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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최근의 과학 학습의 동향을 살펴보면 실질 인 과학 탐구가 강조되며

이를 실천하기 한 방안으로 과학 모형을 활용한 수업이 제시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모형을 활용한 수업에서 소집단 내 학생들의 과

학 모형을 사회 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해 이해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학교 2학년 학생을 상으로 ‘별까지의 거리와 시차’와 련된

주제로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수업 모듈을 개발하 고,이를 학교에

용하 다. 체 수업 과정과 학생들의 소집단 활동은 촬 후 모두

사하여 질 으로 분석하 고 학생들의 활동지와 사후 인터뷰 자료도 참

고자료로 분석에 이용하 다.학생들의 소집단 안에서 과학 모형을 사

회 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과학 모형과

련하여 Clement와 Rea-Ramirez등의 모형 발달 과정을 심으로 분석

하 고,사회 구성의 측면은 Wertsch의 ZPD 구성개념 에 상황정의

와 상호주 성을 심으로 분석하 다.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내린 결론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정의를 가지고 과제에 참여하 으며,학생

들의 상황정의는 역동 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학

생들의 다양한 상황정의는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 여러 가지 형태로

향을 주었다.

둘째,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상호주 성을 형성해나

갔다.동의 반응뿐만 아니라 거 반응도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정

인 향을 수 있었다.

셋째,교사는 학생들의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조 인 역

할을 맡았지만,교사의 발언은 학생들의 활동에 강한 향력을 보여주었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소집단 안에서 과학 모형을 사회 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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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과학 모

형과 사회 구성과 련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지속 인 연구가 수행된

다면 실제 학교 장에서의 실질 인 과학 탐구도 기 할 수 있을 것이

다.

주요어 :과학 모형,사회 구성,상황정의,상호주 성

학 번 :201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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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변하는 사회 속에 과학 교육에 한 사회의 요구도 지속 으로 변화

하고 있다. 통 인 방식인 단순한 개념이나 지식의 달을 통한 교육

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우리나라에서는

2009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과학 교과의 목표를 학생들이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 태도를 기르며 민주주의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 소양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명시하

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

과학 교육의 일반 인 목 은 ‘과학 소양(scientificliteracy)’의 함양

에 있으며(이명제,2009),이를 해서는 학교 장에서 과학 탐구의 실

행을 요시 하여야 한다(김정훈,박 신,2012). 한 과학 탐구는 그 자

체로서 학습자가 개념을 학습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매우 요

한 의미를 가진다(김지 외,2002).

그러나 지 까지의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에서 탐구 심의 학습은 구호

로만 강조되고 있을 뿐 실제의 장에서는 제 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

며(조희형,1992),일방 인 강의식 수업을 주로 실행하고 있다.우리나라

학생들이 과학에 해 높은 수 의 성취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한 흥미도가 매우 낮은데,이에 해 일방 인 과학 수업의 방식이 주

된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이미경,정은 ,2004).학교 장의 이러한

문제 에 해 실제 과학의 특성을 더 반 하는 여러 가지 학습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학습 방법 에 모형 기반 탐구(MBI,ModelBasedInquiry)는

학생들이 자연 세계에서의 요한 상에 해 증거에 기반을 둔 설명을

발 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실험 재료와 데이터의 단순한 조작

이 아닌 인식론 언어와 교육 인 사고를 강조하고,학생의 일상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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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험,지식을 학습의 요한 요소로 인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Windschitletal,2012).인식론 언어와 교육 인 사고는 미래 사회의

과학 규 (NextGenerationScienceStandards)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항

목이다(NRC,2011).

한편 지구과학이 다루는 탐구 상인 지구과학 상의 특징은 거

한 시·공간 규모, 근 불가능성(inaccessibility), 통제 불가능성

(uncontrollability),복잡성(complexity)으로,이로 인해 실험실에서 여러

변인들을 통제하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이

규호,권병두,2010).따라서 학교 장에서 지구과학의 탐구는 모형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오필석,2007).

박 신(2006)에 의하면 학생들은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과 유사한 경험을 함으로써 과학 소양을 키워나갈 수 있다.과학

자들이 탐구하는 과정은 세상에 해 특정한 을 가지고 해결하기

한 문체를 찾아 모형을 구성하고,모형이 합한지 결정을 한 후,과학자

사회에서 동의를 얻어내고, 에게 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Giere,

R.N.,Bickle,J.,& Mauldin,R.F.2006).따라서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

하고 수정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과학 소양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

인 향을 수 있다.

한편,최근에는 학습에 한 사회 구성주의 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학습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 상호작용 활

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을 개인이 내 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어

난다(Vygotsky,1978).과학자들의 과학 활동 한 인간의 사회 활동

으로(Lemke,2001),과학자 공동체에서도 새로운 과학 지식은 단순히

개인의 논리 인 추론보다는 동료와의 동과 경쟁, 의를 통해 생산된

다(Radinskyetal.,2010).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과학 학습의 동향 역

시 학생 심의 활동 인 교수-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Mortimer&

Scott,2003),학습 과정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의 언어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다(이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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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회 구성주의 에서 교실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찰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남정희 외

2010;Hogan,etal.,1999;Mortimer& Scott,2003).

과학 모형과 사회 구성주의의 을 결합한 연구도 최근에 이르

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들 연구에서 과학 모형을 이용한 실질

인 과학 탐구 실천을 한 략을 개발하고,학생들이 과학 모형을 구

성해나가고,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찰하 다(강은희 외,2012;유희원,

2012;이신 외,2012;정 은,2012;함동철,2012).그러나 이들 연구는

과학 모형의 변화 양상이나 상호작용의 유형 악 등에 그쳐 과학

모형의 공동 구성에 한 심층 인 이해에 도달하기는 부족하다.따라서

학생과 학생,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에 한 심층 인 이해를 기반으

로 모형의 공동 구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 은 과학 모형을 형성해나가는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

의 특징을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1.학생들의 과학 모형 구성 소그룹 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황정의와 상

호주 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2.학생들의 과학 모형 구성 소그룹 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황정의와 상

호주 성에 학생들 교사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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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과학 모형

1.과학 모형과 과학 교육

가.과학 모형

과학 모형이란 자연 상의 시스템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한 표상이며

(Harrison& Treagust,2000;Justi& Gilbert,2002),과학 연구에 있어

자연 상을 설명하고 상하는 도구로써 과학 활동에서 매우 요한 역

할을 한다.

Halloun(2006)은 그림 1과 같은 과학 패러다임에서의 개념에 한

조직도를 제시하면서 모형을 통해서 이론이 과학 패러다임의 개념

내용을 제공한다고 설명하 고 모든 과학 이론은 이론에 의해 제공되

는 모형의 세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형을 거쳐야만 개념에 이를 수 있

다고 보았다.

그림 1.과학 패러다임의 개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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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등(2000)은 모형이 이론의 추상성을 구체화하여 실재(realism)

와 이론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그들에 따르면 모형과

상,실제 세상(realworld),자료(data)는 그림 2와 같은 계 속에서

상호작용한다.

그림 2.실제 세상,모형,자료, 상 사이의 계

이를 바탕으로 과학 이론은 모형들의 집합과 모형들의 집합 속에서

합한 것을 선별해 낸 이론 가설들의 집합을 일컫는다.

이러한 과학 모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분류되

어 왔다.Gilbert(2000)는 과학 모형을 존재론 상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하 다.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해서 개인의 정신 모형은

필연 으로 표 모형으로 나타나져야 하며,표 모형은 사회 집단

안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합의 모형으로 발 하게 된다. 한 학교

장의 맥락에서 교수 모형은 합의 모형,과학 모형,역사 모형,교

육과정 모형의 과정을 거치며 발 하게 된다.(Oh& Oh,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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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종류 설명

정신 모형

(MentalModel)

사 이고 개인 인 인지의 표상.개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룹 안에서도 형성됨.

표 모형

(ExpressedModel)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해 하나 는 그

이상의 표상의 방식의 사용을 통해 나타난 모형.

합의 모형

(Consensus

Model)

상이한 사회 집단 안에서 토의 실험을 통

해 표 모형이 가치가 있다는 것에 합의를 이

끌어 낸 모형

과학 모형

(ScientificModel)

과학자 공동체에 의해 공식 인 실험 검증을 따

라 승인을 얻은 합의 모형

역사 모형

(Historicalmodels)

특정한 역사 맥락들에서 생산되고,후에 많은

연구 목 들에 해 체되는 합의 모형

교육과정 모형

(CurricularModel)

정규 인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간소화를 거친

역사 모형 는 과학 모형

교수 모형

(TeachingModels)

교사나 학생이 과학 ,역사 ,합의 모형과 그

표 을 이해하기 해 교육과정 모형을 발 시

켜 만든 모형

혼합 모형

(HybridModel)

과학 ,역사 , 는 탐구 역 속에서 교육과

정 모형들 각각의 몇 가지 특징들이 합쳐지면서

형성된 모형

교육학의 모형

(Modelof

Pedagogy)

교실 활동 에 교사들에 의해 사용되고,과학의

본성과 과학 교수의 본성,과학 학습의 본성과

계있는 모형

표 1.과학 모형의 종류와 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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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델링과 학습

모델링이란 간단히 말해 모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과학 활동에 있어 과학자들은 기 모형을 만들고 기 모형에 한

안 모형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론이나 실험을 통해 보다 더

과학 인 모형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델링을 과학 학습 분야에 용하면,학생들은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여 모형을 만들고,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과학 지식을 능동 으

로 구성하면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Harrison & Treagust,

2000;Justi& Gilbert,2002).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과학 지식을 구성하고 평가함으로써 과학 기술을 익히고,교과 내용과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Carey&Smith,1993). 한 학생들의 모

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신 모형과 과학 추론(scientificreasoning)

과정이 드러나게 된다(Gobert& Buckley,2000;Justi& van Driel,

2005).

Clement(2008a)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모형이 구성되어지는 과정을 모

형의 생성(Generation),평가(Evaluation),수정(Modification)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 으며 이를 GEM cycle이라 명명하 으며,

Rea-Ramirez등(2008)이 이를 명료화하여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GEM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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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oun(2006)은 학습자의 모델링 학습 과정(Modelinglearningcycle)

을 순환 학습을 기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이 과정은 그림 4

와 같이 ‘탐색(Exploration)-모형 제시(ModelAdduction)-모형 생성

(ModelFormulation)-모형 배치(ModelDeployment)-패러다임 종

합(paradigmaticsynthesis)’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4.MLC(Halloun,2006)

함동철(2012),유희원(2012)은 기존의 모델링 과정 모델링 학습 과

정에 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그림 5와 같은 수정된 GEM cycle을

고안하 다.수정된 GEM Cycle에서는 학생들이 상,사실,이론을 기

반으로 가능한 모형을 생성한 후,모형을 평가한다.모형을 평가하는 단

계에서 모형에 큰 문제 이 나타나면 새로운 모형을 생성하기 해 모형

생성단계로 돌아가고,작은 문제 이 나타나면 모형 수정단계를 통해 모

형을 수정하여 다시 평가하게 된다.모형 평가단계에서 더 이상 문제

이 발견되지 않으면,실제 실 는 다른 상황에 이를 용 확장하

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이들 일련의 과정은 오필석 등(2005)의 귀추

수업 모형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각각 ‘탐색-조사-선택-설명’의 단

계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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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수정된 GEM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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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문화 과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Lemke(2001)에 의하면 과학교육 활동을 포함한 모든 과학자의 활동은

인간의 사회 활동이다.새로운 과학 지식 역시,개인의 논리 인 추

론보다는 과학자 공동체 속에서 동료와의 동과 경쟁, 의를 통해 생

산된다(Radinskyetal.,2010).

한 학습에 한 최근의 은 개인의 내 ⋅인지 과정으로 악

하는 에서 사회 실행과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 구성의 으로 변

화하고 있으며(Palincsar,1998),따라서 사회 상호작용의 역할은 과학

학습에 있어 핵심 이고 필수 이다.

가.사회 공동 구성(Socialco-construction)

공동구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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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의 에서 보면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은 동학습이나 력학습

과 련이 있다.그러나 공동구성에서는 동ㆍ 력 학습과 달리 지지하

는 분 기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논의(argument)와 같이

구성원들 사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 할 수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

다.

공동 구성과 련된 연구는 1970년 반,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에

서 아동들의 언어 연구와 제 2외국어(secondlanguage)의 학습 연구에

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공동 구성이 학습의 요한 요소로 제시되면

서 시작되었으며(Jacoby& Ochs,1995),이후 다양한 맥락에서의 공동

구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과학 수업에서도 탐구 활동 과정에서 소집단 상호작용과 학 체 상

호작용을 통해서 과학 모형을 공동으로 생성해 나간다(Gilbertetal.,

2000).따라서 과학 모형을 사회 으로 공동 구성하는 과정은 과학 학



-11-

습에서 핵심 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델링과 련하여 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lement(2008a)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모형이 구성되어지는 과정을 연

구하 으며, Holloun(2006)은 학습자의 모델링 학습 과정(Modeling

learningcycle)을 순환 학습을 기 로 하여 제시하 다.하지만 기존의

과학 모형과 련된 과학 교육 연구는 모델링 과정에 을 두어 진

행되었으며,모델링 과정의 사회 구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과학학습에서의 사회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단순히 개인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

니라,사회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마음에 구성되고 사회 합의에 의

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Piaget의 발달심리 이론에 근거를 둔 인지 구성주의는 개인의 인지

활동을 강조하고,주로 학습자와 학습 내용과의 상호작용에 을 두었

다.즉,발달의 요인이 학습자 내부에 존재하므로,학습자가 발달에 주체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반 로 Vygotsky는 사회 맥락을 강조하여 학습 과정을 개인들

사이의 사회 상호작용 는 개인들이 문화 산물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얻은 지식을 개인의 내면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 다.

한 언어가 사고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Piaget와 달리,Vygotsky는 언어

가 사고발달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Vygotsky의 에서 학습자가 재 수 에서 도달할 수 있는 실재

발달 수 (ADL,actualdevelopmentallevel)이 있고, 군가의 도움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잠재 발달 수 (PDL,potentialdevelopmental

level)이 존재한다.학습자가 실재 발달 수 에서 잠재 발달 수 으

로 도달하기 해 성인이나 교사 는 동료의 도움이 요구되며,이러한

도움의 과정을 사회 상호작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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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tsch(1984)는 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 에서의 학습,즉,실

재 발달 수 에서 잠재 발달 수 으로 도달하는 과정을 상황정의,

상호주 성,기호매개의 세 가지 구성 개념을 통해 체계화하 다.

1)상황 정의(situationdefinition)

상황정의는 과제가 놓여있는 상황에 해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목

의 표 을 의미한다.상황정의는 인지 활동의 본성이 상황( 는 문

제)의 외부 특성뿐만 아니라 그것에 한 학습자의 해석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M.L.Schubauer-leoni& M.Grossen,

1993).

개인의 상황 정의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해서는 학습해야 하는 상

( 는 문제)의 표상과 그 상( 는 문제)을 해결하기 한 활동 패턴의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다(Wertsch,1984).

상황정의는 참가자의 역할이나 자격이나 질문되어지는 객체(즉,문제)의

본성에 의해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의 상황 아래에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참가자들 사이의 의에 의해 구성된다.따라서 상황정

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속 으로 발달하거나 변화할 수 있다(M.L.

Schubauer-leoni& M.Grossen,1993).

상황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잠재 발달 수 은 양 인 개념의 성장을

설명할 수 없으며, 신 잠재 발달 수 의 성장을 질 인 측면에서 기

존의 상황정의를 체하는 상황의 재정의(situationredefinition)로 설명

할 수 있다(Wertsch,1984).

2)상호주 성(intersubjectivity)

상호주 성은 같은 상황정의를 공유하고,같은 상황정의를 공유하 다

는 것을 인식하 을 때 존재할 수 있다. 한 상호주 성은 상황정의와

마찬가지로 양 인 수치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수 으로 나타

난다.학습을 도와주는 사람과 학습자는 각자 개인 내 심리 범주

(intrapsychologicalplane)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 상황을 상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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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정의로 의할 수 있다.

Vygotsky가 을 두는 상호작용 유형은 학습자들 사이에서 는 학

습자와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자 독자 으로 정의한 상황

정의가 아닌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 충된 제 3의 상황정의에 의해 상

호작용하는 것이다.

3)기호 매개(semioticmediation)

기호,특히 언어 기호에 의한 재(mediation)는 Vygotsky심리학의

이론 반에 걸쳐 근본 인 의미를 가진다.상호주 성과 상호주 성에

이르기 한 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호의 매개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 내 심리 범주(intrapsychologicalplane)속에서 각자 다르게 설립

된 상황정의 속에서도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기호매개의 한 형태가

있다면 상호주 성이 설립될 수 있다.

