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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학생들이 학교 과학 수업을 통해 과학을 학습할 때,개념을 이

해하기 에 먼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힌다고 한다.학교 과학은

학생들의 일상 문화․언어와 동떨어진 과학자 집단 고유의 문화가

이룩해 놓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교수되고 있는데,학생들에게는

이 때문에 과학을 학습하는 과정이 마치 외국어를 학습하듯 어렵

게 느껴진다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학교 과학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차이를 극복해 내는 과정,즉 과학 문화화 과정에서

구성하는 일상 언어와 과학 언어의 간 형태의 언어’를 ‘간

언어’로 그 의미를 재구성하여 간 언어의 유형을 발견하고 간

언어가 최 로 제시된 외국어교육 분야와의 맥락 차이를 밝 서

과학 교육에서의 학생들의 간 언어를 체계 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 다.

연구를 해 일부 수정한 지각 변동 단원 수업을 7차시에 걸쳐

시행하 고,이 수업에 참여한 18명의 학생을 상으로 총 4차례

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 다.이를 Lemke(1990)의 주제 구조

(thematicpattern)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어휘 맥락 6개,의

미 계 맥락 2개의 총 8가지 간 언어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이 일상 언어 자원에 의존하는 경우 3가

지 유형과 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를 병용하는 경우 1가지,과학

언어를 불충분하게 사용하는 경우 2가지,그리고 의미 계가 부

한 경우 2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이를 바탕으로

과학 교육에서의 간 언어는 ‘목표 과학 언어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 언어로 과학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재개념화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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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 학습자로써 학생이 개념뿐만 아니라 언어

의 능동 조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로써 과학 학습에서의

언어란 과학 개념의 이동 통로 기능을 월하여 학습자와 교사

는 래와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의 환을 불러일으킨다.이러한 의 환은 교사와 연구자들

이 과학 학습 맥락에서 나타나는 언어를 개념을 확인하는 수단으

로만 보지 않게 될 것이고,학생들의 불완 한 언어 사용을 정

으로 인식하게 되며,학생의 간 언어를 고려한 교수와 평가

략을 수립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지각 변동, 간 언어,문화변용 과학교육,언어 자원,주

제 구조

학 번 :2010-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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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과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는 말과

즉,언어(language)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는 과학

소양(scientificliteracy)의 함양이 과학 교육의 요한 목표로 인식되

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이해하기(readingscience),과학 으로 말하

기(talkingscience),과학 쓰기(writingscience)등을 강조하는 흐름과

연 이 있다.과학 용어 학습의 어려움에 한 연구(Wellington and

Osborne,2001;오강호 외,2004;정화숙 외,2005;최행임 외,2008),과

학 에 내포되어 있는 언어 구조와 문법 구조에 한 연구(Lemke,

1990;HallidayandMartin,1993;Schleppegrell,2004;Fang,2005;

Fang,2006;맹승호 외,2007;이정아 외,2007;신명환 외,2010;

함석진 외,2010;맹승호 외,2010),과학 쓰기를 통한 과학 학습에

한 연구(Glynn and Muth,1994;Kelly etal.,2000;Pekerand

Wallace,2011;남경운 외,2004;남정희 외,2008;이호진과 최경희,

2004;차 정 외,2011)등이 이런 맥락에서 차 증가하고 있다.최근의

이러한 연구 흐름은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언어 인 측면에 한 정

보를 제공하면서 과학 소양 함양을 한 교수 학습 략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일반 으로 과학 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서는 언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이 존재해 왔다.먼 ,언어를 의미 달의 도구 즉,도

(conduit)으로 바라보는 이다(Reddy,1979).즉,언어는 도 이 물을

달하는 것처럼,한 개인의 생각,감정,정보를 다른 개인에게 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이러한 에서 언어는 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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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서 인식될 수 있으며,단지 의미를 달하는 립 인 도구로 인

식된다. 다른 은 언어를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기호 체계

(semioticsystem)로 보는 이다(Firth,1957;Halliday,1978;Lemke,

1990).이 에 의하면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정교한 기호

체계가 된다.즉,언어라는 기호의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합

의에 의해 임의로 부여한 것이어서 문화(culture)마다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다른 문화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그 문화 속에서 기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지를 악해야 한다(Hammond,2001).

언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교

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불완 한 과 말에 한 해석이

달라진다.먼 ,의미를 달하는 도구로 언어를 인식하는 으로 보

면,교사의 역할은 특정한 의미를 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학생의 역할은 그 의미를 교사의 의도 로 수용하는데 있다.이 때 나타

나는 학생들의 불완 한 언어는 교사의 의도가 제 로 달되지 않은 오

류로 인식되며,수정되거나 배격되어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하지만,의

미를 구성해나가는 기호 체계로 언어를 인식하는 에서는,언어를

의미 형성을 한 자원(resource)으로 인식하며,학생과 교사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의 언어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의미 상을 시도하면

서 의미를 공유하고 구성해 나간다고 본다.이러한 에서 볼 때,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불완 한 언어는 다른 사회문화 맥락을

가진 주체들,즉 교사와 학생들 간에 의미 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

인 산출물이며,다른 문화의 기호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의미 있는 학습의 증거물이 된다.

그 동안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언어를 의미 달의 도구로만 인식하

는 도 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기호 체계로 보는

으로의 환이 이루어져 왔다.특히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 언어 사이

에서 나타나는 간 형태의 언어를 ‘간 언어(interlanguage)'라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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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하고,학습자의 불완 한 언어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연구들

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Selinker,1972;Corder,1981;Daviesetal.,

1984).그 결과, 간 언어는 목표 언어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나타나고,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며,이러한 유형들을 참고하여

교수 략을 수립하 을 경우 목표 언어로의 이가 더 용이해진다는

을 알게 되었다(Selinker,1972;Ellis,1985;Ellis,1997).

최근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외국어 교육의 간 언어 개념을

활용하여,과학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 언어를 밝 내

는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고 있다(Olander,2010;Brown and

Kloser,2009;Rincke,2011).Olander(2010)는 진화론을 학습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간 언어를 인식론,목 론 인 범주를 비롯하

여 용어와 thematicpattern의 범주까지 범 하게 도출하 고,Brown

andKloser(2009)는 커 볼의 원리에 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언어

를 분석하여 속도, 기압 등과 련된 학생들의 간 언어 유형을 밝혔

다.Rincke(2011)는 물리의 ‘힘’이라는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의 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이 곧 ‘힘’이라는 언어에 한 이해가 발달하는

것임을 발견하 다.

그러나 일상 인 문화(everydayculture)에 있던 학생들이 학교 과학

수업을 통해 과학 문화(scientificculture)로 이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언어를 간 언어라 할 때,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의 이라는 포 인

맥락에서 간 언어의 유형을 구체 으로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

다.과학 언어를 학습하고,과학 세계 을 인식하고,과학 개념을 습득

하는데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는 과학 교수 학습 략을 수립하는데

간 언어가 활용되려면, 간 언어의 유형이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으

로 제안될 필요가 있고, 한 그러한 유형이 나타나는 원인에 한 분석

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이러한 요구에 따라 최근 화학 주제에 한

간 언어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지만(양찬호 외,

2011),아직 지구과학 주제에 한 간 언어 연구가 수행된 은 없었

다.학문 분야에 따라 활용되는 언어의 특징에 차이 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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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고려한다면(Darian,2003;Gee,2005;Reeves,2005),지구과학의

주제와 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 언어의 유형을

탐색하는 것은 효과 인 지구과학 교수 학습 략을 수립하는데 큰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

2.연구 문제

간 언어는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개념화되었지만,학생들의 언어 사

용 양상과 발달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과학교육에서도 유용한 용어

이자 개념이다.게다가 그동안의 언어 연구 성과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구성하는 불완 한 언어에 한 체계 인 연구가 없었다.따라서,본 연

구에서는 학생들의 불완 한 언어인 간 언어를 과학교육 맥락에서 체

계 으로 탐색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1.과학교육에서의 간 언어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2.과학교육 맥락에서 간 언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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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사회문화 에서 본 과학 교육

사회문화 에서는 과학을 서구 과학의 세계 을 담은 문화로 인

식하고 있다(Aikenhead,2001).즉,과학의 지식은 서구의 사회문화 배

경 하에서 과학자라는 집단의 의사소통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동일한 배

경이 아닌 사람에게는 과학 학습이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문화에 한

응을 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사회문화 에서는 바람직한 학교 과학 수업 장면을 사

회 계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의사소통하면서 과학 지식을 공동 구

성(co-construction)하여 최종 으로 학생이 심리 수 에서 과학 지식

의 내면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Valsiner,1987;John-Steinerand

Mahan,1996,재인용).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의 일상 문화와 충돌하는 과학 문화를 경험

하면서 문화 변용(cross-cultural)을 통해 과학 문화화(enculturation)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이 때 언어와 수,도표 등의 다양한 기호들을 자원

으로 삼아 지식을 구성하고 표 한다(Palincsar,1998).

(1)문화변용 과학교육

학교 과학 한 서구의 과학 세계 을 담고 있으며 교실에 들어오

는 학생들은 마다 자신만의 세계 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Costa,1995;

Aikenhead,1996;Cobern,1996). 기의 연구들은 다민족․다인종 국가

에서 다문화(multiculture)연구로 시작되었다.그 후 곧 이는 인종과 지

역 문제만이 아님을 연구자들이 깨닫게 되었다.서양인 가정의 학생일

지라도 가정의 문화가 서구 과학 배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반

로 동양인 가정의 경우라도 서구화된 문화양식에 익숙하다면 학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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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사회문화 배경과 일치할 수 있다(Costa,1995;Aikenhead,1996;

Aikenhead,2001).우리나라처럼 민족 다양성이 은 나라의 경우라도

학생이 속한 가정의 사회문화 배경에 따라 학교 과학 학습의 성취도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Wilson,1981;AikenheadandJegede,

1999).

과거의 과학교육은 이러한 배경의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수행되

어 왔다.그러다 보니,사회문화 배경이 맞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는 ‘과학은 어려운 과목’ 는,‘과학은 이해가 안 되니 암기하는 과목’으

로 인식된다.이에 한 반발로 소수가 아닌 ‘모든 이를 한 과학

(ScienceforAll)’교육과정이 개발되고 보 되면서 이러한 문화 차이

를 고려한 교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인식이 리 확산되게 되었다.이

에 따라 문화변용 과학교육(cross-culturalscienceeducation)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Atwaterand Riley,1993;Aikenhead,

AllenandJegede,1999;Aikenhead,2001a에서 재인용).

