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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 모듈이 야외지질학

습에서 학생들이 노두를 직 찰하고 주어진 자연 상을 설명하

기 한 가장 합한 방법 에 하나이고,뿐만 아니라 사회 구

성과정을 통해 동료들과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야외지

질학습에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용하여 이 때 나타

나는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 해 이해하고자 한다.

실제 학생들이 과학 모형 구성과정에서 선택하는 정보는 우연

히 얻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에서 얻은 특정 정보이기에 우리

는 이에 심을 가져야한다.따라서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지,모형 구성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발

생시키거나,모형을 제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와 자원을

단순한 정보나 자원이상의 제약조건(Constraint)이라는 의미를 부

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악산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야외

에서 주어진 노두를 찰(2차시),교실에서 모형구성 수업(3차시)

총 5차시 수업 모듈을 개발하여 K 재교육원 심화반 학생들을

상으로 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S 재교육원 지구과학 심화반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하 다.총 5개 조가 연구에 참여하 고

그 3조를 선택하여 연구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 번째,조별모형은 6∼7개의 제약조

건으로 이루어졌다.이 때,사용된 제약조건의 출처는 과학 이론

법칙을 포함한 것,야외에서 학생들이 찰한 것,모형구성수업에

서 제공된 것으로 목표모형과 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

조별 모형 구성 과정에 제약조건이 어떻게 향을 미쳤는지 알아

보기 해서 제약조건의 쓰임을 살펴본 결과 (1)공통으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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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약조건,(2)채택된 제약조건,(3)새롭게 생성된 제약조건

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첫 번째,과학 모형의 사회 구

성 수업이 용된 야외지질학습에서 나타나는 조별 모형은 야외에

서 학생들이 찰한 것을 출처로 모형에 가장 많이 반 하 다.

두 번째,기존에 연구되어온 모형 구성과정에 한 이해와 달리,

제약조건을 통해서 조별 모형 구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마지

막으로,교사에 의해 안내된 제약조건으로부터 학생들의 모형이

구성되었다는 에서 야외지질학습에서 교사의 역할과 안내방법을

매우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 을 갖는다.그리고 이번 연

구를 바탕으로 서울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산의 형성과정에 해

학생들이 측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는 바이다.

주요어 :야외지질학습,과학 모형,사회 구성,제약조건

학 번 :2014-2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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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목

지구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주 환경에서 일어나는 자연

상을 탐구하는 기 과학이며, 부분의 지구과학 상들은 오랜 시

간과 넓은 공간에 걸쳐 일어난다(이종익,1999).특히,지질 상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표품이나 모형으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렵다(박진홍 외,2000;조규성 외,2002,박재문 2007).즉,실험실에 있

는 조그마한 암석 샘 이나 지질구조 모형,화석 모형들만을 가지고 실

험하는 방법으로는 오랜 시간과 넓은 공간에 걸쳐 일어나는 실재(real)

지질학 과정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박진홍 외 2000).따라서,야외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질학 내용은 교실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야외지질학습

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야외지질학습에 한 교육학 정의는 교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물질,

자연 상에 해 학생들이 경험하고 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다(Orion,1989).실제로 야외지질학습은 자연에 나가 직 노두를

찰하고,자료를 해석하고,추론하면서,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 상과 이

들의 구조 물질,역사 등을 탐구하는 등 복잡한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다룰 수 있는 요한 교육 기회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고 여기고 있

다(유은정 외 2007). 한 야외지질학습은 실제 다양한 상황을 입체 으

로 찰하고,학습함으로써 교실 수업에서 갖게 되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치료하는 데 효과 이다(Manner,1995).야외 지질답사는 정의 인 측면

에서 학습에 한 보다 많은 심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학습동기를 부여

해주고,야외 활동이 조별로 행해질 경우 동학습이 잘 이루어진다

(Kern& Carpenter,1984;Mckenzieetal,1986).인지 인 측면에서는

야외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탐구기능을 향상시키고, 찰한

내용을 개념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강화 시킨다.(Folk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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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Zielinski,1987).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야외지질 학습과 련하여 여러 장소에서의

야외 지질 학습 자료 개발에 한 연구(박정웅 외,2000;박진홍 외,

2000;강지 ,2002)와 야외 지질 학습이 이루어진 후 학생들의 인지 ·

정의 역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양 ·질 연구( 호,1996;최

산,2001;조규성 외,2002;맹승호,2005;지호선,2004;윤성효 외,

2005).그리고 야외 학습과 련된 교사들의 인식에 한 연구(김정수,

2000;박선희,2003,권홍진 외 2007)가 있었다.

하지만,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야외지질답사를 장에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Anderson,1980;,Mason,1980,).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최근 과학교육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을 야외 지질 학습에 용하고자 한다.

과학 모형이란 어떤 자연 상을 설명하기 해 구성된 설명 체계

(Hestenes,2006)로 정의하고 있으며,Schwarzetal.(2009a)는 과학

모형에 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하여,자연 상을 설명하고

측하기 하여 주요한 특징에 을 맞추어 시스템을 추상화 하고 간략

화한 표상(Harrison,Treagust,2000;Lehrer,Schauble,2006;Lesh,

Doerr,2003)으로 정의하 다.

사회 구성이란 사회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사회 상호작용을 통

하여 학습자가 의미를 내면화 하는 과정(Kumpluainan,Wray,2002)으로

소집단 혹은 학 체가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수학습 목표의 내

외 구성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은 특히 야외지질학습에서 노

두를 찰하고 상을 설명하기 해 가장 합한 방법 에 하나이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과정을 통해 동료들과 의미를 만들어 가기에 야

외지질학습에서 필요할 것이다.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은 개인 으로도 과학

모형을 구성하면서도,소집단 상호작용뿐 만 아니라 학 체에 상호작

용을 통해서도 과학 모형을 함께 생성한다(Gilbertetal.,2000).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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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혹은 기존의 학생이 가지고 있던

자원을 바탕으로 모형을 생성한다.즉,학생들이 사회 구성을 통해 얻

은 정보는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들로부터 얻은 특정 정

보이기에 우리는 이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더욱이,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지,

모형구성과정에서 조건을 발생시키고 모형 구성을 제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와 자원들을 단순한 정보와 자원이상의 제약조건(Constraint)

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해야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야외지질학습에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용하여,서울화강암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악산 형성에 해

학생들의 조별 모형 구성과정을 제약조건을 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야외지질답사에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용하여,이 때 나타나는 조별 모형구성과정에 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악산 형성에 하여 학생들이 구성한 조별 모형과 제약조건의 특징

은 어떠한가?

2. 악산 형성에 하여 학생들이 사용한 제약조건은 조별 모형구성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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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야외지질학습

야외 지질 학습은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 소양 함양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고,과학 교육 목표 달성에도 합하다( 호 외,2007). 한

야외 지질 학습은 교실에서는 다룰 수 없는 물질과 상을 야외에서 직

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Orion,1989)학생들의

오개념을 과학 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 이며(Manner,1995)나아가

교실에서 학습한 자연 환경에 한 지식을 야외에서 통합하게 되는 면에

서 요하다(정남식,1994).

그 이유는 실험실에서 형 인 암석표본,도식화된 모형,교실 수업

시에 사용되는 그림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지기 힘

들다.그래서 가능하면 야외로 나가서 학생들이 직 노두를 찰하고

있는 그 로의 자연을 찰하며,주어진 지질 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 듯 야외는 학생들에게 과학에 한 올바른 이해를 개발

시켜 수 있는 학습 환경(박진홍,2001)임과 동시에 야외에서의 학습은

직 인 경험과 자연 상의 정확하고 다양한 찰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자발 인 찰 활동을 진

시킬 수 있기에 탐구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 이다(김해경 외,1994)..

지질학에서 상의 원리를 구체 이고 명확하게 달하기 해서 학

생들이 야외에서 찰하는 것이 특히 요하다.야외지질답사에서 학생

들이 구체 으로 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직 경험하는

것이 운동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Orion,1993).야외

활동 경험은 학생들에게 과학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데 매우 효과 인 교

육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Riban& Kobal1971),야외 활동이 자연에

한 학생들의 욕구를 향상시키고 지능이 낮은 학생들에게 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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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높여 다고 주장한다(McNamara,1971).우리나라에서는 야외지질

학습과 련하여 꾸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학습자료 개발을 한 연

구 지역의 지질학과 련된 내용(김승범,2000,최석원 외 2001),야외학

습장 개발자료(조규성 외 2002,이창진,정상원 2005),야외 학습 모형에

한 개발과 용(박진홍 외.,2000;강지 ,2002,박재문 외,2007,

2009)과 야외 지질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에 학생들의 인지 ·정의

역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양 ·질 연구( 호,1996,최 상,

2001;조규성 외 2002,맹승호,2005;지호선,2004,윤성효 외,2005)마

지막으로 야외 학습과 련된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식에 한 연구(김정

수,2000;박선희,2003,권홍진,김찬종,2007)가 있었다.하지만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장에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상황에 해 Anderson(1980)과 Mason(1980)다음과 같

은 이유를 아래 표1에 설명하고 있다(Kean& Enochs,2001).

Mason(1980)은 야외지질학습을 비시간과 인력의 부족,야외지질학

습의 험성으로 인한 교육의 실패,선생님에게 추가 인 부담을 주고,

야외지질답사의 장소의 제한,학생들에 한 평가,계획,방법에 한

비 부족, 산의 한계,이동수단의 제약,지나치게 많은 형식 차,학 당

학생 수,교사의 신념부족으로 이유를 설명한다.그리고 Anderson(1980)

은 첫째,야외지질학습을 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고

이를 교사가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둘째,야외지질학습을 하나의 행사

로 간주하여 교육과정과의 연계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세 번째,야외지

질학습과 련하여 환경 인 안정성과 험성에 해 우려한다.네 번째,

야외지질학습에 해 지도교사가 공부해야하는 부분에 한 부담감이 있

다.다섯 번째 야외지질답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훈련하고 리해야하는

지에 해 우려한다.마지막으로 여섯 번째,학생들이 야외 지질 답사를

학습의 기회가 아닌 놀러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해 우려한다.

한,야외 지질 학습을 실시하는 교사도 교육학 인 이론 토 에 근거

하여 체계 인 야외 지질 학습을 진행하기 보다는 자신의 개인 경험에

의존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맹승호, 수민,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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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결과로 학생들은 야외 지질 학습에 한 흥미와 재미를 느

끼지 못하고 제 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표1.야외지질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Kean& Enochs,2001)

Mason(1980) Anderson(1980)

1.Lackofplanningtime

2.Lack ofresourcepeoplefor

assistance.

3.Failureofschoolstoassume

triprisk.

4.Placesadditionaldemandson

the skills and energy of

teachers.

5. Restrictions placed on

fieldwork because of school

regulations.

6. Lack of pre-service

preparationintheneededskills,

methodology, planning, and

evaluationofstudentlearningin

thefield.

7.Lackoffunding

8. Limited available

transportation.

9.Toomuch“redtape”

10.Excessivelylargeclasses

11.Lackofteachercommitment.

1.Teachers feel pressure to

cover a certain amount of

content and thus feelthat

field trips represent “lost”

time.

2.Field trips tend to isolated

events,makingthem difficult

totietocurriculargoals.

3.Teachersareconcernedabout

safety and dangerous

environments that are

sometimes associated with

fieldtrips.

4.Teachersareconcernedabout

how much teaching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fieldtrip.

5.Teachersareconcernedwith

disciplineandmanagementof

fieldtripactivities.

6.Teachers are concerned that

studentsoftenview fieldtrips

as escapes from learning

ratherthanlearning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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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학 모형과 사회 구성

1.과학 모형과 모형 구성

과학은 자연 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과학자들은 찰한 자연

상의 패턴을 설명하고 그 본성에 해 깊게 탐구하기 하여 모형을 개

발하여 평가·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Passmoreetal.,2009).따라서

모형 구성,즉 모형 형성과정을 과학 탐구의 본질로 이해할 수 있다

(Giere,1988;Giere,Bickle,& Mauldin,2006).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과학 모형이란,학생들이 어떤 자연

상을 설명하기 해 구성한 설명체계로 정의하며,모형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모델링 는 모형 형성이라고 한다(Hestenes,2006). 한 모형

구성은 자연 상의 요한 특징에 을 두어서 시스템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는 표상이며(Harrison & Treagust,2000;Justi,& Gilbert,

2002),자연 상을 설명하고 상하도록 하며 과학연구에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 한 교수 학습의 측면에서도,모형구성 활동은 요하다.

학교 과학교육에서 모형의 사용은 과학자들의 활동과 과학 탐구 과

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모형 구성 활동은 과학 학습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NationalResearchCouncil,2000).그 기 때문에 학

습의 달자로써의 모형 구성 활동에 을 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Franco etal.,1999;Clement,2000;Gobert,2000;Schwarz,

2002).

최근에는 과학 모형과 모형 구성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 장

에 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구성하고 평가함으로

써 과학 기술을 익히고,교과내용과 과학 본성을 이해할 수 있고

(Carey& Smith,1993;Schwarz& White,2005),학생들이 과학 모델

과 모델링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과학 지식을 구성하고,발 시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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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을 배우고,과학 탐구 과정에 친숙해지며,더 높은 수 의 과

학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게 되어(Clement,1989;Coll,France,&

Taylor,2005),과학 지식을 능동 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Ford,

2008;Greca& Moreira,2000;Harrison& Treagust,2000;Justi&

Gilbert,2003;Kawasakietal.,2004;Newtonetal.,1999,NRC,2012).

이처럼 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과학 지식을 능동 으로 구성하

고,인식론 인 이해,과학 지식의 구성과 평가에 한 능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과학 모형구성에 한 이해의 요성은 과학교육에서 더욱 부

각되고 있다(NGSS,2013).

따라서 과학 모형 기반 교수법에 한 요성은 과학교육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학 모형과 모형구성을 활용한 과학 교수

학습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다(오필석 & 이정숙,2014;Bamberger&

Davis,2013;Beak,2013;Park,2013;Schwarzetal.,2009).

Clement(2008a)는 문가의 추론에 의한 모형 구성에 한 사례 연구

를 통하여 모형의 생성(generation),평가(evaluation),수정(modification)

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GEM cycle을 주장하 으며 Rea-Ramirezet

al(2008)은 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GEM cycle

(Rea-Ramirezet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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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구성

2.1.사회 구성주의

Piaget의 발달심리 이론에 근거를 둔 인지 구성주의는 개인의 인지

활동을 강조하고,학습자와 학습 내용과의 상호작용에 을 두었다.