그림 6.Wertsch의 세 가지 구성개념

Wertsch의 세 가지 구성개념을 통해 학습 상황을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다.학습은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상황정의를

기반으로 상호주 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기호매개는 그 과정에

있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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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연구 과정

본 연구에서 찰한 수업은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심 탐구

학습 략의 개발과 용 과정 이해」라는 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실

시한 수업 하나이다.수업 투입에 앞서,과학 모형과 과학 모형

구성,그리고 사회 구성에 한 선행 연구 문헌 연구를 실시하 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 참여 학생의 학년,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주

도 으로 모형을 구성할 수 있고,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단되는

단원을 선정하 다.선정된 단원은 학교 2학년의 ‘별의 시차 측정하기’

단원으로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의 사회 상호작용이 활발하

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주안 을 두어,소집단 활동을 기반으로 그림 7

과 같은 형태로 수업 모듈을 개발하 다.

그림 7.사회 구성에 기반을 둔 수업 모듈

수업 모듈은 과학 모형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개인 인

정신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활동과 사회 인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 모

형을 구축할 수 있는 활동을 모두 포함시켰다. 한 합의 모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교사의 과도한 향력을 배제하기 해 모형을 평가 하는

단계에 모둠 사이의 모형 평가 활동 단계를 추가 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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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수업 모듈과 수업 활동지는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2인,지구과

학교육 공 연구자 5인에 의해 검토와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쳤다. 한

본 연구에서 찰한 수업 이 에 다른 학 에 수업을 투입한 후,연구

참여 교사와 연구자와의 의를 통해 수업 모듈과 활동지에 해 추가

인 검토와 보완을 실시하 다.

보완한 수업 모듈은 2011년 6월 30일,경기도 소재의 안학교 학교

2학년 학 에 용하 다.수업은 2차시 블록 타임으로 진행되었으며,수

업 후 참여 교사와 참여 학생 일부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

촬 되고 녹음된 수업 활동과 인터뷰는 모두 사되어 학생들이 활동

에 작성한 활동지와 함께 학생들의 모형 형성 사회 공동 구성 과정

을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2.연구 상황

가.연구 참여 학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치한 기독교계 안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안

학교이지만 일반 학교의 교육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으며,교과서도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동일한 교과서

를 사용하고 있다.학 당 학생 인원은 24명 내외로 일반 학교에 비해

은 수의 학생으로 학 이 구성되어 있다.학교가 치한 지역은 소득

수 이 높은 편이며,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이 일반학교의 응

문제나 학업에 한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아닌 종교 인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낮지 않은 편이다.학생들은 사교

육의 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교사와 학생의 계는 친 한 편이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역시 매우 활발한 편이다.과학 수업은 학기 부

터 고정된 4명으로 구성된 모둠으로 과학실에서 진행되어 왔으며,교사

와 학생 모두 력 인 수업 활동에 익숙한 편이었다.



-16-

나.연구 참여자

1)연구 참여 교사

연구 참여 교사는 교직경력 17년의 노련한 교사로 15년간 사립 고등학

교에서 근무한 후,2010년부터 재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학습

연구회 표를 역임하 고,교사를 상으로 한 동학습 직무 연수의

강사로도 활동하는 등 동학습 구 에 한 의지가 강하며 문성도 갖

추고 있다.

2)연구 참여 학생

본 연구의 수업에 참여한 학 의 학생은 총 23명으로 남학생 11명,여

학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수업은 6모둠으로 나 어 진행되었다.남

학생 1명과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4모둠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모둠

은 남학생 2명,여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다.모둠 구성 시,학생들의 학

업 성취도는 고려하지 않았지만,모둠 별 평균 인 학업 능력에는 큰 차

이가 있지 않았다.

다.‘시차 측정하기’수업

본 연구에서 투입한 수업의 주제는 2007개정 교육과정 학교 2학년

과학 단원의 ‘시차 측정하기’내용에 한 것이다.수업의 목표는 학생들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 ‘지구의 공 ’과 ‘별까지의 거리’라는 요소를 통해

시차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학생들

에게 모둠활동을 통해 활동지의 별 A가 움직인 이유에 한 합의 모형

을 이끌어내고,그림 8과 같은 표 모형을 완성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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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시차 모형

수업은 2차시 블록타임으로 구성되어 45분 수업 후,10분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시 45분 수업이 진행되었다.수업은 개발된 수업 모듈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되었다. 반 인 수업의 흐름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반 인 수업의 흐름

1차시의 수업은 지난 차시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으로 시작되었다.

차시에 학습한 내용은 ‘별까지의 거리’단원의 내용으로 입체 북두칠성을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구 상에서는 같은 거리에

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학습하 다.교사는 련 내용을 착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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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면서 설명하 고,‘착시’라는 개념을 강조

하 다.한편,교사는 북두칠성을 작은곰자리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학

생들에게도 북두칠성의 국자 끝부분(교과서에서 2번별이라고 명시됨)이

북극성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가르쳤었다.

도입부에서 교사는 칠 앞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마을 단 의 거리,지구의 크기로 거리의 단 를 확장하며 본 수업에서

다룰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환기시켰

다.그 후,활동지를 비롯하여 비된 비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

생들의 모둠 활동을 실시하 다.

1차시의 모둠 활동은 학생들이 개인 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별 활동

과 모둠 안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교사는 ‘모

서리’,‘합체’와 같은 구호를 통해서 학생들이 개인 으로 활동하는 시간

과 모둠으로 활동 하는 시간을 구분하 다.개별 활동 후,모둠 활동으로

진행되는 단편 인 흐름이 아니라 모둠 활동 간에도 학생들이 개인

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개인의 정신 모형을 구

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개별 활동시간에는 개인 모형을 표 모형

으로 나타내보도록 지시하 고,이를 바탕으로 모둠 활동시간에는 모둠

칠 을 활용하여 모둠의 합의 모형을 논의해보도록 지시하 다.

2차시는 1차시에 완성한 개인의 표 모형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논의

를 통해 이끌어 낸 합의 모형을 표 모형으로 나타내는 활동으로 시작

되었다.이후,모둠원 교환을 통해 두 모둠 사이의 모형을 평가하는 시간

을 가졌다.모둠 모형 평가가 마친 후, 체 학 을 상으로 교사에 의

해 선정된 두 개의 모둠의 모형을 발표하는 집단 활동 시간을 가졌다.

집단 활동 후에 교사는 최종 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구의 공

궤도에 한 별의 상 인 치에 따라 시차가 나타나는 별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한 문제를 생각해 볼 과제로 제시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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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에서의 수업 상황은 교실 양 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 되

었고,각각의 모둠 활동 상황을 자세히 찰하기 하여 각각의 모둠 책

상에 립카메라와 녹음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모둠 활동을 촬 하고

녹음하 다.

여섯 모둠 에 분석 상으로 선정된 모둠은 1모둠,2모둠,3모둠이

다.4모둠의 경우,한 학생이 모둠 활동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표 모형

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이로 인해 모형 형성 과정 사회 구성 과정

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5모둠과 6모둠의 경

우,1차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른 모둠의 학생으로부터 내용을

달받고 2차시 수업에 들어오는 바람에 모형 형성 과정의 연속성이 깨

진다고 단하여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수업이 끝난 후,12명의 학생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인터뷰

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1모둠 3명(남학생 1명,여학생 2명),2모둠 3명

(남학생 2명,여학생 1명),3모둠 4명(남학생 2명,여학생 2명),4모둠 1명

(남학생),5모둠 1명(여학생)이었다.4모둠과 5모둠 학생은 모둠원 교환

시간에 각각 1모둠과 2모둠으로 이동하여 설명한 학생이었다.

촬 녹음한 모든 자료는 사되어,상황정의와 상호주 성을 형성

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학생들의 모둠 안의 개별 활동

과 토론 심의 모둠 활동 표 모형을 나타내는 모둠 활동이 있었던

1차시 후반부와 2차시 반부를 으로 살펴보았다.나머지 수업 시

간의 활동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학생들의 인터뷰 자료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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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소집단 안에서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

을 사회 공동 구성의 으로 분석하 다.분석은 ‘과학 모형의 구

성’과 ‘사회 공동 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분석의

수 은 Macro-Meso-Micro의 세 가지 수 으로 구분하 다.‘과학

모형의 구성’의 분석에는 Clement(2008)와 Rea-Ramirezetal.(2008)의

GEM Cycle을 활용하 으며,‘사회 공동 구성’의 분석에는 Wertsch의

ZPD를 체계화 시키는 개념 가운데 상황정의와 상호주 성을 활용하

다.모둠 활동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발화는 언어 상호작용 분석틀을 통

해 분석하 고,이를 과학 모형의 구성과 사회 공동 구성 측면의 분

석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 다.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은 표 2와 같다.

과학 모형의 구성 사회 공동 구성

Macro

Level
Clement(2008)&

Rea-Ramirezetal.(2008)

(GEM Cycle)

Wertsch(1984)

(상황정의,상호주 성)

Meso

Level

Park&Moro(2006)

(상황정의의 구성 요소)

Göncü(1993)

(상호주 성 형성)

Micro

Level
언어 상호작용

표 2.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

가.언어 상호작용 분석틀

MicroLevel에서는 언어 상호작용 분석틀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발

화에 해 분석하 다.언어 상호작용 분석틀은 상호작용의 기능

(Interactionfunction)과 진술 양상(StatementType)이라는 항목으로 개

발하 다.먼 ,상호작용의 기능과 련하여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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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호작용의 기능을 살펴본 정원 (2010)과 정원 등(2012)의 연구

를 토 로 표 3과 같이 상호작용의 기능을 정리하 다.

상호작용 기능 의미

인지

(Cognitive)
과제와 련된 내용에 한 지식을 공유하기 한 발화

조직

(Organizational)
집단의 과제 수행을 원활히 하기 해 진행되는 발화

정의

(Affective)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 하는 발화

메타인지

(Meta-cognitive)
과제 수행 자체에 해 평가 반성하는 발화

조작

(Operational)
내용과 련된 토의 외에 표 활동을 한 발화

표 3.상호작용의 기능 측면

제시된 상호작용의 기능 에 조작 기능을 제외한 네 가지 기능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능이며 조작 기능은 정원 등(2012)의 연구에

서 연구의 맥락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가시킨 항목이다.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네 가지 기능인 인지 ,조직 ,정의 ,메타인지

기능을 분석 기 으로 채택하 다.조작 기능을 나타내는 발화는

본 연구의 맥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항목이었지만,연구진과의

논의에서 조직 기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단하여 제외하 다.

상호작용의 기능에 한 하부 항목인 진술 양상은 선행 연구(Hogan

etal,1999;이 ,2002;정원 ,2010;유희원,2012)를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개발하 다.개발한 언어 상호작용 분석틀은 표 4와 같다.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들은 개발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코딩하고 이를

토 로 담화 지도(discoursemap)을 작성하 다.발화에 한 코딩은 발

화의 표면 의미뿐만 아니라 맥락을 고려한 해석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하나의 발화에 여러 진술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 다.코딩과 담화 지도

작성은 지구과학교육 공 연구자 2인에 의한 다각화 검증

(triangulation)을 거쳐 신뢰도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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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기능

(Interaction

function)

진술 양상

(Statement

Type)

의미(Meaning)
코드

(Code)

인지

(Cognitive)

제시 주 인 생각이나 의견을 단순히 제시함 C-Pr

정보
문제 상황이나 교과서 등으로부터 얻은 객

인 사실이나 정보를 제시함
C-In

설명 생각이나 의견에 한 보충 설명 C-Ex

고민
타인과 상호작용 없이 개인 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화
C-De

확인 질문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의 의견을 기

반으로 하여 상 방의 확인을 구함
C-Id

요청 추가 인 설명이나 정보,의견 등을 요청함 C-Rq

동의 상 방의 인지 의견이나 행동에 동의함 C-Ag

거부
상 방의 인지 의견이나 행동에 거부감을

표
C-Rj

무시 상 방의 의견을 요하게 여기지 않음 C-Ig

회피 상 방의 질문이나 의견에 한 응답을 피함 C-Ev

조직

(Organizational)

요청 상 방에게 인지 인 요소 외에 것을 요청함 O-Rq

제안 상 방에게 무언가를 제안함 O-Sg

확인 질문 조직 인 요소에 해 상 방의 확인을 구함 O-Id

행동 제재 상 방의 행동을 통제하기 한 발화나 행동 O-Re

무 한 행동 과제와 련 없는 행 발화 O-Ir

동의 상 방의 조직 의견이나 행동에 동의함 O-Ag

거부
상 방의 조직 의견이나 행동에 거부감을

표
O-Rj

메타인지

(Metacognitive)

평가 의견이나 의견에 한 평가 M-Ev

정 이해 의견이나 설명을 이해했다는 것을 표 M-P

이해 부족 의견이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함을 표 M-N

확인 질문
상 방이 의견이나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

함
M-Id

정의

(Affective)

정 감정

표

상 방의 의견이나 행동에 해 정 인 감

정을 표
A-P

부정 감정

표

상 방의 의견이나 행동에 해 부정 인 감

정을 표
A-N

기타 코딩 불가 Un

표 4.언어 상호작용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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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과학 모형의 구성

분석의 첫 번째 측면인 과학 모형의 구성은 Clement(2008)와

Rea-Ramirezetal.(2008)가 제시한 GEM Cycle을 통해 분석하 다.

GEM Cycle에서 제시하는 모형 생성(Generation), 모형 평가

(Evaluation),모형 수정(Modification)을 토 로 학생들의 활동을 해석하

여 기술하 다.이들 세 단계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안에서 다양한 수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MacroLevel과 MesoLevel에 걸쳐 분석을 실시

하 다.

다.사회 공동 구성

사회 공동 구성 측면의 MacroLevel에서는 Wertsch(1984)의 상황정

의와 상호주 성의 형성을 분석하 다.MicroLevel에서 분석한 언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MesoLevel에서는 상황정의와 상호주 성이 형성

되는 양상을 정교화하게 기술하기 하여 Park& Moro(2006)의 상황정

의의 구성요소와 Göncü(1993)의 상호주 성 발달과 련된 분석틀을 활

용하 다.

1)상황정의의 구성요소

Park& Moro(2006)는 상황정의와 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상호

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구성요소로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하

다.

ㆍ 물리 공간

ㆍ 참여자 자신의 역할과 지

ㆍ 과제

ㆍ 물리 공간 안의 구체 인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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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Expansions)
진행 인 노력에 정보를 더함으로 상호작용을 유

지하는 것

도입(Introduction)
이 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를 사회 상호

작용에 통합시키는 것

확 (Extension)
타인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정보 는 새로운 상

는 기 를 더하는 것

증축(Buildingon)
진행 인 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 으로 자신의

표 된 아이디어에 정보를 더하는 것

정(Agreements) 타인에 한 동의나 비동의를 나타내는 것

수용(Acceptance) 타인의 아이디어에 한 동의

거 (Rejection) 타인의 아이디어에 한 부인-무효화

변경(Revision) 타인의 아이디어에 한 거 과 변경

조정(Conciliation)
불일치를 해소하거나 립을 해소하기 해 알맞은

이유를 찾음

강조(Emphasis)
상 방의 주의를 끌기 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반복

무 한 행동

(IrrelevantAct)

상 방의 이 의 표 과 련 없는 행동,주제와

벗어난

표 5.Göncü(1993)의 상호주 성 발달 분석틀

상황정의는 의 네 가지 구성요소에 한 참여자의 해석으로 형성되

며 참여자간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상황정의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나타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상황정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토

로 학생들의 소집단 내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상황정의를 구체 으로

기술하 다.

2)상호주 성 발달 분석틀

상호주 성의 형성은 Göncü(1993)가 제시한 상호주 성 발달과 련

된 분석틀을 이용하 다.Göncü(1993)는 3～4세 아동 두 명의 놀이

(dyadicplay)상황에서 상호주 성이 발 해나가는 양상을 표 5와 같은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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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은 확장(Expansions)과 정(Agreements),강조(Emphasis),무

한 행동(Irrelevant Act)이라는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확장

(Expansions)과 정(Agreements)은 각각 도입(Introduction), 확

(Extension),증축(Building on)이라는 요소와 수락(Acceptance),거

(Rejection),변경(Revision),조정(Conciliation)이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의 연구에서 따르면 확 와 도입을 통한 아동들의 놀이 맥락에

서 확장과 수락은 상호주 성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며,거 과

무 한 행동은 상호주 성 발달에 부정 인 향으로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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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상황정의의 구성요소

학생들이 과학 모형을 형성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드러나는 상

황정의를 Park& Moro(2006)가 제시한 네 가지 구성요소 -1.참여자

의 물리 공간에 한 해석,2.참여자의 자신의 역할과 지 에 한 해

석,3.참여자의 과제에 한 해석,4.참여자의 상호작용 상황 속의 구체

인 사물에 한 이해 – 로 분석하 다.

