.

소집단 2의 학생들은 부분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다.이는 소집단 2의 구성원들(자신이 과학을 매우 못한

다고 생각하는 학생 2-D 제외)이 그들 간 학업 성취 수 의 차이를 명

시 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

음에서는 사후 인터뷰 결과를 통해 소집단 2의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

구성원들에 해 반 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살펴본다.



- 61 -

소집단 2의 학생들은 그들이 모형 구성 활동에서 갖는 인식 권

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소집단 2의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자신

들의 활동이 반 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로

구성원들의 실력이 비슷했다는 을 들었다.소집단 2는 소집단 1과 마

찬가지로 학업 성취 수 이 이질 인 학생들로 구성되었다.소집단 2에

서 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 2-A는 학 에서 과학 시험 성 이

가장 높은 학생들 한 명이었으나,교사나 학 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과학을 뛰어나게 잘 한다고 공 으로 인정받는 학생은 아니었다. 한

그는 선행 학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미리 알아오거나 토론을 극 으로

이끌지도 않았다.때문에 학생 2-D를 제외한 소집단 2의 학생들은 그들

의 인식 권 에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생 2-A:[실력이]그냥 보통이었어요, 희는.그래서 더 잘 어

요.잘 하는 애가 한 명 있으면,걔 혼자서 그냥 이건 이 게 하라고

지시 내리면서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학생 2-B:[우리 조처럼]다 같이 모르면,다 같이 하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학생 2-C:[우리 조 활동]잘 어요.[왜 그 게 생각해?]의견을

잘 통합해서요.네 명이서 다른 의견을 내면,그거로 이야기를 해서

제일 좋은 의견을…

(2014.02.12.사후 개인 인터뷰)

반면 학생 2-D는 자신과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식 권 가 크게

차이 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아는 게 었기

때문에 소집단 토론에 참여할 여지가 었다고 하 다. 한 그는 활동

다른 학생들이 보 던 논변활동이 마치 싸움 같아 불편했다고 말했

다.다음은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학생 2-D의 인터뷰 발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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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소집단 2

학생들이 인식한 구

성원들의 인식 권

<그림 7> 소집단 2학생들이 형 인 생산 인

식론 이 을 보일 때 나타난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

학생 2-D: 는 잘 모르니까… 자꾸 싸우니까 그냥… 둘 에서 제

일 심하게 우기는 애 걸로…[편을 들어줬어요.]

(2014.02.12.사후 개인 인터뷰)

요약하자면 2-D를 제외한 소집단 2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지식 구성

과정에서의 권 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그들의 생산 인식론 이 은 그들의 모형 구성 활동에

의 참여와 상호작용하고 있었다.한편 학생 2-D는 자신의 과학 지식수

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모형 구성 활동에서 “활동지 채우

기”라는 비생산 인식론 이 을 보 다.그는 종종 소집단의 토

론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 는데,그의 방해는 다른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더해나가는 맥락에 큰 향을 미치지 못했다.<그림 6>은 소집단 2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신들의 인식 권 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모식도이다.<그림 7>은 그들이 형 인 인식론 이 을 갖고 활

동할 때 나타난 인식론 자원 활성화 네트워크의 모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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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비생산 이 으로의 환:인지 갈등이 지

속되며 논쟁의 양상이 나타났을 때 (모형 구성 4)

소집단 2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 종종 주장이 립되는 인지

갈등 상황에 처하 다. 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근거를 들어 서로를 설

득하기 해 노력했지만,때때로 한 인지 조력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담화는 논쟁 인 양상으로 진행되기도 하 다.학생

2-D는 이러한 인지 갈등 상황에서의 논변활동을 매우 불편하게 인식

하 고,소집단의 토론을 인식 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 다.평소 소집

단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더하는 맥락에서는 이러한 학생 2-D의 방해가

큰 향을 미치지 못했지만,지속 인 인지 갈등 상황에서 학생 2-D

의 방해는 때로 소집단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비생산 인 것으

로 환되도록 하는 발제가 되었다.다음은 4차시 수업에서 소집단 2

의 학생들이 원뇨와 재흡수 분비를 거친 오 에 포함된 양소와 노

폐물의 양에 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지 갈등의 사례이다.

118.2-B:(모식도의 걸러진 액 부분에 있는 요소 스티커를 보며)

아,[요소가]여기 있으면 안 되지.걸러진 거잖아[여과된 액이잖

아]!

119.2-A:아하하[웃음].요소가 왜…

120.2-C:왜?