즉,발달의 요인이 학습자 내부에 존재하므로,학습자가 발달에 주체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하지만,Vygotsky는 사회 맥락을 강

조하여 학습 과정을 개인들 사이의 사회 상호작용 는 개인들이 문화

산물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개인의 내면화를 통해 일

어나는 것으로 설명하 다. 한 Vygotsky는 언어가 사고발달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김민석,2013).

이러한 배경에 의해 과학교육에서도 사회 구성주의가 심을 받기

시작했고(최경희 외,2004),의미있는 학습은 지식의 수라기보다는 사

회 으로 범 한 과정에 의해 재된 지식 구성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

로 간주된다(Kumpluainen& Wray,2002).

사회문화 에서는 사회 상호작용에서 학습자의 활발한 참여,

문화 활동 속에서 학습자가 진 으로 더 활발한 참여자가 되어가는

문화화 과정으로서의 학습,배운 지식의 용과 련하여 참되고 의미있

는 상황 속에서의 목 지향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함동철,2012).이

는 학습을 동료와 지식이 많은 구성원과 함께 문화 이고 화 인 활동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화와 의미 형성과정으로 바라본다

(Rogoff& Toma,1997).이러한 에서 볼 때 학교 과학에서도 요

한 의미를 가진다.학생들이 력 으로 의미를 형성하고 지식을 구성하

는 과정에서 동료 혹은 교사와 지속 으로 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다시 말해,학교 과학 탐구의 문제는 학생의 직 인 경험만

을 강조함으로 야기되는 것이므로,학생들은 실험과 탐험으로 수집된 자

료를 바탕으로 동료 는 교사와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반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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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과학 지식의 정립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박 신,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을 소집단 는 학 체가 사회

으로 상호작용하여 교수학습 목표의 내 외 구성을 수행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2.2.사회 공동 구성

공동 구성(co-construction)이란 형태,해석,입장,행동,활동,정체성,

습,기술,이념,감정이나 다른 문화 인 의미 있는 실체들을 함께 만

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Jacoby& Ochs,1995).

과학교육에서의 공동 구성은 개인의 독립 학습 과정인 개인 구성

(self-construction)과정과 비교를 통해 이해가능하다.개인 구성과 마찬

가지로 공동 구성도 기존의 표상에 새로운 물질(material)이 합쳐지는 과

정이며,이 과정에서 사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이해를 수정하

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구성하게 된다(Jeong,1998).개인 구성은 주

제에 한 학습 재료와 학습자의 사 지식에 의해 안내되는 구성과정,

학습자간에 독립 인 과정,한 사람의 최 의 표상을 변화시키는 반면,

공동 구성은 학습 자료와 학습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트

의 지식에 의해서도 안내되는 구성과정,학습자간의 상호의존 인 구

성과정,참여하는 모두의 표상을 변화시킨다(Jeong,1998).

최근에 학습에 한 은 개인의 내 ·인지 과정으로 악하는

에서 사회 실행과 사호작용을 통한 공동 구성의 으로 변화하

고 있다(Palincsar,1998).과학자 공동체에서도 새로운 과학 지식은 개

인의 논리 인 추론보다는 동료와의 동과 경쟁, 의를 통해 생산된다

(Radinskyelal.,2010).즉,과학자들이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도 학문 공

동체 구성원들 간의 의를 거쳐 지속 으로 새로운 지식을 합의해내는

사회 공동 구성의 과정이다(오문자,2011).과학 수업에서도 탐구 활동

과정에서 소집단 상호 작용과 학 체 상호작용을 통해서 과학 모형

을 공동으로 생성해 나간다(Gilbert,etal.,2000).따라서 사회 구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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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과학 학습에서 핵심 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리고 사회 공

동 구성이라는 표 이 명시 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과학 탐구에서의

상호 력과 사회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학생들은

과학자들과 유사한 과정으로 탐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서 과학에 한 동

기와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과학 학습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Bell

etal.,2010).

과학교육계에서는 과학 모형을 사회 으로 공동 구성할 수 있는 수

업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기존 연구에 해 정리해보면,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략을 활용한 과학 교수 학습’에 한

연구는 비교 넓은 범 의 연구들이 포함되는데,연구의 에 따라

모형 구성과정에 이해에 을 둔 연구들(고민석 양일호,2013;배 성

유 희,2012;유희원,2012;함동철,2012;Clement,2008;Rea-Ramirez

& Nunez-Oviedo,2008; Hokayem & Schwarz,2014; Lehrer &

Schauble,2012;Louca & Zacharia,2011;Lott & Wallin,2012;

Schwarzetal,2009;Reinfried& Tempelmann,2014)과 수업의 효과에

을 둔 연구들(김미 김희백,2007;김승만 유 희,2014;박지연과

이경호,2008;Akersonetal.,2009;Bamberger& Davis,2013;Dauer

etal.,2013;Hestenes,2010;Kenyonetal.,2011;Mendonça& Justi,

2011;Rivet& Kastens,2012;Waightetal.,2014)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이러한 에서 사회 공동 구성해 나가는 것은 과학 학습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학습 략이라고 할 수 있다(Gilbertatal.,

2000).하지만 이를 학교 과학 수업에 성공 으로 도입한 연구는 아직

보기 힘들다.

함동철(2012)은 Clement(2008)의 GEM cycle을 기반으로 과학 모형

이 사회 공동 구성 수업 단계를 제시하 다.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수업에 한 규칙과 안내 사항에 해 제시

한다.사실/ 상/이론 제시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구성해야하는 목표모형

과 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실이나 상,이론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

는 단계이다.개인모형 생성 단계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제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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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수정된 GEM cycle(함동철,2012)

(data)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모형을 만드는 단계이다. 간모형 생성단계

에서는 학생들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모델을 평가하고 이를 바

탕으로 모델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합의된 의견으로 하나의 조

별의 모형을 만드는 단계이다.최종모형 생성단계에서는 각 소그룹이 자

신의 모델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거치며 교사와 함께 하나의 합의

된 모형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단계이다.각 단계마다 학생들은 GEM

cycle을 경험해서 모형을 함께 발 시킨다.마지막으로 최종 모형의

용 확장 단계에서 다른 상에 해 용·확장하여 최종모형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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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맥스웰(Maxwell)의 모형구성 과정(Nersessian,N.J.,2008)

제 3 제약조건(Constraint)

과학 모형 구성과정에서 제약조건에 한 연구는 부분 20세기 물

리학의 역사 인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었다(Nickles,T.,

1980).

특히 Nersessian(2002)은 맥스웰의 모델 기반 추론 활동을 다양한 제

약조건을 이용하여 모형의 구성,평가, 용 과정을 나타냈다.이후

Nersessian(2008)은 이를 발 시켜 맥스웰의 모형 구성 과정을 그림3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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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장에 용했을 때 학생들은 과

학자와 달리 이론 인 역이 넓지 않기에 과학자처럼 모형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과학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이 조

건을 제시하고 주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성한다.

따라서 모형 구성과정에서 선택된 정보에 심을 가지고 이를 제약조

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모형 구성과정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제약조건은 어떤 정보의 항목(item),법칙,원리,규칙 는 사실을 포

함하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조건을 설정하게 함으로써,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다(Nickles,1980).Weinert(1999)연구에서도 제약조건은 과학 인

모델과 이론에서 조건을 제약하는 것으로 실제 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제약조건은 측 가능성,깊

이 있는 설명,일 성(coherence),단일성(unification),일치성(coherence),

역(scope),왜곡가능성(falsifiability)과 같이 이론을 채택하기 해 필

요한 메커니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최근 투고된 많은

연구에서 과학 인 이론과 모델을 구성하는데 실증 -비실증 제약조

건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Quarks,C.1984,GingasandSchweber,

1986,Nickles,T.1978,1980).실증 -비실증 제약조건은 기능 인 개

념으로서 과학 인 발견을 통해 모델과 이론을 바꿀 수도 있고,단순한

실험을 이론 인 제약조건으로 상을 바꿀 수도 있다(Weinert,1999).

데이터의 일 성은 가장 분명한 실증 인 제약조건이다.그리고 제약

조건의 역할 의 하나는 모델을 만족시키는 것이다.실증 인 제약조건

은 단지 반복되거나 안정 인 실험,이론,모델을 반드시 만족시키는 것

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실증 인 제약조건의 다른 요

한 은 본질 인 물리 제약조건에 의해 제공 받는 것이다.

이론 인 제약조건은 논리 인 일 성,수학 인 요건,방법론 인 표

,개념 일 성과 형이상학 제약조건으로 나 어질 수 있다

(Weinert,1999).

제약조건은 문제해결과정에서 모델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암묵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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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서 여러 정보 형식과 지식 구조로 표 될 수도 있다(Nersessian,

1995). 기 모델들은 제약조건을 심으로 구성되며, 기 모델로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출처(source)로부터 이끌어진 제약조건을 만족

시키기 해 이끌어지거나 구성되며(Nersessian,1999),기존 모델을 수

정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구성한다.이러한 제약조건은 ,방정식,다이

어그램,사진,지도,물리 모델,다양한 운동학 그리고 청각 경험들

을 포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다(Nersessian,

2002).그리고 이 게 제공된 제약조건은 역학,공학,수학 이론,실험

발견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이끌어지고 이들은 경험 ,수학 ,이

론 본성을 가진다(Nersessian,2008).

맥스웰의 모델 기반 추론 과정에서 제약조건을 출처와 역할을 바탕으

로 기(Initial),모델(Model),출처(Source),목표(Target)제약조건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Nersessian,200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모형 구성을 해 실제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특정 정보들,즉 모형 구성 과정에서 조건을 발생시키고 모형 구성을 제

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와 자원을 제약조건으로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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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제 1 연구 차

본 연구는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야외지질학습에 용하

을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 한 이해를 목 으로

하고 있다.이를 해 본 연구의 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2.연구 차 단계

제1단계 선행연구 고찰 문헌 연구

↓

제2단계 야외지질답사지 선정

↓

제3단계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 학생 활동지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

제4단계 일럿 테스트

↓

제5단계 수업 피드백을 통한 교수-학습 과정안 수정 후 최종본 완성

↓

제6단계 수업 용 자료 수집 분석

↓

제7단계 사후 인터뷰를 통한 심층 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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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구 하기 해 첫 번째 야외지질학습과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조별 모형 구성과정에 한 이해를 해 제약조건이라고 하

는 것을 심으로 선행연구 고찰 문헌연구를 하 다.이를 바탕으로

연구 상을 선정하고,모형 구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선

정하 다.

두 번째 야외지질학습을 해 악산 지질 노두를 다니면서 과학교육

학 석사학 소지자인 지구과학교사 1인,지질학을 공했고 과학교육학

석사과정에 재학 인 연구자,지구과학교육과 교수 1인을 심으로

장교사 2명,과학교육학 석사과정 2명과 함께 지질답사 코스에 한 연

구가 있었고 학생들의 수 에 맞게 재구성하 다.

세 번째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에 용하기 한 학생 학습

지와 교수–학습 과정 안에 한 개발을 진행하 고,이를 학생들의 수

에 맞는 언어와 표 그리고 학습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

다.

네 번째 이를 바탕으로 2014년 8월 서울소재 K 재교육원 과학 심화

반 학생들을 상으로 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 모듈에 용 가능하도록 자료 수집 수업에 한 피드백을

연구자,교사,교수진과 함께 진행하 다.

다섯 번째 피드백을 받은 내용에 함께 교수-학습 내용과 과정안을 수

에 맞게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이를 정교화 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본을 완성하 다.

여섯 번째 2015년 9월 S 재교육원 지구과학분과 심화반 학생을 상

으로 2차시로 구성된 야외지질답사와 교실로 돌아온 후,3차시로 구성된

모형 구성 수업을 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 다.마지막으로 수업이 끝

난 후 조별로 학생들을 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통한 심층연구를 진행하

다.

모든 과정에는 석사과정 연구자 1인,과학교육과 교수 2인,과학교육

과 박사수료 1인이 함께 참여하여 타당도를 검증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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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상 연구 자료

1.연구 참여 집단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 학교 과학 재교육원 지구과학 분과 심화반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하 다.S과학 재교육원은 지구과학의 다양한

공에 합한 세부 공자를 빙하여 직 교수를 포함하여,박사 인

력을 수업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 지구과학 분과라는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특별히 지구과학이라는 분야에 심이 있는 학생들을 특

별히 선별하여 교육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강의에 한 동

기와 기 가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서울 소재의 다양한 학교에서 재학 이고, 재교

육원에는 일정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었다.특히 학교에서는 과학

교과 성취가 높으며 이 에도 교육청 등에서 재교육원에 참여한 경험

이 많았다. 한 부분의 학생들이 과학 련 교내 혹은 교외 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많았으며 과학에 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로 간

주된다.

2.연구 참여 학생

서울 소재S 학교 과학 재교육원 지구과학 분과 심화반 20명 학생

을 상으로 진행하 고,수업에 결석하거나 간에 조퇴를 한 학생을

제외한 남학생 10명,여학생 8명 총 18명이 수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

여하 다.

야외지질답사와 모형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이 조별로 함께 다니며 활

동해야하기에 평소 학생들의 친분과 특성을 고려해서 5개조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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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조별 구성은 구체 으로 A조는 여학생 5명,

B조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C조는 남학생 3명,D조는 여학생 1명

과 남학생 3명,E조는 남학생 3명이다.본 연구에서는 이 에서 A,B,

D조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 다.

3.연구 참여 교사

이 연구에서 야외지질답사 선정에는 지구과학교육 공 출신자로 지

질학에 련하여 평소에도 다년간 지질답사를 다니며 개인블로그와 교과

내용연구에 참여했던 교사로 석사학 이상 학력과 다년간 교직경력을 가

지고 있는 분이 함께 참여해주었다.

연구자는 야외지질답사 선정과 수업 활동지,과학 모형의 사회 구

성 수업을 비롯한 모든 교수 과정에 직 으로 참여하 고,야외지질답

사와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진행하 다.연구자는 학부과정

에서 지질학을 공했고, 재 과학교육학을 공으로 하는 석사과정

에 있다.