가.참여자의 물리 공간에 한 해석

과학 모형을 형성하는 본 활동은 학교의 과학실에서 진행되었다.교

사가 생각한 본래의 상황정의는 과학실이라는 공간에서 과학 인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수업 도입부의 교사 발화

 ... 자, 천문 심화 프로젝트도 정말 잘 했지만 선생님은 그 천문 심화 프

로젝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바로 그건 뭐냐면 

우리 학교에 무슨 수업을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함께 모여서 토론하

는 협동 학습을 시도해 보는 거야. 

교사는 동학습의 문가로 실제로 동학습 기반 수업을 많이 실시

하며,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한 자연스럽게 동학습에 익숙한 편이다.

학생 H의 수업 후 인터뷰

 평소에도 다른 학교보다는 협동학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

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중략) ...평소에는 딱 두레활동 

할 때, 처음부터 딱 두레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 때 같이 생각 나누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자기끼리 먼저 생각을 정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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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학생들은 교사가 생각한 로 과학실이라는 공간에 해 과학

인 토론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과학 인 토론에 참여하 지만 몇

몇 학생들은 물리 인 공간에 한 해석에서 다른 학생과 다른 상황정의

를 가지고 있었다.

1모둠의 토론

학생 A : 천체가 북극성 주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 D : 아!  나 태양주위로 돈다고 했다 (웃음)

학생 B :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학생 A : (웃으며)우와,  진짜 웃긴다.

학생 C : (같이  웃음)

학생 D : 아. 근데 이게 북극성으로 돈다고 해도 이게 자리가 이렇게 왔

다 갔다 하잖아.. 

1모둠에서는 학생 A와 학생 D가 과학 인 내용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모둠의 토론을 시작하 다.반면 학생 B는 과학 인 원리와 상

없고 종교 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 다.학생 B의

이와 같은 의견 제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모둠의 활동

에 지속 으로 나타난다.학생 B는 물리 인 공간에 한 해석에서 본래

의 상황정의와 다른 상황정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학생 B의 상황정

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첫 번째는 단순히 과학 활동에 참

여하지 않고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의하 을 것이라는

해석이다.다음으로 기독교계 안 학교라는 맥락을 고려하 을 때,수업

활동을 과학 활동이 아닌 종교 인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상황을 정의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모둠에서는 학생 G가 다른 학생들과 다른 물리 인 공간에 한 해

석을 가지고 있었다.2모둠의 다른 학생들이 과학 모형을 구성하기

해 모둠 토론에 극 으로 참여하는 반면,학생 G는 모형의 그림을 그

리는 활동을 하기 까지,자신의 의견을 한마디도 나타내지 않고,방

자 인 자세를 보인다.학생 G의 이러한 행동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과학실이라는 물리 인 공간에 한 해석이 본래의 상황정



-28-

의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다른 하나는 과학 모형 형성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에 한 해석이 본래의 상황정의

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나.참여자의 자신의 역할과 지 에 한 해석

교사는 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동학습에 임함에 있어 극

이고 조 인 모습으로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독려하 다.

수업 도입부의 교사 발화

 경청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잘 맡았어. 넌 이거 맡아. 그래 오케이. 

넌 이거 맡아. 그래 오케이. 이거 어떻겠니,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서로의 맡은 역할을 잘 했다는 거야. ... (중략) ... 협동학습을 

하려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친구들 말

이 어쩌면 정답일 수 있어. 들어야 된다구요. 오케이?

1모둠의 학생 B와 2모둠의 학생 G는 앞선 물리 인 공간에 한 해석

에서 다른 학생들과 다른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었다.이들의 물리 인

공간에 한 상이한 해석은 참여자의 역할에 한 해석에서도 다른 참여

자와 다른 상황정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들은 교사가 의

도한 본래의 상황정의 즉, 극 이고 동 으로 과학 인 토론에 참여

하는 학생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한다.학생 B와 학생 G의 상황

정의는 본래의 상황정의와는 모두 다르지만,각 모둠에 미치는 향의

정도는 다르다.1모둠에서 학생 B의 상이한 상황정의는 다른 학생들의

상황정의에 일탈(deviation)을 유도하고 모둠의 모형 형성에 방해요소로

작용했지만,2모둠의 학생 G는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상황정의나 모둠 활동에 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교사는 모둠활동 ,모둠의 구성원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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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 시간 전의 교사의 발화

 자 두레짱 중심으로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시작해주세요. 같이 함께 토

론하기. ...중략...  자, 지킴이들 시간을 중간에 말해주세요. 말 하는 시간 

좀 이따가 줄 거예요.

두 짱은 모둠을 표하는 학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

며,지킴이는 토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둠 구성원들에게 알려주

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둠 활동 시간에 교사의 전체 발언과 학생 B의 발화

교사 : 자. 타임 키퍼. 지킴이들은 시간을..

학생 B : 야. 1분 남았다. 이제 거의 1분 남았어.

학생 B는 1모둠의 지킴이의 역할을 맡았다.학생 B는 과학 모형을

형성하기 한 토론에 진지하고 극 으로 참여하는 역할은 제 로 수

행하지 않았다.하지만 구체 으로 역할이 부여된 지킴이의 역할은 충실

히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학생들은 과학 모형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역할을 맡기도 하 다.GEM Cycle에 따르면 과학 모형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모형을 생성하고,평가하고,수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별 A가 움직인 이유를 설명하는 모형을 생성하고,평가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 다.

다.참여자의 과제에 한 해석

본 활동에서 제시된 과제는 그림 10과 같은 3장의 그림에서 별 A의

치가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과제이

다.3장의 그림이 6개월 간격으로 밤하늘에서 측된 모습이라는 정보만

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으며 과제를 해결하기 한 나머지 사항들은 학

생들이 스스로 정의하도록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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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과제 상황에서 주어진 그림

본 활동의 과제는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먼 학생들의

모둠 활동을 통해 그림에서 별 A의 치가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

는 합의 모형을 구성해내는 것과 그 합의된 모형을 기호와 그림을 통해

표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교사는 블록타임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합의 모형을 구성하도록

계획하 고,두 번째 시간에는 합의 모형을 모둠 칠 과 모둠 활동지에

표 모형으로 나타내도록 계획하 다.

3모둠의 학생들은 본 활동에 참여하며 과학실이라는 물리 공간과 과

학 모형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이라는 상황정의의

요소에 해 교사가 생각하는 본래의 상황정의를 공유하 다.3모둠의

학생들은 모둠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 고 과학 인 논의를 이어가려

고 노력하 다.그러나 과제에 한 해석에서 구성원 사이에서 다른 상

황정의가 발생하 다.

3모둠의 모둠활동

학생 L : 너무 쉽잖아. 지구가 자전한 거잖아. 

학생 K : 뭐가 쉬워. 지구가 자전해도 다른 애들은 안 움직였잖아. 

학생 I : 자, 이건 지구가 자전한 게 아니라 공전한 거지.

학생 J : 그러니까. 공전한 거지. 

학생 I : 봐봐, 얘가 가만히 있는데...

학생 L : (손으로 모양을 만들면서)자전을 하면서. 봐봐, 지구가 여기 있으

면 얘가 돌잖아. 

학생 J : (손으로 동작을 하면서)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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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L : (손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여기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 중략 ...

학생 L : (학생 K를 보며) 그래 난 틀렸어. 니네 맞았어. (자신의 학습지에 

기록한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문제를 다시 확인함)

학생 L은 모둠활동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구의 자 을 과제에 한

해답으로 제시한다.이에 해 3모둠의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의견을 가

지고 학생 L의 의견을 반박한다.학생 L은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반박

하며,자신의 아이디어를 계속 유지한다.그러나 다른 학생들의 지속 인

반박으로 인해 학생 L은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고 다시 문제를

확인하게 된다.

학생 L :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학습지를 계속 읽는다) 어

학생 I :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도니까. 

학생 L :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야, A만 움직였어.

학생 K : 그니까  A만 움직였으니까.

학생 I : 그래,  말했잖아.

학생 K : A만  움직였으니까

학생 L : 미안해, 그래그래. (자신의 학습지 내용을 수정) 

학생 L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학생 L을 배제한 채,논의를 진행

하고 있을 때,학생 L은 주어진 과제를 다시 확인하며 과제에서 별 A만

움직 다는 것을 악한다.이 까지 학생 L은 모둠 활동 기에 주어진

과제를 별 A만 움직이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별이 하늘에서 움직

이는 이유를 찾는 것으로 악하고 있었다.

학생 K : 공전이든, 자전이든 둘 다 안 된다니까. 

학생 I : (학생 K의 말을 듣고 조금 생각하고는)아니지, 공전이지. 

학생 K : ‘왜  A만 움직였나‘ 이게 더 중요하지.

학생 I : 아,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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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논의에서 학생 K는 공 과 자 에 해 모두 부정하며 별

A만 움직인 이유에 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학생 I는 이러

한 학생 K의 주장에 해 처음에는 거부하 으나 결국 동의하게 되었

다.학생 K의 주장은 모둠활동 시작 단계에서 나머지 학생들이 잠정

인 해답을 제시하며 논의를 시작한 것과 구별되는 모습으로,학생 K

한 3모둠의 다른 학생들과 다른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

면이다.학생 K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해 을 맞추려는 시도는 과

제를 해결하기 하여 답을 먼 제시하기보다 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악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학생 K의 의도는 과

제를 해결하기 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과제에 한 이해라는 부

분의 상황정의로 볼 수 있다.

3모둠에서는 주어진 과제에 한 이해라는 부분에서 학생들 사이에 같

은 상황정의를 공유하지 못하 지만 립(conflict)과 상(negotiation)의

과정을 거치며,공유된 상황정의로 나아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K :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만약 A가 6개월 후에 이만큼 밖

에 안 움직였잖아. 근데  6개월 후,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왜 

벌써 한 바퀴를 다 돈 거야? 왜 그러면?

학생 J : 1년이니까. 지구가1년마다 

학생 I : (학습지를  들며) 봐봐. 6개월... (학생 K의  학습지를 가리키며) 6

개월 마다

학생 K : 6개월  마다, 6개월 마다...

학생 L : 그게 꼭 6개월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봐봐. 별마다  

그게 다를 수 있어. 거리도 그렇고, 지구 도는 속도에서부터 그래

가지고. 거리랑 지구 도는 속도에 의해서... 별마다 다른 거지.

학생 J : 아니 얘(학생 K)말은 이별이 왜????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왔냐는 

말 아니야? 

학생 K : 그게 아니라. 너무 빠르잖아. 6개월, 6개월 만에 이 정도 밖에 

안 갔잖아. 

학생 I : 이거는 대충해도 괜찮아. 

학생 L : 그거는  그러니까 (손동작을 취하며)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

다는 거지. (손동작을 취하며)이만큼 있는데 요렇게 움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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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번은 움직일 수  있어. 저~쪽에 있는 건 이렇게 돌잖아.

학생 K :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학생 I : 내  말 들어봐. 거리가, 거리가 가까워 더,,, 일단 A가, A별이 다

른 별보다 지구에 가깝다는 거에 일단 초점을 둬. 그러면 (탁구공 

하나를  들면서) 이게 지구야. 저 멀리 있는 별이(펜으로 먼 곳을 

가리킴)

학생 L : 봐봐  이렇게 있어(탁구공 하나를 들고 멀리 있는 별을 표현함. 

학생 I가 설명할 때 옆에서 도와줌)

학생 I :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똑같이 보이지. 근데 가깝게 있으

면 이렇게 있으면

과학 모형을 형성하기 한 논의의 간에도 과제에 한 해석과

련된 상황정의가 등장한다.표 모형을 향해 나아가며,일정 부분 상호

주 성을 형성한 가운데,학생 K는 주어진 활동지에서 별 A가 움직인

방향과 속도에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요청 질문을 한다.그러나 3모둠

의 다른 학생들은 학생 K의 질문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학생 K는

과제에 한 해석 부분에서 본인의 상황정의를 가지지 못한다. 한

련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3모둠의 학생들도 이와 련하여

상호주 상황정의를 갖지 못하게 된다.

라.상호작용 상황 속의 구체 인 사물에 한 이해

모둠활동을 진행하면서 구체 인 사물에 한 이해 부분에서도 참여자

들 간에 상이한 상황정의가 드러나기도 하 다.

교사 : (탁구공 바구니를 책상  가운데로 이동시키며)탁구공을 이용해서 

한 번 서로 생각을 이야기해 봐도 좋습니다.

(1모둠 학생들은  바구니에서 하나씩 탁구공을 집어감)

학생 C : (탁구공  튀긴다.)

학생 A : 야,  하지 마, 하지 마. 튀기라고 준 거 아니야

학생 D : 나는,  카메라 위치, 난 카메라 위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학생 B :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태양 부앙.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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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 : 창조?

학생 A, B : (탁구공을  가지고 장난을 침)별. 빠방. 돌아라 부웅부웅..

학생 A : 그니까  봐봐, (아이들이 들고 있는 탁구공 모으면서)이게(주황

색 탁구공) 태양이고, 이게(하얀색 탁구공) 지구다,

1모둠에서는 학생 B와의 상이한 상황정의를 가진 나머지 학생들이 과

학 논의를 진행해나간다.그러나 새로운 상황의 출 으로 본래의 상황

정의로부터 일탈(deviation)이 나타난다.교사는 탁구공이라는 사물을 학

생들의 모형 형성 과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생각하고,학생들에게 탁

구공을 사용하여 활동할 것을 권하 다.이러한 새로운 상황의 등장에

학생 B와 C는 탁구공이라는 사물을 교사의 의도와 다르게 놀이의 도구

로 정의하고 탁구공을 튀기며 논의의 진행과 련 없는 행동을 하게 된

다.

1모둠의 학생들이 탁구공이라는 구체 인 사물에 한 이해에서 상이

한 상황정의가 나타난 반면,2모둠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본래의 상황

정의를 더욱 정교화하게 받아들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교사 : (전체 발언)탁구공 이용해서  해봐. 탁구공 이용해서 알겠지? 탁구

공 이용해서

(2모둠  학생들 바구니에서 탁구공을 모두 꺼냄)

학생 F : (주황색 탁구공을 들고)별이 있잖아? 

학생 H : 아니다.  (별 스티커가 붙여진 탁구공을 보여주며)별이다.

학생 F : 일단 별을 여기 잡아죠. 별이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있어. 일

단 여기서 보일 거 아니야? 

학생 H : 뭐가  태양이야? (주황색 탁구공)얘가 태양이야?

학생 F : (주황색 탁구공을 가리키는 듯)태양이 있지. 일단 얘가 여기 있

어. 이렇게 돌 거 아니야?(제자리에서 탁구공을 손으로 돌리며)자

전을.. 

학생 H : 그렇게  가면 자전.

학생 F : 이건 자전이고. 이거는 돌 때, 여기. 여기라고 생각해 봐. 여기.

(탁구공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자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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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둠에서는 교사의 탁구공 사용 제안을 받아들여 학생 F가 탁구공을

사용하여 설명을 시도하 다.거기에 더해 학생 H는 탁구공마다 별과

태양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학생 F의 설명이 구체화 되도록 도움을 주

었다.

한편,다른 모둠과 달리 3모둠에서는 학생 L에 의해 교사의 지시가 없

는 상태에서 탁구공을 이용한 설명이 시도된다.

학생 L : 얘가 스스로 돌면서 봐봐. 아, 이해를 못 하네. (탁구공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함) 봐봐. 예를 들어서, 얘(탁구공(여기서 탁구공

은 지구를 가리킴)에 검은 점을 표시함)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어? 얘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얘는 항상 여기에 있어. 얘(지구 바

깥에 있는 별)가 여기 있단 말이야. 얘(지구를 가리킴)가 이렇게 

돌지. 그럼 얘(지구에 있는 검은 점)는 어딜 봐? (탁구공을 한 바

퀴 돌리면서) 여길 봤다가 나중에 다시 보면? 여기 있는 거야.

교사 : (전체 발언)탁구공 이용해서 해봐. 탁구공 이용해서 알겠지? 탁구

공 이용해서

교사는 수업이 시작되기 에 이미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형을 설명하

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탁구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

었으며,모둠 별로 물품을 나눠 때에도 탁구공에 해 언 하 다.하

지만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탁구공에 해 크게 언 하

지 않았다.그러나 3모둠 학생들이 탁구공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 학 을 상으로 탁구공을 사용할 것을 권하게 되었다.