121.2-B:걸러진 거잖아!

122.2-A:아하하[웃음].

123.2-C:(교사가 소집단에 다가오자)B2[여과된 액]에 이거[요소]

있는 거 아니에요?

124.교사:B2에 있는 거야,맞아.(떠난다.)

125.2-C:(2-B쳐다보며)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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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B:아니,걸러져야지.

127.2-C:아니,나올 수도 있지.

128.2-B:있으면 장애인인 거야.

129.2-C:아니,진짜 표에 여기 있다니까.

130.2-B:(일어나 다른 조 학생들의 모형 보고 온다.)다 없어.얘네

조도 없어.아무도 B2[걸러진 액]에 란색[요소 스티커]이 없

어.

131.2-C:[표에]B2에 0.03이 있는데?걔네가 못하는 거야.

[ 략,2-B와 2-C계속해서 같은 주장 반복]

145.2-B:B2에 [걸러진 액에 요소가]있으면 콩팥 장애인 거야.

146.2-C:아니,이 정도는 남을 수도 있지.

147.2-D:아니,그래.야,그럼 빈[학생 2-B]이 말 로 하고 틀리면

때리면 되잖아.

148.2-C:틀리면 진짜 죽을 알아.

149.2-D:그 게 하면 될 것을 [2-B는]맨날 자기 말이 맞 .엄청

우겨.

150.2-C:(욕한다.)맨날 우겨.자료가 이 다는데.

151.2-B:아,붙여.붙여.

담화에서 학생 2-B와 2-C는 인지 갈등을 겪고 있었다.학생

2-B는 여과된 액이 요소를 포함한다는 주어진 표의 데이터가 자신이

이 에 배운 내용과 모순된다는 으로부터 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18,121,126행).반면 학생 2-C는 주어진 표에 나와 있는 내용

을 신뢰하 기 때문에 요소가 액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학생 2-C는 ‘주어진 표에 요소가 남아 있다고 나와 있다’라는 자신

의 주장을 강화하기 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사실을 확인 받

았다(123행).하지만 ‘표에 나와 있다’라는 2-C의 설명은,이 에 배운 개

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2-B를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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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한 표가 옳다고 믿는 학생 2-C는 이 에

배운 메커니즘을 들어 설명하는 학생 2-B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지 않

았다.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지 조력은 이 에 학습한 내

용과 표로 주어진 데이터 간 드러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을 것이다.하지만 이와 같은 조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발달시키기 한 인지 ,개념 자원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2-B,2-C간 의견의 차이는 좁 지지 않았고,결

국 두 학생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고착 상태의 인

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125-146행).

학생 2-D는 이러한 논변활동을 불편한 싸움으로 여기고 있었다.그는

불편한 싸움을 끝내기 한 방안으로 학생 2-B를 비방하며(149행)그의

말을 따르되 그가 틀릴 시 책임을 지게 하자는 제안을 하 다(147행).

여기에는 학생 2-D가 학생 2-B를 인식 으로 불신하고 있었다는 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학생 2-D의 인식 방해는 곧 소

집단의 다른 학생들 역시 이러한 논변활동을 불편한 싸움으로 인식하도

록 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학생 2-C는 곧 감정 으로 이 갈등을

하게 되었고(148,150행),이 싸움을 끝내기 해 학생 2-B는 무조건

으로 학생 2-C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 다(151행).

이 맥락에서 소집단 2학생들의 논변활동은 논쟁으로 환되었다.논

변에서 학생들은 안 설명들을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합의된 에

이르기 해 노력하는 반면 논쟁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을 방어하고

다른 안 설명들을 깎아내리기 해 애쓴다(Mercer,2000;Felton,

Garcia-Mila,& Gilabert,2009).소집단 2의 학생 2-B,2-C는 인지 조

력이 없는 지속 갈등 상황에서,서로를 설득하려던 처음의 목 과 달

리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고착 상태에 처하 고,이 갈등은

학생 2-D의 방해에 의해 감정 립으로까지 치달았다.즉 그들의 논

변활동은 비생산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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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맥락에서 학생 2-B와 2-C는 지식의 본성과 근원에 한 이해 측

면 인식론 태도 측면에서 각기 다른 인식론 자원들을 활성화시켰

으며,이 자원들은 서로에 의해 공유되지 않았다.다음은 이 두 측면에

해 학생 2-B,2-C가 활성화시킨 인식론 자원들에 한 분석이다:

(i) 주의(학생 2-B):학생 2-B는 표의 형태로 주어진 정보가 기

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여과의 원리에 한 지식과 불일치한다는

사실로부터 표의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있었다.그는 이 맥

락에서 어떤 하나의 지식이 옳다고 보면 그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

는 틀렸다고 보는,즉 지식의 옳고 그름을 이원론 으로 보는

주의자(absolutist) (Kuhn,Cheney,& Weinstock,2000)을

보이고 있었다.(지식의 본성과 근원에 한 이해 측면)

(ii)기존 지식에 한 강한 신뢰(학생 2-B):학생 2-B는 기존에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고,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변칙 사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 다.(인식론 태도 측면)

(iii)다원주의(학생 2-C):학생 2-C는 지난 시간에 배운 지식과 표로

주어진 정보 모두 옳다고 인정하고 있었지만,이 둘을 련짓거

나 이 둘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었다.즉 이 맥락에서 그는 다원주의(multiplist)

(Kuhn,Cheney,& Weinstock,2000)을 보이고 있었다.(지식의

본성과 근원에 한 이해 측면)

(iv)주어진 정보에 한 강한 신뢰(학생 2-C):학생 2-C는 주어진

표를 굳게 신뢰했으며 그것을 의심하는 말에 일체 귀 기울이지

않았고,그것과 기존 지식을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인식론 태도 측면)

인식론 활동의 이해에 한 측면에서,소집단 2의 학생들은 처음에

는 다음과 같은 인식론 자원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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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형성:활동 반부에 소집단 2의 학생들은 여느 활동에서처럼

소집단의 설명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vi)설득:소집단의 합의된 설명을 형성하기 해,인지 갈등의

반부까지 학생들은 의견이 다른 서로를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

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하지만 한 인지 조력이 없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

2-D가 극 인 인식 방해자로 기능하면서,학생들의 인식 활동은

결국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vii)논쟁:논쟁 상황에서 학생들의 목표는 상 방의 주장이 아닌 자

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이를 해 그들

은 상 방의 주장에 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에만 고

착하는 양상을 보 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지속 인 인지 갈등이 논쟁으로 변화하며 소집단 2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비생산 인 것으로 환되었다.<그림 8>은 이 맥락에서

활성화된 소집단 2학생들의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를 보여 다.

2.3비생산 이 으로의 환: 체 학 토론을

정답을 맞히는 경쟁으로 인식했을 때(모형 구성 6)

각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은 소집단 토론을 통해 소집단의 모형을

구성한 후 체 학 토론에 참여하 다. 체 학 토론은 학생들이 소

집단에서 구성한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해 개발

되었다.매 차시에 여덟 모둠 약 세 모둠이 자신들의 소집단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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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속 인 논쟁으로 환된 소집단 2학생들의 비생산

인식론 이 과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

발표하 고,학생들은 “우리 반의 모형 만들기”를 목표로 다른 소집단의

모형에서 잘못된 을 찾아 반박하고 수정 방안에 해 토론하도록 격려

받았다.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체 토론의 맥락은 학생들이 이를 경쟁

으로 인식하도록 발시켰다.이와 련된 사례는 소집단 2학생들이 6

차시 수업에서 노폐물이 배설되는 경로에 한 체 학 토론에 참여할

때 나타났다.

6차시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은 약 25분 동안 소집단 토론을 통해

배설 경로에 한 모형을 구성한 뒤,약 20분 동안의 체 학 토론에

서 그것들을 발표하고,평가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소집단 토론에

서 소집단 2의 학생들은 형 인 그들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와 마찬가

지로 생산 으로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 다.그러나 그

들은 배설 경로에 한 모형을 완성하지 못했고,그들이 구성한 내용에

확신이 없는 채로 체 학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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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학 토론에서 교사는 여느 토론에서처럼 학 학생들의 논변활

동을 진시키기 해 노력했다.그녀는 학생들이 다른 소집단 학생들이

발표한 모형에 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도록 구했고,토

론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학생들이 설명 모형을 그림

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발표했기 때문에,교사는 학생들이 발표하고 반박

한 내용을 정리할 때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짚으며 그들이 주목해야 할

측면을 알려주었다.하지만 이러한 체 토론의 맥락은 소집단 2의 학생

들이 이 토론을 교사 앞에서 정답을 발표하기 한 경쟁으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듯 보 다.다음은 소집단 2의 학생들은 6차시 수업의 체 토론

나 담화이다.