특히,Aikenhead(2001a)는 학교 과학을 학습하는 행 를 문화 경계

를 넘는(crossingculturalborders)활동이라고 언 하고 Costa(1995)의

연구를 발 시켜 학교 과학 문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학생들

의 문화 양식을 6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 다.요약해서 소개하면,잠재

과학자(PotentialScientists)는 자신의 자아상과 생활양식이 서구 과

학의 세계와 거의 일치하여 문화의 경계를 쉽게 넘어가는 학생들이고,“I

wanttoknow”학생과 OtherSmartKids는 문화의 경계를 비교 무난

히 넘어가나 학교 과학 문화에 한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은 학생들이

며,“IDon'tknow”학생과 Outsiders,그리고 InsideOutsiders는 문화

의 경계를 힘겹게 넘어가는 학생들로 개인의 생활양식 등이 학교 과학

문화와 매우 상이한 학생들이다.

이 외에도 다문화(multiculture) 는 다과학(multiscience)에 한 연

구(Atwater,1991;Ogawa,1995),서구 과학과 타문화 과학의 융합에

한 연구(Aikenhead,2001b)등을 통해,문화변용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단순히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한 과학 교수를 넘어서 과학 학습 부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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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학생 개인의 문화 으로 보게 하고 보다 학생의 문화 배

경을 고려한 보다 포 인 교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언어 자원(RinguisticResources)

자원(Resources)이라는 용어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반

에 걸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이 에서 사회문화

에서 과학교육에 활용되는 자원은 학교 수 에서 과학 신에 기여할

수 있는 물 ,인 ,사회 자원을 가리킨다(Spillane etal,2001;

Maulucci,2010에서 재인용).이는 크게 경제 ,문화 ,사회 ,기호

자원의 4가지 카테고리고 분류된다(Bourdieu,1986;Maulucci,2010에서

재인용).이러한 분류는 주로 교수학습에 이 맞추어 진 것으로 학생

의 다양한 배경을 악하고 그에 합당한 교수 처치를 할 것을 목 으

로 한다.그 ,언어 자원이 속해 있는 문화 자원은 지식,기술,교

육,특정 맥락에서의 경험을 가리키며 특히,과학교육에서는 문화 자원

이 과학 지식,학생의 언어 자원(linguisticresources)과 지식(fundsof

knowledge)이 속한 PCK룰 포함하고 있다(BarnettandHodson,2000;

Maulucci,201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어떤 교수 처치 방안을 탐색하기보다 학생이 동원하

는 언어 자원을 악하는 데 을 맞추었다.학생이 사용하는 언어

는 과학 수업 장면에서 교사와 교육과정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과학 언어

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를 들면,학생의 언어는 교사와 교과서에서 사

용하는 언어와 종류와 의미, 는 문체가 다르고(Wellington and

Osborne,2001),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의

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Rincke,2011;양찬호 외,2011).따라서,과

학 교육의 사회문화 에서는 과학 수업에서의 의사소통을 강조한

다.즉,교사와 학생, 는 학생과 학생이 언어를 통해 의미를 상하여

합의에 의해 의미를 공동 구성(co-construction)하는 과정이 과학 수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Lemke,1990;LeeandFradd,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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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lucci,2010).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배경에서 오는 학습

의 장벽을 극복하게 하고 과학 학습의 내면화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LeeandFradd,1998).우리나라에서도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과학 소양에 언어 문해력이 강조되고 있다.이 때 학생들이 가용할

수 있는 언어 자원은 개인의 사회문화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므로 이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본 연구는 이 같은 맥락

에서 간 언어라는 주제를 통해 학생들의 언어 자원 활용 양상을 탐

구해 보았다.

2. 간 언어

간 언어(Interlanguage)는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Selinker(1972)가

언어 습득의 에서 개념화한 것으로,학습자가 처음 목표 언어 지식

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목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와 동일한

수 의 언어 능력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체계 양상

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학습자의 간 언어는 일시 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언어 지식 체계

에서 비롯된 결과물로 체계 이고 지속 인 특징이 있다(Daviesetal,

1984:Corder,1981). 간 언어의 등장은 ‘간 언어’라는 용어의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간 언어가 등장하기 이 에는 행동주의 심리학

의 향으로 모국어가 제2언어 학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학습자

의 모국어 사용 습 에 따른 ‘오류’를 이거나 방하는 것이 주된 연구

으나,60년 반,인지 심리학의 향이 확 되면서 학습자의 ‘오류’

는 자연스러운 상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이러한 언어들을 통해 언어 습

득의 발달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 의 환이 일어나게 되었

다.그 결과,그 동안 어떤 입력이 학생의 언어 발달을 가져오는가 하는

‘입력’언어 심의 연구에서 학습자가 생성해 내는 ‘산출’언어 심의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어 간 언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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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학습자가 생성하는 오류를 수정의 상에서 존 의 상으로,언

어교육 연구를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에서 ‘학생이 무엇을 말하나?’

라는 질문으로 환시켰다고 요약할 수 있다.

과학교육에서의 간언어는 개념연구에서 말하는 안개념과 유사하

다. 안 개념은 ‘오개념’이라는 용어 사용에 한 비 에서 등장한 것이

다.오개념은 구성주의 에 모순되고 학습자의 생각을 부정 인 것

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과학 개념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안 형

태의 개념을 의미하는 ‘안 개념’은 Abimbola(1988)와 Gilbertand

Swift(1985)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로 리 사용되고 있다. 안 개념

은 학습자의 생각과 을 존 하고 이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교육 의

미를 부여하고 교수 처치를 행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어 왔다(정구

송과 정진우,2007;강용회 등,2004;diSessaandSherin,1998;Carey,

1986).학습자의 생각이나 언어를 존 하고 교육 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에서 간 언어와 안 개념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간 언어는 언어 구조와 의미에, 안 개념은 개념과 지식,

는 인지 발달에 심을 두었다는 것이 큰 차이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연구의 맥락과 함께 술한 사회문화

을 바탕으로 간 언어의 종류와 의미를 탐색해 보려 한다.특히 문화

변용 에 의하면 교실에서의 과학 학습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일상

문화와 새로운 과학 문화의 충돌과 변용을 경험하는 장이다.학교 과학

교육은 이 과정에서 학습자를 도와 보다 쉽게 과학 문화화 되도록 이끄

는 역할을 하게 된다.과학 문화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나름의 문화

변용 양식의 하나로 간 언어를 구성하고 사용하게 되며 과학문화화 될

수록 간 언어의 사용 빈도는 감소하고 과학 언어를 제 로 된 의미로

구성하고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따라서,본 연구의 맥락에서

간 언어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면,‘학교 과학 교육을 통해 일상 문화에

서 과학 문화로 이될 때 나타나는 일상 언어와 과학 언어의 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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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언어’라 표 할 수 있다.이 의미에 의하면,기존 외국어교육의 맥

락과 본 연구의 과학교육 맥락에서 본 간 언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그림 1. 외국어교육 맥락의 중간 언어 특징

그림 2. 과학교육 맥락의 중간 언어 특징

외국어교육 맥락에서의 간 언어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모국

어(L1)의 범주 는 문화에서 모국어를 구사하는 학습자가 외국어(L2)를

학습,구사하게 되어 외국어의 범주 는 문화로 이되면서 발음․통사

(문법)․어휘․담화구성 상의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

자 고유의 언어이다(Corder,1981;Daviesetal,1984).반면에 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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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는 일상 문화에 속한 학습자의 일상 언어가 과학 문화에 기반한

과학 언어로 발달하면서 어휘․담화구성 상의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국어(L1)범주 내에서의 학습자 고유 언어이다(그림 2).즉,

외국어교육에서는 모국어에서 외국어로 언어 범주 는 문화가 변하면서

외국어의 발음과 문법구조도 학습의 요소가 되는 반면에,과학교육에서

는 모국어 범주 속에서 새롭게 학습하게 되는 과학 어휘와 의미의 구성,

그리고 의사소통이 학습의 요소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4. 련 선행 연구

과학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문 인 과학 용어와 문장을 쉽게 이해하

고 과학 언어에 응하도록 돕는 교수 근법을 모색하는 에서 학

생들의 간 언어에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WellingtonandOsborne,

2001;Barnett,1992).따라서, 기 연구에서는 학생보다 교사에 이

맞추어 져 있었다. 를 들면,교사가 학생의 간 언어 발달을 돕기

해 학생들이 과학 경험에 한 그들의 기 표 으로부터 보다 문

인 표 으로 진 으로 옮겨가도록 돕는 언어 사용을 하는 것을 제안하

거나(Barnett,1992),교사는 일상 언어와 과학 언어 사이의 재자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WellingtonandOsborne,2001).이러한 교

사 심 의 연장선에서 BrownandSpang(2008)은 일상 언어와 과

학 언어를 히 섞어서 교수하는 DoubleTalk를 제안하기도 하 다.

그러나,최근 수행된 간 언어 련 연구들은 좀 더 학생들의 간

언어 구성과 사용에 심을 두고 행해졌다(Rinke,2011;Olander,2010;

BrownandKloser,2009). Olander(2010)는 진화론을 학습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학생의 간 언어를 인식론,목 론 인 범주를 비롯하여

용어와 thematicpattern의 범주까지 범 하게 도출하 고,Brownand

Kloser(2009)는 커 볼의 원리에 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언어를

분석하여 속도, 기압 등과 련된 학생들의 간 언어 유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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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Rincke(2011)는 물리의 ‘힘’이라는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생

들의 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이 곧 ‘힘’이라는 언어에 한 이해가 발달하

는 것임을 발견하 다.

국내에서는 아직 언어에 한 심이 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지만,꾸 히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표 인 연구로는 과학 용어

학습의 어려움에 한 연구(최행임 외,2008;정화숙 외,2005;오강호

외,2004),과학 에 내포되어 있는 언어 구조와 문법 구조에 한 연구

(신명환 외,2010;함석진 외,2010;맹승호 외,2010;이정아 외,2007;

맹승호 외,2007),과학 쓰기를 통한 과학 학습에 한 연구(차 정 외,

2011;;남정희 외,2008;이호진과 최경희,2004;남경운 외,2004)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양찬호 외(2011)는 최근 화학 련 주

제를 심으로 학생들의 과학 언어 이해 수 에 따라 사용되는 간 언

어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되었다.이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언어 이해 수 을 심층 이해와 피상 이해로 분류하여 3가지의 간

언어 유형을 도출하 는데,유형 1은 과학 의미를 나타내기 해 과학

언어와 일상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 수 과 무 하 고,유

형 2는 과학 의미를 나타내기 해 일상 언어만을 사용하는 언어 사용

방식으로,과학 언어 이해 수 이 높은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다.그리

고,유형 3은 언어를 다 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해 수 이 낮

은 학생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이 논문은 화학 용어에 한 이해 수

을 심으로 간 언어의 유형과 특성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교수 처치

를 제안했으나, 간 언어 연구가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 배경을 바탕

으로 한 결과 분석이 부족하여 결국 간 언어의 본질보다는 효용 가

치만 다루게 된 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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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방법

1.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A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학

년 2개 반에서 선정된 18명(남 11,여7)의 학생들이다.학교는 비교 소

득 수 이 높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치하고 있으며,학업

성취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자발 으

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에서 학교 과학 련 사교육을 받지 않았

고,‘지각 변동’단원에 해서 선행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으

로 선정하 다.이는 학교 과학 수업의 향에 의한 학생들의 언어 변화

양상에 을 두기 함이다.이들은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같은 과학

교사로부터 1주일에 2시간씩 과학 수업을 듣고 있었다.