탁구공이라는 구체 인 사물에 한 상황정의를 통해 새로운 상황의

출 과 그에 한 상황정의는 교사가 정해 놓은 본래의 상황정의를 그

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학생들에 의해서 역동 으로 변화할 수 있고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모둠에서는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일탈(deviation)이 주로 구체 인

사물에 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 다.앞의 상황에서 설명된 탁

구공처럼 모형 형성에 도움을 주기 한 도구인 모둠 칠 과 보드 마카

뿐만 아니라,학생들의 활동과 련 없는 연구를 한 립 카메라와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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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기와 같은 사물에 해서도 학생들의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본래의 상

황정의로부터 일탈(deviation)이 발생하 다.

(학생 C와 학생 D는 모둠  칠판에 낙서를 함)

학생 A와 학생 B는 토론 중

(학생 C가 모둠 칠판의 낙서를 지우개로 지움)

학생 D : 왜?

학생 C : (학생 D에게)  하지마.

...중략... 

학생 A : (탁구공을  들고)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학생 B : 뭐가 신기해?

학생 C : 근데  우리 카메라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학생 B : 우리  막 TV에 나오는데. 이렇게 딴 짓하는 아이들도 있다하면

서 막 이게 나와

학생 B : 그리고  이거 음성제거 되서도 나와.

(학생 B와  학생 C가 녹음기를 주고 받음)

학생 A : 야,  그만해

학생 D : 하지 마, 학생 B야.

학생 A : 어쨌든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은

학생 C : (계속 녹음기 만진다.)

학생 A : 하지 마. 이거. 그냥 놔, 하지 마 이거.

1모둠에서는 구체 사물로 인한 본래 상황정의로부터의 반복된 일탈

이 발생하여 논의의 흐름을 끊으며,이는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2모둠의 학생 H는 교사와 유사한 상황정의를 공유함으로서 모

형을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는다.

학생 H : 어? 자전? 나도 자전이라고 했는데.. 나 줘봐.(학생 F에게 탁구공

을 받음. 별 스티커가 붙은 탁구공은 학생 G에게 전해 줌) 여기  

별이 있어.. 태양은 필요 없는데. 헤헤. (주황색 탁구공을 제외시킴) 

아! 태양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지구의 한쪽 면)봤어. 처음

에.. 이렇게 보면(지구의 반대쪽 면) 이게 움직여 보일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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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 : 별. 아예 안 보이지 않냐?

학생 H : 이게 6개월 간격이니까. 공전은 맞을 거 같다. 그치? 자전은 1일

에 한 번하고, 공전은 1년에 한 번 하지? 맞지?

학생 H는 활동의 반부에 자 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해 설명을 시도한다.그 과정에서 탁구공이라는 구체 인 사물과 과제에

한 본래의 상황정의와의 일치를 통해 자 이라는 자신의 기 모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자신의 모형을 수정하게 된다.모형의

형성 측면으로 보았을 때,자 보다는 공 이 표 모형에 가까운 모형

이다.학생 H가 자 에서 공 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정한 것은 과

학 인 논의에 의한 모형 수정이라기보다는 상황정의의 요소가 더 큰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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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황정의와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 과정

가.1모둠

1)모둠 활동의 시작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81 천체가 북극성 주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C-Pr

82 아! 나 태양주위로 돈다고 했다 (웃음) C-Pr/M-Ev

83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C-Pr

84

85
(웃음)우와, 진짜 웃긴다. A-P A-P

86
아. 근데 이게 북극성으로 돈다고 해도 이게 

자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C-Rj/C-Ex

1모둠의 모둠활동은 학생 A의 인지 인 아이디어의 제시(#.81)로부터

시작하 다.학생 D는 학생 A의 아이디어에 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

시(#.82)하며 웃음을 보이는데,이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 이 아니라 본

인의 아이디어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이어지는

학생 D의 발화(#.86)는 학생 A의 아이디어로 별 A가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발화이다.학생 B는 학생 A와 D와 별도로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 다.(#.83)

(1)상황정의의 측면

이 담화에서 학생 B는 물리 인 공간에 한 해석에서 다른 학생과

다른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다.학생 A와 학생 D는 물리 인 공간에

한 해석에 있어 교사와 같은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 인 내용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모둠의 토론을 시작하 다.반면,학생 B는

과학 인 원리와 상 없고 종교 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

하며 본래의 상황정의와 다른 상황정의를 가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B의 상이한 상황정의로 인해 1모둠 학생들은 완 한 상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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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정의를 갖는데 실패하 다.학생 A와 학생 B의 최 발화는 확장-

도입의 역할을 하는 발화로 새로운 요소를 상호작용에 통합시키려 하는

발화이다.학생 A의 아이디어 제시에 한 학생 D의 발화는 학생 A의

의견에 해 정-변경을 통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이러한 학생 D의 상호작용은 학생 A와의 상호주 성을 형성하기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천체가 북극성 주 로 움직인다는 학생 A의 발화는 학생 A 개인의

정신 모형 생성의 기 단계이다.이에 한 학생 D의 거부와 설명은 학

생 A의 개인 모형에 한 평가로 볼 수 있다.학생 A와 학생 D의 담화

는 1모둠이라는 집단의 정신 모형 생성의 기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2)탁구공이라는 사물의 등장과 학생들의 일탈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96

(탁구공 바구니를 책상 가운데로 

이동시키며) 탁구공을 이용해서 한 번 서로 

생각을 이야기해 봐도 좋습니다.

O-Sg

97

98

(학생들은 바구니에서 하나씩 탁구공을 

집어가고 학생 B, C는 탁구공을 튀긴다.)
O-Ir O-Ir

99 야, 하지마, 하지마 튀기라고 준 거 아니야 O-Re

100
나는, 카메라 위치, 난 카메라 위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C-Pr

101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태양 

부앙. 창조, 
C-Pr

102 창조? O-Ir

103
(탁구공을 가지고 장난을 침)별. 빠방. 

돌아라 부웅부웅..
O-Ir O-Ir

104 잉연아.. O-Ir

105

그니까 봐봐, (아이들이 들고 있는 탁구공 

모으면서)이게(주황색 탁구공) 태양이고, 

이게(하얀색 탁구공) 지구다,

C-Ex

학생 A의 아이디어를 심으로 모둠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사는

각 모둠에게 나 어 탁구공을 사용하여 활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96)

하 다.학생 B와 학생 C는 탁구공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97,#.98)학



-40-

생 A는 그들을 통제하기 한 발화를 하 지만(#.99),학생 A도 결국 학

생 B의 장난에 동참하게 된다.학생 D는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시(#.100)하지만,다른 학생들은 이에 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학생 B와 장난을 치던 학생 A는 장난을 그만두고 탁구공에 하여 명칭

을 부여하는 설명 발화(#.105)를 하 다.

(1)상황정의의 측면

이 담화에서는 새로운 상황의 출 으로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일탈

(deviation)이 나타난다.교사에 의해 모형 형성 과정에 도움을 주는 도

구로 정의된 탁구공이 학생 B와 학생 C에 의해 놀이의 도구로 정의되

고,학생 B와 학생 C는 결국 논의의 진행과 련 없는 무 한 행동을

하게 된다.이러한 행동에 해 학생 A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제재

하며,학생 D는 새로운 과학 인 의견을 제시하며 기존의 상황정의를 유

지시키기 해 노력한다.그러나 학생 B가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는 의견

을 다시 제시하게 되고,이는 학생 A가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잠시 동

안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일탈(deviation)하는데 향을 주게 된다.그

러나 학생 A는 곧바로 탁구공에 해 과학 인 명칭을 부여하며,본래

의 상황정의로 복원(restoration)하게 된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B를 심으로 탁구공에 한 상이한 상황정의는 1모둠의 상호주

성 형성을 방해한다.학생 D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확장-도

입을 시도하지만,다른 학생들의 무 한 행동으로 정의 반응이 나타

나지 못한다.

1모둠은 학생 B의 상이한 상황정의에 해 상호주 상황정의를 공

유하지 못하고 모형 형성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 구체 사

물로 인한 본래 상황정의로부터의 반복된 일탈은 논의의 흐름을 끊으며,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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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차의 원리’도입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105

113

그니까 봐봐, (아이들이 들고 있는 탁구공 

모으면서)이게(주황색 탁구공) 태양이고, 

이게(하얀색 탁구공) 지구다,

(탁구공을 이용해서) 그니까 지구가 

자전(실제로는 공전을 의미함)을 하잖아, 

이렇게 딱 도는데, 그니까 6개월이 지나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였는데. 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옆으로 간 거처럼 

보일꺼 아니야, 다시 1년이 지나, 그럼 다시 

또 일로 가고 그런거야. 

C-Ex

114 (학생 C, D는 모둠 칠판에 낙서를 함) O-Ir O-Ir

115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학생 A야. M-N

116 그러니까, 지질.. 지구의 자전 때문이.. C-Ex

117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봐. C-Rq

118
(학생 C가 모둠 칠판의 낙서를 지우개로 

지움)
O-Ir

119 왜? O-Ir

120 (학생 D에게) 하지마. O-Ir

121 시험 들게 하지 말구.(웃음) A-N

123
(10초 정도 침묵 이후) (탁구공을 들고)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O-Ir

학생 A는 탁구공의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고(#.105),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지만 의미상으로는 지구의 공 으로 인한 시차의 원리를 설명

(#.113)하 다.이에 해 학생 B는 학생 A의 설명에 해 이해 부족

(#.115)을 표 하고 추가 인 설명을 요청(#.117)하 다.그러나 학생 B의

요청 발화는 단순한 요청의 의미가 아닌 강압 인 분 기로 부정 인 감

정의 표 (#.121)의 의미로 학생 A에게 달되었다.이러한 학생 B의 강

압 인 반응에 학생 A는 다시 무 한 행동(#.123)을 보이게 된다.한편,

학생 A와 학생 B가 시차와 련된 담화를 나 는 동안 학생 C와 학생

D는 모둠칠 에 낙서를 하며 무 한 행동을 보인다.

(1)상황정의의 측면

과학 인 설명을 시작한 학생 A는 교사가 생각한 상황정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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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에 참여하고 있다.학생 B는 학생 A의 설명에 한 논의에 참여하

지만 학생 A에게 강압 인 분 기를 보이며 상황정의를 공유하지 못하

고 있다.학생 C와 학생 D는 모둠칠 에 낙서를 하며 본래의 상황정의

로부터 일탈(deviation)을 보이고 있다.학생 C와 학생 D의 이러한 일탈

은 물리 인 공간,참여자의 역할과 지 ,구체 인 사물이라는 요소에

한 학생들의 해석의 복합 인 이질성에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A의 시차의 원리에 한 설명은 1모둠의 논의에서 확장-도입의

역할을 한다.학생 B는 학생 A의 설명에 한 논의에 참여하나,학생 B

의 강압 인 분 기 속의 이해 부족과 요청,부정 인 감정의 표 은

정-거 의 역할로 작용하여 상호주 성의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이 담화에서 학생 C와 학생 D는 무 한 행동을 보이며 정에 참여

하지 않고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일탈을 하고 있다.결국,학생 C와 학

생 D 한 학생 A의 아이디어에 한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1모둠은 상호주 성을 형성하지 못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A가 설명한 지구의 공 으로 인한 시차의 원리는 과제에서 도달

해야할 표 모형과 상당히 근 한 모형으로 별 A가 다른 별들에 비해

가까이 치한다는 ‘별까지의 거리’요소가 추가 으로 설명되면 표 모

형에 도달할 수 있는 설명체계이다.그러나 학생 A의 설명에 한 논의

에 참여한 학생 B는 학생 A의 모형에 한 평가자로서 한 평가를

제공하지 못하고 학생 A의 모형은 문제 도 발견하지 못한 채,잠정

으로 폐기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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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사의 첫 번째 방문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198
자, 너네는 왜 별 A와 B가, 아. A와 

나머지가 차이가 날까?
C-Rq

199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C-Pr

200
요기 있잖아요.(자기가 쓴 걸 교사에게 

보여주는 듯)
C-Pr

201
아. 천체가 북극성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건 

자전이야.
C-Rj/C-Ex

202 앗. 자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C-Ag/C-Pr

203
자전은 하루 동안 일어나는 거죠? 하루 

동안이 아니라 지금 6개월이라고
C-Ex

204 공전? C-Id

205 그래, 그렇게 해서 다시 설명해봐. C-Ag/O-Sg

학생 A의 모형이 잠정 으로 폐기된 이후,1모둠의 학생들은 학생 B

를 심으로 무 한 행동을 보이며,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일탈을 보

다.이러한 1모둠 학생들의 일탈은 교사의 1모둠 방문으로 잠시 단되

었다.교사는 1모둠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기 해 요청(#.198)발화를 하

고,이에 해 학생 B와 학생 C는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199,

#.200)하 다.교사는 학생 B의 비과학 인 아이디어에 해서는 반응하

지 않고,학생 C의 아이디어는 자 과 련된 것으로 과제와 련이 없

음을 설명(#.201)하 다.그리고 과제가 공 과 련이 있음을 간 으

로 설명(#.203)하며 1모둠의 방문을 마무리하 다.

(1)상황정의의 측면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일탈을 보이던 1모둠의 학생들은 교사의 방문

으로 본래의 상황정의로 복원하게 된다.하지만 학생 B는 교사에게도 비

과학 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여 히 다른 학생들과 공유된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다.교사는 상이한 상황정의를 가진 학생 B에

해 상황정의를 공유하기 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교사의 방문

후에도 학생 B는 다른 학생들과 상황정의를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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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C의 천체가 북극성 주변을 돈다는 설명은 교사의 반박하는 설명

에 의해 정-거 되어 버린다.교사는 공 이라는 요소를 새롭게 확장

-도입하고,이에 해 학생 C는 정-수용하며 상호주 성을 가지게 된

다.수업 안에서 교사는 모둠 구성원인 학생에 비해 더 강한 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은 쉽게 상호주 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1모둠의 모둠 활동 기에 학생 A로부터 제기되었던 북극성 주 로

천체가 회 한다는 모형은 교사의 평가에 의해 측 기간이 일치하지 않

는다는 큰 문제 이 발견되어 폐기되어 버린다.교사는 1모둠에게 공

이라는 요소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요한 요소라고 알려주고,그것을 토

로 새로운 모형을 생성할 것을 요구하며 방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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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구의 공 논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207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C-Pr

208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C-Pr

209 (학생 B는 탁구공으로 장난 침) O-Ir

210
지구가 공전한다는 게 지 혼자 이렇게 

돈다는 거지?
C-Id

211 아니, 그건 자전 C-Rj

212
(손가락으로 원 그리면서)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
C-Id

213 어 C-Ag

214
아! 그럼 별이랑 지구랑 같이 공전하고 

있는 거야? 
C-Rq

215 공전? C-Rq

216

(탁구공으로 지구의 공전을 설명함, 태양도 

자전하는 것을 표현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C-Ex

217 태양은 안 돌아? 야. 태양 도냐? C-Rq

218 아. 이거요? 별 주위로 돌아요. C-Ex

219

자. 우리 한꺼번에.. 우리 (탁구공을 

가운데로 모으려고 함) 다. 한꺼번에. 

(모아서 장난을 치려는 의도인 것 같음)

O-Ir

교사가 1모둠을 떠난 후,1모둠 학생들은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학생

B는 비과학 인 아이디어를 다시 제시(#.207)하고 학생 C는 교사에게서

해들은 지구의 공 을 제시(#.208)하 다.학생 D는 지구의 공 에

해 확인질문(#.210)을 하고 이러한 논의에 학생 B도 참여하 다.(#.214)

그러나 학생 B의 과학 논의에 한 참여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논

의와 상 없는 무 한 행동(#.219)을 시도하 다.

(1)상황정의의 측면

교사의 방문 후에도 학생 B는 여 히 다른 학생들과 다른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1모둠의 다른 학생들은 교사의 방문 이후,다시 본

래의 상황정의로 복원하게 되어 과학 인 논의를 진행한다.이러한 분

기에 학생 B도 잠시 동안 과학 인 논의에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과 상

황정의를 공유하게 된다.하지만 여 히 탁구공을 놀이를 한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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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있는 학생 B는 다시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과

제와 무 한 행동을 하게 된다.