371.2-B:[다른 조 학생 발표 에]야,(박수 치며)우리 발표하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372.2-C: [학생 1-A]이가 태클할 거야.

373.2-B:344쪽 .다 나와 있어.344쪽.신이야.

374.2-A:(책 넘긴다.)

375.2-C:(책 넘긴다.)

376.2-B:아무리 [학생 1-A]이어도 이건 반박할 수 없어.

377.2-D:(몸 돌리며)야,우리도 발표하자~

378.2-B:야,우리 발표하자.내가 발표할게.

379.교사:[다른 조 학생 발표에 해]어,노폐물과는 이제 다른 길

로 갈 것이다,라는 방어를 했어요.OK.7조.

380.7조:세뇨 에서 으로 이어지는 다른 통로가 있어야 될

텐데,그건 없잖아요.

381.교사:어,혹시 여기,이 7조의 의견에 해 이야기할 것 없나요?

아니면 다 7조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382.2-B:(계속 발표 기회 노리다가)7조가 뭐라 했는데요?

383.교사:7조 뭐라 했는지 못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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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B: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학생 2-A 부르며)훈아,훈아.가

서 이거 네가 얘기해.동맥에서 사구체로 들어가는데… 그 사구체

에서…

담화에서 학생 2-B는 다른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련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발표하자고 제안하 다(371,373행).이에 학

생 2-C는 다른 조의 학생이 반박할 것을 걱정하 고(372행),2-B는 교

과서의 설명이 옳기 때문에 다른 조의 우수한 학생들일지라도 이를 반박

할 수 없을 것이라 장담하 다(376행).이는 그들이 이 상황에서 다른

조의 학생들이 반박할 수 없는 인 정답을 발표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었음을 보여 다.학생 2-B는 교과서의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생각에 심취하여 다른 소집단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에는 심을 기울

이지 않고 있었다(382행).당시 체 토론에서 학 은 한 소집단에서 제

안한 모형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379,380,381행),학생 2-B는

그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모형을 발표할

기회를 노리는 데만 했다(378,384행).

이 체 토론 맥락에서 소집단 2의 학생들이 활성화시킨 인식론 자

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i)경쟁:학생들은 체 토론을 교사 앞에서 정답을 발표하기 한

다른 소집단들과의 경쟁으로 인식하고,발표와 반박을 이러한 경

쟁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ii)반박:학생들은 체 토론이라는 경쟁에서 이기기 한 방법으로

다른 소집단들의 설명에 반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학

생들은 발표되는 아이디어들의 본질을 평가하기보다는,반박이라

는 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해 노력하고 있었다.이

는 소집단 간 반박을 장려하고 구하는 교사와 학 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기 함이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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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지식은 되는 것:학생들은 지식이 인 정답의 형태로

인식 권 로부터 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한 인식

권 자인 교사가 과학 정답을 가지고 있으며,그에 가까운 답

을 찾아 발표하는 것이 토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지식의 본성과 근원에 한 이해 측면)

(iv)교과서에 한 신뢰:학생들은 교과서를 인식 권 의 매개체로

서 신뢰하고 있었다.학생들은 자신들의 설명에 확신이 없는 채

로 체 토론에 참여하 고,인식 권 자인 교사 앞에서 정답

을 발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다른 소집단들에는 그들이 인식

하기에 그들보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이러한 학생

들과의 경쟁에서 우 를 하기 한 방법으로,소집단 2의 학생

들은 교과서를 인식 권 의 매개체로 택하여 이에 의존하고 있

었다.(인식론 태도 측면)

(v)수용:학생들은 인식 권 를 갖는다고 여기는 교과서의 설명을

이해를 한 노력 없이 수용하 다.(인식론 태도 측면)

(vi)축 :학생들은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교과서의 정답을 그 로 받아들여 외우고 이를 발표하려 노력하

고 있었다.(인식론 활동의 이해 측면)

체 토론을 정답을 발표하기 한 경쟁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소

집단 2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비생산 인 것으로 환되었

다. 에서 분석한 학생들의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소집단

2의 학생들이 이 맥락에서 가진 인식론 이 에 해 다음을 유추

할 수 있다.첫째,그들이 체 학 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목표한 것은

교사 앞에서 과학 인 정답을 발표하여 다른 소집단의 학생들의 설명에

반박하는 것이었다(경쟁,반박).둘째,학생들은 함께 참여하는 다른 소집

단의 학생들을 자신들의 모형에 반박을 제기하는 경쟁자로 인식하 다.