2.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교 2학년 ‘지각 변동’단원의 수업을 7차시 동안

같은 교사에 의해 2개 반에 시행하면서 4차례의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

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확인하 다.그리고,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

간 언어 유형’을 밝히려 하 다.하지만,기존 교육과정 상의 ‘지각 변동’

수업으로는 간 언어를 확인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기에 이 단원의 수업

을 간 언어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하 다.

그리고,사 ․사후 면담을 포함하여 각 소주제 사이에 개별 면담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언어 사용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를 디

자인하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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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별 면담(사전 면담)
 

수업 (1, 2): 지각 변동과 판구조론 소개
 

2차 개별 면담

 
수업 (3, 4): 지질 구조와 조륙•조산 운동

 
3차 개별 면담

 

수업 (5, 6 ,7): 판구조론과 화산•조산대
 

4차 개별 면담(사후 면담)

표 1. 수업 과정과 면담 절차

(1) 간 언어 확인을 한 수업 변형

일반 인 ‘지각 변동’수업에서는 병렬 으로 새로운 과학 개념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개별 면담에서 을 두고

있는 ‘규모 습곡 산맥의 형성 원인’에 한 내용은 지각 변동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학생들의 간 언어를 연구하기

해서는 교사나 연구자가 같은 개념이나 용어를 지속 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Olander,2010;Rincke,2011).따라서,이 연구에서는

연구진과 참여 교사가 의하여 학생들의 간 언어를 지속 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일부 재구성하 다.

먼 ,연구에서 최종 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규모 습곡 산맥의 형

성 원인’에 한 학생들의 간 언어를 분석하기 해서, 체 7차시에

해당하는 ‘지각 변동’단원 수업을 크게 세 개의 소단원으로 나 후,각

부분에서 지속 으로 ‘규모 습곡 산맥의 형성 원인’과 련된 개념과

언어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 다.구체 으로,첫 번째

소단원(1,2차시 수업)에서는 지각 변동과 구조론에 한 동 상 등을

통해 학생들이 규모 습곡 산맥 형성 과정과 원인을 포 ,암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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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게 하 고,두 번째 소단원(3,4차시 수업)에서는 지질구조와 조

산운동 설명을 통해 련된 개념과 언어를 보다 구체화 하 으며,세 번

째 소단원(5,6,7차시 수업)에서는 화산 와 지진 를 포함한 구조론

인 근으로 규모 습곡 산맥 형성 과정과 원인에 한 개념과 언어

를 명시 으로 제시하 다.

(2)개인별 심층 면담

본 연구에서는 학교 과학 단원 ‘지각 변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간 언어를 분석하기 해 개인별 심층 면담을 반

구조화된 방법으로 실시하 다.개별 면담은 각 연구 참여자별로 사

면담 1회와 본 면담 3회로 총 네 차례 실시되었다.사 면담은 ‘지각 변

동’단원 학습을 시작하기 에 실시되었고,이후 본 면담은 각 소단원

수업이 종료된 시 마다 1회씩 총 세 차례 실시하 다.면담은 수업 종

료 후 심 시간 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과학실에서 이루어졌으

며,약 15∼30분 정도 소요되었다.개별 면담 시 학생들의 간 언어를

도출하기 해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규모 습곡 산맥의

경과 지질구조 사진으로 구성된 보조 자료를 활용하 다1).면담 진행은

먼 ,면담자가 보조 자료를 피면담자에게 제공한 후,습곡 산맥의 형성

원인과 련된 질문들을 하 다.면담자는 피면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피면담자의 언어가 충분히 표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 고,추가 질문

을 하는 방식을 통해 피면담자의 언어가 지닌 의미를 명확히 악하

다.개별 면담의 과정은 비디오로 촬 되고 사되었다.

3.자료 분석

(1)Lemke의 주제 구조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간 언어의 유형을 구체 으로 도출하기

1)[부록 1],[부록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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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Lemke(1990)의 의미 계(semantic relation)와 주제 구조

(thematicpattern)분석법을 이용하 다.언어를 기호 체계(semiotic

system)로 인식하는 이 분석법은 사회문화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의

언어를 세부 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유용하다(Lemke,1990).즉,과학

언어의 주제 구조 속 어휘 의미 계들과 학생이 학교 과학 수업을

받으면서 구성하게 되는 간 언어의 주제 구조 속 어휘 의미 계를

비교 분석하는데 효과 이다. 한 이 분석법은 어휘의 유형뿐만 아니라

어휘와 어휘의 계 인 측면도 세부 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간 언

어의 구체 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

(1) 어휘
(2) 의미 관계

(1) 어휘

(2) 의미 관계

(1) 어휘 (1) 어휘
(2) 의미 관계

 
주제 구조

그림 3. 분석의 기본 단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의 기본 단 는 [그림 3]과 같다.Lemke에

의하면 수업이나 면담 과정에서 반복되는 의미 계를 주제 구조

(thematicpattern)이라 하는데 수업이나 면담에서 반복될 정도로 요한

주제 특징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주제 구조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

계에 의하여 얽 있는 어휘들이 존재한다.본 연구에서는 이 어휘(1)

와 의미 계(2)를 분석의 기본 요소로 삼았다.

Lemke는 특히 어휘의 의미 계를 매우 구체 이고 세 하게 분류

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성이 주제 구조 분석 방법의 용 범

를 확장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복잡한 구조로 인해 제약을 주기도

한다.주제 구조 분석에서의 의미 계 분류는 [표 2]와 같다(Lem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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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사 계

(nominal

relation)

1.1.한정 계(attributive);질(quality),한정사(qualifier),

수식어구(modifier)등 서술 특성의 의미 계

( )보유자(carrier)/한정사 -사과는 붉다.

성질형용사(epithet)/사물 -붉은 사과

1.2.분류 계(classifier);‘일종의 는 어떤 종류의’처럼

하 계층을 식별하는 특성을 갖는 의미 계

( )분류사/사물 -부사 종 사과
1.3.수량형용사(quantifier);숫자와 같은 양 특성의 의

미 계

( )수량형용사/사물 -세 개의 사과

2.분류 계

(taxonomic

relation)

2-1.개별 사례(token);어떤 종류(type)의 개별사례 의미

계

( )개별사례(token)/종류(type)-존은 학생이다.

*이 외에도 구성원(member)/반(class), 사례(instance)/범주

(category)의 의미관계도 있음

2-2.하 종류(hyponym);더 일반 인 범주 안에 속하는

하 범주의 의미 계

( )하 종류(hyponym)/상 종류(hypernym)

-개는 포유류이다.

*공동 하위종류(co-hyponym): 더 일반적이면서도 동일한 범

주에 속하는 두 개의 하위범주의 의미관계

2-3.일부분 계(meronym);어떤 체에 속하는 부분의

의미 계

( ) 체(whole,holynym)/부분(part,meronym)

-책상의 서랍
2-4.동의어 계(synonym);어떤 맥락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 두 표 들의 의미 계

( )동의어/동의어 -가다/떠나다

2-5.반 어 계(antonym);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조

되는 두 표 들의 의미 계

( )반 어/반 어 -떠나다/머물다

3.이행성(移行

性) 계

3-1.행 자(agent,agency);행 하는 존재(entity)나 어

떤 과정의 원인이나 선동자의 의미 계로서 주어/이행

2000;고창규,2006,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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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vity

relations)

동사 계

( )행 자(agent)/과정(process)

-그 사람이 그 집을 지었다.
3-2.목표(target);행 의 상의 의미 계로서 동사와

목 어 계

( )과정/목표 -그 사람이 집을 지었다.

3-3.매체(medium);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것과 련된

존재와 련된 비 이성(intransitivesubject)동사의

의미 계

( )매체/과정 -항아리가 깨어졌다.
3-4.수령자(beneficiary);행 의 상과 련된 간 목

어/ 이성 동사의 의미 계

( )수령자/과정

-그는 나의 아주머니께 물병을 주었다.

3-5.범 (range);어떤 과정이 일으키는 범 ,정도

성질의 의미 계

( )과정/범 -그는 1마일을 걸었다.
3-6.확인(identification);확인 상(identified):확인자

(identifier)의 의미 계

( )확인 상(identified)/확인자(identifier)

-그 흰 부분은 제2괘도이다.

3-7. 소유(possession); 소유자(possessor) : 소유 상

(possessed)의 의미 계

( )소유자/소유 상

-내 아주머니는 물병을 가지고 있다.

4.상황 계

(circumstantial

relations)

4-1. 치(location);얼마나 많은 공간이 련되는가(거리,

양 등)에 한 것으로서 존재나 과정의 공간 계의

의미 계

( ) 치 상(located)/ 치(location)

-연필이 통 안에 있다.
4-2.시간(time);과정,사건,존재의 시간 계의 의미

계

( )시간/사건(event)-나는 어제 그것을 만들었다.

4-3.재료(material);과정에 련된 재료나 물질의 의미

계

( )재료/과정 -나는 그것을 나무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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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방법(manner);어떻게,어떤 수단이나 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와 련된 의미 계

( )방법/과정 -나는 그것을 톱으로 만들었다.나는

그것을 천천히 만들었다.

4-5.이유(reason);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나 원인에 한

의미 계

( )과정/이유 -나는 물건을 사기 해 나갔다.

5.논리 계

(logical

relations)

5-1.정련(elaboration);설명(exposition), 시,명확화의

의미 계

( )항목(item)/정련 -A즉, 컨 ,다시말하면 B
5-2.부가(addition); 속,부정 속,역 의 의미 계

( )항목/부가 -A 그리고 B,A가 아니고 B도 아니

고,A그러나 B

5.3.변이(variation); 체, 외, 안의 의미 계

( )항목/변이 -A가 아니나 B,A 그러나 B가 아닌,

A 는 B

5-4.연결(connection);토의의 다양한 형식 계를 포함하

는 의미 계

( )원인/결과,증거/결론,문제/해결,행 /동기화

표 2. Lemke의 주제 구조 분석을 위한 의미 관계

본 연구에 투입되어 용된 의미 계는 음 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

분에 제한되었다.이는 거시 인 구조 메카니즘의 원리에 한 설명

이 주를 이루어 상황 계나 논리 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

지각 변동 주제의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특히 논리 연결인 ‘원인/결

과’의 의미 계가 주로 나타났는데,이는 논리 인과 계를 요시 하

는 과학 교과 고유의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보이며, 한 과학 상에

한 학생 설명을 듣고 면담자가 학생 어휘나 진술에 한 이유와 의미

에 한 부연 설명을 요구하는 면담 과정상의 특징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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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는
얘

하고
얘

가
움직인다.