(2)상호주 성의 측면

이 담화에서 1모둠의 학생들은 공유된 상황정의 속에서 상호주 성을

형성하기 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다.학생 C의 제시는 확장-도입

의 역할을 하며,이에 한 학생 D와 학생 B의 요청 질문 발화는 확장-

확 의 역할을 한다.학생 C와 학생 A의 요청 질문에 한 설명과 동의

반응 역시 확장-확 와 정-수용의 역할을 나타내며 상호주 성의 형

성에 정 인 향을 다.그러나 학생 B의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의

일탈로 인한 무 한 행동은 1모둠의 논의를 방해하게 되고 상호주 성

의 형성 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교사의 방문으로 지구의 공 이 과제를 해결해 수 있는 모형에

요한 요소라는 것을 공통으로 인식한 1모둠 학생들은 지구의 공 이라는

개념에 해 정확한 이해를 시도한다.학생 D와 학생 C의 요청 질문과

설명 응답으로 이루어진 담화는 지구의 공 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하지만 학생 B와 학생 A의 담화에서는 학생 A의 모

든 천체가 북극성 심으로 회 한다는 잘못된 개념이 드러났다.학생

A의 천체의 운동에 한 잘못된 개념은 학생 A의 개인 모형뿐만 아니

라 1모둠의 모둠 모형이 표 모형에 도달하는데 부정 인 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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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착시’에 한 논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276

(모둠칠판에다가 그림 그린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착시현상을 배우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묘사)

C-Ex

277
근데 이건 착시현상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
C-Rj/C-Ex

278 아니. 아니고. C-Rj

279 알겠어, 알겠어, 학생 D말 알겠어. M-P

280

별이 착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있잖아, 이 가까이 있는 

거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는 거지, 가까이 

있는 것들은

C-Ex

281 어. 알았어. C-Ag/M-P

282 그래서 결론이 뭐야? C-Rq

283
그니까 내 생각은 이거야, 근데 틀린 지는 

잘 모르겠어.
C-Ev

284

아! 잠깐만 봐봐, A가 여기 있잖아. 근데 

6개월이 가면 (손짓하면서) A가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이렇게(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일수도 있잖아. 착시현상에 의해서.

C-Ex

285

287

근데 왜냐하면 별들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천체가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 자리에. 다 

자리가 있는 것 같애. 

C-Rj/C-Ex

286 응 그러니까. C-Ag

지구의 공 에 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무 한 행동을 이어 나

가던 1모둠 학생들은 교사의 체 발언에 의해 개별 인 활동 시간을 가

지게 되었다.

개별 활동 이후,학생 D는 ‘착시’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276)하

다.학생 C는 학생 D의 설명에 해 거부와 설명(#.277) 요청

(#.282)을 나타내며,학생 A는 학생 D의 설명에 해 이해하 다는 반응

(#.279)을 보 다.학생 A의 착시에 한 새로운 설명(#.284)은 학생 D의

거부와 설명(#.285,#.287)으로 이어지고 더 이상 논의가 진 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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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황정의의 측면

학생 A와 학생 C,학생 D는 ‘착시’라는 설명체계에 해 논의하며 상

황정의를 공유하고 있다.한편,과학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 B

는 아무런 발화를 하지 않으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D의 ‘착시’에 한 설명은 확장-도입이며 이에 해 학생 A,학

생 C와 논의를 한다.학생 C는 ‘착시’에 해 거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 D의 이어지는 설명에 해 추가 인 설명을 요청하는 반응을 보인

다.이는 시차의 원리에 한 학생 A의 설명에 응하는 학생 B의 발화

와 유사한 성격으로 정-거 로 해석할 수 있다.한편,학생 A는 학생

D의 ‘착시’설명에 해 정-수용하고 확장-확 를 시도하며,상호주

성을 형성하려고 한다.그러나 학생 A의 확 는 학생 D의 정-거

반응으로 연결되고,‘착시’라는 설명 모형에 해서도 상호주 성을 형성

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D가 제시한 ‘착시’의 개념은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별의

움직임이 더 빠르게 보인다는 내용으로,표 모형에서 요한 ‘별까지의

거리’라는 요소와 상당히 가까운 모형이다.그러나 학생 D의 모형을 평

가한 학생 C는 한 평가를 제공하지 못하 고,학생 A는 학생 D의

모형을 잘못 이해하고 새로운 모형을 생성한 후,논의를 진 시키지 못

한 채,착시 모형은 폐기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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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표 모형 나타내기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290
근데 이걸 표시. 이걸 그리기를 못하겠다. 

일단 이거 지워. 이거 기호로 나타내자.
O-Sg

291 (학생 D가 칠판 지우개로 그림을 지움) O-Ag

294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활동지에다그림 그리면서)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M-N/C-Ex

295
(모둠 칠판 가운데에 태양을 기호로 나타냄) 

아!
Un

296 근데 왜 태양이 중심이야? C-Rq

297 태양을 중심으로 얘가 지구를 도는 거 잖아. 설명

298 아, 그게 아니라 –

299 북극성이.. 설명

300
근데 별. 별이랑 북극성 중심으로 태양도 돌 

거 아니야. 
C-Ex

301

아! 이건 지구에서 찍은 거, 그냥 별을 

보면서 찍은건가? 아닌가? (모둠 칠판에 

그림 그리면서) 그니까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면은 

C-Ex

302
(지구)얘가 이렇게(시계 방향을 나타내며) 

돌잖아.
C-Ex

303

북극성이 일단 여기 있다고 치면(지구 바로 

옆에 큰 점으로 북극성을 표현).. 여기 

있다고 칠께. (이성은은 빨간색 마카로 

지구의 공전궤도를 그림. 공전궤도는 

북극성을 통과함) 그러면 여기 별들이 있을 

거 아니야(작은 점으로 별을 표현) 그러면 

이렇게(시계 방향).. 이렇게(반시계 방향) 

도나? 

C-Ex

304

얘가 북극성이면 얘(태양)가 이렇게(반시계 

방향) 돌고 얘(지구)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무작위한 방향으로 보임) 돌 수 

있지.

C-Ex

305

근데 얘가 A만 움직이는 이유가 없잖아. 

이유를 못 대. 얘를 A라고 치면(어떤 한 

점을 빨간 마카로 A라고 표기) 얘만 

움직이는 이유가 뭔데?

C-Rq

306 그러니깐, 그걸 문제라고 만든 거야.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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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의 논의가 진 되지 못하자 학생 A는 표 모형을 생각해보자고

제안(#.290)하 다.학생 D는 이에 동의(#.291)를 표 하고,태양을 심

에 두고 그림을 그렸다.(#.295)학생 A는 태양이 심이라는 것에 해

추가 인 정보를 요청(#.296)하고 학생 C,학생 D와 이에 한 논의를

시작하 다.학생 A는 북극성 심으로 모든 천체가 회 한다는 설명

(#.300,#.304)을 하고,이에 해 학생 D는 학생 A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림 11과 같은 표 모형을 완성하 다. 1모둠의 학생들은 논의를 통

해 표 모형을 나타냈지만 과제에 한 진 은 보이지 못했

다.(#.306)

그림 11.1모둠의 기 표

모형

(1)상황정의의 측면

학생 A는 합의 모형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 모형으로 나타내

려고 시도함으로써 과제에 한 상황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이에

해 학생 D는 동의 반응을 보이고 표 모형을 나타내는 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이로써 학생 B를 제외한 1모둠 학생들은 과제에 한 새로운

상황정의를 공유하게 된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A의 새로운 상황정의에 한 학생 D의 동의 반응은 정-수용

으로 상호주 상황정의를 갖는데 정 인 향을 다.그림 11과

같이 표 모형을 나타낸 것 한 학생 D가 학생 A의 표 모형에서

북극성을 나타내자는 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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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용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1모둠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한 합의 모형이 도출되지 않은 상

태에서 모둠의 표 모형부터 나타내게 된다.1모둠 학생들의 표 모형

에는 태양과 지구,별 A,그 외 별,북극성이 모두 포함되었다.별 A와

나머지 별들은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었으며 태양과 지구는 교사에 의

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1모둠의

학생들은 그들의 설명체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합의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별 A와 나머지 별,태양,지구를 그리게 된다.북극성은 1모둠 안에서 논

란이 된 요소인데,북극성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본

활동이 시작되기 에 차시에 한 복습 과정에서 교사에 의해 강조

되었었다.

교사 : 별까지의 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르다는 걸 여기서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두칠성 중에서 가장 우주의, 천구의 중심이 되는, 하

늘의 중심이 되는, 잘 돌지 않는, 거의 돌지 않는 놈은 1번일까? 2번일까?

학생들 : 1번 / 2번

교사 : 1번일까 2번일까

학생들 : 1번 / 2번

교사 : 2번이야. 2번. 이 걸 중심으로 모든 별이 무슨 방향으로 도냐면 이

렇게 돌아요. 무슨 시계방향? 

학생들 : 반시계 방향

교사 :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자, 이 때 같은 거리

에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거리가 

교사는 북두칠성의 2번별이 북극성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르쳤으며,

그것과 독립 으로 북극성이 우주의 심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별로

알려주었다.교사는 북극성을 심으로 별들이 일주운동 하는 것을 ‘돌

다.’라는 일상 언어를 통해 설명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Ogbornetal,1996)교사의 의도는 북극성이 일주 운동을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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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천구의 심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었지만,학생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달되었다.학생 A는 북극성이 우

주의 심으로 태양을 포함한 모든 천체가 북극성을 심으로 물리 으

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 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

학생 A의 천체의 운동에 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1모둠의 모형에

서는 북극성이 강조되고,표 모형을 나타낸 학생 D는 태양과 별,북극

성의 상 인 치에 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림 11과 같은 우주 모형

을 그리게 된다.1모둠의 우주 모형은 지구 궤도 안쪽에도 별들이 치

하고,북극성도 지구 궤도와 겹치는 곳에 치하고 있다는 오류가 있다.

1모둠의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요소들을 나열하는 수 에

그치는 우주 모형을 그린 후,그 모형을 기반으로 별 A만 움직인 이유

에 해 고민하지만 잘못된 우주 모형으로 인해 표 모형으로 나아가는

데 실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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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교사에 의한 표 모형 수정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307 (교사가 접근)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M-N

308 자, 태양이 어딨어요? C-Rq

309 여기요. C-Ex C-Ex

310 별은 어딨죠? C-Rq

311 (학생 C는 행동으로) 이거 점이요. C-Ex C-Ex

312
잠깐만, 그럼 별이 가까워, 태양에 가까운 

별도 있겠네? 
C-Rq

313 네. 네? 뭐라구요? C-Rq

314 그니까 별이 왜 태양에 가깝지? C-Rq

315 그게 아니라 일부러 한 거에요. 그냥 C-Ex/C-Ev

316
어. 필요한 것만 함 생각해봐.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봐봐. 헷갈리니까

C-Rj/C-Ex/

O-Sg

317
(학생 C와 D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별들을 

지움)
O-Ag O-Ag

318
(공전 궤도를 가리키며)근데 이게 공전하는 

거에요.
C-Ex

319 별 A는 어딨죠? C-Rq

320
(학생 C와 학생 D가 별 A를 가리키며)별 

A요. 
C-Ex C-Ex

321 어. 거기 있어. 좋았어. 그럼 나머지 별들은? C-Ag/C-Rq

322
(지구 바깥쪽을 가리키며) 요기 밖에 

있습니다.
C-Ex

323 오케이 좋아. C-Ag

324 이게 북극성. C-Ex

325
북극성은 굳이 안 그려도 돼. (손으로 

북극성을 지움)
C-Rj/C-Ex

326
자 이제 지구의 그림과 별 A. 지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C-Rq

327
이렇게.(학생 A, C는반시계 방향, 학생 D는 

시계 방향)
C-Ex C-Ex C-Ex

328 자 다시 그려 봐봐. 한 번. 빨간색으로. O-Sg

중략

337
그래 그 쪽에 그려, 여기든 여기든 멀리 

떨어지게 그려야 돼
O-Sg/C-Ex

338
별 A와 나머지별을 먼저 그려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교사 1모둠 떠남)
O-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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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에 근하지 못한 1모둠

학생들은 교사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 다.교사는 1모둠 학생들의 모

둠 칠 에 기록된 표 모형을 보고 그 모형을 수정하기 한 담화를 시

작한다.교사는 1모둠 학생들의 표 모형에 한 설명을 요청(#.308,

#.310,#.312,#.314)하고 학생 C와 학생 D가 그에 해 설명(#.309,#.311)

하 다.교사는 학생들의 설명에 해 설명과 함께 1모둠의 표 모형에

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도록 제안하 다.(#.316)이와 같은 패턴을 반복

하며 교사는 1모둠 학생들의 모둠 모형을 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

하도록 유도하여,1모둠은 그림 12와 같은 표 모형을 완성하 다.

그림 12.교사에 의해 수정된

1모둠의 표 모형

이 담화에서는 학생 심이었던 이 의 담화와 달리 교사가 요한 역

할을 한다.교사는 1모둠 학생들에게 그들의 모형에서 태양의 치에

해 질문으로 담화를 시작한다.교사의 단순한 질문에 학생들은 응답하며,

그 응답에 해 교사는 평가를 하고 별의 치,별 A의 치와 같은 이

어지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이러한 교사와 학생의 담화는 형 인

I-R-E 패턴(Initiation– Response– Evaluation:도입- 답-평가)을

따르는 것으로 교사가 원하는 바를 달하기 해 사용되는 표 인 담

화 패턴이다(Mortimer& Scott,2003).

(1)상황정의의 측면

1모둠의 학생들은 학생 B를 제외하고 같은 상황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교사는 1모둠에 방문하여 표 모형에 한 담화를 시작하 고,1모둠

학생들은 기존의 상황정의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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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호주 성의 측면

이 담화에서는 교사가 심이 되어 정보나 설명을 요청하고 학생이 그

에 해 응답을 하고 교사가 다시 응답을 수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교

사의 발화는 확장-확 , 정-거 변경의 역할을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발화에 해 정-수용 반응을 보임으로써 표 모형에 해 새

로운 상호주 성을 형성해나간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이 담화에서 통해 교사는 평가자로서 학생들의 표 모형을 평가하게

된다.교사는 요청 질문을 통해 1모둠 표 모형의 문제 들을 지 하고,

학생들로 하여 이를 수정하게 한다.교사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불필요

한 요소인 북극성을 배제시키고,기존의 학생들이 그린 표 모형의 오

류가 없는 우주 모형을 완성시킨 후,학생들 스스로 논의를 통해 표

모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9)‘돌다’라는 개념에 한 논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343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그럼 

이것(별들)도 이렇게 도나? 같은 별에서.
C-Rq

344

346

348

아니지, 얘가 돌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 수가 없는게, 

얘(지구)만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얘네(별들)까지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딴 데도 별이 있을 거 아니야. (모둠 

칠판의 나머지 부분에도 별들을 표시)

C-Rj/C-Ex

345
(학생 A와 동시에)아니. 아니. 도는데 A만 

돈다니까.
C-Rj/C-Ex

347

349

그럼 이렇게도(칠판 위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네, 이게 입체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여러 방향을 

표현하며) 그런 건 아니잖아?

C-Rj/C-Ex/

C-Id

350 한 방향으로 돌아, 시계반대방향으로. C-Rj/C-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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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방문이 끝나고,학생들은 다시 논의를 시작하 다.학생 D는

별들이 ‘돌다.’라는 것에 해 다른 학생들의 설명을 요청(#.343)하는 질

문을 하 다.학생 D의 질문에서 ‘돌다.’의 의미는 물리 인 회 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학생 D의 질문은 별들이 모두 태양을 심으로 공 하는

지에 련된 의문이다.학생 A와 학생 C는 학생 D의 질문에 해 다른

별들이 돌지 않는다고 설명을 한다.학생 A는 지구만 물리 으로 태양

주 를 공 하고 다른 별들은 물리 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344,

#346,#348)하 다.학생 C의 설명은 별 A만 ‘돈다.’라고 설명(#.345)을 하

는데,학생 C의 발화만으로는 별 A가 ‘돌다.’라는 것의 의미가 물리 인

공 을 의미하는지,일주 운동이나 연주 운동과 같은 겉보기 운동의 ‘돌

다.’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학생 D의 별들의 운동에 해

추가 인 설명과 요청질문에 해서 학생 A는 별들이 시계 반 방향으

로 움직인다고 설명(#.350)하지만 이것 한 별들의 물리 인 운동인지

겉보기 운동인지 명확하지 않다.

(1)상황정의의 측면

이 담화에서 1모둠 학생들은 ‘돌다.’라는 구체 인 개념에 해 논의한

다.과학 인 용어를 일상 인 언어로 표 하 을 경우,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Ogbornetal,1996),1모둠 학생들은 ‘돌다’라는 용어

에 해 각각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로 구체 인 용어에 한

이해가 달라 상황정의가 공유되지 못한 상태이다.