4.연구 자료

‘악산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에 한 주제로 야외지질답사 2차시

와 모형구성수업 3차시로 구성된 수업에서 야외지질답사에서 학생들의

모든 담화 내용,교실로 돌아온 후 체 수업,학생들의 모형 구성과정

과정은 촬 ,녹음 사하 고 학생들이 야외에서 찰한 찰 기

록지,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이 생성한 개인 모형 활동지,조별 모형

활동지,수업 이후에 실시한 반 구조화된 인터뷰는 촬 ,녹음 사하

여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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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수업 개요 내용

1.야외지질답사

표3.Orion(1993)야외학습의 구조 단계

필드

수업 개
:

도입

( 비단계)
→

사실/ 상 찰

(야외답사 단계)
→

사실/ 상/

설명

(정리단계)

야외지질답사 수업에서는 Orion(1993)의 야외답사 수업 모형 단계를

참고하여 진행하 다.

Orion(1993)은 도입( 비단계)에서는 야외지질답사를 활동을 비하는

단계로 설명하 다.본 수업에서도 도입( 비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답사

시작 에 오늘 수업의 주제 ‘악산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를 알려주

고 오늘의 답사 코스인 악산에 한 지리 인 치,답사방법,계곡 하

류와 상류로 나 어서 학습 장소,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상 소요시간,

답사 지역에서 세부 으로 머무르는 시간,안 을 한 유의사항 등 야

외답사 활동을 한 상세한 정보에 해 안내를 하 다.

실제로 학생들은 서울 학교 정문 , 악산입구 매표소 시계탑에서

모여서 출발하여 악산입구 매표소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는 노두인 계

곡하류와 계곡하류 지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악산 호수공원 정자

에 드러난 노두인 계곡 상류로 두 군데를 답사장소로 선정하여 이동했

다.

아래 지도는 악산 서울 입구매표소를 출발지로 하여 계곡하류와

계곡상류의 치를 나타낸 지도이며, 비단계에서 학생들에게도 제공했

던 노두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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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악산 계곡하류 노두 치

그림5. 악산 계곡상류 노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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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 찰(야외답사 단계)에서는 가장 핵심 인 단계이다(Orion,

1989).야외에서 효과 인 학습을 해서는 내용 심이 아닌 과정 심

으로 근하는 것이 요하다.노두에서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수동 으

로 지질학 지식을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 야외에서 노

두와 구체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과정 심으로 근하는 것이 야외지질

답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맹승호,2004).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말하는 야외답사 단계는 교사와 학생이 주어

진 노두로 함께 이동해서 학생들이 노두를 찰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 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에 해 고민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노두를 보고 으로 볼 수 있는 특징에

해 기술하거나 만져 으로서 암석의 특징을 단하며 이를 통해 주어

진 노두를 해석하는 과정을 겪는다.

야외 찰 단계에서 학생들은 나 어 ‘야외에서 찰하기’기록지(부

록)에 직 기록하며 ‘악산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는 주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를 설명하기 한 근거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돕

는다.

이 때 교사는 를 들어 학생들에게 찰할 수 있는 지역에 한 안

내는 있지만,학생들이 찰한 것이 무엇인지에 한 직 으로 언 하

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다만,학생들이 “ 찰한 암석이 무엇?”인지,“그

게 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혹은 암석의 특징이 무엇?”인지,“ 찰한

노두의 색깔은 왜 이럴까?”,“ 찰한 노두가 어떻게 이 게 존재하게 되

었을까?”등을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과정

을 통해서 주어진 노두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수 있도록 한다. 한

추후에 있을 사회 구성과정에 학생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래 표4,표5는 계곡하류와 계곡상류 노두에서 학생들이 찰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둔 것이다.

첫 번째 노두인 계곡하류에서는 화강암,화강암에 형성된 리,편마

암,단층과 단층면을 학생들이 찰할 수 있도록 하 다.각 사이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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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내외로 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5분간 정리하는 시간으로

1차시를 구성하 다.

표4.계곡하류에서 찰할 수 있는 노두

그림 6.화강암에 형성된 리 그림 7.편마암

그림 8.단층면 그림 9.화강암에 형성된 단층

두 번째 노두인 계곡 상류에서는 계곡 하류에서 보았던 것과는 색이

다른 화강암과 화강암에 형성된 리,그리고 계곡에서 볼 수 있는 물

입자와 교사가 정형화된 화강암 물 샘 을 비해서 물을 비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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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마지막으로 포획암을 찰하 고,학생들은 이외에도 주변에서

다른 리와 단층,포획암을 계속해서 찰하 다.이때 사이트별로 학생

들에게 10분의 시간을 제공하 고 체 으로 찰한 것을 정리할 수 있

는 시간을 주어 2차시 수업을 진행하 다.

표5계곡상류에서 찰할 수 있는 노두와 샘

그림 10.화강암에 형성된 리 그림 11.포획암

그림 12교사가 제시하는 물 샘

(정장석,사장석,흑운모,석 )

그림 13.계곡에서 볼 수 있는 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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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1993)은 이후에 사실/ 상 설명(정리단계)를 교실로 돌아와서

더욱 고차원 인 추상능력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높은 집 력을 요구하는

단계라고 하 다.야외답사 단계에서 생긴 학생들의 궁 증이나 의문

에 해서 서로 토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본 연구에서는 학

생들의 야외답사 단계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온 이후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용하 다.

야외지질답사에 한 안내와 학생들의 찰을 통해서 교사에 의해 안

내된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6.야외지질답사에서 교사에 의해 안내된 제약조건

· 악산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

· 악산과 악산 주변에는 편마암이 존재한다.

· 악산은 존재하는 리를 보아서 이 지역은 융기하 다.

· 악산은 물리 ·화학 풍화 침식을 받았다.

교사에 의해 안내된 제약조건에 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계곡과 이

동 에 학생들은 악산에 존재하는 화강암을 계속해서 찰한다.비록

학생들이 악산 체를 다 찰하진 못하 지만,계곡 모래에 존재하는

물을 바탕으로 악산 에도 화강암이 존재하여 그 암석으로부터

물이 왔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 악산은 화강암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악산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모형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악산과 악산 주변에는 편마암이 존재한다.학생들은 계

곡하류와 이동 에 악산에 존재하는 변성암 그 표 인 편마암을

찰한다.이는 악산에 편마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모형을 제

약할 수 있다.즉, 악산에 일부 편마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암

석의 생성에 해 모형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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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이는 포획암의 존재를 통해서

악산에 존재하는 암석의 가 더 오래된 암석인지,선후 계를 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약하는 데 도움을 다.

네 번째, 악산에 존재하는 리를 통해서, 리의 형성에 해 생각

할 수 있다면,화강암이 식고 융기하면서 암석이 갈라지면서 생성되는

리의 형성과정을 통해 악산에 존재하는 암석이 융기한다고 하는 것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화강암에 형성된 리의 붉은 색과 단층면을 통해서 화

학 풍화와 물리 침식 등 악산이 풍화와 침식을 받았다고 할 수 있

다.

학생들에게 안내된 제약조건 이외에도 학생들은 주어진 노두를 찰

하며 야외에서 찰한 사항을 그리고 특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 다.

2.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

표7.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 모듈

모형 구성

수업 개

: 1.도입 →
2.사실/ 상/이론 제

시

→
3.개인모형( 기모형)

생성-개별활동
→

4.모둠모형( 간모형)

생성-소집단 활동

→
5. 체 모형(최종모

형)생성- 집단 활동
→

6. 최종모형의 용

확장

교실에 돌아와서 용한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에서는 수정

된 GEM cycle(함동철,2012)을 용하여 수업을 진행하 다.

수업모듈은 과학 모형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개인 인 정

신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활동과 사회 인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 모형

을 구축할 수 있는 활동을 모두 포함시켰다. 한 합의 모형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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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과정에서 교사의 과도한 향력을 배제하기 해 모형을 평가하는

단계에 모둠 사이의 모형 평가 활동 단계를 추가 으로 포함시켰다(김민

석,2013).

도입과 사실/ 상/이론 제시 단계에서는 모형구성 수업에 익숙하지 않

은 학생들에게 수업 비단계로서 개인모형,모둠모형 구성을 해 필요

로 하는 요소들에 한 설명과 과정을 포함하 다.그리고 ‘악산은 어

떻게 형성되었을까?’하는 주제에 한 언 과 학생들이 야외에서 찰

하고 온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개인 모형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개인 활동지에 악산의 형성과정에

한 자신들의 모델을 과 그림을 이용하여 최 한 자세히 나타내는 시

간을 갖고,이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소집단 활동에서는 조별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 모델을 서

로 평가,수정하며 새롭게 조별 모형을 만드는 단계로 조별 모형을 구성

하고 이를 발표하며 다른 조 구성원과도 함께 평가 수정할 수 있다.이

때 생성된 모형도 과 그림으로 지에 나타내게 한다.

체 모형 단계에서는 소집단 활동에서 만들어진 모형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함께 체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단계로서 진행하 다.마

지막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서울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지역의

산의 형성에 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비한다.

모형 구성 수업 단계에서 교사에 의해 안내된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8.모형 구성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안내된 제약조건

·지질연 별 표 암석.

·서울 지질도

·화강암의 기원이 되는 마그마.

· 생 에 보조산운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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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지질연 별 표 암석이다.이는 개인 모형지에 추가로 제공

된 것으로 학생들의 악산 형성에 학생들이 주제에 해 자신들의 모형

을 만드는데,이 때 지질연 별 표 암석을 바탕으로 시 흐름의 순서

에 맞게 모형의 순서를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서울 지질도이다.서울 지질도는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지역의 표 암석,지질층,연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도 역시 지질연 와 암석을 알 수 있고,뿐만 아니라 학생들

에게 지질학 상의 스 일이 지엽 이 않다는 것을 알려 수 있어서

이를 모형에 반 하여 모형의 순서와 스 일을 제약해 수 있다.

세 번째,화강암의 기원이 되는 마그마이다.이는 앞서 학생들이 찰

한 화강암이 존재할 때,어디서부터 화강암이 왔고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를 학생들이 설명해내는 과정에서 모형을 제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 에 보조산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융기

의 시 과 지질학 운동 규모의 스 일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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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악산은 어떻게 형성 되었을까?’에 한 주제로 학생들의 조별모형

형성과정을 제약조건을 심으로 이해하기 해 2가지 연구 문제를 던졌

다.첫 번째 조별모형과 제약조건의 특징을 알고자 한다.이를 알기 해

서 학생들이 구성한 조별 모형에서 제약조건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는지,즉 제약조

건의 출처(source)를 알아보고자 한다.두 번째,제약조건이 조별모형 형

성에 어떻게 향을 주었는지 알기 해서 제약조건의 주체(agent)는

구이며,조별모형 형성과정에서 제약조건이 어떻게 쓰 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조,학생,선생님과 결과에 나타낼 조별 모형,제약조

건,출처의 유형 등을 명명하기 해 아래 표와 같은 약어를 사용할 것

이다.

표 9.결과에 사용되는 약자

ACRONYMS

A GroupA

S Student

T Teacher

C Constraint

M Model

ST Sourc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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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별모형과 제약조건의 특징

1.A조 사례

그림 14.A조 조별 모형

A조 학생들의 조별 발표 내용

1.선캄 리아 시기 때,편암,편마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한다.

2. 생 에 마그마가 지하에서 식어서

화강암이 생성된다.

3.이 후 지 가 서서히 융기하 다.

4.물로 인해서 화학 ,물리 풍화 침

식 작용이 일어나고 재와 같은 모습

이 되었다.

표 10.A조 조별 발표 요약

의 표는 A조 학생들이 만들어낸 조별 모형과 조별 발표 내용을 시

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학생들의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의 담화,인

터뷰,발표 내용,야외 찰에서 담화 등을 바탕으로 제약조건을 선정하

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1

AS1: 근데 편암,편마암 이건 뭐지???

AS3:

그거 있잖아,변성암인데 편암과 편마암이 선캄 리아 시

때 있었다고 지질도에 나와 있잖아.그러니까 그 시

에 이게 기반암으로 있었고...

AS2: 그런 거 같애.나도 그걸 기반암이 있었다고 했어.

AS4:
완 오래 에 그 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괜찮을 거 같

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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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2

AS2: 근데 포획암은 왜 생겼지??

AS5: 포획암은 종류가 뭐야??

AS1: 포획암이 이어져 있어서 그게 결국 합쳐지는...( 략)..흠..

........( 략).....

AS1:

아,포획암은 마그마가 입할 때 생성되는 것 같고,화강

암과 변성암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화강암이 될 때

변성암이랑 같이 있어서 두 개가 같이 되는 거 같아.

AS2:
근데 두 개가 같이 만나서 그 게 된다고??압력이랑 열

도 그래야 되는거 아니야??

AS1:

변성암이 생성되어 있는데 화강암이 변성암 사이로 입

할 때 생성 된거야.열과 압력은 받았겠지,변성암이 열과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략)......

사후 인터뷰

AM2C1

AS3:
개인모형 할 때 지질도를 보고 생각해서 처음에 기반암

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AS4:
도 지질도를 보고 선캄 리아기 시 때 기반암이 있

을 거라고 했어요.

조별 모형 발표

AM2C1

AS4:
악산 주변에는 선캄 리아 시 때 기반암인 편암,편

마암이 존재하고 있었고,

......( 략)......

AS4:

결론 으로 요약하자면 제일 처음에 악산이 치하고

있는 이 곳 주변에는 선캄 리아기 기반암으로 변성암인

편암과 편마암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A조 최종모형에서 첫 번째 제약조건은 학생들의 담화내용,사후 인터

뷰,조별 모형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악산 주변은 선캄 리아기 편암,

편마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한다.’로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조의 모든 제약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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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볼게.포획암은 마그마가 입할 때 생성된 것

이고, 에 우리가 봤던 게 포획암인거 같애.화강암이

입할 때 이 게 된 거 같애.아,그러니까 화강암과 변성

암이 같이 존재할 때 마지막에 화강암과 변성암이 동시에

존재했다.화강암이 되면서 변성암과 같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변성암이 생성되어 있는데 화성암이 변성암 사

이로 입할 때 생성 된거야!!

AS4:
기반암이 존재하고,편마암과 편암이 제일 먼 있었고,

마그마가 화강암으로 굳으면서 포획암도 같이 생성된다.

AS1:

화강암이 굳으면서 그 사이에 입하면서 포회암이 생성

되는거지.그러면 화강암이랑 변성암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잖아.

AS4: 오,그 게 되는거 같아.

사후 인터뷰

AM2C2

AS1:

선캄 리아기랑 생 사이에 포획암이 형성된다고 하

는데,이건 화강암의 입이 있었다는 건데,이걸 보면

편마암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화강암이 될 때 입이 있

으면서 포획암이 생성된다고 했어요.그래서 편마암이랑

화강암이랑 볼 수 있었어요.