특히 그들은 높은 학업 성취 수 을 갖는 학생 1-A를 특별히 지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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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체토론을 경쟁으로 인식한 소집단 2학생들이 활성화시

킨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

경계하 다(경쟁).셋째,이러한 인식 하에 학생들은 정답을 발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 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교과서의 설명을 찾아

그 로 외워 발표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지식은 되는 것,교

과서에 한 신뢰,수용,축 ).<그림 9>는 소집단 2학생들의 6차시

체 토론 실행에서 드러난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의 모식도이다.

이러한 자원 활성화 패턴이 보여주는 소집단 2학생들의 체 토론 맥

락에서의 인식론 이 은 여러 문헌들에서 밝힌 비생산 인식론의

맥락과 일치한다(Hutchison & Hammer,2010;Jimenez-Aleixandre,

Rodriguez,& Duschl,2000;Lemke,1990).학생들은 논의되는 아이디어

의 본질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답을 발표하면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그

들이 이해한 활동의 규칙들에 을 맞추고 있었다.Lemke(1990)는 이

처럼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식이나 앎의 본질보다는 학교 수업에서 요구

되는 기 나 규칙들에 을 맞추는 것을 “교실 게임(classroom

game)”이라 이름 붙 고,이는 Jimenez-Aleixandre,Rodriguez,그리고

Duschl(2000)의 “수업에서 과학 따라 하기”와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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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인식론 이 에 한 몇 가지 새로운

논 을 제안한다.첫째,학생들이 지식 구성 과정에서 가지는 자신과 다

른 참여자들의 인식 권 에 한 인식은 그들이 맥락 내에서 보이는

인식론 이 과 상호작용하는 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로

소집단 1의 학생들은 체로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는데,

그들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식 권 가 크게 차이 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이때 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이 답을 모르는 상황은,학

생들의 인식 권 차를 좁 주는 동시에 그들 모두가 과학 실행에 참

여할 필요성을 부여해주었고,결과 으로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생산 인 것으로 환되는 데 기여하 다.

둘째,인식론 이 의 환은 단순히 순간 인 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인식론 입장 변화에 향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6차시에 걸친 짧은 투입이었기 때문에 결과에서 직 으

로 논하지는 못했지만,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환되는 사례는

투입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빈번해졌다.소집단 1의 사례에서 학생들이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갖고 활동한 경험은 이후 그들이 생산

인 실행에 참여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실제 Elby

와 Hammer(2010)는 인식론 이 이 맥락 인 단서나 의도 인 노

력에 의해 일시 으로 안정화될 수 있고,이것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구조 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이 이 환되는 경

험의 축 이 갖는 보다 긴 시간 간격에 한 향이 추가 인 연구를 통

해 탐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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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 2학년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과학 모형을 구성

하는 다섯 번의 활동에서 보인 인식론 이 의 역동성을 분석하

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의 환이 일어나는 여러

맥락들이 찰되었다.

소집단 1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에서 체로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다.그들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식 권 가 크게 차이

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체로 지식을 권 로부터 달되는 것으로

인식하 고,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의 답을 이해 없이 베끼는

등의 행동을 보 다.때때로 이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비생산

인 것으로부터 생산 인 것으로 환되었다.본 연구에서 밝힌 첫 번째

맥락은 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이 의도 으로 극 인 인지

조력자 역할을 할 때 다.학생들은 그가 답을 보여주지 않음에 따라 스

스로의 설명을 구성하기 해 노력하며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나타냈다.하지만 학생들의 생산 이 은 일시 으로만 유지되었고,

학생들이 학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을 정답을 알고 있는 평가자

로 여김에 따라 다시 비생산 인 것으로 환되었다.두 번째 맥락은 학

업 성취 수 이 가장 높은 학생이 답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이 경우 소집단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인식 권

의 차이가 좁아지며,학생들은 활발히 모형 구성 실행에 참여하는 모습

을 보 다.