서로

엇갈리게한정/보유 부가 매체/과정 보유/한정

원인/결과

얘
가 이 게 된다 산 모양을 손으로

만듦매체/과정

원인/결과

얘
가 울퉁불퉁해

졌어요

물결모양

을 그리며매체/과정 보유/한정

그림 4. 주제 구조 분석 예시

[그림 4]는 주제 구조 분석의 이다.그림의 체 인 형태가 바로

주제 구조이며,이 주제 구조 속에 존재하는 어휘 가 1차 인 분석 요

소이고 ‘
가

매체/과정 ’으로 연결된 것이 두 번째 분석 요소인 의미

계이다.

과학적 주제 구조 작성

 

학생들의 면담 차시별 주제 구조 추출

 

과학적 주제 구조와 학생의 주제 구조를 

비교하여 중간 언어 인자 추출

 

중간 언어 유형 확정

표 3. 주제 구조 분석의 과정

체 인 주제 구조 분석의 과정은 [표 3]과 같다.먼 연구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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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모 습곡 산맥의 형성 과정’에 한 과학 주제 구조를 교육과정

을 바탕으로 추출하여 작성한다.그 다음,학생들의 각 차시별 면담 자료

를 분석하여 규모 습곡산맥의 형성 과정에 한 학생의 주제 구조를

추출해 낸다.그리고,과학 주제 구조와 학생의 주제 구조에 드러난 어

휘 요소와 의미 계 요소를 비교․분석하여 간 언어로 추정되는 인자

를 추출해 낸다.이 게 추출된 간 언어 인자는 과학 교육 문가 1인

과 석사 과정 1인,박사 과정 1인이 함께 검토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 간 언어 유형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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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 결과

1. 간 언어의 유형과 의미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학생들의 개별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어휘 측면에서 6개,의미 계 측면에서 2개,총 8개의 간 언어 유형을

도출하 다.

의 미 유 형
분석 

단위

일상 언어 자원

에 주로 의존

 ① 과학 어휘 대신에 비언어적 수단으로 표현하는 경우

어휘

 ② 과학 어휘 대신에 일상 어휘와 비언어적 수단을 함께 표현하는 경우

 ③ 과학 어휘 대신에 일상 어휘로 표현하는 경우

과학 어휘와 일

상 어휘를 병용
 ④ 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가 혼합된 복합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과학 언어를 불

충분하게 사용

 ⑤ 의미가 다른 과학 어휘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⑥ 과학 어휘를 사용하지만 어휘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불충분한 경우

부적절한 의미 

관계 사용

 ⑦ 일부 의미 관계 연결이 부적절한 경우 의미 

관계 ⑧ 여러 개의 의미 관계를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경우

표 4. 중간 언어의 유형과 의미

어휘 측면은 각 차시의 면담에서 발견한 것이고 의미 계 측면은 1

∼4차시의 면담 과정에 나타나는 간 언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악한 것이다.본 연구에서 도출된 간 언어의 유형들은 학생이 과학

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언어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있음을 보여 다. 간 언어의 유형들

은 각 유형의 공통 요소를 탐색하여 4가지의 의미로 범주화할 수 있었

다.즉,일상 언어 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를

병용하는 경우,그리고 과학 언어를 불충분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부

한 의미 계를 사용하는 경우이다.각 유형과 의미에 한 구체 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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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다음과 같다.

(1)일상 언어 자원에 주로 의존

일상 언어 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유형 1,2,3이 해당된다.

이 유형들은 모두 과학 어휘 신에 일상 어휘 는 손동작과 같은 제스

처를 사용하여 의미를 표 하 다.

① 과학 어휘 신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경우

과학 어휘를 신해서 일상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손동작과 같은 제

스처를 사용하여 의미를 표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다음 에서 학생은

‘횡압력’이라는 과학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양 에서 르는 손동작으

로 의미를 신 표 하 다.

T: 근데, 습곡이라는 게 뭐라고?

S: 습곡이란 게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충돌하면서 이, 이렇게 고무찰흙이 

있으면 고무찰흙을 이렇게 (양 옆에서 누르면) 하면, 이렇게 (S자 누운 

모양) S자로 되잖아요. 이게 지층이, 지층에 나타난 거라 보시면 돼요.

      [J학생 4차 면담]

지층
이

충돌한다
매체/과정

원인/결과

(양 옆에서 누르는 손동작)

원인/결과

습곡
이

된다
매체/과정

이는 횡압력이라는 과학 언어를 습곡을 설명하기 한 언어 자원으

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횡압력과 같은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일상 인 언어 자원도 쉽게 동원하지 못해서,익숙한 손동작 등

을 활용하여 의미를 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한 언어보

다는 제스처를 이용하여 횡압력의 작용에 한 역동성을 효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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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② 과학 어휘 신에 일상 어휘와 제스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과학 어휘 신에 일상 어휘와 제스처를 함께 사용하여 표 하는 경

우도 나타났다.다음 학생의 경우,‘힘’이라는 일상 어휘와 ‘손으로 양

에서 미는 동작’을 함께 사용하여 ‘횡압력’이라는 과학 어휘를 표 하

다.

T: 그러면, 여기서 아까 습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습곡은 뭐에요?

(중략)

S: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지층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횡

압력-미는힘-을 표시하려고 양옆에서 미는 동작을 함) 힘을 받아 가지

고 이렇게 (산 모양을 그리며) 된 거예요.

[N학생 3차 면담]

지층
이

힘을 받았다 (손으로 양 옆에서 미는 동작을 함)
행위자/과정 보유자/한정사

여기서 학생이 사용한 ‘힘’은 맥락상 물리 (physical)인 의미의 ‘방향

과 크기를 가진 벡타로서의 힘’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어휘

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이 경우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과학 어휘

인 ‘횡압력’ 신에 비교 친숙한 손동작과 일상 어휘를 함께 자원으로

활용하여 보다 풍부하고 세 하게 의미를 표 하려고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③ 과학 어휘 신에 일상 어휘로 표 하는 경우

의미 계 구조는 과학 인 것에 가깝지만,과학 어휘 신에 일상

어휘로 표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다음 학생의 경우,‘이 충돌한다’라

는 의미 계를 ‘땅/되게 큰 것들이 합쳐진다’라고 표 하 다.

 T: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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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어. 다른 산이랑 붙어있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땅이 합쳐지기도 하고 (손

바닥을 치며), 갈라지기도 해서 지금 이 모습처럼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

요. 층도 없었을 수도 있고...

(중략) 이거는요 (록키산맥을 가리키며) 되게 큰 것들이 합쳐지는데...

            [O학생 2차 면담]

되게 큰 것들 땅
이

합쳐진다 (손바닥을 치면서)
동의어 매체/과정 보유/한정

의미 계는 과학 인 것에 가깝지만,이 때 학생이 사용한 어휘인

‘되게 큰 것들’,‘땅’,‘합쳐진다’는 모두 일상 어휘에 속한다.이 유형은

학생이 과학 어휘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 의미 계를 표 하

고자 할 때,의미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어휘를 과학 어휘 신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단된다.

이러한 의미의 유형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과학 언어 자원을

갖지 못했거나,갖추었지만 내면화가 불충분하거나 친숙성이 부족할 경

우, 는 일상 언어를 자원으로 사용해도 표 에 부족함이 없다고 단

했을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는

지각변동에 해서 처음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서 주로

앞의 두 가지 사례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제스

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다.제스처는 의사소통의 요한 방식이

며,언어 인 자원이 충분치 않을 때 더욱 유용하다.지각변동에는 역동

인 힘의 작용과 의 움직임에 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주제보

다 제스처가 더 유용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주제에

한 간언어 연구를 통해서 밝 질 것이다.

(2)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를 병용

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를 병용하고 있는 경우로는 유형 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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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가 혼합된 복합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들은 이미 자신에게 익숙한 일상 어휘와 비교 익숙한 과학

어휘를 함께 자원으로 삼아 과학 개념을 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우 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가 혼합된 형태인 복합 어휘를

보 다.

T: (생략)...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줄래요?

S: 바다 속에 있는 판이 계속 부딪치면, 부딪치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그렇게 해서 높게 되었을 것 같아요.

                                                       [C학생 4차 면담]

바다 속에 있는 판
이

부딪친다
한정/보유 매체/과정

의 의 경우,학생은 과학 어휘인 ‘해양 ’을 사용하여 충돌 과정

을 설명해야 하지만, 신 일상 어휘인 ‘바다 속에 있는’과 이미 알고 있

는 과학 어휘인 ‘’을 혼합하여 ‘바다 속에 있는 (일상 어휘 +과학

어휘)’이라는 복합 어휘를 사용하여 의미를 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으로 과학 언어는 명사화된 어휘와 이를 수식하는 여러 개의

어휘가 함께 묶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Halliday& Martin,1993).이

는 과학자 집단이 선호하는 언어의 문체 특성 하나이다. 의 에

서 보 던 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가 결함된 복합 어휘의 사용을 보면,

‘’이라는 명사를 ‘바다 속에 있는’이라는 일상 어휘가 수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 문화로 진입하면서 암묵 으로 익

히게 된 과학 문체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다른

선행 연구에도 언 된 것으로 보아(Barnett,1992;BrownandSpang,

2008;BrownandKloser,2009;Olander,2010,양찬호 외,2011),이 유

형은 일상 언어에서 과학 언어로 발 해 가는 요한 간 과정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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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 언어를 불충분하게 사용

유형 5,6의 경우,학생들이 표면 으로는 과학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만,과학 어휘의 의미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개별 면담을 통해

서 알 수 있었던 은 과학 어휘를 활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심지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학 어

휘를 암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⑤ 의미가 다른 과학 어휘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서로 의미가 다른 과학 어휘들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

하고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S: 판이...판게아가 왔다갔다하면서..., 그러면 왔다갔다하면서 어떨 때 산이 생

긴 거예요...

(중략)

S: 두 힘이 있으면(손으로 두 손이 마주쳐서 올라오는 것을 표시) 이렇게 

하면 올라오잖아요. 지각끼리 부딪쳐서 위로 올라오는...

(중략)

T: 그 원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S: 지각변동...

T: 지각변동을 얘기해 줘요.

S: 맨틀끼리 부딪쳐서요.

T: 맨틀이 뭐예요?

S: 내핵이랑 외핵을 싸고 있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판... 