T: 두 시 사이를 설명해 수 있는 거네?

AS5: 네네

조별 모형 발표

AM2C2 AS4:
화강암이 입하는 과정에서 포획암이 생성되었고 그래서

화강암이 편마암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 습니다.

A조 최종모형에서 두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

로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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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3

AS1: 우리가 악산에서 찰한 게 다 화강암 맞지??

AS4: (고개를 끄덕이며)응응,맞는거 같애.

AS3: 나도 본거 다 화강암 같았어.

사후 인터뷰

AM2C3

AS1:
악산에서 계곡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계속 화강암

찰했었어요.아닌가요??

AS4: 화강암인데...부 다 화강암 있었던 거 같아요.

AS5: 그래서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조별 모형 발표

AM2C3

AS1: 악산에 화강암이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 략)......

AS4: 재와 같이 악산에 화강암이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A조 최종모형에서 세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

어 있다.’로 추출할 수 있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4

AS1:
나는 화강암이 화산이 아니라,마그마가 식어서 땅 속에

서 화강암이 생성되었다고 했어...

AS3: 먼 마그마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게 굳어서 되는거야.

AS5:
화강암이 만들어지는 건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그게

딱 굳으면서 되는거지

AS4: 그게 맞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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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AM2C4

T:
화강암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한 부분은 어떻게 하게 되었

어?

AS1: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 속에서 식어서 이 때 천천히 식어

서 생성된다고 했어요..

조별 모형 발표

AM2C4 AS4:

지 악산에 치에 옛날에 지하에 마그마가 많이 있

었고 그것이 천천히 식어서 지 의 화강암이 생성되었습

니다.

A조 최종모형에서 네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은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식어서 생성되었다.’로 추출할 수 있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5

AS1:

우리 리본 거 그거 이야기하면 되겠다.근데 난 그거

상류에서 본거 긴거 그거 나 융기했다고 썼어.왜냐면 그

게 올라오면서 깎이고 그럴거 같아서...

AS4:
혹시 그게 올라오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틈이 생기고 그

런건 아닐까?

AS1:

흠...근데 궁 한게 돌이 이 게 있다고 가정해보자.근데

돌에 여기 기 여져 있는데 이게 물이 체 으로 때

리고 풍화 침식을 받겠지?

AS5: 어어..

AS1: 특정 부분은 화학반응을 해서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흠..

AS5:
이게 맨 처음에 기반암이 있었고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

암이 만들어지고...그리고 걔들이 융기하는데..

AS1:

어어,그게 융기해서 산이 되고,돌들도 올라오니까 갈라

지고 움직이고,그런 다음에 풍화 침식을 계속해서 받기

도 하고 그 겠네.그니까 돌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하니

까 힘을 받거나 아까 압력이라고 했던가?그래서 차이가

나서 움직이고 할 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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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AM2C5

T:
융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수 있겠니?

AS1:
그거 상류에서 돌이 많이 갈라져있고,힘을 받거나 움직

이거나 해서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한거 같았어요.

AS4:
융기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돌이 움직이고 하면서 올

라오고 갈라지고 그랬을거 같았어요.

조별 모형 발표

AM2C5

AS4: 체 으로 악산 지 가 융기하 습니다...( 략)...

AS4: 화강암이 생성된 이후에 이것이 융기하 고...

A조 최종모형에서 다섯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은 체 으로 융기

하 다.’로 추출할 수 있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6

AS1:

근데 밖에서 돌 찰한거,막 갈라져있고 색깔도 다른부

분도 있고,울퉁불퉁하고 그런거 물이 흐르면서 그 게

된거 아닐까?

AS5:
특히,그거 분홍색깔 있던 부분 있잖아...거기 엄청 신기

하던데,그거 보니까 틈 사이로만 분홍색이고..

AS4: 물에 녹는 성분이라 뭐 반응해서 그 게 된거 아닐까?

AS2:
그럴 수도 있고,뭔가 화학 반응도 있고,물리 침식

이라고 하나?그런것도 있었던 것 같애.

AS1:
체 으로 풍화와 침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될

거 같은데...

AS2:

그 게 하고 자세히 얘기할 때 물에 의해 반응이 있다거

나 깎이거나 색이 변한다고 하거나 그 게 설명해주면

될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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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AM2C6

AS4:

계곡에서 물이 돌 사이를 흘러가면서,어떤 성분이 녹아

서 거기가 반응하고 깎이고 이고,화학 풍화가 일어

나고 물이 돌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물리 침식도 일어

나기도 하고....

AS1: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물리 화학 풍화나 침식이 있

었다고 했었어요.

조별 모형 발표

AM2C6

AS1:

야외에서 찰할 때 돌 틈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이것은 물에 의한 화학 반응을 받아서 색이

변한 부분이고....( 략)....

AS4:

계곡하류에서 물이 흐르고 암석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니까 물이 흘러오고 가고 하면서 물리 풍화나 침

시고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A조 최종모형에서 여섯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은 물에 의한 물리

화학 풍화 침식을 받았다.’로 추출할 수 있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7

AS3: 근데 융기한 이후에 왜 화강암만 산으로 남게 된 거지??

AS4: 융기하고 난 이후에 뭔가 깎이고 하는데...

AS1: 흠...뭔가 설명을 더 해야될 거 같은데....

AS2:
다 같이 풍화 침식을 받는데...화강암만 남았다?고 해야하

나?이상한데....

AS4:
변성암이 옛날부터 오래 있어서 무르니까 많이 깎 다고

하는건 어때?맞는거 같지 않아?

AS1:

오,어어.화강암은 엄청 단단하니까,변성암은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고 덜 단단하니까 많이 깎이고 화강암이 남

아있다고 하면 될 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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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AM2C7

T:
편마암이 무르다고 마지막에 발표했던 부분 다시 설명해

수 있겠니?

AS4: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암석에 해 배울 때,편마암이 덜

단단하다고 배웠었던 것 같아요.그리고 편마암이 오랫

동안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 깎여나가고 화강암이 남았다

고 했어요.

조별 모형 발표

AM2C7

AS4:
악산 지 가 체 으로 융기되는데,편마암이 화강암

보다 무르기 때문에...( 략)...

AS4: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편마암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고

화강암 보다 덜 단단하고 무르기 때문에 다 깎여나가서

화강암이 남게 되었습니다.

A조 최종모형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제약조건은 ‘편마암이 화강암보

다 덜 단단하다.’로 추출할 수 있다.

표 11.A조 제약조건 체 list

A조 제약조건 체 list

AM2C1 악산 주변은 선캄 리아기 편암,편마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한다.

AM2C2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

AM2C3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

AM2C4 악산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서 생성되었다.

AM2C5 악산은 융기하 다.

AM2C6 악산은 물에 의한 물리 화학 풍화 침식을 받았다.

AM2C7 편마암이 화강암보다 덜 단단하다.

A조 학생들은 조별모형 구성과정에서 와 같은 7가지 제약조건을 사

용하 다.그 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

까?각각 제약조건의 출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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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1

AS1: 근데 편암,편마암 이건 뭐지???

AS3:

그거 있잖아,변성암인데 편암과 편마암이 선캄 리아

시 때 있었다고 지질도에 나와 있잖아.그러니까 그

시 에 이게 기반암으로 있었고...

AS2: 그런 거 같애.나도 그걸 기반암이 있었다고 했어.

AS4:
완 오래 에 그 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사후 인터뷰

AM2C1

T:
악산 주변이 선캄 리아기 편암,편마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한다고 한건 어떻게 알게 되었니?

AS3:
개인 모형할 때 지질도에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생각해

서 기반암으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AS4:
도 지질도에 선캄 리아기 편암,편마암이 있어서 그게

기반암으로 있었을 것 같았어요.

A조 첫 번째 제약조건의 출처는 모형 구성 수업에서 제공된 것으로

목표모형과 련된 것으로 서울 지질도를 출처로 한다.

야외지질답사 학생들의 담화

AM2C2

AS5:
얘(바깥부분)가 생기고 얘(안쪽)가 생겼나?,이게 다 같

은 방향인거 같은데..

AS4:

얘(바깥부분)가 에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끼어 들어온

건 아닐까?,아니면 그냥 얘(바깥부분)랑 만났을 때 압

력 때문에 같이 올라왔나?

AS5: 까만게 생기고 얘(바깥부분)이 생긴거 같기도 하고...

AS3: 이게 어 든 순서가 있을 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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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지질답사 학생들의 담화

AM2C3

AS1: 지 우리가 밟고 있는 부분이 다 화강암인거 같은데..

AS3: (아래를 가리키며)지 여기??

AS4: 어어,맞는거 같은데 사진 어두자.

....( 략)....

AS1: 여기 아래 부 다 화강암 맞는거 같애,주변도 그 고...

AS2: 이쪽 다 화강암이야.

AS1: 어어,다 화강암으로만 되어 있는거 같애.

사후 인터뷰

AM2C2

T:
포획암이 존재한다고 한 부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수 있니?어떻게 알게 되었어?

AS1:

선캄 리아 시기랑 생 사이에 포획암이 형성된다고

했는데,이건 화강암의 입이 있었다는 건데 이걸 보면

편마암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화강암이 될 때 이 게

입이 있으면서 포획암이 생성되었다고 했어요.그래서 편

마암이랑 화강암이랑 같이 있는 형태로 된 걸 볼 수 있

어요.

AS4:

오 에 밖에서 찰할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할지 생

각했었는데,이거 하다가 화강암이 될 때 입하면서 되

었을 것이라고 했었어요.

A조 두 번째 제약조건의 출처는 야외에서 학생들이 찰한 것으로 목

표 모형과 련된 것이다.

사후 인터뷰

AM2C3

T: 악산이 화강암으로 분포되어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AS1: 우리 악산에서 봤었던 것들이 다 화강암인거 같았어요.

AS4:
계곡 하류랑 상류랑 간에 가면서도 부 다 화강암인

거 같더라구요.그래서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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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 세 번째 제약조건의 출처는 야외에서 학생들이 찰한 것으로 목

표 모형과 련된 것이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4

AS1: 근데 그거 마그마가 굳어서 화강암이 된 다음에...

AS3: 마그마가 있었는데,그게 천천히 굳어서 화강암이 돼.

AS5: 마그마가 식으면서 되잖아...

......( 략)......

사후 인터뷰

AM2C4

T:
화강암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한 부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

어?설명해 수 있니?

AS1:

작년에 학교에서 심성암 배울 때 마그마가 땅 속에서 천

천히 식었다고 했어요.그 때 화강암이 만들어진다고 배

웠어요.

AS3: 도 작년에 학교에서 배웠어요.

A조 네 번째 제약조건의 출처는 과학 이론,법칙 등을 포함한 이론

지식으로 과거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야외지질답사 학생들의 담화

AM2C5

AS5:
근데 여기 왜 이 게 돌이 커?갈라진 게 이어져 있는거

같은데...

AS4: 이게 같이 올라왔었나보다...

......( 략)......

AS5:
하류에서 보다 뭔가 돌이 크고 길고 이어져서 하나 던거

같기도 하고...

AS1: 압력이나 무슨 힘이 있어서 올라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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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AM2C5

AS1:

우리 리본 거 그거 이야기하면 되겠다.근데 난 그거

상류에서 본거 긴거 그거 나 융기했다고 썼어.왜냐면 그

게 올라오면서 깎이고 그럴거 같아서...

AS4:
혹시 그게 올라오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틈이 생기고 그

런건 아닐까?

......( 략)......

AS5:
이게 맨 처음에 기반암이 있었고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

암이 만들어지고...그리고 걔들이 융기하는데..

AS1:

어어,그게 융기해서 산이 되고,돌들도 올라오니까 갈라

지고 움직이고,그런 다음에 풍화 침식을 계속해서 받기

도 하고 그 겠네.그니까 돌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하니

까 힘을 받거나 아까 압력이라고 했던가?그래서 차이가

나서 움직이고 할 거 같애

사후 인터뷰

AM2C5

T:
융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수 있겠니?

AS1:
그거 상류에서 돌이 많이 갈라져있고,힘을 받거나 움직

이거나 해서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한 거 같았어요.

AS4:
융기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돌이 움직이고 하면서 올

라오고 갈라지고 그랬을 거 같았어요.

A조 다섯 번째 제약조건의 출처는 야외에서 학생들이 찰한 것으로

목표 모형과 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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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지질답사 학생들의 담화

AM2C6

AS5:
돌에 이 많이 가있어.물이 얼어서 녹았다가 그러는거

아냐?

AS2: 물이 돌 틈에 다 스며들어서 갈라지는거 뭐 그런건가?

AS4:
그리고 돌에 물이 들어가서 이게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갈

라지고 그랬었던거 같기도 해.

......( 략)......

AS5:

여기에 분홍색도 있고,그런데 혹시 그거아냐?막 철이 산

화되어서 붉은색이 되고 뭐 풍화나 침식 이야기 하는 것

들 있잖아.여기 돌이 핑크 핑크 하잖아.

AS4: 물에 녹아서 성분이 바 고 뭐..그런거.

AS3: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애.

AS2: 화학 풍화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애.

사후 인터뷰

AM2C6

T:
물리 화학 풍화 침식을 한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알

게 된 거야?

AS4:

계곡에서 물이 돌 사이를 흘러가면서,어떤 성분이 녹아

서 거기가 반응하고 깎이고 이고,화학 풍화가 일어

나고 물이 돌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물리 침식도 일어

나기도 하고....

AS1: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물리 화학 풍화나 침식이 있

었다고 했었어요.

A조 여섯 번째 제약조건의 출처는 야외에서 학생들이 찰한 것으로

목표 모형과 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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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AM2C7

T:
편마암이 무르다고 마지막에 발표했던 부분 다시 설명해

수 있겠니?

AS4: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암석에 해 배울 때,편마암이 덜

단단하다고 배웠었던 것 같아요.그리고 편마암이 오랫

동안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 깎여나가고 화강암이 남았다

고 했어요.

T: 학교 수업시간에 암석이 단단한 걸 배웠다는 거네?

AS4:
네네,작년에 학교에서 암석할 때 배웠던 거 같아요.교

과서 본 거 같아요.

A조 마지막 일곱 번째 제약조건의 출처는 과학 이론,법칙 등을 포

함한 이론 지식으로 과거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교과서를 출처

로 한다.