구체 인 용어는 Park& Moro(2006)가 제시한 상황정의의 구성요소

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과학 인 과제라는 맥락에서 구체 사물이라는

요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1모둠 학생들은 ‘돌다.’라는 개념에 해 각기 다른 상황정의 속에서

공통된 의미,즉,상호주 성을 갖기 해 논의를 시작한다.학생 D의 요

청 발화는 확장-도입의 역할을 하며 학생 A와 학생 C의 거부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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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경의 역할을 한다.이러한 상과 립,재 상의 과정을 통해

상호주 상황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Park& Moro,2006)

10)1차시의 마무리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351
대칭으로 다른.. 반대쪽에 같은 별이 있는 

거 아닐까?
C-Pr

352 아니요. M-N

353 뭐? 웃기고 있네. A-N

354 말을 하지 마라. O-Re

355 대칭으로.. 오. 그럴 수도 있는데 M-N

356

대칭으로 되가지고 돌아가지고 똑같아요. 

우앙 개그. 근데 A만 달라요.(웃음) 근데 

에바야. 솔직히 그럴 확률은

진짜 확률은 에바야.

M-N

357

359
개그야. 그냥 그냥 개그야. / 개그야. M-N

‘돌다.’라는 개념에 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 B는

문제의 그림에서 별 A의 반 편에 같은 별이 치하고 있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351)하 다.그러나 학생 B의 의견은 학생 A에 의해

곧바로 부정 인 평가(#.352)를 받으며 거부되고 논의가 더 이상 진 되

지 못하고,블록타임의 1차시가 마무리 된다.

(1)상황정의의 측면

기존의 비과학 인 설명을 고수하던 학생 B가 과학 인 근을 시도

하는데,이는 학생 B가 본래의 상황정의로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의

가 있다.그러나 기존의 ‘돌다.’라는 개념에 한 상호주 상황정의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 다는 에서 모둠의 논의에

부정 인 향을 주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B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만(확장-도입)학생 A에 의한

평가와 학생 D의 행동 제재로 인해 곧바로 정-거 되게 되고 상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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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형성되지 못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B의 아이디어 제시는 새로운 모형의 생성이고,다른 학생들은 이

에 해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학생 A와 학생 D는 과학 인 평

가가 아닌 감정 인 발화로 연결되어,학생 B의 모형은 제 로 된 평가

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논의가 마무리 된다.

11)교사의 두 번째 방문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409

별 A만 움직이는 이유를 여기서 못 내고 

있어? (그림 그리면서)지구는 이렇게(시계 

방향) 돌잖아. 그지? 

C-Id

410 네. C-Ag

411

별은 이렇게 있고, 그니까 별A만 왜 왔다 

갔다 할까? 그건 뭐, 지구의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

C-Rq

412 경계, 아니아니 경로. 경로 C-Pr

413 공전 C-Pr

414
(궤도에 지구그리면서)공전, 공전, 공전하면 

이렇게 되겠지?
C-Id

415 경로가 달라서? C-Id

416 경로가 다르다? C-Ev

417
아! (박수치면서) 알겠다! (검정 마카를 손에 

쥠)
M-P

418 맞아요? M-Id

419 자, 같이 이야기 해봐. (교사 떠남) C-Ev/O-Sg

2교시가 시작하고도 1모둠 학생들은 표 모형에 근하지 못하고 있

자 교사가 1모둠의 모둠 활동에 다시 개입을 하 다.교사는 별 A가 움

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원인에 한 답을 요청(#.411)하는 질문을 하자 학

생 D는 ‘경로’라고 답을 제시(#.412)하고 학생 A는 ‘공 ’이라고 제시

(#.413)하 다.교사는 학생 A의 답을 이어받아 그림 13과 같이 공 으

로 지구의 치가 궤도상의 반 편에 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한 동의를 요청하는 확인질문(#.414)을 하 다.그러나 교사는 학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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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로가 다르다.’라는 발화에 해서는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응답을 회피(#.416)하고,학생 A의 ‘알겠다.’라는 발화(#.417)에 을 두

어 1모둠의 학생들끼리 논의를 진행하기를 제안(#.419)하며 1모둠 방문을

마무리 한다.

그림 13.표 모형에서

교사의 도움

(1)상황정의의 측면

교사의 방문과 함께 1모둠 학생들은 과학 모형에 한 합의 모형을

도출해 내야한다는 상황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교사는 공 이라는 요소를 다시 언 하며 확장-도입을 시도한다.학

생 D는 교사가 제시한 공 이라는 요소에 경로가 다르다는 설명을 하며

확장-확 를 시도한다.그러나 교사는 학생 D의 설명에 해 명확한 답

을 제시하지 않고 회피하는데,이는 교사가 정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교사는 학생들이 모둠

안의 논의를 통해 상호주 성을 형성하기를 원하며 1모둠의 방문을 마무

리하고,결국 학생들은 상호주 성을 형성하지 못한다.

(3)과학 모형의 구성의 측면

교사는 이미 1차시에서 체 발언과 1모둠의 방문을 통해 공 을 과제

를 해결하는데 요한 요소로 언 하 다.이번 담화에서 교사는 다시

공 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며 그림 13과 같이 표 모형과 거의 유사한



-60-

표 모형을 1모둠 학생들에게 제시해주었다.

12)‘경로’에 한 논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420

422

야. 경로가 같아.(학생 A의 검정 마카를 

빼앗으며) 야, 알겠어 알겠어, 이게 만약에 

세워서 보면 이게 위에서 본거잖아. 세워서 

보면 경로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냐, 

만약에 따로따로. 높이가. 그럼 요기 이 

경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원으로, (각자의 별의 경로를 그림)

그러면은 요기 만약에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 이게..(별의 경로 사이에 태양을 

나타냄)

C-Ex

423
(나머지 별들 가리키면서)그럼 얘네도 다 돌 

거 아니야?
C-Rq

424
돌긴 도는데, 경로 문제도 있는 거 같애. 별 

얘긴 없고(별이 그려진 부분을 지움)
C-Ev

교사가 떠난 후,학생 D는 교사에게 자신이 답한 ‘경로’에 한 아이

디어를 설명(#.420,#.422)하 다.그러나 학생 D의 설명은 완 하게 구성

되지 못한 상태로 학생 C의 요청(#.423)질문에 제 로 된 해답을 제시

하지 못하고 답을 회피(#.424)하고 이로 인해 련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 다.

(1)상황정의의 측면

교사의 방문 이후,학생 D의 모형에 한 설명이 이어지며 1모둠 학생

들의 상황정의는 과학 모형에 한 합의 모형을 도출해 내야한다는 것

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D의 설명은 기존의 공 에 한 확장-확 로 상호작용에 새로

운 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그에 한 학생 C의 거부

요청은 정-거 의 역할을 하고 1모둠은 경로에 한 설명 모형에

한 상호주 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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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D는 경로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기하지만 학생 C의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에 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며 폐기되어 버린다.

13)보드 마카에 의한 일탈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426 일단 그렸던 거 다시 그려봐 O-Sg

427
(다른 검정 마카를 들고 뭔가 그리려고 

하나 마카가 나오지 않음)이거 왜 안나와.
O-Ir

428 (지구궤도 밖에 다시 또 지구를 그린다) O-Ag

429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O-Rj

430 아, A를? (지구를 지움) O-Rq

431 어, A랑 별들. O-Ag

432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학생 B의 

마카를 빼앗아. 칠판에 콕콕 찍어봄) (학생 

B에게 마카를 보여주며)들어갔어.

O-Ir

433
(별 A와 나머지 별들을 그림)됐으~ 야 

됐어, 빨리 해보자. 
O-Sg

434 (학생 A, B는 마카로 계속 장난 침) O-Ir O-Ir

학생 A는 학생 D가 ‘경로’에 해 제 로 설명해내지 못하자 이 의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제안(#.426)하 다.학생 B와 학생 D는 그림을 다

시 그리려고 하나(#.427,#.428)이 때,학생 B의 보드마카가 제 로 나오

지 않았다.학생 B의 보드마카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 A는 학생

B의 보드마카에 심을 가지게 되며 학생 A와 학생 B는 보드마카로 장

난을 치며 무 한 행동을 하게 된다.(#.432)

(1)상황정의의 측면

학생 A는 교사가 제시한 표 모형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

다.그러나 보드마카라는 도구가 갑자기 제 로 나오지 않자 학생 B는

무 한 행동을 보이게 되고,학생 A 한 나오지 않는 보드마카에 심

을 가지며 무 한 행동을 하게 된다.보드마카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아

주 작은 환경의 변화는 과학 논의에 참여하고 있던 학생 A가 기존의

상황정의로부터 일탈(deviation)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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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 ’에 한 재논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435

해보자. 야. 애들아. (학생 A, B는 계속 잡담) 

해 보자. (학생 B가 빨간 마카로 칠판에 

무언가 쓰려고 하자)야. 하지마, 빨리 

해보자. (지우개로 학생 B가 그리는 것을 

지움) 야. 좀 하지 말구.

O-Re/O-Sg

436 나의 예술 작품을 방해 하지마. O-Ir

437 그냥 생각 중이야. C-Ig

438 (학생 A에게) 너가 말한 걸… C-Rq

439

441

봐. 여기서 보면은(궤도상의 오른쪽 지구를 

손으로 가리킴) 옆에서 보니까 좌측에서 

보니까 여기(별 A)볼 때, 방향이 다르잖아.

(이후설명은 목소리가 작아져 잘 들리지 

않음)

C-Ex

440

442

그래서?

왜 들어서?(확실하게 안 들림)
C-Rq

443 A에….(3초 정도 고민) 아니다.  아.. C-Ev

학생 A와 학생 B의 무 한 행동에 해 학생 D는 무 한 행동을 그

만두고 함께 과제를 해결하기 해 활동에 참여하기를 구(#.435)하

다.그러나 학생 A와 학생 B는 학생 D의 제안에 해 무 한 행동

(#.436)과 무시(#.437)를 나타낸 발화를 하 다.학생 C는 학생 A가 말한

‘공 ’이라는 요소에 해 다시 설명해 것을 요청(#.438)하고,학생 A

는 시차의 원리에 해 다시 설명(#.439,#.441)한다.그러나 학생 C의 추

가 인 설명의 요청(#.440,#.442)에 해 답을 회피(#.443)하며 논의는

더 이상 진 되지 못하 다.

(1)상황정의의 측면

이 의 상황에서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일탈을 보인 학생 A와 학생

B는 학생 D와의 다른 상황정의 속에서 갈등(conflict)이 나타난다.학생

C의 요청 발화에 의해 학생 A는 본래의 상황정의로 복원하게 되고 본래

의 상황정의가 공유된 채 과학 논의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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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C의 요청에 해 학생 A는 지구의 공 에 따른 시차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는데,이는 1모둠의 모둠 활동에 확장-도입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학생 C의 추가 인 설명 요청에 해 회피 반응을 보이며 상호

주 성이 형성되지 못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A는 시차의 원리에 기반을 둔 설명을 다시 시도한다.하지만 자

신의 모형을 계속 견지하지 못하고,학생 C의 요청에 회피반응을 보임으

로써 1모둠의 합의 모형으로 발 해 나가지 못한다.

15)모둠 활동 마무리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456

여기서 지구를 봤을 때, 아니 태양을 봤을 

때 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태양 바로 

옆에 별들을 표시) 있을 거 아니야. 

(혼자말로중얼 거리다 갑자기 큰 소리로) 

근데 이게 별이 다 같이 돌아야 되는 걸 왜 

이렇게 됐을까?

C-Ex/C-Rq

457 뭔가 A만 도는 이유를 모르겠어. M-N

458 중력을 더 세게 받은거야, 이건. C-Pr

459 (칠판에 빨간 마카로 무언가 그린다.) O-Ir

460

462

아. 에바잖아. 그건 별이 가벼운 경우고, 

질량이 다른 것도 그럼 가벼운 건 다 

돌겠네, 무거운 건 아예 안돌고,

그건 아니잖아.

M-N/C-Ex

461 그니깐 C-Ag

463 그것만 사진 찍은거지. 찰칵. C-Pr

464
야, 그럼 북극성 주위를 도는 건 뭐 어떻게 

되는데?
M-N/C-Rq

모둠 활동으로 정해진 시간이 끝나갈 시간이 될 때까지 1모둠 학생들

은 합의 모형을 도출하지 못하 다.학생 D는 력으로 인한 설명체계

(#.458)와 사진을 특별하게 었다는 설명을 제시(#.463)하나 학생 A는

이에 해 부정 인 반응(#.460,#.462,#.464)을 보 다.결국 1모둠은 합

의 모형을 도출하지 못한 채,모둠활동이 끝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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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D의 력으로 인한 설명과 사진이 특별하게 혔다는 설명은 확

장-도입의 역할을 한다.학생 D의 도입에 해 학생 A는 정-거 반

응을 보이며 상호주 성이 형성되지 못한다.Göncü(1993)에 의하면 두

명의 아동의 놀이 상황에서 확장-도입의 발화는 상호주 성의 발달에

정 인 향을 주었지만,소그룹의 과학 학습 활동에서는 상호주 성

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은 상호주 성을 형

성하는데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모둠 활동 시간이 끝나가자 학생 D는 한 마음에 생각나는 로 설

명 모형을 생성하게 된다.그러나 조한 학생 D의 모형은 학생 A의 평

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바로 폐기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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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모둠

1)모둠 활동의 시작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107 이유는 무엇일까요? C-Rq

108

나는 지구가 공전해서 지구의 위치가 

바뀌었잖아. 우주 상에서. 별의 위치는 

똑같애. 일단은..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이 

별의 위치랑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이 별의 

위치가 있잖아.. 한 바퀴를 돌면 똑같이 

있으니까

C-Ex

109 근데 그거는 공전이 아니고 자전이 아니야? M-N/C-Rq

110
그건 자전은 그냥 지구가 스스로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거고..
C-Rj/C-Ex

111

그니까, 이게 만약 태양이 여기 있어. 여기 

이게 지구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처음에 

여기서, 여기 만약 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봤어. 그럼 이렇게 돌아가지구, 

여기서는 @#$@ 여기서는 이게 보이는 거 

아니야?

C-Ex/C-Rq

114
(전체 발언)탁구공 이용해서 해봐. 탁구공 

이용해서 알겠지? 탁구공 이용해서
O-Sg

112

116

같은 위치에서 관찰한다고 했을 때, 

(주황색 탁구공을 들고)별이 있잖아? 
C-Ex

117
아니다. (별 스티커가 붙여진 탁구공을 

보여주며)별이다.
O-Sg

118

일단 별을 여기 잡아죠. 별이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있어. 일단 여기서 보일 거 

아니야? 

C-Ex

119
뭐가 태양이야? (주황색 탁구공)얘가 

태양이야?
O-Id

120

122

(주황색 탁구공을 가리키는 듯)태양이 있지. 

일단 얘가 여기 있어. 이렇게 돌거 

아니야?(제자리에서 탁구공을 손으로 

돌리며) 자전을.. 

이건 자전이고. 이거는 돌 때, 여기. 

여기라고 생각해봐 여기.(탁구공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자전하지? 

C-Ex

124 똑같잖아. M-Ev

125 그건 어차피 똑같애. C-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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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둠의 활동은 학생 H에 의한 요청(#.107)발화로 시작되었다.이에

해 학생 F는 자신의 모형인 공 을 기반으로 한 시차의 원리에 한

설명(#.108)을 시도하 다.학생 H는 자 에 의해 시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자신의 모형에 해 설명(#.111)을 함과 동시에 학생 F와 요

청과 설명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진행시켜 나갔다.그 와 에 교사는 탁

구공 사용을 제안(#.114)하고,학생 H와 학생 F는 탁구공을 이용하여 다

시 논의를 진행하 다.

(1)상황정의의 측면

2모둠의 활동 기에 학생 E와 학생 G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

고 있다.모둠의 표인 학생 G가 모둠활동을 이끄는 가운데 학생 F와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학생 E와 학생 G는 모둠 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다.이후에 학생 E는 모둠활동에 참여하지만 학생 G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과학 모형을 만들기 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학생

G는 과학실이라는 물리 인 공간에 해 본래의 상황정의와 다른 해석

을 가지고 있거나 는 과학 모형 형성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에 해 본래의 상황정의와 다른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한편,탁구공이라는 구체 인 사물에 해 2모둠

의 학생들은 구체 인 명칭을 부여하고 토론 활동에 극 으로 사용하

며 교사가 생각하는 본래의 상황정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다.