소집단 2의 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체로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다.그들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식 권 가 비슷하다

고 느끼고 있었으며, 극 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의 주장을 평가하

는 모습을 보 다.이에 따라 그들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는 주장과 정당

화,반박의 논변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하지만 때때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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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 이 은 생산 인 것으로부터 비생산 인 것으로 환되었

다.첫 번째 맥락은 한 조력 없이 인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식 방해자가 기능할 때 다.이 경우 학생들의 논변활동은 논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두 번째 맥락은 학생들이 체 학 토론을 교사

앞에서 정답을 발표하기 한 경쟁으로 인식할 때 다.이때 학생들은

논의되는 지식의 본질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을 맞추며,비생

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교수법 시사 은 다음과 같

다.교사는 모형 구성 활동을 지원하기 한 략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

활동에 한 학생들의 이 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반응하여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학생들의 인식론이 단일하게 통합된 신념이

라면 그것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하지만 학생들의 인

식론이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변화한다면,교사는 한 맥락 단서

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식론이 생산 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의 인식론이 비생산 인 방향으로

환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들에 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 인지 갈등 상황에서 한 인지 조력이 주어지지 않은 경

우,학생들이 체 토론을 경쟁으로 인식한 경우에 그들의 인식론

이 이 비생산 인 것으로 환된 사례는 교사의 한 교수 상황 조

성과 인지 ,인식 조력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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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ftinepistemologicalframing

ofsmallgroupstudents

duringtheirsocialconstructionof

scientificmodels

Shim,Soo-Yean

BiologyEducationMajor

DepartmentofScience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aimedtoexplore(1)contextsinwhichKoreanmiddle

schoolstudents shifted their epistemologicalframing during the

collaborativescientificmodeling,and(2)how theseshiftsoccurredin

responsetocontextualcues.Sixmodelingtasksweredevelopedand

appliedtotheunit‘Excretion’foreighthgradestudents.Ineachtask,

studentsgeneratedexplanatorymodelsinsmallgroupsoffourorfive

students, and then evaluated and revised the models through

whole-classdiscussions.Twosmallgroups,thatshowedsignificantly

contrastingepistemologicalstancesinmostofthemodeling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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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selected asfocusgroups.Theepistemologicalresourcesthat

were activated by the students during modeling processe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to investigate the students’epistemological

framing in each context.Videoandaudiorecordingsofthesmall

group and whole-classdiscourses,semi-structured interviewswith

thestudents,fieldnotes,andstudents’worksheetswereusedasdata

sources.

According to the results,students from SmallGroup 1 mostly

showed unproductive epistemological framing during scientific

modeling.The students usually participated in the smallgroup

modeling by following directions ofthe highestachieving group

member,Student1-A.ThestudentsregardedStudent1-A asholding

intellectualauthorityinknowledgeconstruction,andtheyrecognized

knowledge as being transmitted from authority.Sometimes,the

epistemological framing of Small Group 1 students shifted to

productiveframing.ThefirstcontextwaswhenStudent1-A didnot

show hisanswerstoothers,andtriedtoactasafacilitator.Asthe

students feltthe need to constructtheir own explanations,the

epistemological framing of the students temporarily shifted to

productive framing.However,Student 1-A’s explicit attempt of

scaffoldingledtheotherstudentsrecognizethathehadthecorrect

answer,andtheepistemologicalframingofthestudentswentbackto

unproductiveframing.Thesecondcontextwaswhen Student1-A

thoughtthathedidnotknow theanswerandhesitated.Oncethe

studentsrecognizednoanswercouldbecopiedandthattheleader

couldbewrong,thegapbetween theepistemicauthoritiesofthe

smallgroupmembersbecamenarrower,andtheybegantocontribute

activelytothemodel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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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otherhand,studentsfrom SmallGroup2mostlyshowed

productive epistemologicalframing during scientific modeling.The

students perceiv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gap in the

intellectualauthoritiesofthesmallgroupmembers.Theyevaluated

claimsbasedonevidenceandtriedtopersuadeoneanotherthrough

justification.However,sometimes,theepistemologicalframingofthe

smallgroup students shifted to unproductive framing.The first

contextwaswhentherewasnopropercognitivescaffoldingduringa

continuouscognitiveconflict.A low-achievingstudent,whoperceived

thathisepistemicauthoritywasverylow,feltuncomfortableabout

theotherstudents’argumentation and acted asan epistemological

interrupter.Inthiscase,thestudents’argumentationturnedintoa

dispute,and the epistemologicalframing ofthe students became

unproductive.Thesecondcontextwaswhenthestudentsrecognized

thewhole-classdiscussionasacompetitiontopresentarightanswer

infrontoftheteacher.Inthiscontext,thestudentstriedtomemorize

and presentthe answers in the textbook ratherthan trying to

understandthesubstanceoftheideas.

key words :smallgroup modeling,epistemologicalframing,

epistemologicalresource

StudentNumber:2013-2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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