                    [L학생 2차 면담]

판 이(가)
왔다갔다 한다

판게아 매개/과정

원인/결과

지각 끼리
부딪친다

맨틀 매개/과정

의 경우,학생은 맥락상 ‘게아’를 ‘’과 같은 의미로,‘맨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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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는 ‘’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이는 학생이 아직 각 과학

용어에 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

다른 유사한 과학 어휘들과의 차이 을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사례

로 단된다.

⑥ 과학 어휘를 사용하지만 의미에 한 이해는 불충분한 경우

과학 어휘를 사용하여 상을 설명하지만,어휘의 의미에 한 이해

는 불충분한 경우도 나타났다.

T: 그러면, 혹시 판이 뭔지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S: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음...그 판구조론에서요..어..어..잘 모르겠어요.

T: 그럼, 판구조론은 어떤 건지 설명해 줄래요?

S: 음..지각변동설이랑 어떤 설인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떤 한 가

지 설이 합쳐져 가지고 판구조론이 탄생된 거라고 배웠어요. (생략) 

                           [B학생 3차 면담]

지각변동설
에서 나온 것

판구조론
모름

판
이

부딪친다
설명 설명 매체/과정

원인/결과

한 쪽 지역
이

올라간다
매체/과정

원인/결과

히말라야 산맥
이

형성된다
매체/과정

의 의 경우,학생은 ‘’이라는 과학 어휘를 사용하여 결국 ‘히말

라야 산맥이 형성된다’는 을 설명하려고 한다.하지만 면담자가 ‘’의

의미에 해서 구체 으로 질문했을 때,‘구조론’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하다가,결국 ‘잘 모르겠다’고 답한다.재차 ‘구조론’이 뭐냐고

묻자 학생은 ‘지각변동설’에서 나온 것이라고 다른 이론의 이름만 언

한 채 ‘’의 의미를 제 로 설명하지 못하 다.이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이나 교과서 등을 통해 과학 어휘인 ‘’을 하게 되면서 이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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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여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지만,아직 ‘’의 의미에 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 다.교사나 교과서의 과학 어휘를 모방

하고는 있지만,의미의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간 언어의

유형이라고 단된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 어휘가 1회 는 소수의 학습 기회를 통해서 심

층 으로 내면화되지 않음을 보여 다.이 유형이 비록 과학 어휘나 개

념에 한 불충분한 이해를 나타내고 있지만,이는 심층 인 이해로 가

는 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부 한 의미 계 사용

의미 계의 연결이 잘못되거나 단순화된 경우로는 유형 7,8이 있다.

의미 계의 경우,명시 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한 수업

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의미 계의 수는 매우 많아서,이를

학생들이 단기간에 모두 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특히 지각변동과 같

이 많은 사건과 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개념에서 이 유형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⑦ 일부 의미 계 연결이 부 한 경우

어휘와 어휘 간의 계인 ‘의미 계’측면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간 언어 유형을 살펴본 결과,먼 학생들이 표 하는 일부 ‘의미 계’

가 부 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T: 록키, 안데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다고요?

S: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것이,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지형이 전

체적으로 높아진 것 같아요. 

        [E학생 2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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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이

일어났다
매체/과정

판
의 경계에서

위치대상/위치
화산

이
일어났다

매체/과정

원인/결과 (X)

산
이

높아졌다
매체/.과정

T: 안데스 산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볼래요?

S: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충돌을 해서 해양판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대륙판

이 그 위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E학생 4차 면담]

해양판
이

들어간다
매체/과정

대륙판
이

올라간다
매체/과정

원인/결과(O)

대륙판
이

안데스 산맥
이 된다

매체/과정

의 학생의 2차 면담 결과를 살펴보면,‘지진( 는 화산)이 일어났다’

는 사실을 ‘산이 높아졌다’는 사실과 ‘원인/결과’ 계로 잘못 연결 지었

다.하지만,4차 면담 시에는 ‘이 움직여서’‘안데스 산맥이 된다’고 올

바르게 연결하 다.이 유형은 학생들이 과학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주제와 같이 복합 인 상을 체 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화산이나

지진과 같이 친숙한 개념과 용어 심으로 의미 계를 부여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 한 이 때 사용한 ‘산’의 의미도 조산운동으로 인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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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틀 대류
뜨거운 것은 위로

차가운 것은 아래로확인대상/확인자

원인/결과

맨틀 윗부분과 지각을 

합친 것
판

이
이동한다

확인자/확인대상 매체/과정

원인/결과

바다 속에 있는 판
이

부딪친다
한정사/보유자 매체/과정

원인/결과

습곡산맥보다는 일상 인 의미의 주변보다 높은 지형인 ‘산’에 가까울 것

으로 추정된다.

⑧ 여러 개의 의미 계를 단순화해서 표 하는 경우

조산운동과 같은 복합 인 개념은 여러 가지 변인과 작용이 긴 시간

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다.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간언어는

이러한 복합 인 과정을 단순한 인과 계로 인식하고 표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여러 개의 의미 계로 나 어서 진술해야 하는 계들을 한

개의 의미 계로 통합해서 표 하기도 하 다.C학생의 의 경우,2

차 면담 결과는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 다.즉,두 개의 의미 계(‘지

각이 부딪친다’,‘히말라야 산맥이 올라온다’)로만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수업이 더 진행된 후 실시한 4차면담에서

C학생은 보다 많은 의미 계들로 체 주제 구조를 표 하 다.

지각
이

부딪친다
매체/과정

원인/결과

히말라야 산맥
이

올라온다
매체/과정

[C학생 2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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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산맥
이

솟구쳐 오른다
위로

매체/과정

[C학생 4차 면담]

학생들은 과학 언어로 이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에는 학습 주제

가 가진 복합성을 여러 개의 의미 계로 악해서 표 하지 못하고,보

다 단순한 형태로 통합해서 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주

제의 복합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이러한 복합 인 특성을 반 하는 과

학 언어 자원이 필요하게 되며,수업을 통해서 언어 자원과 복합성

에 한 이해를 함께 발 시켜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의 면담 사례에

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맨틀 류(뜨거운 것은 로,차가운 것은 아

래로), , 의 이동,해양 (바다 속에 있는 ), 의 충돌(부딪친다),

산맥의 형성(솟구쳐 오른다)등과 같은 하 사건이나 개념은 이에 한

언어를 필요로 하며,이 학생은 과학 언어와 일상 언어를 함께 활용하여

복합 인 의미 계를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 인 과학 개념의 학습에서 의미 계를 혼동하거나 분화되어야

할 의미 계들을 단순화해서 표 하는 학생들의 간 언어는 학습 과정

에서 출 하는 필연 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이 유형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 문화에서 과학 문화로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단순히 과학 어휘

를 습득하는 수 을 넘어서 과학 의미 계나 주제 구조를 새로이 구

성하고 변형하고 확장하는 등의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이 유형의 경우 명시 인 의미 계의 제시가 필요한데,언어의 특성

상 모든 의미 계를 명시 으로 나타내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

필요하다(Lemke,1990).다만,학생들이 자주 혼란스러워하는 의미 계

들을 악한 후,이 계들을 명시 으로 알려주는 것은 학생들이 잘못

된 의미 계를 내면화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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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학교육에서의 간 언어 재개념화

외국어교육에서의 간 언어는 언어 교육의 특성 상 어휘 사용과 문

법 상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지만,과학교육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의미의 표 ’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의미에

따라 간 언어 유형을 분류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과학 언어를 불충분하게 사용’과 ‘부 한 의미 계 사용’의 경우

두 경우 모두 학생들의 어휘나 문법 상의 오류는 거의 없었다.모국

어로 의사소통했기 때문에 문법 오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

이고,이 유형에서 사용한 어휘 한 과학 어휘 다.하지만 겉으로 보이

기에 과학 어휘를 사용하여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지만,이 유형의 특

징을 보이는 학생들은 모두 사용하는 ‘과학 어휘’에 ‘과학 의미’를 충분

하고 하게 매개시켜서 표 하지 못하 다.

(2)‘일상 언어 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용하는 언어에만 주목한다면 일상 어휘와 신체 언어인

제스처로 보편 인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임의로 구성한 고유한 언어인

간 언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하지만,일상 언어 자원을 학생이 과

학 ‘의미를 표 ’하는 수단으로 삼았기에 목표 언어에 도달하지 못한

형태의 간 언어 유형이 된 것이다.

(3)‘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를 병용’하는 경우

과학 어휘와 일상 어휘가 조합된 언어의 경우는 과학 교육에서 나타

나는 표 인 간 언어이다.이 유형은 언어의 형태 측면에서 이미

일상 언어와 목표 언어 사이에 치하는 학생 고유한 간 언어의 모습

을 갖추었다.하지만,이 같은 유형을 제시한 연구들의 배경이 모두 과학

상황의 표 이라는 맥락 공통 을 갖고 있다(Barnett,1992;Brown

andSpang,2008;BrownandKloser,2009;Olander,2010;양찬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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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즉,학생이 과학 상황에 해 표 하는 과정에서 과학 ‘의미

를 표 ’하는데 이 유형의 간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와 같이 본 연구의 유형들이 모두 과학 ‘의미의 표 ’이라는 맥락

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간 언어의 모든 유형은

‘의미의 표 ’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과학교육에서의 간 언어 재개념화

[그림 2]에서 제시한 것처럼,과학교육 맥락의 간 언어는 기존 외국

어교육에 포함된 문법과 발음 요소를 제외하고,모국어 범주 내에서 새

롭게 학습하게 되는 과학 어휘와 의미의 구성,그리고 의사소통이 학습

의 요소가 되는 특징을 지닌다.하지만,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간 언

어의 유형들은 와 같은 특징을 월한 것들도 있다.즉,과학 의미로

사용되는 일상 어휘,제스처,그리고 여러 의미 계의 묶음들은 ‘의미의

표 ’이라는 범주에 의해 간 언어 맥락에 포함되게 된다.따라서,과학

교육에서의 간 언어는 ‘목표 과학 언어의 형태와 의미에 도달하지 못

한 학습자 언어로 과학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재개념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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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제언

본 연구는 외국어교육에서 등장한 용어인 ‘간 언어’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과학교육 장에 용시켜서 과학교육 맥락에서 나타나는 학생

들의 간 언어 유형을 악하고 외국어교육 맥락과 구별되는 과학교육

에서의 간 언어를 정의해 보고자 하 다.분석 결과,학생들의 간 언

어 유형을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자원의 종류와 그 배

경,그리고 학생들의 일상 문화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학교과학 문화에

응해 나가는 문화 변용의 언어 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학생들은 과학 언어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

여 과학 상을 설명하는 략을 쓴다.유형 1-3인 과학 어휘 신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경우,일상 어휘와 제스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그

리고 일상 어휘로만 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신체 언어

를 포함한 일상 언어를 자원으로 활용한다.이러한 략을 사용하는 배

경으로는 학생들이 과학 언어를 자원으로 갖지 못했거나 일상 언어가 보

다 친숙성이 높거나 내면화가 잘 되어 있어서 과학 언어보다 자연스럽게

의미를 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과학 문체를 모방하여 언어를 재구성하기도 한다.과학 어휘

와 일상 어휘가 혼합된 복합 어휘를 사용하는 유형 4에 해당하는 경우

로,과학 명사 어휘에 이를 수식하는 일상 어휘의 형용사 군을 수식어로

사용하여 명사화된 어휘와 수식어휘가 함께 묶여지는 과학 문체의 특성

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표 방식이 나타나는 배경으로는

학생이 학교과학의 언어 특징들을 암묵 으로 학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따라서,이는 과학문화화 되기 한 학생의 언어 문화 변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불충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과학 어휘를 사용하여 과학

상을 설명하는 략을 사용한다.의미가 다른 과학 어휘들을 같은 의

미로 사용하거나 과학 어휘를 사용하지만 의미에 한 이해는 불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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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5,6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과학 언어를 자원으로 활용

한다.이러한 략의 배경으로는 과학 언어가 은 학습 기회로 인해 충

분한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지만,자신에게 익숙

한 일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면화가 부족한 과학 언어를 사용하여

표 한 것은 학생의 극 인 문화 변용의 언어 략이라 할 수 있다.