에 제시된 A조의 7가지 제약조건의 출처를 아래 표에 정리하여 제

시할 수 있다.모형 구성 수업에서 제공된 것으로 목표모형과 련된 것,

야외에서 학생들이 직 찰한 것으로 목표모형과 련된 것,그리고

과학 이론,법칙 등을 포함한 이론 지식을 출처로 한다.

표 12.A조 제약조건 출처 체 list.

A조 제약조건 출처 체 list

AM2C1
악산 주변은 선캄 리아기 편암,편마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한다.
모형 구성 수업

AM2C2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 야외에서 찰

AM2C3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 야외에서 찰

AM2C4
악산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서 생성되었다.
과학 이론

AM2C5 악산은 융기하 다. 야외에서 찰

AM2C6
악산은 물에 의한 물리 화학 풍화 침식

을 받았다.
야외에서 찰

AM2C7 편마암이 화강암보다 덜 단단하다. 과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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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조 사례

표 13.B조 조별 발표 요약

그림 15.B조 조별 모형

B조 학생들의 조별 발표 내용

1.선캄 리아 시기에 편암,편마암이

생성되어 분포하고 있었다.

2.지하에서 마그마 방에 치하던 마그

마가 천천히 굳어서 화강암이 생성된다.

3. 생 때 체 인 융기가 있다.

4.우리가 찰한 리를 보아서 악산

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비로 인

해 풍화 침식을 많이 받았다.

의 표는 B조 학생들이 만들어낸 조별 모형과 조별 발표 내용을 시

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학생들의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의 담화,인

터뷰,발표 내용,야외 찰에서 담화 등을 바탕으로 제약조건을 선정하

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1

BS1:
처음에 찰했던 거부터 이야기해보자.나는 악산은 화

강암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 는 뭐 썼어?

BS2: 나도 화강암 본거 썼어.

BS3: 나도,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BS1:
화강암이 먼 만들어졌나?,일단 화강암이 있다고는 이

야기 해야할 거 같애.

BS2:
어 든 악산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건 확실히

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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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발표

BM2C1

BS2:
악산은 그러니까 화강암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곳은

이 에 마그마가....

......( 략)......

BS2: 마지막으로 악산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후 인터뷰

BM2C1

BS1:

계곡에서 리도 그랬었고,우리 찰하고 온 것들이 부

화강암이 많은 것 같아서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BS2:
처음에 찰한 거 이야기 할 때 악산에서 화강암보고

왔다고 해서 그걸로 시작했었어요.

B조 최종모형에서 첫 번째 제약조건은 학생들의 담화내용,사후 인터

뷰,조별 모형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

다.’로 추출할 수 있다.

A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B조의 모든 제약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2

BS3:

내가 먼 악산 형성과정 한거 이야기 해볼게.우선 암

석으로 보면,선캄 리아 시기에 이거 나와 있는거 편암,

편마암이 있었고.......( 략)......여기 선캄 리아 시기에 암

석이 있었잖아.

BS2: 어어,편마암이 주변에 깔려있어....( 략)......

BS3:
처음에는 선캄 리아 시기에 편암,편마암이 생성되어 있

다를 하면 될거 같애.

BS1:
그럼 말은 편마암이 원래 있었는데,그 다음에 화강암

이 생성되고....( 략).....

BS3:
그래서 변성암이 처음에 있고,그 다음에 화강암이 만들

어지거나 뭐,그 게 하면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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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발표

BM2C2 BS2:

악산 부근에는 편암과 편마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략)......

그리고 선캄 리아기 편암과 편마암이 있는 지역은 주변

에 지형들과 .....

사후 인터뷰

BM2C2

T: 발표했던 순서 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니?

BS1:

아,그거 시간 순으로 보면 선캄 리아기가 제일 오래

이잖아요.그래서 선캄 리아기 때 존재하고 있던 암석이

보니까 변성암들이이서,그 뭐지...편암,편마암이 있었다고

한거 같은데,그래서 선캄 리아기 때 변성암이 존재하고

있었고.....( 략).....

BS3:
시작할 때 선캄 리아기 변성암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로

시작했어요.

B조 두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 주변은 선캄 리아기에 편마암이 존

재한다.’로 추출할 수 있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3

BS2:

선캄 리아기 다음으로 가까운 시 가 생 인데,이게

생 화강암이잖아.그래서 화강암은 이 사이에 만들어

져야하고,이 화강암은 어,그 마그마에서 기원하건데,마

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으면 만들어지잖아....( 략)...

BS1: 는 얘꺼(BS3)랑 비슷하네.

BS2: 어 비슷한거 같애.그럼 는?

BS1:
.....( 략)....그래서 나도 화강암이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

서 만들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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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발표

BM2C3 BS2:

악산이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에 옛날에 지하에 마그마

가 있었고,그게 천천히 식으면서 지하에서 화강암이 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략)....

사후 인터뷰

BM2C3

BS1:

악산에 존재하는 화강암은 그러니까 마그마방이었던가?

어 든 지하에 존재하고 있는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형성된 것이고....

BS2: 그랬던 거 같다.기억이 나네.

BS3: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화강암이 형성되었다고

했었어요.

B조 세 번째 제약조건은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화강암이

형성된다.’로 추출할 수 있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4

BS1:
그런데 나는 거기에 물에 의해 그 게 되었다는 얘기를

추가했으면 좋겠어.

BS3: 응??

BS1:

그러니까,산이 되는 과정에서 꾸 히 풍화와 침식을 받는

이야기를 했잖아.그런데 이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

를 통해서 물리 인 풍화 침식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거나

물에 의해 화학 인 변화가 있다거나 뭐 그 게 좀 더 자

세히 이야기가 되었으면 해서...

BS2:
그럼,비를 통한 물리 화학 풍화 침식이 일어난다라고

쓰는건 간단히 쓰고 발표할 때 자세히 얘기하면 되겠다.

조별 모형 발표

BM2C4 BS2:
비는 악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속 으로 물리 화

학 풍화 침식을 일으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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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BM2C4

T:
풍화와 침식과정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발표하

게 되었는지 얘기해 수 있겠니?

BS2:

산에 갔을 때 계곡상류에서 돌 틈에 붉게 바 부분이랑

하류에서도 평평했던 면이나 그런 게 비가와서 그 물이랑

화학 반응을 했거나 뭐 비가 계속오면 돌이 깎일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아서 비를 통해서 풍화랑 침식을 받았다

고 했는데...

BS1: 아,그게 특히 리 틈을 따라서 한다고 했어요.

B조 네 번째 제약조건은 ‘비를 통한 화학 물리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았다.’로 추출할 수 있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5

BS2:

리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강한 힘에 의해서 쪼개지거나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건데,여러 가지 압력과 그래서 갈라

지고 풍화 침식도 받고 그게 반복 으로 하다보면은 더

강해지고,근데 그런 힘을 받는다는 게 융기할 때 있었다

는 거지.그러니까 융기할 때 뭐 힘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래서 리가 생기고 이게 한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천

천히 일어나니까 되는 거 같애.

BS1: 그런데 나는 융기얘기를 다시 했으면 해.

BS2:

그러니까 화강암이 융기를 했는데,그게 리를 있는거로

서 분명히 쪼개지고 막 층이 있거나 쪼개지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BS1: 근데 올라오는 힘이랑 쪼개지는 힘이랑 뭐 다 같은건가?

BS2:
그게 그러니까 올라오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화강암

이 갈라지는 거지.그게 반복되는 거고

BS1: 반복해야한다고?

BS2:

어 그 게 해야지.상식 으로 생각해 .

이게 여기만 한 번에 이게 그 게 될 순 없잖아.그러니까

이게 융기도 하고 그 힘에 의해서 쪼개도 지고 리도 생

기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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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발표

BM2C5 BS2:
화강암이 생성된 이후에 이 지 가 체 으로 융기를 하

고 그래서 화강암이 쪼개지고 리도 생기고...

사후 인터뷰

BM2C5

T: 융기하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얘기해 수 있겠니?

BS2: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화강암이 생성된 이후에 이게 융기

를 하는데,그걸 어 생각했었냐면 지역이 체 으로 융

기를 하니까 그 힘으로 화강암이 갈라져서 리도 생기고

비에 의해서 계속 으로 풍화 침식도 받고 이게 한번에 되

는게 아니라 천천히 체 으로 융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

어요.

B조 다섯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은 체 으로 융기한다.’로 추출할

수 있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6

BS1:

우리 그 검정색 돌에 하얀 무늬 있고 그거 그게 편마암

이라는 이야기 잖아.근데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고,그

니까 뜬 없는 돌들이 편마암이라는 이야기잖아.그리고

어...

BS3: 혹시 그럼 그것도 뭔가 간에 생긴건가,같이 생겼나?

BS2:

그러니까 그게 그 처음에 편암,편마암이 있었잖아.그리

고 나 에 화강암이 생긴건데 그 때 뭔가 같이 섞이면서

그 게 된 거 아닐까?그러니까 이게 경계라고 해야하나,

화강암이 생길 때 같이 섞여서 생길 수도 있잖아.

조별 모형 발표

BM2C6 BS2:

포획암은 화강암이 생기면서 원래 처음에 있던 편암 부분

이 갇히면서 생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 습니다.그래서

포획암으로 암석이 생성된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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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BM2C6

T:
발표할 때 마지막에 포획암이 있다는 걸 설명했었잖아.처

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게 되었어?

BS2: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획암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

는데,편암이랑 편마암을 하고 화강암을 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포획암은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맞

나?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두 암석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포획암으로 어떤 게 먼 있었고

나 에 생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B조 여섯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로 추출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에 제시된 B조 조별모형 제약조건 체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표 14.B조 제약조건 체 list

B조 조별모형 제약조건 체 list

BM2C1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

BM2C2 악산 주변은 선캄 리아기 편마암이 존재한다.

BM2C3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화강암이 형성된다.

BM2C4 비를 통한 화학 물리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았다.

BM2C5 악산은 체 으로 융기한다.

BM2C6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

B조도 A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디서 제약조건을 가지고 온 것

인지 그 출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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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BM2C2

T: 발표했던 순서 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니?

BS1:

아,그거 시간 순으로 보면 선캄 리아기가 제일 오래

이잖아요.그래서 선캄 리아기 때 존재하고 있던 암석이

보니까 변성암들이이서,그 뭐지...편암,편마암이 있었다고

한거 같은데,그래서 선캄 리아기 때 변성암이 존재하고

있었고.....( 략).....

BS3:
시작할 때 선캄 리아기 변성암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로

시작했어요.

T: 방 이야기 해 선캄 리아기 변성암이 존재한다 했던

야외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1

BS1:
기 런게 화강암들 아니야?화강암이 맞다면 계곡

쪽은 부다 그냥 화강암인거 같은데...

BS2: 선생님 여기 그냥 부 다 화강암 아니 요?

T:

(웃는다)정답이 있어서 그걸 찾고 하는게 아니니까 여

러분이 그 게 생각한다면 왜 이게 화강암인지 그 이유

도 함께 생각해보세요.

BS1:
계곡 아래쪽 여기는 부다 화강암이 확실한거 같애.

(BS3)는 무슨 돌인거 같애?

BS3: 나도 그냥 아래는 다 화강암인거 같은데...

BS2:
일단 화강암이 찰된다고 어두자.다 화강암 맞는거

같애.

사후 인터뷰

BM2C1

BS1:

계곡에서 리도 그랬었고,우리 찰하고 온 것들이 부

화강암이 많은 것 같아서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BS2:
처음에 찰한 거 이야기 할 때 악산에서 화강암보고

왔다고 해서 그걸로 시작했었어요.

B조의 첫 번째 제약조건은 학생들이 야외에서 직 찰하고 온 것을

바탕으로 모형에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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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BS3: 그거 지질도에서 나와 있었어요.

BS1:
도 지질도에서 본 거 같은데,지질도에 선캄 리아기 편

암,편마암 있어서...

B조의 두 번째 제약조건은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질도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것을 출처로 한다.

사후 인터뷰

BM2C3

BS1:

악산에 존재하는 화강암은 그러니까 마그마방이었던가?

어 든 지하에 존재하고 있는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형성된 것이고....

BS2: 그랬던 거 같다.기억이 나네.

BS3: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화강암이 형성되었다고

했었어요.

T:
마그마가 식으면 화강암이 된다고 한 건 어떻게 알았어?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BS1:
학교에서 심성암 배울 때,지하에서 마그마가 식으면 화강

암이 만들어진다고 배웠었죠.

BS2: 그게 그러니까 도 학교에서 에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B조의 세 번째 제약조건은 과거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

지식을 출처로 한다.

야외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4

BS2: 이게 사선무늬로 되어 있어.미끌미끌한거 같기도 하고

BS1: 여기 물이 흘러서 이쪽 방향으로 쭈욱 흘러가는데...흠

BS2:
그래 그냥 간단히 물이 흘러가니까 깎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 략)......

BS1:
여기는 아래랑 다르게 붉고 이런 게 철이 물이랑 만나

서 산화되어가지고 그런거 아닐까?

BS2:
물이 흘러가면서 깎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되는거 같

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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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BM2C4

T:
B조 학생들은 물에 의해서 물리 화학 변화나 풍화 침

식 이런거 발표했었잖아.이 부분은 어떻게 알았어?

BS1:
계곡 상류에서 찰한 곳에서 붉은 색 그 게 있는 부분

이 산화되어서 붉게 보인다고 해서 했어요.

BS2:

그리고 찰했을 때 그게 다 계곡이었잖아요.그래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가니까 물리 으로 돌을 깎기도 하고,움

직이고 계속 진행되어서 가는 거라고 했어요.

B조의 네 번째 제약조건은 학생들의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모

형에 반 한다.

야외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5

T:

여러분들이 찰하면서,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여기에 존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BS2: 그런데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BS3:
근데 여기 그냥 다 침식된거 아니야?,아,아니면 그냥 이

게 다 같이 쪼개진 거 같은데...

BS2: 근데 뭐가 이 게 다 쪼개지?물?...

BS1:
근데 물이 흘 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이 게 많이 쪼개

질 순 없을 것 같은데...

BS3: 물로만 이걸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BS2: 힘

BS1:
땅이 꺼지거나 뭐,그런거?아니면 이게 올라오거나 내려

가거나 하면서,뭐 그게 단층일때나...

BS2:
흠...일단 물로는 다 이런게 아닌거 같애..무슨 압력이나

다른 힘이 더 있어서 한거 같은데...

BS1: 그런 거 같애.무슨 힘이 있어서...