(2)상호주 성의 측면

2모둠의 학생들은 학생 H를 제외하고는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

에 한 상황정의를 공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호주 성을 가진 상태에

서 모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모둠활동 기의 학생 H의 요청에 한 학생 F의 설명은 확장-도입

으로 새로운 요소를 상호 작용 공간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학생 F의 설명에 한 학생 H의 거부 반응과 요청 반응은 정-거

,변경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2모둠의 학생들은 모둠 모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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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F의 기 모형은 표 모형과 매우 가까운 모형이다.표 모형은

공 에 따른 시차의 원리 요소와 별 A의 거리가 상 으로 가까운 별

A만 시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요소를 포함하는데,학생 F의 모형은 공

에 따른 시차의 원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학생 H는 학생 F의 설명

에 해 거부 반응과 추가 인 설명을 요청함으로써 상호주 성의 형성

을 방해하지만,모형 구성 측면에서는 모형의 평가자로서 학생 F의 모형

에 해 부족한 을 발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2)교사의 체 발언과 학생 F모형 논의 보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130

(조용해지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놓치고 있어. 여러분은 뭐를 놓치고 있냐면 

별 A만 움직였다는 거. 왜 다른 별은 

움직이지 않았을까도 고민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계속 토론하세요.

C-Ex/O-Sg

131 별 A만 움직였는데. C-In

132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잖아? 

(탁구공을 왔다갔다 하다가)이 간격(지구의 

공전 궤도 지름을 나타내는듯)이 있어. 

이것의 직각이 쟤네 별, 그러니까 이렇게가 

되고 이렇게 되는 별은... 그 별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이 원에 있는 건 있잖아. 그 바깥에 

있는거야. 어... 일단 설명해봐.

C-Ex/O-Sg

교사는 체 발언을 통해 별 A만 움직 다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인지

시켜주고(#.130)이 정보는 학생 H에 의해 2모둠의 논의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131)학생 F는 별 A만 움직인 이유에 해 설명을 시도하나

자신의 설명에 부족한 을 느끼고,다른 학생들이 설명하도록 제안

(#.132)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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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황정의의 측면

교사에 의해 별 A만 움직 다는 정보가 강조되면서,2모둠의 표인

학생 H에 의해 별 A만 움직인 이유에 해 다시 논의가 시작된다.2모

둠의 표로서 학생 H는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과 같은 상황정의를 가

지고 있으며,2모둠의 모둠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교사에 의해 별 A만 움직 다는 정보의 강조는 상호 작용 공간에 새

로운 정보의 확장-도입의 역할을 한다.2모둠의 학생들은 별 A만 움직

인 이유에 한 상호주 성을 찾기 해 논의를 시작하고 학생 F는 다

른 학생들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발화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확장과

정을 요구하며 상호주 성의 형성을 기 하고 있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별 A만 움직 다는 정보는 주어진 과제 상황에서 설명해야 할 제한요

소(constraint)로 모형 구성 활동에 작용한다(Nersessian,1992).교사의

체 발언을 통한 별 A만 움직 다는 정보의 강조와 학생 H에 의한 2

모둠의 상호 작용 공간으로의 도입은 학생 F의 모형이 제한요소를 설명

할 수 있는 지에 한 모형 평가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 과정을 통해

학생 F모형의 불완 함을 드러나게 해 으로써 학생 F의 모형에 한

논의는 잠시 동안 멈추게 된다.



-69-

3)학생 E와 학생 H의 논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133 그럼 너는? C-Rq

134 공전.. C-Pr

135 공전이야? 왜왜? 설명해봐. 얘 따라한 거야? C-Rq

136 그냥. 지나가자. 그냥 C-Ev

137

어? 자전?

나도 자전이라고 했는데.. 나 줘봐.(학생 

F에게 탁구공을 받음. 별 스티커가 붙은 

탁구공은 학생 G에게 전해줌)

여기 별이 있어.. 태양은 필요 없는데. 

헤헤.(주황색 탁구공을 제외시킴)

아 태양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지구의 한쪽 면) 봤어. 처음에.. 

이렇게 보면(지구의 반대쪽 면) 이게 움직여 

보일 거 아니야?

C-Ex

138 별 아예 안 보이지 않냐? C-Rq

139

이게 6개월 간격이니까. 공전은 맞을 거 

같다. 그치?

자전은 1일에 한 번하고, 공전은 1년에 한 

번 하지? 맞지?

C-Ex/C-Id

140 반달(?) 했잖아? C-Rq

141
근데 그러면 열 둘에서 반을 이렇게 와도, 

여기 있는 별이 안 보이는 건 똑같잖아?
C-Ex

142 자전은 맞는 거 아닌가? C-Id

학생 H의 학생 E에 한 새로운 요청(#.133)발화로 2모둠의 논의는 재

개되었다.학생 E는 자 이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134)하지만 이

어지는 학생 H의 추가 인 요청(#.135)발화에 해 회피(#.136)반응을 보

다.학생 E가 회피반응을 보이자 학생 H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자

모형을 탁구공을 사용하여 직 설명(#.137)하게 된다.학생 H는 자신

의 모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다시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모형을

공 으로 수정하여 다시 설명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발화를 하

다.(#.139)학생 H의 설명에 해 학생 E는 추가 인 설명을 요청(#.138,

#.140)하는 발화를 통해 학생 H와의 논의를 진행시켜나가며 자신의 자

모형을 계속 유지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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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황정의의 측면

학생 H가 2모둠의 모둠 활동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학생

F의 모형에 한 논의가 멈추게 되자 학생 H는 학생 E와 논의를 시작

한다.한편,탁구공이라는 구체 인 사물에 한 상황정의 한 이 상

황과 마찬가지로 교사와 같은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으며,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토론 활동에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H는 이 에 학생 F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 E에게 설명을

요청한다.학생 E는 자 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는 상호 작용 과

정에서 확장-도입의 역할을 한다.학생 E의 제시에 해 학생 H는 자

신의 설명과 설명 요청을 통해 정-거 반응을 보이고,학생 E는 학

생 H와 극 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이로 인해 학생 E와 학생 H는

모둠 모형에 한 상호주 성을 갖지 못한다.한편,학생 H는 자신의 모

형을 설명하는 도 ,자신의 모형을 공 모형으로 수정함으로써 학생 F

의 모형과 어느 정도 상호주 성을 가지게 되었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E와 학생 H의 상호 작용 속에서,학생 H는 여 히 모형의 평가

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학생 H는 자신의 모형을 설명하는 과정에

서 과제에서 주어진 6개월이라는 정보를 통해 자 과 6개월을 연결시키

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개인 모형을 공 과 연결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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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생 F의 모형 논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148

아마 이거가. 일단 지구가 있어. 자전을 

하지만.. 일단 자전을 안하.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전을 어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 돌거든.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이 자전을 하기 전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일단은 여기에서. 뒷장에 

나와. 여기에서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얘한테는 이렇게 있는 데. 여기에 

보이는 거야. 여기에.

C-Ex

149 뭐가 보여? C-Rq

150

별이. 이 별이 여.. 이 쪽으로 보이는 거고.. 

얘.. 얘도 이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한테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되는 거지.

C-Ex

151 근데 A만 변했잖아? C-Rj/C-Rq

153 다른 별들은 안 변했는데? C-Rj/C-Rq

152

154

근데 음...

A만 변했는데.. 위치가 문제일 수도 있고
C-De

학생 E와 학생 H가 자 과 공 이라는 상반된 모형을 통해 논의를 진

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학생 F가 다시 자신의 모형을 설명

(#.148,#.150)하기 시작하 다.학생 F는 자 과 공 이라는 용어는 명확

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공 에 따른 시차의 원리에 해 설명하 다.

학생 E와 학생 H는 학생 F의 설명에 해 거부하고 추가 인 설명을

요청(#.151,#.153)하고,이에 해 학생 F는 제 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

며 고민하게 된다.(#.154)

(1)상호주 성의 측면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에 한 상황정의를 공유한 상태가 지속

되는 가운데,학생 F는 자신의 모형을 다시 한 번 2모둠의 상호 작용 공

간에 확장-도입하게 된다.그러나 학생 E와 학생 H의 별 A만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발화는 정-거 의 역할을 하게 되고 모둠

모형에 한 상호주 성은 여 히 갖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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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별 A만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 F의 모형에 해 학생

E와 학생 H의 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학생 F는 자신의 모형

의 문제 이 모형을 폐기해야할 만큼 큰 문제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형을 수정하여 과학 모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이러한 고민

과정에서 별의 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단서를 생각하게 된다.

5)학생 E의 행성 모형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156 A가 행성이 아닐까? C-Pr

157 (웃음) A-P A-P

160
이 별은 다 항성이야. 항성. 스스로 불을 

내고 있는. 그런 별이라서 보이는 거고.
C-Rj/C-Ex

중략

171

174

얘만 움직였다는 거잖아.

얘도 우리가 봤을 때는.
C-Ex

172 행성이야 행성. 이게 행성이야. C-Pr

173 하하하하. 그럼 다른 별들은 왜 안 움직여? C-Rq

175

심플하게 생각해. 심플하게. 안 움직이는 

얘들은 여기 박혀있는 거고 움직이는 

것들은 행성인데

C-Ex

학생 F가 자신의 모형을 설명하지 못하자 학생 E는 별 A가 행성이라

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156)하 다.학생 F는 학생 E의 행성 모형에

해 거부하고 별은 모두 항성이므로 행성이 아니라고 설명(#.160)한다.

학생 H도 다른 별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에 한 설명을 요청(#.173)하지

만 학생 E는 그에 해 자신의 논리로 설명(#.175)하며 자신의 모형을

포기하지 않는다.

(1)상황정의의 측면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상황정의를 공유한 가운데,학생 E가 새로운

기존의 상황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주제를 제시하고,학생 F와 학생 H

가 함께 논의를 진행하면서 같은 상황정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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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F의 모형에 문제 이 발견되어 학생 F의 모형으로 논의가 진

되지 못하자,학생 E는 별 A가 행성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면서 2

모둠의 상호작용 공간에 새로운 요소를 확장-도입한다.이에 해 학생

F와 학생 H는 설명과 요청 발화를 통해 정-거 반응을 보이고,학생

E의 행성 모형은 상호주 성을 가지지 못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F의 모형이 합의 모형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E는 별

A가 행성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학생 F와 학생 H는 행성 모형

에 한 평가자로서 각각 별은 행성이 아닌 항성이라는 설명과 다른 별

이 안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 못한다는 문제 을 제기한다.학생 H의 다

른 별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해 학생 E는 별 A만 행성이라는 논리

로 응한다.학생 F의 별이라는 용어에 한 설명에 해 학생 E는 특

별한 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모형을 포기하지 않는다.학생

E의 모형에 한 학생 F의 반박 설명은 1모둠의 논의에서 등장한 ‘돌

다.’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과학 인 용어의 일상 인 언어로 표 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Ogbornetal,

1996).과학 인 용어로서 ‘별’은 항성만을 지칭하지만 일상 인 맥락에

서 별은 밤하늘의 천체를 가리킬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 E의 경우

과제에서 제시된 별을 일상 인 맥락에서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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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사의 방문과 학생 E의 행성 모형 폐기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180 자. 너희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C-Rq

181 공전이요 C-Pr

182 공전이고, 또? C-Rq

183

185

공전이고 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인데
C-Ex

184 쌤 A가 행성 아니에요? C-Id

186 행성 아니에요. C-Rj

188

행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6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니야.

왜 차이가 날까? A와 나머지 별들이?

C-Ex

학생 E의 행성 모형에 해 논의하던 에 교사가 2모둠을 방문하

다.교사의 요청(#.180)발화에 학생 F와 학생 H가 공 모형을 제시

(#.181)하고,설명(#.183,#.185)하 다.학생 E는 모둠원간의 논의에서 포

기하지 않은 자신의 행성 모형에 해 교사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질문을

하 다.(#.184)그러나 교사는 학생 E의 행성 모형에 해 바로 거부

(#.186)반응을 보이고,그에 해 설명(#.188)하고 2모둠의 방문을 마무

리한다.

(1)상호주 성의 측면

교사의 요청 발화에 해 학생 H와 학생 F는 공 을 제시하고 설명하

고 교사가 이에 해 부정 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두 학생 사이

에 어느 정도의 상호주 성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학

생 E는 행성 모형에 해 포기하지 않고 교사에게 확인질문을 함으로써

교사와의 상호작용 공간에 새로운 요소를 확장-도입하게 된다.그러나

교사는 거부와 그에 한 설명을 통해 학생 E의 모형에 해 정-거

하게 되고 학생 E의 모형은 상호주 성을 갖지 못한다.

(2)상황정의 & 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교사의 방문을 통해 학생 F와 학생 H사이에 공 이 모형을 구성하는

데 요한 요소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한편 학생 F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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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H의 평가 과정에서 부정 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행성 모형을 포기하

지 않았던 학생 E는 교사의 6개월이기 때문에 행성이 아니라는 설명에

바로 자신의 모형을 포기하게 된다.학생 E의 행성 모형에 한 교사의

평가는 이 의 학생 F와 학생 H의 평가에 비해 과학 으로 설득력이 떨

어진다.학생 F와 학생 H의 평가 내용이 학생 E의 행성 모형의 문제

을 지 하는데 비해 교사의 6개월이기 때문에 행성 모형이 아니라는 설

명은 행성 모형의 문제 이라고 볼 수 없다.하지만 교사의 평가는 학생

E가 자신의 모형에 큰 문제 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 고,결국 모형을

포기하게 되었다.

학생 E에게 있어서 같은 모둠 안에 있는 동료학생들과 교사는 모형의

평가자로서 같은 역할은 하지만 다른 지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게 있어 교사는 모형이 설명해야 할

제한요소(constraints)를 설정하는 존재인 동시에 과제 상황에서 해결책

인 표 모형을 알고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따라서 같은 모형의 평가에

있어서도 그 향력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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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생 F에 의한 표 모형 형성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231

야. 학생 H야. 단순하게 별이 지구를 

따라다니고, 그 A는 주위를 막 따로따로 

다니는 거 아니야?

C-Pr

232

그러면 A는 더 멀리 있는 거 아냐? 다른 

별들은 가까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야?

C-Ag/C-Ex

/C-Id

233
태양이 이만하다고 가정해야 편리한 거 

같애
C-Ex

중략

240

그냥 보이게 한다구? 이렇게 한다구? 이게 

지구야. 일단 A는 여기. 이쯤에 있다고 

하면은.(모둠 칠판 가운데 부근에 파란 

마카로 작은 점을 찍음) 그리고 다른 

별들은 여기에 있고.(파란 마카로모둠칠판 

왼편에 작은 점 몇 개를 찍음) 봐봐. 

여기에서 보기에는..어.. 보여야 보여야 할 

께.. (모둠 칠판 아래쪽에 작은 사각형을 두 

개 그림) 여기에서는 일단 관찰자들이 

여기에 있고.(6개월 간격의 지구에 두 

관찰자를 설정)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잖아. 

A가 중심이 아닌 다른 별들을 일단 중점에 

놓고, 봐봐. 이렇게 놓고 본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각도는 너무 멀어서 일단 잘 

보이지 않아.

C-Ex

교사의 방문 이후,학 체 으로 개별 활동 시간을 가지게 되고,개

별 활동이 끝나고 다시 모둠의 논의가 재개되었다.학생 E는 별 A만 특

별하다는 모형을 제시(#.231)하고,학생 H는 이에 동의하며 별 A의 치

에 해 추가 인 설명을 제기하고 확인 질문(#.232)을 던진다.이와 별

도로 학생 F는 모둠 칠 에 그림 14와 같이 자신의 표 모형을 그리며

자신의 모형에 해 설명(#.240)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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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학생 F의 표 모형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241 지구는 어디에 있어? C-Rq

242 지구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C-Ex

243
크.(크게를 말하려고 했었던 것 같음) 이. 이 

기호를 살려서 그려주세요.
O-Sg

244
지구 이거야.(동그라미에 점하나를 손으로 

표현)
C-Ex

245

어. 그렇지. (모둠칠판을) 가운데 

놓고...친구들하고.. 이거(모둠활동지). 이거 

누가 그려 줄거야? 어..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려줄 거야. 요거 같이 해봐.

C-Ag/O-Sg

246 학생 G가.. O-Sg

247 학생 G가 그려줘. 알겠지? 플러스 이거. O-Ag

학생 F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2모둠에 방문하 다.교사는 표

모형을 나타냄에 있어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기를 제안(#.243)하고,학생

H의 학생 G가 모둠 활동지에 표 모형을 그리도록 제안하는 것을 받

아들 다.(#.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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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248

보이는 건. A 여기에서 봤을 때는. A가 

이쪽(배경별들 사이에 왼쪽)으로 치우쳐서 

변했다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C-Ex

249 A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C-Rq

250

251

A가... 일단 직선은 이따가 생각하고... 근데 

평면으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 (왼쪽 

작은 사각형 안에 오른쪽에서 바라본 별 

A를 그림)

이렇게 있어.