넷째,어휘들의 의미 계를 역동 으로 변화시키는 략을 사용한다.

일부 의미 계 연결이 부 하거나 여러 개의 의미 계를 단순화해서

표 하는 경우인 유형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 자원을 활용하여 의미 계를 형성하고 발 시킨다.학생들

은 과학 수업을 통해 새로운 어휘들을 내면화하면서 어휘들 간의 의미

계,즉 개념 체계들을 함께 내면화하게 된다(Lemke,1990).학습이 진

행되면서 학생들은 최 에 형성한 단순하고 은 수의 어휘와 의미 계

를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 시켜 나간다.이 과정에서 학생은 일시

으로 부 한 의미 계를 형성하기도 하고,여러 의미 계를 단순

한 것으로 통합하기도 하지만 체 으로 보았을 때,이러한 역동 인

의미 계의 변형이야 말로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 세계 과 언어에 기

반한 주제 구조와 의미 계에서 시작하여 과학 세계 과 언어가 심

이 된 과학 주제 구조와 의미 계를 획득하기 한 문화 변용의 언어

략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맥락에 맞추어 간 언어를 ‘목표 과학 언어

의 형태와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 언어로 과학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재개념화하 다.이는 외국어교육 맥락과 달리 과학교육맥락에서

는 모국어 범주 내에서 문법과 발음이 아니라 어휘와 의미 계가 포함

된 담화구성 요소가 학습의 내용이 되어 지고,사용되는 언어 자원

의 종류에 계없이 그 속에는 과학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에 간

언어라 명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를 지식의 달 수단이 아닌 의미 상의 자원이며(Lemke,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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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학습은 학생들의 과학문화화 과정이라는 (Aikenhead,2001)을

가지고 과학교육 맥락에서 간 언어의 유형과 의미를 밝힌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일상 언어가 과학 언어로 직 체되는 것이 아니라 간 언어

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는 이며, 간 언어에 한 실증

인 자료를 확보하 다는 이다.선행 연구에서는 과학 언어만을 연구

의 상으로 하 거나((Lemke,1990; Halliday and Martin,1993;

Schleppegrell,2004;Fang,2005;Fang,2006;맹승호 외,2007;이정아

외,2007;신명환 외,2010;함석진 외,2010;맹승호 외,2010), 간 언어

와 함께 개념발달 등을 연구한 논문(Olander,2010;BrownandKloser,

2009;Rincke,2011)이었기 때문에, 간 언어의 존재에 해서 실증 으

로 정리하고 소개하지 못하 다.본 연구에서는 간 언어의 유형을 실

증 인 자료를 통해 체계 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둘째,다양한 간 언어 유형들은 학생들의 과학 학습 과정에 한 이

해를 심화시킬 것이며,교사들이 과학 교수 학습 략을 수립하는데 좋

은 경험 근거를 제공해 것이다.먼 과학 학습에 한 의 변

화를 가질 수 있다.과학 학습이란 의미나 내용의 달이라는 통

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진 일상 문화와 언어라는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과학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이러한 에서 학생들의 일상 문화와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한 과학을 학습해 가면서 일상 언어를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의미 구성

과 상을 해 나간다는 을 인식하게 되면,학생들이 어떤 간 언어를

가지게 되고,어떻게 의미 구성 상을 하며,언어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 되는지를 보다 정 하게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간 언어에 한

이해는 의 변화 뿐 아니라 과학 수업에서 어떤 을 요시하고 어

떤 언어를 사용할지에 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즉,한 로 교사가

단원 수업의 기에는 학생들의 일상 언어와 문화에 기반을 둔 표 을

사용하고 과학 언어를 병용하면서 차 과학 언어를 더 많이 도입해 나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언어와 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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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측하고 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최근 과학교육 장에 도입되고 있는 쓰기와 말하기 평가의

평가 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지필 평가의 서답형 문항은

크게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학생들의 부족한 언어 표

을 과거에는 틀린 것으로 평가했다면,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

다 정확하고 학생의 발달을 돕는 정 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 로 단답형의 경우,정답이 ‘’이었을 때,용어와 함께 그 의미를 함

께 게 하여 만일,학생이 ‘지각 ’이라는 용어로 서술하고 그 의미를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하 다면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부분 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넷째,과학교육 맥락에서 간 언어를 재개념화 하여 앞으로의 간

언어 연구를 한 바탕을 마련하 다.본 연구는 지각변동이라는 거시

수 에서 많은 의미 계들이 존재하고 역동 상황이 주로 나타나는 주

제 배경에서 간 언어의 유형을 탐색한 것으로 미시 주제를 주로 다

루는 화학 분야 등과는 차이가 있다.따라서,여러 주제 맥락에서 탐색되

어질 간 언어 후속 연구에 본 연구에서 재개념화한 간 언어가 기반

이 되어질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는 과학교육 맥락에서 간 언어의 유형을 실증 으로 탐색하

고 의미를 도출해 냈으나 학생들이 일상 언어에서 과학 언어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드러내지 못하 고 언어와 개념의 계를 고려하지 않았

다.따라서,구체 인 교수학습 략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앞

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서 학생들의 간 언어 발달 과정과 간 언어

와 개념의 계가 밝 지게 되어 교수학습 략은 물론,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교육 으로 활용되어 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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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차 면담 보조 자료

★ 다음 사진들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 중에 하나인 히말라야 산맥

을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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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내용 ] 

1.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습곡, 단층 구조를 구분하고 말하

는지 확인

“ 사진에 나타난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볼까요? ”

“ 이 부분에 나타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볼까요? ”

2. 히말라야 산맥이 서서히 변동한다고 말하는지 확인

“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인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모습이

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 앞으로 1억년 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

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모습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3.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

“ 히말라야 산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이야

기 해볼까요? ”

4. 알프스, 로키, 안데스 산맥의 형성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

“ 그러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거대한 산맥들인 알프스, 로키, 

안데스 산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 

“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다른 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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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차 면담 보조 자료

★ 다음 사진들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 중에 하나인 로키산맥을 나타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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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자연관 & 과학 언어

1. 로키산맥에서는 지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바다였을 것으로 짐작 가능)

2. 로키 산맥은 서서히 변동하고 있다. [시간]

3. 로키 산맥은 맨틀 대류에 의해 태평양 판과 북아메리카 판(대륙 판들)이 서서히 

  이동하여 충돌함으로써 형성되었다. [힘]

4.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도 로키 산맥의 형성과 비슷한 과정으로 판이 이동

  하여 충돌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거대 규모의 습곡 산맥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형성

  된다. [힘 & 공간]  

[ 면담 내용 ]

1. 로키 산맥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지층을 인식하고 말하는지 확인

“ 사진에 나타난 로키 산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볼까요? ”

“ 이 부분에 나타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볼까요? ”

(지층의 모습을 학생이 인식한다면) 바로 2번 질문으로 이어짐 “그렇다면...”

2. 로키 산맥이 서서히 변동한다고 말하는지 확인

“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인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는 로키 산맥이 있었을까요? 오

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로키 산맥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

나요? ”

“ 앞으로 1억년 후에는 로키 산맥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로키 

산맥과 같은 모습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 로키 산맥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비교했을 때 화산과 지진에 의한 변동은 차

이가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3. 로키 산맥의 생성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

“ 로키 산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해 볼래요? ”

4.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의 형성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

“ 그러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거대한 산맥들인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 

“ 로키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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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학생 면담 사 자료 시

[2-3K 1차면담]

T:자.요기가 어딘 알어?사진들이?히말라야 산맥인데.이 모습을 묘사하

듯이,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해보자.

2-3[문항지의 문항 번호] 231K

[2-3반 1차 면담 K군의 뜻-문항별 분석을 한 것임]

S:히말라야 산맥은 신생 때 생겨난 것으로,[굵은 씨는 규모 습곡 산맥

의 형성 원인에 련된 담화]지층이 움직이면서 요기 있던 층이랑,요기 있

던 층이랑 이 게 맞부딪히면서 이 게 지형이 서로 올라가게 되어 형성

된 새로운 산맥입니다.(손 끝을 부딪힘.)

2-1 231K

T:모양은?

S:모양은 신생 때 으니까,가장 최근의 시 잖아요?그래 가지고 뾰족하

구요.뾰족한 이유는 침식 상이 잘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요.

T:아까 층과 층이 부딪힌다고 했는데,층은 어떤거야?

S:그,지구를 구성하는..그..달의 표면이 있듯이 지구를 구성하는 표면이라

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2-2 231K

T:층이 움직여서 만들어진거다?그리고 아까 신생 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생 ,1억년 ,뭐 공룡이 살던 시 에는 이 땅이 어땠을 것 같

아?

S:이 땅이,아.히말라야 산맥은 없었을 꺼구요.그리고 산은 이 게 있는데,

그 때도 아마 뾰족한 산이 있었을 텐데,지 이랑 많이 지형이 달랐을 것 같

아요.

T:어떤식으로?

S:그러니까, 를 들어서 여기가 사막이잖아요.지 재는.여기는 아마

원이었을 거 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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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히말라야 산맥은?

S:히말라야 산맥쪽은 평탄했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신생 때 이 게 올라온

거니까 그 에는..

T:그러면 앞으로 1억년 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S:침식과 부식작용으로 다시 완만해질 거 같아요.둥 게.아니면 근처에

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산이 더 커지거나

T: 은 어디서 갑자기 충돌하는데?