BS2:

압력이나 힘 때문에 여기가 자자자작하면서 갈라지거나 그

런게 있었을거 같애.땅이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어 든

산이 되는 거니까 뭔가 땅이 올라오면서 갈라지고 이런 게

더 괜찮을거 같은데?

BS3:
확실히 물로 설명하는 거 보다 여기가 올라오거나 그러면

서 갈라지는 게 더 괜찮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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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BM2C5

T:
악산이 융기한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밢

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수 있겠니?

BS3: 그때 (BS2)가 융기 확실하다고 했었었잖아.

BS2:
응,아 그때,그 계곡에서 그 때 제가 설명할 때 본 건데

그거...

BS1:
그러니까 니(BS2)가 반복해서 천천히 융기한다고 했었잖

아.그걸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하면 될거 같은데?

BS2:

아,그거 그 때 계곡에서 긴거 그거 봤었는데,긴거 그거

이 게 되어서 돌도 올라가있고 갈라져 있고 근데 그게

한번에 융기했으면 그 게 안되었을 것 같다고 해서

BS1: 아 맞어

BS2:

그래서 그게 쭈욱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갈라져있고

거기에서 계곡 상류 는데,거기에서 찰한 거 보면서 그

거 보고 악산에 융기가 있었다고 그 때 얘기했었어요.

BS1: 나도 그거 생각났다.어어 그거 그랬었어요.

B조의 다섯 번째 제약조건은 학생들의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조별 모형 구성에 나타낸다.

야외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의 담화

BM2C6

BS3:

얘가 검은색이랑 밝은 색이랑 이게 같이 있어.그리고 검

은 건 계곡이랑 같이 이어져 있는 거 같기도 하고...고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

BS2:
일단 검은색이랑 밝은 색이랑 함께 있고,이건 화강암 같

은데...

BS1:
이게 뭔가 같이 있는데,같이 만들어져서 있거나 나 에

만들어졌거나....그런게 뭔가 있었겠지?

BS2: 이건 계곡 물 있는데 기랑 같이 이어진 거 같애.

BS3: 이거 생길 때 여기 다 같이 생겼을 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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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BM2C6

T:
마지막으로 발표할 때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면서

설명했던 부분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야기 해 수 있니?

BS3:

그것도 처음에는 밖에서 찰했던 건데요.그게 처음에 검

은 부분이랑 약간 밝은 부분이랑 거기가 딱 도 차이가

나 보 는데...

BS2:
이게 계곡이랑 조 같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구요.

BS3: 네네,그래서 이게 같이 생겼을 거라고 했었어요.

T: 같이 생겼다는게?

BS2:
그런 게 아니라,슝 하고 같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뭐 하

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생겨서 같이 생겼다.

T:
동시에 생긴 것이 아니라 따로 생기면서 같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네?

BS2:
네,발표할 때 화강암이 생길 때 편암이 갇 서 생겼다고

발표했었어요.

B조의 여섯 번째 제약조건은 학생들의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조별 모형 구성에 나타낸다.

아래 표는 B조 조별모형 제약조건 출처의 체 리스트이다.

표 15.B조 제약조건 출처 체 list

B조 조별모형 제약조건 출처 체 list

BM2C1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 야외에서 찰

BM2C2
악산 주변은 선캄 리아기 편마암이

존재한다.
모형 구성 수업

BM2C3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화강

암이 형성된다.
과학 이론

BM2C4
비를 통한 화학 물리 풍화 침식 작

용을 받았다.
야외에서 찰

BM2C5 악산은 체 으로 융기한다. 야외에서 찰

BM2C6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 야외에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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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조 사례

표 16.D조 조별 발표 요약

그림 16.D조 조별 모형

D조 학생들의 조별 발표 내용

1.선캄 리아기 변성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하 습니다.

2. 생 때 지하에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되는 것입니다.

3.약 1억 7천만년 에 보조산운동이

있어서 화강암이 로 올라옵니다.

4.화강암이 호상 편마암보다 도가 더

낮고 겉에 있던 편마암이 풍화 침식을

오랫동안 먼 계속 받아서 깎이고 지

의 악산이 됩니다.

의 표는 D조 학생들이 만들어낸 조별 모형과 조별 발표 내용을 시

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학생들의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의 담화,인

터뷰,발표 내용,야외 찰에서 담화 등을 바탕으로 제약조건을 선정하

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1

DS2:

일단 기반암이 편마암,편암,여기에 지질도에 선캄 리

아기 호상 편마암이라고 있잖아.우선 그게 먼 기반암

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

DS4: (DS3)는 어떤거 같아?

DS3: 흠....나도 그럴거 같애.

DS2:
선캄 리아기 변성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한다.처음에는

이 게 시작되면 될거 같애.



-57-

조별 모형 발표

DM2C1

DS2:
악산의 형성과정 첫 번째 단계는 선캄 리아 변성암,

호상편마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략)......

DS2: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반암으로 존재하고 있는 호상 편마

암 아래에는....

D조 최종모형에서 첫 번째 제약조건은 ‘선캄 리아기 편마암이 기반암

으로 존재한다.’이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2

DS2:

그리고 기반암 아래에는 지하에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었

던 거지.근데 그게 지하에서 천천히 굳으면서 화강암이

만들어 지는거야.

DS1:

기반암은 있고,그니까 그게 계속 마그마가 지하에 있었

는데 그게 천천히 식으면 화강암으로 만들어지는거지.우

리가 악산에서 계속 화강암 찰한거고.

DS4: 이걸 그 로 쓰면 되겠는데?

DS2:

어차피 단계로 나 어서 하면 편할 거 같으니까 나 어

서 하자.그러면 첫 번째는 니(DS4)가 쓰고 두 번째에

‘지하에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게 천천히 식으면

서 화강암이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면 되겠네.

조별 모형 발표

DM2C2

DS2:
그리고 그 이후에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서 화강

암이 되는 것입니다.

......( 략)......

DS2:
요약하자면......( 략)......두 번째 단계에서 지하에서 마그

마가 천천히 굳어서 화강암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D조 최종모형에서 두 번째 제약조건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굳

어서 화강암이 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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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4

DS4: 그런 다음에 여기가 올라와야돼 맞지?

DS2:

응응,근데 여기만 올라오는게 아니라 아까 마그마가 천

천히 식으면서 화강암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그게 그냥

갑자기 다 올라오는게 아니라, 체 으로 이 지역이 천

천히 융기해야한다고 해야될거 같애.

DS4: 이걸 어떻게 그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3

DS4: 근데 우리 악산의 치가 정확히 어디지?

DS2:
여기지.여기 부 화강암으로 치하고 있는 곳 보면 될

거 같은데...여기네 악산.

DS4:
우선 처음에 했던 거,기반암을 쓰고,마그마를 그리고,

화강암을 쓰고,그런데 구체 으로 뭐라고 쓰지?

DS2: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

DS4: 선생님 여기 엄청 크게 다 그려도 되요?

T:
응응,자유롭게 마음 로 다 그리면 돼.다만, 악산 형

성과정을 다 나타낼 수 있게 그려야겠지?

DS2: 근데,뭘 그릴지 정확히 정하고 그려야 되지 않겠어?

DS4:
악산은 화강암으로 되어있다. 로 쓰고 그림 크게 그

리고 화강암이라고 쓰면 되지 뭐.

조별 모형 발표

DM2C3

DS2: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되었고,화강암이 결국에는

악산이 되게 됩니다.그러니까 악산은 결국 화강암으로

분포되게 되는 것이지요.

......( 략)......

DS2:
그래서 화강암이 악산에 존재하고 되었고,지 의 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조 최종모형에서 세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

어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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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
일단 그냥 하나 그려놓고 융기한다고 표시하면 될거 같

아.

DS3: 이거 다시 좀 설명좀 해줘.잘 모르겠는데...

DS2:

그러니까 그 아까 보조산운동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화강암이 만들어지고 이게 산이 되는데 보조산

운동 때 올라오는거야 이 지역이 체 으로 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5

DS1: 융기가 일어난 이후에는,이게 다 같이 올라오니까...

DS4:
근데 우리 계곡에서 봤던 걸 보면 뭐 깎이고,물로 이동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

DS2:
풍화나 침식작용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얘

기하면 될거 같은데,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나?

DS3:
풍화와 침식을 받았다고 거기 일단 쓰고 나 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도 될거 같은데,뭔가 다 된거 같아서.

DS2:

융기가 일어난 이후에 ‘악산은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지 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아니면 그냥

‘풍화 침식을 받았다.’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할 듯

조별 모형 발표

DM2C4

DS2: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은 생 보조산운동 때 지역이

체 으로 융기가 일어납니다.

......( 략)......

DS2:
다음 단계로 악산 지역이 융기가 일어난 이후에,이 지

역에는 ......

D조 최종모형에서 네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은 보조산운동 때 융

기하 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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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6

DS2:
근데 우리 포획암 이거 봤던 거,그게 이게 얘(어두운 부

분)를 입했다는 거 아닐까?

DS4:

우리 밖에서 본거 그거잖아.포획암,근데 검정색이 이게

포획된거 아니야?근데 이게 원래 있었는데 이 게 된거

잖아.그러니까...

DS2: 하얀색이 포획 했다는거지

DS4:
그럼 이게 순서가 원래 검은색이 있었는데,나 에 하얀

게 입해서 이 게 되었다는거 아니야?

DS2: 그 게 하자.순서가 맞는 거 같은데....

DS3: 이게 반 야 되어야 하는거 아니야??

DS2: 아니지,포획되었으니까 순서가 이 로가 맞는거 같애.

DS3: 아...

조별 모형 발표

DM2C5 DS2:

융기가 일어난 이 후 다음 단계에서는 지속 으로 바람,

비 기후 등의 향으로 풍화와 침식을 계속 받는다 입니

다.처음에 이 곳은 지 과 같은 모습이 아니 을 것입니

다.즉,풍화와 침식을 계속 받아서 깎이고 모양이 조 씩

변화면서 지 의 모습과 가까워져 갔을 것입니다.

D조 최종모형에서 다섯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은 풍화 침식을 받았

다.’이다.

조별 모형 발표

DM2C6 DS2:

우리는 악산에서 포획암을 찰할 수 있었는데,이는

포획암을 보고 화강암이 입한 흔 이라고 생각하 고,

이는 기반암이 먼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화강암

의 입이 있으면서 우리가 찰했던 포획암을 볼 수 있

었던 것입니다.

D조 최종모형에서 여섯 번째 제약조건은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

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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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7

DS1: 근데 왜 융기하는거지??

DS4: 무게,뭐...

DS1: 도,무게..근데 왜 땅이 융기하지?갑자기 궁 하네

DS2:
잠깐,잠깐만...편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이 높은 곳

에서 있는데,이게 려가지고..

DS1: 변성암이 화강암보다 도가 높아가지고...

DS2:
그러니까 화강암이 더 에 있는데 결론 으로 로 올

라오는 거지.

DS4: 오호...그림이 된다.

DS3: 다.

조별 모형 발표

DM2C7 DS2:

화강암이 로 올라오는 것입니다.화강암이 호상 편마암

보다 도가 더 낮고 겉에 있던 편마암이 풍화와 침식을

받고 먼 깎여가면서 아래에 있던 화강암이 로 올라왔

다고 생각하 습니다.

D조 최종모형에서 일곱 번째 제약조건은 ‘화강암이 편마암보다 도

가 낮다.’이다.아래 표는 에 제시된 D조 조별모형 제약조건 체 목

록을 제시한 것이다.

표 17.D조 제약조건 체 list

D조 조별모형 제약조건 체 list

DM2C1 선캄 리아기 편마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한다.

DM2C2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굳어서 화강암이 된다.

DM2C3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

DM2C4 악산은 보조산운동 때 융기하 다.

DM2C5 악산은 풍화 침식을 받았다.

DM2C6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

DM2C7 화강암이 편마암보다 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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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조도 A조,B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디서 제약조건을 가지고

온 것인지 그 출처를 알아보자.

사후 인터뷰

DM2C1

T:
처음에 기반암으로 존재한다고 발표한 부분 어떻게 알게

되었어?

DS2:
아,그게 지질도에 선캄 리아 호상편마암이랑 편암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 보고 처음에 했어요.

D조의 첫 번째 제약조건은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질도를 바

탕으로 조별 모형에 반 한다.

사후 인터뷰

DM2C2

T:

우리 D조는 발표할 때 다른 조와 달리 단계를 나 어서

더 자세히 발표 했던 것 같아서 엄청 좋았었어..발표할

때 두 번째 던가?거기에서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화강암이 된다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알게 된거

야?

DS2:
그거 에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심성암 할 때 배워서

알고 있던 거 요.

DS1: 도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던 거라 알고 있었어요.

D조의 두 번째 제약조건은 과학 이론으로 과거에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출처로 조별 모형에 반 한다.

야외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3

DS1: 이거 다 화강암인거 같애.

DS2: 어어,화강암인거 같애.

T: 이게 왜 화강암인거 같아?

DS1:

그냥 여기 있는 거 만져봤을 때,생긴거랑 그런게 뭐라고

해야하나 그냥...여기 다 보면 계곡 이쪽은 다 화강암처럼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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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5

DS2: 여기는 돌 틈에 색깔이 좀 붉은색이야..

T: 색깔이 왜 그런거 같애?

DS2: 산화작용 같아요.

DS1: 철 성분이 산화되면 붉은색을 띄잖아요.

DS4: 산화 되었어 산화

DS2: 그러니까

......( 략)......

DS2:
여기 갈라진 게 평평한 건 물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깎이고

이고 물이 얼었다 녹으면 더 갈리질수도 있고...

사후 인터뷰

DM2C3

T:
악산이 화강암으로 분포되어있다고 한건 어떻게 알게

되었어,어디서 본 것들이니?

DS2:
악산에 가서 찰할 때 그때 화강암으로 다 되어 있던

거 같았어요.

DS1:
계곡에서 찰 했잖아요.근데 돌들이 부 화강암인거 같

아서...

D조의 세 번째 제약조건은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하여 조별

모형에 반 한다.

사후 인터뷰

DM2C4

T:
악산은 보조산운동 때 융기한다고 시 을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DS2:

융기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보조산운동이 1억 8천만년 에 있었다고 수업 때 얘기

해 주셨어서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DS1:
조별로 그거 할 때 수정할 때 화면에 띄워 주셨던거 그거

보고 추가로 했었어요.