S: 의 움직임을 알 수 없으니까.그건 지질학자들이 알겠죠?

T: 은 왜 움직이는 거 같아?

S:지구는 살아있으니까.움직이겠죠 아마?

T:그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할까?힘은 뭘까?

S:맨틀 안에.맨틀 안쪽에 외핵이 있잖아요.그게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

나요?

T:물로 구성되어 있다?

S:그래가지고 외핵도 움직이면서,맨틀을 움직이면서 도 일종의 맨틀이

니까,움직이지 않을까?잘 모르겠어요.

T:그냥 생각나는 로 얘기해 .

S:제 상상이에요.

T: 하고 맨틀은 뭐가 달라? 같은거야?

S:맨틀은 지구의 있는 것 에서,지구를 반으로 잘랐을때 제일 두꺼운 층

을 가지고 있구요.표면은 맨틀 에 지구의 제일 얇은 층이요.

T:이게 아까 재훈이가 신생 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이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랑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속도차이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

S:아마도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화산,지진)

T :화산이랑 지진으로 일어나는 게.아까 얼마나 걸린다고 했지?화산이랑 지

진이?

S:일주일 정도만에 화산이 분출하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구요.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사람들이 피하고,풀과 나무들은 용암에 녹거나 아니면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려서 식물이 합성을 못해서 죽고,그래 가지고 화산

의 향이 일주일은 가지 않나?

T:땅은 어떻게 변하고?

S:땅은 화산에 녹아서 모양이 계속 변하다가 화산활동이 거의 다 끝나갈 무

렵 새로운 모양으로 변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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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이것도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것도 층이 이동한다고 했고,화산하고 지

진이 일어나는 것도 이 이동한다고 얘기했잖아?시간차이가 많이 나는 걸

까?아까 이거는 얼마걸린다고 했지?(히말라야)

S:오래 걸리지 않을까?

T :어느 정도?아까 처음에 아무 것도 없는데서 몇십년이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다.

S:몇십년에서 몇백년..

2-3’ 231K

T :몇십년에서 몇백년 정도..한라산이 화산폭발하는데는 일주일?그리고 히말

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원인이랑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S:이거(화산)는 지진이고 이거(히말라야)는 층이 부딪 서

2-4 231K

T :여기 지도를 보면 히말라야 산맥말고,알 스 산맥,안데스 산맥,로키산맥

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을까??

S:이것도 요기 이 있으니까 부딪히면서 만들어졌겠죠.

T:히말라야 산맥이랑 다른 이 있을 것 같아?

S:다른 은..다른 이 있다면 부딪힌 이름이 다르죠.

T:이름이 있는 거는 이름만 다르고 다 같은거야?

S:제가 알기로는 여기 큰 하나가 있구요.필리핀 있고...

칠 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도 이거랑 이 이 부딪힌 건데.여기 바다쪽에

있는 이 이 게 으로 들어가면서 지각이 흔들리면서...에 한번 인터넷

기사에서 본 거 같아요...

T:이 화산과 지진은 일주일.그 정도면 될 것 같다.

[2-3K 2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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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기는 로키 산맥 사진이야.로키 산맥..뭐 이쪽 북아메리카에 있다는 거 알

고 있지?

S:네.

T: 번에 히말라야 했던거처럼,얘 모습이 어떤지 한 번 묘사를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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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이거 사진 이용해도 되죠?요기 이랑...해양 이랑 이거 이랑 부딪

가지구 충돌해가지구 지 올라온 거 거든요.올라온거다..아..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랑 요기 요기 이거 이랑 이거 이랑 충돌하면서 이게

이 게 어요.그러면 이게 이 게 내려가면서...요게..요게..아 그러니까

A,B,C가 있으면 A랑 B가 충돌하면 B랑 C랑 이 게 거리가 벌어질...

이 게(두 손을 나란히)있었는데 B랑 C가...B가 이 게(한 손을 내리

며)내려가면서,A랑 충돌하면서 이 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그럼 이

게 높이가 생기잖아요?이 높이가 로키산맥이라고 생각해요.

T:아..이게 내려가서 상 으로 올라간거다?

S:네.이건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내려가거나,아니면 이게 내려가면서 이것

도 조 씩 올라온 거..

2-1 232K

T:그러니까 요기 사진의 이 모양이...모양을 한 번 설명해볼래?

S:어..일단은 산이 형성된 다음에요.음..

T:그냥..뭐 이유가 아니라 생긴 모습을..

S:생긴 모습이요?제 생각에는 요기 요기 로키산맥이 북쪽에 있잖아요?그럼

빙하가 두 개 있는데,북극과 남쪽에 있는 빙하랑 이 게..이 게 언덕이

있으면 거기에 흘러내려와 가지구 U자,U자곡을 만드는 빙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이 북쪽에 있는 북극 빙하가 내려오면서 U자곡을 만들

지 않나 생각해요.

T:이게 그러면 그럼 U자곡이라는 거야?

S:U자곡이거나 아니면 V곡,V곡 같은데..

T:요기 이 게 모양 나와 있는거?

S:네.

2-2 232K

T :그리구,이 로키산맥...히말라야도 설명했었는데,1억년 에는 이 지역이

어땠을 거 같애?

S:1억년 에는 평평했겠죠?아마도.왜냐면 그 때는 아직 이게 A랑 B...이

이랑 이 이랑 충돌한다고 봤을 때,이 이랑 이 이랑 충돌할 때,그

1억년 에는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에요.그래 가지구 산이 평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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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니면 언덕이 조 있을 거 같은데..아니면 좀 더 벌러...벌어질거 같은

데..

T:그러면은...벌어져 있는 사이는 어떻게 생겼을 거 같애?

S:벌어져 있는 곳에서...벌어지면요.용암활동이...그 맨틀 아래..벌어지면

맨틀이 나오잖아요.그 맨틀아래 용암이 있으니까 용암이 분출하면서 화

산활동이 일어나겠죠.화산도 일어나면 산이 형성되니까,그래 가지구 형

성된 거 같기도 하고,아니면 이게 내려가면서 올라..내려가면서 이 게 되어

가지구 산 형태로 만들어지지...

T:그러면은..1억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 같애?

S :어..풍화랑 침식 작용에 의해서 산이 완만해지거나,아니면은 내려가거나,

아니면...아니면 좀 더 여기 이 이랑 이 이랑 계속 계속 들어가 가지구

산이..산이 좀 더 높아지거나..

T: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바뀔 수 있는데...그 원인은 다양하다?

S:네.

T:그랬을 때,이 로키산맥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아까 화산이나 지

진으로 땅이 변하는 시간의 그 변화...아니 그 시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까?

S:그니까..그니까 화산은 지진활동에 의해서 땅이 변하는 거요?

T:지진이랑 화산이랑 로키산맥이 만들어지는..

S:이게(로키산맥)이 제일 오래 걸리죠..왜냐면은 이게 내려가는데 빨리 내려

가는..빨리 내려갈 거는...아니에요.왜냐면 빨리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왜

냐면 빨리 내려가면 지구가 혼란에 빠지니까 천천히 내려가요.그러면서 걔

도 일단 내려가고,이게 있으면 이게 내려가고 요기 있던 C산맥을,C라는

산맥을 B는 계속 내려가면서 C는 이 게,이 게 되면서...로키산맥은 천천

히 형성될 텐데,지진활동은 막 방 방 일어..일어나니까,..이건 짧게 한

일주..아까 말 드렸다시피 어...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걸리구요.이거

는 한..몇 천..몇 천년이 있어야지 될 거...

T:몇 천년?천년 단 ?

S:네.

2-4 232K

T :그리고 번에도 얘기했는데,요기 알 스,히말라야, 안데스 산맥 이

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그거랑 이 로키산맥이 만들어진 원인은?

S: 끼리 부딪 가지구 그 올라가 가지구 생겼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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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나머지들 거기도? 같이 생겼을...

S: 끼리...끼리 부딪 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에 ..에 .두 개의

이 부딪히면서 이게 내려 에 이 내려가 가지구...내려가면서 이게 산이

형성...

T:차이 때문에 산맥이 생성된다?

S:네.

T:음..알겠어.공부를 많이 한 거 같네.

[2-3K 3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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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가 알 스 산맥이야.

S:사진 안 바 어요.근데..맨날 같네요.

T:요거(지도)는 같애.아마 다음 주는 안데스겠지?

S:(고개 끄덕)요것(풍경사진)도 같은 거 같은데.

T:근데 이건 다른 데야.기차가 다니잖아?

S:아..

T:요기 알 스 산맥 사진이야.유럽에 있는.

S:네.

T:그니까.뭐 다 비슷하게 생겼지?

S:네.

T:이 모습을 이제 어..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골라서 재훈이가

한 번 설명을 해보자.

S:아.이거 오늘 배운..이거요.

T:이거?

S:이게 습곡이라고 하는 건데요.그니까.이 게 땅이 지층이 있는데.이게

양쪽에서 무슨..이 게(손 치듯이)강한 횡압력에 의해서 이게 구부러

지거든요.이게 구부러져가지고 이 게 생긴게 바로 이거.

T:양쪽에서 가하는 힘?

S:네.횡압력이요.

T:그거는 왜 일어나는 거야?

S:어...(고민)이 게(손 치듯이)되는 이유가.. 과 이 부딪히면서 되

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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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과 이 부딪히면서 그 압력?

S:아..아니 이 게 이 있으면 이 게 평평하지 않구,이 게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이 게 올라가..올라간 거 끼리 부딪 가지구..그게 이제 이

게...충돌하며는 이게 구부러질 거에요.그러면 구부러지면서 습곡이 형

성되는거에요.

2-2,2-3 233K

T :어...설명을 잘 하네 이제.그리구 어.자.이 알 스 산맥은 1억년 에는

모습이 어땠을까?이쪽 지역에.

S:알 스 산맥은..이게 이.. 구조론에 의하면 이게 요쪽에 있던 거 같거

든요?

T:어.태..인도양 쪽에 있었다?

S:아니.요기 모여 있었는데.

T:아..한 군데 모여 있었다..?

S:흩어지면서 이 게 된건데.제가 알기론 요쪽에..요쪽 쯤에 있었는데,그

때 그때는 간 쪽이 평야 을..평야 을걸요.그냥 평평했어요.근데 움

직이면서 이게 계속 요기로 움직이면서 쓸려가다 보니까 충돌하면서 이

게 올라간거죠.(̂모양)지각이.그래 가지구 알 스 산맥이 $%&*$높게

형성된거죠.신생 때.

T:아..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유가 움직이면서..

S:네.

T:아까 얘기했었던 이..

S: 이 움직이면서 이 올라가면

T :부딪 서 올라간거다?그래서 알 스 산맥이 만들어진거다?

S:네.신생 때 만들어졌으니까.그리고 알 스 산맥이 높은 이유도 그 나

머..다른 산맥도.다른 산맥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신생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나마..침식.침식과 풍화작용이 덜 일어났기 때문에 알 스 산

맥이 높은 거에요.

T:그니까 그러면 1억년 에는 이쪽 지역은 모습이?

S:평평했다.

T:그냥 평야 다.그러면 1억년 후에는?

S:아..아마 1억년 에는..1억년 도 신생 니까 그 때도 높았을 걸요.아

마.

T:1억년 이 신생 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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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니까 이게.아.이게 과 이 만나겠죠.그러며는 그 에는 평평했을..

이게 요기 있을 때는 평평했었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요기 쓸려가다 보니까

올라간거니까..이게 붙을려고 할 때가 신생 니까 신생 때가 좀 오래

으니까..1억년 에도 아마 산..산이 있었을거에요.산맥이..

T:그러면 아무 것도 없었을..뭐 평야 같았을 때는 한 몇 년 쯤일까?

S:신생 가 몇 년 쯤 인거죠?몇 년 쯤에 시작된..?

T:그거 뭐..재훈이가 생각하는 로..

S:어...3억년 쯤에는.이게 평야이지 않을까?

T:평야 을 거 같다?그럼 1억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 같애?

S:이게 계속 요기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높아지거나..높아지겠죠.계속 높아

지겠죠.근데.계속 이 게 붙으려고 하니까 계속 높아지겠죠.이 산이.산맥

이

T:그러면 지 보다 더 높아진다?

S:네.높아지긴 하는데 무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 같구요.왜냐며는 침식

작용도 일어나니까.높아지긴 하는데,그리 많은.그니까 격하게 높아지지

는 않을 거 같구.천천히 조 씩 늘어..늘어나겠죠.

T:모양은 계속 이런 모양인거야?

S:아니요.요기 를 들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침식되는 방향이 다르니까

모양은..산 모양은 변하는데 높아지긴 높아지겠죠.

T:1억년 후에는 더 높아질 거다?

S:네.

T:그러며는..이 알 스 산맥이 지 ..아까 3억년 쯤에 평야 다고 했으니

까 이 게 만들어지는데 3억년 걸렸다고 이해하면 될까?

S: .

T :그러면 앞에 이거 했을 때,화산과 지진으로 땅이 변하는거랑 비교해보면

그 속도 차이가...

S: .이게(알 스 산맥)훨씬 더 느리죠.이게(화산,지진)훨씬 빠르구요.

T:이..앞에 이거?

S:네.화산은..화산이랑 지진활동은 격하게 일어나니까 방 형성될 수 있

는데, 은.. 과 은 천천히 거의 한 일 년에.일 년에 몇 센티

씩 움직이니까..거의 천천히 형성된다고 야죠.그니까..진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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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그러면 그 히말라야랑 로키산맥,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졌

을까?여기 큰 산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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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기 이랑 요기 이 부딪히면서 형성되었구,

T:아.이런 산맥들도 알 스처럼..

S:그리고 해안.해안..해양 이.해양 이 땅.땅에 있는 보다 도가 높

기 때문에 이게 해양 이 이 게 내려가요.이 게 둘이.두 개가 충돌하

게 되면.그래 가지구 이게 올라오면서 로키 산맥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거도 그 구.안데스 산맥

T:그럼 알 스 산맥은 해양 은 아닌 건가?

S:아닌데 이거는..아.로키 산맥,안데스 산맥은 이 게 이 있으면 이 게

되는 건데.알 스 산맥은 이 게 되가지구 지각끼리 만나가지고 둘이 같이

올라 온거죠.

T:아.그러니까 어 든 끼리는 만난건데 로키산맥이랑 안데스산맥은..

S:지각 이 올라온 거구요.이거는..이거는..알 스 산맥은 지각 두 개

가 다 올라온거죠.

T:알겠어.

[2-3K 4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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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기 보면 여러 가지 높은 산맥들이 있는데,그 에 안데스 산맥을 여기 있

는 걸 나타낸 거 거든.여기 안데스 산맥을 나타낸 건데,이런 걸 보고 나한

테 얘기를 좀 해줘 .

S:이런 거는 습곡으로,횡압,횡압력에 의해서 그니까 양쪽에서 움직이면 얘

가 형성되는 거구요.

T:어.근데 있잖아.습곡이라는게 뭐라구?

S:습곡이란게 지층이 이 게 있으면 충돌하면서 이,이 게 고무찰흙이 있

으면 고무찰흙을 이 게(양 에서 르면)하면 이 게 (S자 운 모양)

S자로 되잖아요.이게 지층이.지층에 나타난 거라 보시면 돼요.

T:아.그러면 있잖아. 에서 무슨 얘가 이 게 된 건 왜 그런거야?

S:그니까 요기,요기가 나즈카 인가 그러고,요기 나즈카 이가 그러고 아

무튼,이 이랑,이 이 부딪히는데,부딪,그니까 충돌하려는 힘이 있

어요.그러면 충돌하려다 보니까 에 있던 지각들이 서로 움직이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겠죠.가까워지게 되는데 요기 있던 지각들이 서로..그니

까 요기랑 요기 갈려고 하는데 요기는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게 로 올라가고 이건 내려가고 (박수치듯)S자 모양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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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아.그러니까 지 횡압력이라고 하는 건 미는 힘이잖아?

S:네.

T:그럼 여기는 갈라 그러고,여기는 뭐 안 갈라고 한다매.그건 왜 그런거야?

S:그니까 다 가려고 하는게 아니라 끝..아마 요기 양쪽 끝에서 미는데 요

기 가운데 있는 에서는 *& (̂안들림)

T :아..안 간다 그런다고.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의 원인은 뭐야?왜

이 게 갑자기 압력이..

S:그니까 이, 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아마 요쪽,요쪽 맨틀에서는

욜로 갈려고 하고,요쪽 맨틀에서는 욜로,유동성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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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아.알겠어요.알겠어.자 그러면 생각했을 때,뭐 옛날에,과거에 공룡이 살

고 뭐 그런 시기에 안데스 산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뭐 있었을까?

S:산..산이 아 없거나,아님 산이 있더라도 완만한 상태 을 거 같아요.

T:어.그럴 거 같애?그러면 앞으로 1억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 같애?

S:산이 계속 더 높아질 거 같아요.

T :더 높아질 거 같애?아.그러면...(소음)......그런데 있잖아.그러면 아까 산

이 없던지 있어도 조 있던지,앞으로 올라가던지 했는데,그 게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 같애?속도가 어느 정도 걸릴 거 같애?

S:그,.제가 배우기로는 이 움직이는 속도가 손톱 자라는 속도보다 더 느리

다고 했거든요.그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이 게 움

직이면서 이 조 조 씩 올라오고 있을 거....

T:아.그러면 그게 한 어느 정돌꺼 같애?

S:1년에 한 ..소숫 계속 내려가다가 있을...

T :그러면 지 의 모습의 히말라야.아니 이런 안데스 모습이 되는데 까지는

어느정도 걸렸을 거 같애?

S:5억..어..3억년?

T:한 그 정도?

S: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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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어..알겠어요.그러며는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가지구 안데스 산맥이 어떻

게 해서 만들어 졌는지 얘기를 해줘 요.

S:일단 지각 이랑 부딪히면서 해양 이 원래 지.지각 보다 도가 높



-62-

거든요.그래 가지구 해양 이 으로 내려가구요.그러면 내려가면서 이

게 계속 잖아요.그럼 이게 올라가요.올라가면서 이게 산이..이게 안

데스 산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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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알겠어요.그러며는 여기 있잖아.@#$̂@,알 스 산맥,히말라야도 있고 다

른 높은 산맥들 있잖아.그런 높은 산맥들이 로키 산맥도 있고,그런 산맥들

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S:이 산.이 산,이런 것들도 이 게 과 이 부딪히면서 그 끝에 있

던 지각들이 이 게(̂ 모양)되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게 어느 한

쪽이 내려가면서 한 쪽이 올라가 가지고 이 게 되거나 그 게 돼 가지

구 산이 형성되...

T :아.그래요.그러면 쫌 어떻게 안데스 산맥 만들어진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거야?

S:네.뭐 거의 비슷하다고

T: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네.알겠어요.수고해줬어요.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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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typesofinterlanguageof

middleschoolstudentsinthe

processoflearningdiastrophism

Kang,Doyoung

DepartmentofScience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Studentsencounterlanguagebarrierfirst,whentheytrytolearn

scienceinthescienceclass.Scientificlanguageissodifficulttolearn

thatstudentsfeelitaslearning foreign language.Becauseschool

scienceisconstructedbyscientistswhohavetheirowncharacteristic

culturedistinctfrom students'ownones.Inthisstudy,Iconsidered

interlanguagethelanguagethatstudentsconstructintheprocessof

overcoming the gaps between school scientific language and

students'language.Iexploredtypesofinterlanguageinearth-science

lessonsandanalysisthedifferencewithforeignlanguageeducation

which is conceptualized first, and tried to organize them

systematically.

7 lessons were modified partly for study and educated.

Semi-structured individual interviews were performed to 18

participants who were middle school 2nd grade students.The

students participated in interviews for 4 times spon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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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datawerevideo/audiorecordedandtranscriped.Datawere

analysedbythewayofthethematicpatternintheLemke(1990)'s

book,'TalkingScience'.

Results ofthis study were included 8 types ofinterlanguage,

whichwere6typesincontextofwordand2typesincontextof

semantic relation.Results were categorized to 4 categories by

meaningofinterlanguageanalysis,3typesincasethatstudentsrely

oneveryday linguisticresources,1typeincasethatstudentsuse

scientificwordswitheverydaywords,2typesincasethattheyuse

scientificlanguageimperfectly,and2typesincasethattheymake

semanticrelationsinappropriately.Interlanguageincontextofscience

educationcouldbereconceptualizatedasthelanguageoflearnerwho

couldn'treach the targetlanguage,which connote the scientific

meaning.

Withthisstudy,theresultswerefoundthatstudents,asscience

learner,were active constructeroflanguage besides concept,and

evokethechangeofperspectivethatlanguagein theprocessof

science learning is reconstructed with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learnersandteacheroramonglearnerscontinuously,beyond

thefunctionofmeaningconduit.Thischangeofperspectiveimplicate

that students' imperfectlanguage is notnegative one,butthe

evidenceoflearningthatisconstructednecessarilyintheprocessof

sciencelearning,andbothteachingandassesmentstrategywillbe

established with this perspective in considering of students'

interlanguage.

keywords:Diastrophism,interlanguage,cross-culturalscience

education,linguisticresources,thematicpattern

StudentNumber:2010-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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