D조의 네 번째 제약조건은 모형 구성 수업에서 추가로 교사에 의해

제공 되어진 것으로 목표모형과 련이 있기에 학생들은 조별 모형에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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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
계곡에서 돌 틈에 물이 녹았다 얼었다고 하면 그거 될 거

같은데...

DS4: 괜찮네,맞네.

사후 인터뷰

DM2C7 T:
마지막에 화강암이 도가 낮다고 얘기하면서 발표한 부

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

조별 모형 발표

DM2C5 DS2: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그 계곡에서 침식된 것들과

돌이 갈라진 것들 이것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것

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D조의 다섯 번째 제약조건은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하여 조별

모형에 반 한다.

야외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의 담화

DM2C6

DS4: 이게 뭐 입같은건 아닐까?

DS2: 어디에 뭐가 입한거지?

DS4: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DS2:
에 안 보이는데 곳에서부터 있지 않을까?물론,돌을

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DS1:
일단 입인거 같긴한데,뭐가 뭐에 입인지는 생각을 좀

해 야겠다.

DS2:
정확히 어떤 암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강암이 있고...

흠...화강암에 화강암이 입한건가?

DS4:
검은 색에 하얀 색이 입한거 아닐까?,그런데 까만거 이

거는 변성암 아닌가?

DS2: 변성암이 더 오래 되었으니까...

T: 뭐가 먼 일까?

DS2: 변성암이 먼 고 화강암이 입한 거 같네.

D조의 여섯 번째 제약조건은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하여 조별

모형에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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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

그거 융기에 해서 생각하는데,화강암이 로 올라오는

데 에는 기반암으로 변성암도 있었잖아요.그게 조 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화강암이 로 올라와 있는지를 생각

하다가 같이 하다가 그 뭐지,이게 도차이가 있으면 더

잘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서 그 게 하게 되었어요.

T: 도 차이가 나서 화강암이 변성암 로 올라왔다는거야?

DS1:

그 얘기는 아니고,화강암이랑 변성암이랑 올라오는데 풍

화 침식도 하고, 도 차이 때문에 화강암이 더 잘 올라올

수 있다고 했어요.

DS2:

도 차이가 있으니까 화강암이 더 잘 올라오고,변성암은

풍화 침식을 더 받아서 깎여나가서 화강암이 있고 변성암

은 주변에 있는 것처럼 되었다고 했어요.따라서 도차이

때문에 융기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T: 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DS1:
이거 학교에서 도 차이가 난다고 암석하면서 배웠던 거

같아서,생각나서 했어요.

D조의 일곱 번째 제약조건은 과학 지식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을 출처로 하여 조별 모형에 반 한다.

아래 표는 D조 조별모형 제약조건의 출처에 한 체 목록이다.

표 18.D조 제약조건 출처 체 list

D조 조별모형 제약조건 출처 체 list

DM2C1
선캄 리아기 편마암이 기반암으로 존

재한다.
모형 구성 수업

DM2C2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굳어서 화강

암이 된다.
과학 지식

DM2C3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 야외에서 찰

DM2C4 악산은 보조산운동 때 융기하 다. 모형 구성 수업

DM2C5 악산은 풍화 침식을 받았다. 야외에서 찰

DM2C6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 야외에서 찰

DM2C7 화강암이 편마암보다 도가 낮다. 과학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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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sessian(2008)은 맥스웰의 모형 구성과정에서 제약조건의 출처의

역을 역학,공학,수학 이론,실험 발견 등 다양한 역으로부터

기원한다.하지만 학생들은 과학자와 달리 이론 역이 풍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론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기원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 학생들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제약조건의 출처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지만,논증에서 사용한 증거의 유형과 출처를 연구

한 Simon과 Maloney(2006),Kim(2003),JangandJeong(2010)을 분석을

바탕으로 김유진(2015)에서 제약조건의 출처를 개인의 경험 출처,이

론 출처,목표 모형 출처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유형화 한 연구가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증 활동에서 증거의 출처와 김유진(2015)이

제시하 던 것을 수정하여 학생들의 담화,사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제

약조건의 출처를 분석하 다.A,B,D조가 구성한 모든 조별모형과 제약조

건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 1번을 근하 다.

그 결과,첫 번째 학생들이 구성한 조별모형은 6～7개의 제약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세 조에는 모두 5가지 제약조건이 같이 나타났는데,그

에서 학생들은 야외에서 찰한 것을 바탕으로 3가지 제약조건이 모든

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두 번째,학생들이 만든 조별모형에서 쓰인 제

약조건의 출처를 조사해보았다.그 결과 3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표 19.제약조건의 출처

제약조건의 출처(Sourceofconstraint)

SourceType1.

:기존의 경험과 련된 것 – 교과서,과거 수업시간 내용,과제

SourceType2.

:야외지질답사에서 찰한 내용으로 목표모형과 련된 것 – 화강암,변성

암, 리,포획암,

SourceType3.

:모형 구성 수업에서 추가로 제공된 것으로 목표모형과 련된 것 – 서울

지질도, 보조산운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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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약조건은 조별 모형 구성에 어떻게 향을

주었는가?

연구 문제 1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각 조별의 사례를 계속 으로 살펴

으로서 조별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우리는 앞서

주어진 각 조의 야외지질답사와 모형 구성 수업시간에서의 학생들의 담

화,사후 인터뷰를 분석하여 조별모형,제약조건의 특징과 그것의 출처를

살펴보았는데,이번에는 사회 공동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담화와 사

후 인터뷰를 분석하여 조별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구로부터 온

것이며,즉 주체가 구이고,제약조건이 어디에 쓰 는지를 이해함으로

서 조별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이 게 제약조건이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 제약조건을 심으로 조별 모형이 만들어지는

체 흐름과 과정을 알 수 있다.

실제 Nersessian(2008)은 맥스웰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조

건이 사용되었고,그것의 출처를 알아보고,목표 모형과 맞는지를 평가,

확인한 이후 수정,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목표 모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체 으로 이해하 다.Nersessian은 맥스웰 개인이 사고하는

과정,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를 분석하 다면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조별 모형 구성 과정에 용하여,조별 모형이 처음에 만들

어질 때 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만들어지고 반 된 것은 무엇이

고,이것의 출처를 알아보고,어떻게 쓰 는지를 분석해서 조별 모형 구

성 과정의 체 인 흐름 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를 통해,연구 문제 2번에서 요구하는 제

약조건은 조별 모형 구성에 어떻게 향을 주었는가에 한 답을 찾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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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A조 조별 모형 구성 과정

1.A조의 사례

의 그림은 A조 조별 모형구성 과정 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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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모형을 만들기 에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모형을 활동지에 작

성한다.먼 학생들의 개인 모델의 결과를 살펴보면 1번 학생은 화강암

이 융기하여 생성되었다는 개인 모델,2번 학생은 마그마가 식어서 산이

형성,3번 화강암이 지각변동으로 생성,4번과 5번 학생은 마그마가 식어

서 화강암이 생성되었다는 모델이다.

학생들의 개인 모델에서 제약조건을 추출해서 각각을 리스트 하여 명

명하고 분류한다.이는 어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이 조별 모형

에 반 되어 나타나거나,반 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기존에

는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을 구분하기 해서이고,이를 통해

서 주체를 찾고,조별 모형에 나타나는 제약조건을 알 수 있다.

첫 번째,학생들은 자신들의 모형에 있는 제약조건에서 공통으로 겹치

는 것을 조별모형에 그 로 반 한다.다시 말해,조별구성원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별 모형에 바로 나타나고 이러한 제약조건의 출처

는 야외에서 찰한 것과 서울 지질도를 출처로 나타난다.1조의 결과에

서는 악산 주변은 선캄 리아기 편암,편마암(혹은 변성암)이 기반암으

로 존재한다와 악산은 물에 의한 물리 화학 풍화 침식을 받았다가

조별 모형에 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AS1C2,AS1C3,AS2C2,

AS2C3,AS3C1,AS3C2,AS4C1,AS4C2,AS5C1,AS5C3가 각각의 학생

이 가지고 있던 공통의 제약조건이다.모두가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이

기 조별모형에 그 로 반 된 것이다.따라서,조별 구성원 모두가 가

지고 있는 제약조건은 조별모형에 AM1C1,AM1C6으로 나타나고,이는

마지막 조별모형에 그 로 반 된 AM2C1,AM2C6이 되고,이 둘의 제

약조건의 주체는 조별 구성원 모든 학생이다.

두 번째,조별 모형에 나타난 제약조건 에서 개인 모형에서 일부가

조별 모형으로 반 된 것이 있다.이는 조별 모형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

으로,‘악산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화강암이 형성된다.’,‘악산은 융기하 다.’가 있다.이 세 가지

제약조건이 개인 모형에 존재하던 것 조별모형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이다.각각의 주체를 알아보면 조별모형에 나타난 제약조건 에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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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제약조건은 각각 AS1C5,AS3C5,AS4C5,AS5C5가 ‘악산은 화강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AS1C4,AS3C4,AS4C4,AS5C2가 ‘지하에서 마

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화강암이 형성된다.’AS1C1이 ‘악산은 융기하

다’로부터 온 것이다.즉 AM1C3과 AM1C4의 주체는 학생 1,2,4,5번,

AM1C5는 학생 1번이 주체이다.이들의 출처를 알아보면 야외에서 찰

한 것,과학 이론 지식으로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출처를 빈도 순서로

한다.이 게 조별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낸 제약조건이 조별모형으로

반 이 되었다.

세 번째,조별 모형에 나타난 제약조건 에서 개인 모형에는 없었는

데 모형 구성 과정 에 새롭게 생겨난 제약조건이다.AM1C2와

AM2C7으로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와 ‘편마암이 화강암보다 덜

단단하다.’로 처음 개인 모형 생성할 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모형 구성 과정 에 새롭게 생겨난 것인데,AM1C2는 학생 1,2,4,5번이

주체로서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하고,AM2C7은 학생 4번이 과

학 이론 지식으로 과거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출처로 한다.이때

새롭게 생성된 제약조건은 조별모형을 조 더 정교화 하는데 사용되고,

특히 조별 모형 형성 때 학생들이 모형 구성 과정을 설명할 때 시간의

흐름, 악산이 생성된 시기에 해서 토의를 할 때,그리고 모형을 형성

된 이후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모형을 수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약조건이 생겨난다.

A조의 사례에서 조별 모형 형성 과정에서 제약조건은 공통 으로 쓰

인 것,채택되어 사용된 것,새롭게 생성된 제약조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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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B조 조별 모형 구성 과정

2.B조의 사례

의 그림은 B조 조별 모형구성 과정 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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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 조별 모형을 만들기 B조 학생들의 개인 모형을 작성하 고,

이 후에 조별모형을 만들기 시작한다.학생들은 개인 마다 가지고 있는

모형이 있는데,1번 학생은 화강암이 융기하여 생성,2번 학생은 마그마

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융기하여 생성,3번 학생은 기반암 에

화강암으로 형성된 산이라는 각각의 개인 모델을 만든다.

이 후 조별모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첫 번째 3명의 조별구성원이 모

두가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으로 BM1C1인 ‘악산은 화강암으로 분포되

어 있다.’가 조별모형에 직 으로 바로 반 된다.이는 세 명의 학생이

각각 BS1C3,BS2C3,BS3C3의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조별모형에도

그 로 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이 BM1C4‘비를 통한 물리

,화학 풍화 침식을 받는다.’도 세 명의 학생 개인모델에 BS1C2,

BS2C2,BS3C2의 제약조건이 조별 모형으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나타

난다.이 두 가지 제약조건은 학생들의 조별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

의 평가에서 목표모형에 부합한다고 단하여 수정하는 부분이 없이 조

별 모형으로 가져다 쓰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BM1C1,BM1C4는

마지막으로 BM2C1,BM2C4으로 그 로 반 되는데,두 가지 제약조건

의 주체는 3명의 모든 학생이 되고 이는 기 조별모형에 반 되어 새롭

게 고치는 것이 없이 조별모형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들의

출처를 알아본바 두 가지 모두 야외에서 학생들이 찰한 것을 출처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조별 구성원 학생들의 개인 모형에 나타나 있는 것 에 일

부 선택되어 조별 모형으로 반 된 제약조건이 있다.BM1C2인 ‘악산

주변은 선캄 리아기 편마암이 존재한다.’는 BS1C4와 BS3C1선캄 리

아기 변성암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 개인 모형에 나타난 제약조건이 모

형 구성과정 에 채택되어 나타난 것으로,주체는 1번,3번 학생이 되고

학생들의 모형 형성과정에서 평가하건데,기존의 상태를 설명하기 해

필요로 하는 제약조건이기에,목표모형에 부합한다고 단하여 조별모형

에 나타낸다.BM1C3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서 화강암이 생

성된다.’는 제약조건으로 BS2C1으로 2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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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화강암의 기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에 조별 모형에 반

하고,이것의 주체는 2번 학생이 된다.BM1C5는 ‘화강암이 융기한다.’는

제약조건으로 생성된 마그마가 로 올라오면서 지 과 같은 산의 형태

를 볼 수 있도록 모형을 제약할 수 있어서 선택되었고,이것은 BS1C1,

BS2C4로부터 왔으며 즉 주체가 1번과 2번 학생이 된다.이 게 채택되

어 반 된 제약조건 3가지는 학생들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평가하건데,

목표모형에서 모형을 제약할 수 있거나 혹은 상을 설명하기 해 필요

한 제약조건을 개인 모형에서 선택하여 조별 모형으로 반 한 것이고 이

들도 최종 조별모형에 그 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3가지 제약조건의

출처를 살펴보면,지질도,과학 지식(과거 수업시간 내용),야외에서

찰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 번째 조별 구성원 개인 모형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조별 모

형에 새롭게 나타난 제약조건으로 조별모형에 반 된 것이 있다.

BM2C6으로 ‘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이다.이는 조별 모형이 만들

어 진 이후에 학생들이 모형을 수정 하거나 평가할 때 새롭게 추가된 것

으로 암석이 생성된 순서를 설명해서 모형을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1번

과 2번 학생이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모형을 수정할 때 추가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조별모형에 나타난 것으로 기존에 만든 모형을 조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것으로 B조의 경우,암석의 생

성을 통해서 그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

낸다.이 때 제약조건의 출처를 보면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조 조별 모형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조별 모형에 공통 으로

반 된 것,개인 모형에 있는 것 채택되어 반 된 것,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조별 모형에 반 되는 제약조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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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D조 조별 모형 구성 과정

3.D조의 사례

의 그림은 D조 조별 모형구성 과정 체를 나타낸 것이다.



-75-

D조의 사례에서도 앞선 두 조의 경우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조별 모형을 만들기 에 개인 모형을 구성할 시간이 주어져서 학생

들은 각자의 개인 모형을 만든다.DS1M,1번 학생의 경우 화강암이 융

기하여 생성,DS2M,2번 학생의 경우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강암

이 융기 후 형성,DS3M,3번 학생의 경우 마그마가 굳어서 화강암이 되

어 형성,마지막 DS4M,4번 학생의 경우 화강암이 풍화 침식하여 생성

된 모델을 제시한다.

첫 번째,D조의 4명의 조별 구성원이 모두가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이 우선 으로 조별모형에 그 로 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DM1C1, ‘선캄 리아기 편마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한다.’는 DS1C4,

DS2C5,DS3C1,DS4C1로 4명의 학생이 모두 개인 모형에서 가지고 있

는 것으로,즉 주체가 학생1,2,3,4모든 학생으로 기 모형을 형성할 때

필요로 하는 제약조건을 조별 모형에 나타낸 것이다.DM1C3은 ‘악산

은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다.’로 DS1C3,DS23,DC3C3,DS4C3과 같이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이 조별 모형에 직 으로 반 되는

것이고,DM1C5로 ‘악산은 풍화와 침식을 받았다.’는 제약조건 역시 주

체가 모든 학생으로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로 기 모형에

반 한 것을 볼 수 있다.이들의 출처를 살펴보면 차례 로 지질도와 야

외에서 찰한 것들이다.처음에 형성된 제약조건이 마지막 최종모델까

지 그 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조별 모형에 나타난 제약조건 에 개인 모형에서 나타난 것

채택되어 모형에 반 된 것이 있다.DM1C2,‘마그마가 지하에서 천

천히 굳어 화강암이 된다.’는 것으로 이는 악산에 존재하는 화강암의

기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함과 동시에 모형을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DS2C1에서부터 온 것으로 2번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조별 모형에 선택

으로 반 한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의 출처는 과학 지식(과거 수업

시간 내용)이다.학생들이 개인 모형에서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들 에

서 선택 으로 조별 모형에 반 하여 최종모형에까지 제약조건이 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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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개인 모형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것으로 DM2C4,‘악산은 보조산운동 때 융기한다.’,

DM2C6,‘악산에 포획암이 존재한다.’,그리고 ‘DM2C7화강암이 편마

암보다 도가 낮다.’가 있다.그 에 DM2C4는 2번과 4번 학생이 주체

가 되어서 생성된 것으로 처음 조별 모형을 만든 이후 조별 모형을 평가

할 때 추가된 것으로 악산 지 가 융기하는 과정을 목표모형과 련된

것으로 모형 구성 수업 때 추가로 제공받은 것을 출처로 하여 조별 모형

에 반 한다.DM2C6은 2번 학생이 주체로,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

로 암석의 생성 순서로서 모형을 제약할 수 있다.이는 조별모형 구성과

정에서 새롭게 나온 것으로 최종모형에까지 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

다.그리고 DM2C7은 융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융기하는 과정에 의

문을 품고 학생들이 모형을 평가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제약조건으로 과

학 지식(교과서)에서 본 것을 출처로 하여,마지막에 최종모형에 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조와 이번 D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별 모형에 제약조

건이 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조별 구성원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 인 제약조건,개인 모형에서 선택되어 조별 모형에 반 되는

것,그리고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조별 모형 구성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제약조건을 볼 수 있다.이들은 각각 기 모형 생성할 때,조별

모형의 합의를 이끌어 낼 때,모형을 정교화 하는 과정에서 향을 미치

며 조별 모형에 나타난다.

조별 모형 구성과정에서 향을 미친 제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3가지

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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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제약조건의 쓰임

조별 모형 구성 과정에서 제약조건들의 쓰임

1.공통 인 제약조건

조별 구성원 모두가 개인 모형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이 기 모형 형성에서 그 로 조별모

형으로 반 되어 최종모형에까지 나타난 것으로 야

외에서 찰한 것과 지질도를 출처로 한다.

2.채택된 제약조건

조별 구성원 일부가 개인 모형에 가지고 있는 것

으로,이 모형 구성과정에서 조별 모형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선택 으로 조별 모형에 나타난 것으로

최종모형에까지 반 된 것으로 야외에서 찰한 것,

과학 지식으로 과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거나

교과서를 바탕으로,지질도를 출처로 한다.

3.생성된 제약조건

조별 구성원 모두가 기 개인 모형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조별 모형 구성 과정에서 새롭게 만

들어낸 것으로 조별 모형을 정교화 할 수 있도록 모

형을 제약하는 것으로 최종모형에 반 된 것으로 야

외에서 찰한 것,과학 지식으로 과거 수업시간

에 배운 내용이거나 교과서,마지막으로 모형 구성

수업에서 추가로 제공된 것 혹은 지질도를 출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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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언

제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야외지질학습에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수업을

용하 을 때,학생들의 조별 모형구성과정에 한 이해를 제약조건을

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이를 이해하기 해서 제약조건과 조별모형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 고,다음으로 조별 모형에서 제약조건이 어떻게

향을 미쳤는지,즉 제약조건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 으로써 조별

모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조별모형과 제약조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살펴 볼 수 있었다.첫 번째,조별모형에는 6～7개의 제약조건이 나타났

으며 여기에서 5개의 제약조건이 조별모형에 모두 나타난다.그들의 출

처를 알아본 결과,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그

리고 그 외에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과학 지식과 모형 구성 수업시간

에 제시된 것으로 목표 모형과 련된 것을 출처로 하여 사용한다.

두 번째,제약조건이 조별모형 구성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 살펴본

결과 공통 인 제약조건은 조별모형에서 기 모형을 만드는데 사용되

고,생성된 제약조건은 모형을 정교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채택된 제약

조건은 조별모형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야외지질학습에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용하 을

때 학생들은 야외에서 찰한 것을 출처로 하는 제약조건을 조별모형에

가장 많이 반 한다.따라서 체 인 수업을 고려할 때,야외에서 학생

들이 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제약조건을 교사가 어떻게 안내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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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고려 한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제약조건을 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쓰 는지를

알아 으로써 조별 모형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이는 기존에 과

학 교육에서 과학 모형을 기반으로 근한 많은 선행 연구들 에 학

생들의 과학 모형구성 과정의 이해에 을 둔 연구들과 차별성을 나

타낸다.뿐만 아니라 학교 과학에 제약조건을 용하여 모형 구성과정을

연구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

규범,소집단 상호작용,논증,문화 요인(강은희 etal.,2012;김소정 et

al.,2013;박 주 etal.,2014;이신 외,2012;이신 2014;이태훈,

2013;장지은,2013;정 은,2012;Maskiewicz & Winters,2012;

Mendonca& Justi,2014;Nam,2012;Oh& Campbell,2013;Passmore

& Svoboda,2012;Radinskyetal.,2010;Schademan,2014)등을 고려하

여 체 인 모형 형성과정에 해 이해하고자 했다면,이번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 으로 조별 모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즉,조별 모형이 구성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제약조건을

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제 2 제언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해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수업의 주제 던 악산 형성과정에 한 것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서울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산의 형성과정에 해 학생들이

측해 볼 수 있다.

야외지질학습에 용한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해 교사

가 사 에 계획한 제약조건을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한 이해

가 필수 이다. 를 들어,교사에 의해 안내된 제약조건을 학생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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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용하는지 여부,사용한다면 어떻게 모형에 나타내는지에 한 이

해가 필요하다. 한,교사에 의해 안내된 제약조건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기존에 경험했던 것 혹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모형 구성

에 사용하기도 하 다.이처럼 교사가 사 에 계획하지 않은 부분도 학

생들이 사용하기도 한다.따라서 이에 한 이해 역시 필수 이다.

학생들이 모형 구성을 해 만든 제약조건이 학생들의 능동 찰보

다는 교사에 의해 안내된 제약조건으로부터 구성되었다는 에서 본 연

구는 야외지질학습에서 교사의 역할과 찰 활동의 안내 방법을 매우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 을 갖는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수업을 용

하 을 때 제약조건을 심으로 모형을 이해하고자 하는 구체 인 연구

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제약조건을 학교 과학에 용하여 연구

한 사례가 극히 부족하 기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모형 이해에

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다.특히 제약조건을 심으로 하는 연구의 방

향과 그리고 장에 모형 구성 수업을 용하 을 때 보다 체계 인 수

업을 한 이해와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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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야 에  찰하

1.계곡 하류

야외조사를 다니면서 개인이 찰한 부분 혹은 조별로 찰한 내용을 그림 혹

은 사진과 함께 찰 내용을 어 니다.

그림 찰 내용

그림 찰 내용

그림 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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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곡 상류

야외조사를 다니면서 개인이 찰한 부분 혹은 조별로 찰한 내용을 그림 혹

은 사진과 함께 찰 내용을 어 니다.

그림 찰 내용

그림 찰 내용

그림 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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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암 편마암 수평절리

2. 개인 모형 활동지 

아래 사진  현재 악산에  볼 수 는 모습  사진들, 지질시  표 

암 , 그리고 울 지질도를 나타낸 것 다. 

악산 정상 연주
계곡에  찰할 수 

있는 화강암  입자

절리 틈을 따라  

화학적 화

지질시 와 표 암석

시 연도 암석
우리나라

분포(비율)

신생 1만년 ~6천 5백만년 퇴 암류 6%

생 6천 5백만년 ~2억 5천 만년 화성암류 11%

고생 2억 5천만년 ~5억 4천 만년 퇴 암류 40%

선캄 리아

시
5억 4천만년 ~45억년 변성암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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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산을 포함한 서울 지질도

지질도 용어 설명

Qa-충 층(신생 제 4기),Jgr-화강암( 생 쥬라기),PCEns-편암

(선캄 리아기),PCEkbgn-호상편마암(선캄 리아기),PCEbs-흑운모편

암(선캄 리아기),PCls- 석회암(선캄 리아기),PCqz- 규암(선캄 리아

기),PCEbgn-흑운모괴상편마암(선캄 리아기),PCEpgn-반상변정질화강

편마암(선캄 리아기),PCEfgn-세립질편마암(선캄 리아기),PCggn-화

강암질 편마암(선캄 리아기),Jbgr-흑운모화강암(쥬라기)

악산에  볼 수 는 모습  촬 한 사진들과 지질시 , 지질도 다. 

사진 자료  근거로 하여 악산이 어떻게 형  었는지 이유  

할 수 있는 모 을 다음 페이지에 그려라.

그림에 단어나 장  어 최 한 히 해 보 .



-97-

[나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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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1:

조원 2:

조원 3:

조 모형 우리 조와 다른

1조

[ 악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과 지 까지의 활동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악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각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2)조원들의 이름을 고,각자가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세요.

우리 조의 모형은 나 어 지에 조별 모형을 그려 니다.

(3)각 조에서 합의한 모형을 발표하고 서로 비교해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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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3조

4조

5조

(4)발표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이나 정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어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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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서 얻은 모든 활동과 정보를 바탕으로 악산 생성 모형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다시 만들어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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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별 활동지 결과 시

조별 활동지 간모형 조별 활동지 최종모형

A조

B조

D조



-102-

Abstract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Co-constructive Learning with

Scientific Modeling in Geologic

FieldTrip.

- Explanatory Model of Forming

Granite Mountains in Seoul Area

FocusingonConstraints-

Yoon-Sung,Choi

DepartmentofScience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thisstudy,Co-constructionofscientificmodelingistheoneof

themostappropriatemethodstoexplainaphenomenonobservingan

outcrop learning in geologicalfield trip.Itis necessary to make

meaning with peers through co-construction.In scienc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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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use an exploratory process to create scientific models

throughbothsmallgroupactivitiesandwholeclassinteractions.In

thisprocess,thescientificmodelisnotobtainedbyaccidents.The

studentscreatemodelsbased on dataand resourcesfrom diverse

sources.For these reason,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informationstudentsuseinthemodelco-constructionprocessandto

explorestudents’useofinformationintermsofconstraints.Theterm

‘constraint’isemployedinawidesensetoincludeinformationwhich

helpstosettheproblem byimposingaconditiononitssolution.The

purposeofthisstudyisunderstandingtheprocessofco-constructing

scientificmodelsinthefieldofappliedgeologicallearningfocusingon

theconstraints.

Twofield trip classesand threemodeling classes,in totalfive

modelformation classes ofGwanak Mountain were conducted to

threeclassesofmiddleschoolstudents’dividedinto3gropsin“S”

giftededucationcenterlocatedinSeoul.Inthefieldtripsclasses,

studentswereaccompaniedbytheirteachersandreceivedguidance

forsiteobservationactivities.andtheteacherdescribedeachplace

basedontheobservationresultofthestudents.Laterinthemodeling

classes,theteacherprovidedstudentswith information unobserved

during the filed trip and materials for them to observe.Then,

studentswillhaveagroupdiscussiontimetocomposethegroup

model.Afterclasses,groupmemberswereinterviewed.Allclasses

and students activities were video-taped, voice recorded and

transcribed.Besidesstudentspersonalandgroupactivityreportswere

analyzedandused.

Theresultswereasfollows.First,allgroupsusedsixtoseven

constraintswhentheymakemodeling.thesourcesofconstraintsused

bythegroupsforthemodelformationare(1)previous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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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contentsfrom classroom lesson,assignments,(2)contents

observedbystudentsduringfieldtrips,(3)relatedphenomenontobe

explainedbythetargetmodelduringmodelingclass.

Second,Theuseconstraintsthroughmakinggroupmodel,(1)Shared

constraints;constraintsusedcommonlybyallthegroupmembers,(2)

SelectedConstraints;constraintsusedduringtheinitialmodelingand

later were reflected upon for use in the group modeling,(3)

Generated Constraints;constraints which were notin the initial

modelingbutwereusedlaterinthegroupmodeling.

Theresultofthestudyfirst,groupmodelthatverymuchreflected

sourcesofconstraintsduringthefiledtrip.Second,understandingof

co-constructivelearning with scientificmodeling in geologicalfield

trip based on the constraints.finally,once again confirmed the

significanceofobservationactivitiesingeologicalstudy.andweare

goingtoexpecttoexplanatorymodelofforminggranitemountainsin

Seoularea.

keywords:LearningonGeologicalFieldTrip,ScientificModel,

SocialCo-Construction,Constraint

StudentNumber:2014-2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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