C-Ex

252 왜 평면이야? C-Rq

253
일단 평면으로 생각해 보고. 할때는. 

그리고.. 두 번째..
C-Ex

254

256

근데 왜 다른 별들은 안 옮긴 거야?

A가 앞에 있어서?
C-Rq

255

257

다른 별들은

더 가까이에 있는 별들만 더 잘 보여서. 다 

움직였는데. 얘 움직임이 너무 커서 잘 

안보이는 걸로 착시되는거야. 그리고 뒤에서 

볼 때에는..

C-Ex

258
(보드마카를 학생 F에게서 뺏어)내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C-Ex

259
약간 A가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 이쯤으로 

가겠지.
C-Ex

260
(오른쪽 작은 사각형 그림을 그림) 이렇게 

되면 돼.
C-Ex

261

(학생 F가 그린 그림을 보충하며) 정확해 

이거. 정확히 이거야.

얘 그러면(보드마카로A밑을 그리며) A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다른 

별들은 거의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M-Ev/C-Ex

교사의 방문이 끝난 이후,학생 F의 설명에 해 학생 H는 추가 인

요청 발화를 시도하고,학생 F는 설명 답을 하 다.(#.248～ #.260)학

생 H의 요청에 해 설명을 하나씩 해가며 학생 F는 자신의 모형이 확

실하다고 평가(#.261)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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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황정의의 측면

교사의 제안 로 2모둠의 학생들은 개인의 표 모형을 나타내고 모둠

의 합의 모형을 찾기 한 활동에 참여한다.한편,교사와 2모둠의 표

인 학생 H에 의해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던 학생 G에게는 모둠의 표 모형을 나타내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

된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E와 학생 G가 논의하는 에 학생 F는 기존의 자신의 모형에

별 A만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이는 과학

모형을 구성하기 해 기존의 자신의 모형에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2

모둠의 상호작용에서 확장-증축의 역할을 한다.학생 F의 확장-증축으

로 보완된 모형에 해서 학생 H는 이 의 상황과 유사하게 추가 인

설명을 요구하는 요청 발화를 통해 정-거 ,변경 반응을 보여 다.

학생 F는 학생 H의 요청 질문에 해 자신의 표 모형을 기반으로 설명

을 하고,이 과정에서 자신의 모형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학

생 H도 자신의 요청 질문에 해 학생 F가 모두 설명함으로써 학생 F

의 모형이 옳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학생 H는 정-수

락 반응을 표 하지 않음에도 상호주 성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이와 같이 구성원 간의 동의가 없더라도 논쟁과 불일치 속에서

상호주 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Matusov,1996).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이 까지 학생 F의 모형은 별 A만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는 작은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별 A가 가까이 치한다는 추

가 인 설명이 더해지면서 학생 F의 모형에서 문제 은 해결되고,학생

H의 이어지는 평가 과정에서는 다른 문제 이 발견되지 않는다.이로써

2모둠에서는 학생 F와 학생 H 사이에 합의 모형(ConsensusModel)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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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생 H의 표 모형 나타내기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267

(학생 G에게) 이게 태양이고(빨간 마카로 

그림), 이게 지구잖아.(검정 마카로 그림) 

이게 지구가 되는 이유가.. 원래 여기가 

6월에 있었어. 여기가 12월이거든. 이게 

공전을 하면 1년에 한 바퀴를 돌잖아? 근데 

반년이면.. 으하하(다른 모둠에서 장난치는 

것을 듣고 웃음) 반년이면 반 바퀴를 

돌거든.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쭉 해가지고 

A가 여기 있다고 해봐.(파란 마카로 별을 

그림) 그러면 A가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는 별들은 다 여기 

뒤에 있었다. (다른 조 소음 때문에 안 

들림) 이거는 멀리 있으니까 별과 지구 

사이에 치우치는(확실하지 않음) 거야.

C-Ex

268
그니까 나는 이렇게 돌면서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C-Ex

269
근데 얘가 앞에 있으니까 더 움직임이 크게 

보이는 거.
C-Ex

270 아아.. C-Ag

학생 F의 설명에 동의한 학생 H는 모둠칠 에 그림 15와 같이 표 모

형을 다시 그리며 학생 G에게 학생 F의 모형을 다시 설명(#.267)하고,

학생 E는 학생 H의 설명에 동의(#.270)하게 되었다.

그림 15.학생 H의 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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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271

273

알겠어?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는 요쪽에 

치우쳐져 보이고.. (잘 안 들림)

M-Id/C-Ex

272 다른 별들도 다 움직였어. C-Ex

274 그리라고? O-Id

275 끝이야. O-Ag

276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 O-Id

277 어. O-Ag

278
(학생 G에게) 이거 다해.. 이해하기 쉽도록 

...(17초 침묵) (자신의 필통도 정리)
O-Ag

279

다른 별들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7초 침묵)

쌤~

C-Id/C-Rq

학생 H는 설명을 끝내고 학생 G에게 이해가 는지 확인(#.271)질문을

하 다.학생 G는 이해의 여부를 떠나 단순히 그림을 같이 그리면 되

는지 확인(#.274,#.276)질문을 하고 학생 H는 이에 동의(#.277)한다.한

편 학생 F는 자신의 모형에 다른 별들도 움직 다는 아이디어를 덧붙인

다.(#.272,#.279)

(1)상황정의의 측면

학생 F와 학생 H 사이에 합의 모형을 형성하고 상호주 성을 가진 상

황에서 2모둠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합의 모형을 하기 한 활동을 시

작한다.학생 H의 설명 과정에서 학생 G는 모형의 이해에는 심이 없

고 이 에 교사에게 부여 받은 역할을 수행하기 해 표 모형을 어떤

식으로 그리는 지에 한 것에만 심을 가지고 있다.학생 G는 자신의

역할에 한 해석에 있어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

기의 상황 정의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만,교사의 제안에 의해 모

형을 그리는 역할에는 참여하려는 모습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F의 설명에 한 상호주 성을 가진 학생 H는 모둠의 다른 학생

들과 상호주 성을 공유하기 해 자신의 표 모형을 그리며 설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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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학생 E는 학생 H의 설명을 이해하고 정-수락 반응을 보이며

상호주 성을 형성하게 된다.

표 모형에 도달하 지만,학생 F는 다른 별들도 움직 지만 찰되

지 않았을 뿐이라는 새로운 용을 시도하나 다른 학생들의 정 반응

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모둠 활동시간이 마무리 되어 상호주 성을 형성

하지 못하게 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F와 합의 모형을 구성한 학생 H는 모둠의 다른 학생들에게 합의

모형을 달하기 해 새롭게 표 모형을 구성한다.학생 F의 표 모

형과 달리,학생 H의 표 모형은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고 설명해야 하

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 함으로써 학생 E의 이해를 도와주고,2모둠의

합의 모형이 확 되는데 기여한다.

9)2차시 시작 – 표 모형 그리기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292
이것도(별을 바라보는 시선 색깔) 우리 

파란색으로 하자.
O-Sg

293 이거를(별 A) 검은색으로 하자. O-Sg

294 아. 됐어. O-Rj

295 (학생 G가 선을 파란색으로 수정) O-Ag

296
그래서 이건 지구가 이쪽으로 간건가? 

(아래쪽 지구에 '6월'이라고 씀)
C-Id/C-Pr

297
몇 월인지는.. 저기 화살표 안 하는게 

나아.(안에다 하는게 나아)
O-Sg

298
(학생 H가 위쪽 지구에도 쓰라고 손짓을 

함)
C-Id/O-Rq

298 (학생 G가 파란 마카로'12월'이라고 씀) O-Ag

299 헤헤헤.. 밑에 밑에.. O-Rq

2차시가 시작하고 2모둠 학생들은 표 모형을 그리는 활동을 시작하

다.학생 F와 학생 H는 각자 표 모형을 그리는 방식에 해 제안을

한다.(#.292,#.293,#.297)그러나 학생 F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

생 G와 학생 H에 의해 그림 16과 같이 2모둠의 표 모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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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모둠의 표

모형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E 학생 F 학생 G 학생 H

305 우리가 1등이다. M-Ev

306 아니야. C-Rj

307 그럴 거 같은데. C-Rj

308 그런 착각은 하지마. A-N

중략

320

오케이,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이걸 가지고 

다른 팀한테 설명을 할거야. 그러니까 

설명할 사람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 

알겠지?

O-Rq

321
학생 H가 해. 학생 F는 너무 앵앵거려 

가지고 이해가 안 돼. 나한테는.
O-Sg/M-N

322 (웃음)너랑 학생 E랑 M-A

표 모형이 완성된 이후에도 2모둠의 학생들은 화를 계속해서 이어

나갔다.과제 상황와 련된 화가 계속 진행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

F에 한 부정 인 발화가 많이 나타난다.

(1)상황정의 & 상호주 성의 측면

2차시 모둠활동은 1차시의 모둠활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활동이다.

1차시의 모둠활동이 합의 모형을 구성하기 한 시간이었다면,2차시의

모둠활동은 합의 모형을 표 모형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다.

활동의 성격이 변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역할도 변

하게 된다.모둠의 표인 학생 H는 1차시와 같이 학생 F의 모형에

해 평가하고 질문을 던지던 보조 인 역할이 아니라 표 모형을 나타내

는데 학생 G와 함께 주도 인 역할을 맡게 된다.과학 모형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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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던 학생 G도 교사에게 부여 받은 역할인 표

모형을 나타내는 것에는 극 으로 참여하 다.2모둠의 표 모형

을 나타냄에 있어 상호주 성은 학생 H에 의한 확장-도입과 그에 한

학생 G의 정-수락 반응으로 형성된다.

한편,1차시의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에서는 주도 인 역할을

담당했던 학생 F는 2차시의 활동에서는 지 가 약해진다.표 모형을

나타내는 활동에서도 주도 인 역할을 맡으려 하지만,학생 F의 의견은

다른 학생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모둠 안의 다른 학생들과 감정 인

마찰이 나타난다.이는 활동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

는 학생 F의 역할이 달라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2차시의 활동이 1

차시의 활동에 비해 과학 인 능력이 게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생활에

서 계 인 요인이 모둠 구성원 사이에서 역할을 생각하는데 더 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학생 E의 경우 수업이 끝나고 실시된

인터뷰에서 학생 F와 같은 모둠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언

하 다.

학생 E의 인터뷰 중 : 걔가요. 사고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쟤가 논리적이에

요. 뭐 하는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애들이 좀 싫어하는 면이 있죠? ...

(중략)... 되게 까다롭죠. 성격도.. 의자에 발 대면 엄청 화내고.. 의자에 발 막 대

면은 되게 짜증내고 화내고, 되게 까다로워요. 

학생 H는 학생 F와의 모둠 활동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의도 으로 반발

을 하려고 했다고 표 하 다.

학생 H의 인터뷰 중 : 근데 학생 F가 좀 잘하니까. 먼저 딱 모둠끼리 설명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주도를 해서하잖아요? 주도해서 하고 저는 좀 반발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공동 구성이 강조된 학생들의 활동에서는 상호간의 계

요인이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유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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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모둠

1)모둠 활동 시작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112 너무 쉽잖아. 지구가 자전한 거잖아. C-Pr

113
뭐가 쉬워. 지구가 자전해도 다른 애들은 안 

움직였잖아. 
C-Rj/C-Ex

114

116

자, 이건 지구가 자전한 게 아니라 공전한 

거지.

봐봐, 얘가 가만히 있는데...

C-Rj/C-Pr 

115 그러니까. 공전한 거지. C-Rj/C-Pr

117

119

(손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자전을 하면서. 

봐봐, 지구가 여기 있으면 얘가 돌잖아. 

(손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여기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C-Rj/C-Ex

118 (손으로 동작을 하면서) 쉿! O-Re

120

121

122

그게 공전이야. / 공전이야. C-Rj/C-Pr C-Rj/C-Pr C-Rj/C-Pr

123 자전이지. C-Rj/C-Pr

3모둠의 토론은 학생 L의 지구 자 모형의 제시(#.112)와 함께 시작

되었다.학생 K는 학생 L의 의견을 거부하는 설명(#.113)을 하고,학생 I

와 학생 J 한 학생 L의 의견을 거부하고 공 이라는 모형을 제시(#.114

～ #.116)한다.이후,3모둠의 학생들은 학생 L의 의견에 한 논의를 시

작하게 된다.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133
야, 그리고 다른 별들은 안 움직이고 얘만 

A만 움직였잖아.
C-Rj/C-Ex

135

(학생 K를 보며) 그래 난 틀렸어. 너네 

맞았어. (자신의 학습지에 기록한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문제를 다시 확인함)

C-Ag/A-N

다른 학생들의 반 의견이 지속 으로 제기되자,학생 L은 감정 으

로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135)를 표 하고,주어진 과제를 다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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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142

144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학습지를 계속 

읽는다) 어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야, A만 움직였어.

C-In

145

146

147

그니까 A만 움직였으니까.

그래, 말했잖아.
C-Ag C-Ag

148
미안해, 그래그래. (자신의 학습지의 내용을 

수정/지우는 듯) 
C-Ag

149 공전이든, 자전이든 둘 다 안 된다니까. C-Pr

150
(학생 K의 말을 듣고 조금 생각하고는) 

아니지, 공전이지. 
C-Rj/C-Pr

151 ‘왜 A만 움직였나‘ 이게 더 중요하지. C-Rj/C-Pr

152

153

아, 그러게. 

왜 A가 움직였지?
C-Ag C-Ag

158

아이 리슨.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놓치고 

있어. 여러분은 뭘 놓치고 있냐면 별 A만 

움직였다는 거야.

C-Ex

학습지를 다시 확인하던 학생 L은 별 A만 움직 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142～ #.148)학생 K는 공 과 자 이 모두 한 해답이 아

님을 제시(#.149)하고,별 A만 움직인 이유가 요하다고 제시(#.151)한

다.학생 I와 학생 J도 이에 해 동의(#.152,#.153)를 표 하고,비슷한

시 에 교사 한 체 발언을 통해 별 A만 움직 다는 것을 강조하는

설명(#.158)을 한다.

(1)상황정의의 측면

3모둠의 학생들은 기본 으로 과학 모형을 구성하기 한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며 물리 인 공간과 참여자의 역할에 한 상황정의를

공유하고 있다.그러나 모둠 활동 기에 과제에 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이한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다.학생 L은 과제 상황에서 별 A만 움직

다는 정보를 악하지 못한 채,자 이라는 잠정 인 해답을 제시하고,

학생 I와 학생 J는 별 A만 움직 다는 것은 악하고,공 이라는 잠정

인 해답을 제시한다.학생 K도 별 A만 움직 다는 것은 악하 지만

잠정 인 해답은 제시하지 않고,별 A만 움직 다는 사실에 을 맞

추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학생 K는 잠정 인 해답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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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 보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방안을 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

며 과제에 한 이해부분에서 3모둠의 다른 학생들과 다른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L의 자 모형에 한 설명은 3모둠의 상호 작용에 확장-도입의

역할을 하지만,다른 학생들의 정-거 반응을 보이며 학생 L의 모형

에 한 상호주 성을 갖지 못한다.학생 I와 학생 J도 공 모형을 3모

둠의 상호 작용 공간에 확장-도입하지만 학생 K의 정-거 반응으로

상호주 성을 형성하지 못한다.학생 K는 별 A만 움직 다는 사실을 강

조하며 문제해결방안에 한 확장-도입을 시도하고,학생 I와 학생 J가

이에 정-수락 반응을 보이며 학생 K와 상호주 성을 형성하게 된다.

한 교사가 체 발언을 통해 학생 K와 같은 의견을 다시 강조하면서

3모둠의 상호주 성은 더욱 강화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L의 자 모형,학생 I와 학생 J의 공 모형의 제시는 과제 상

황을 설명하기 한 모형의 생성이다.그러나 이들 모형은 논의 과정에

서 상호주 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합의 모형으로 발 하지 못한다.학생

K는 별 A만 움직 다는 사실에 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

써 모형이 설명해야 할 제한요소(constraints)를 명확히 하고 있다.3모둠

의 학생들은 모둠활동 기에 모형을 형성하지는 못하 지만 제한요소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의 모델링 과정에 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별까지의 거리에 한 논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164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 아니야? C-Id

165 어, 그런 거 같아. C-Ag

166
(고개를 끄덕거리며) 거리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어.
C-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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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A만 움직인 것이 요하다는 것에 합의를 이룬 이후,학생 K는 별

A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설명 체계를 확인 질문(#.164)을 통해 제시하

다.이에 해 학생 I와 학생 L이 동의(#.165,#.166)를 표 함으로써

련 논의가 시작된다.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172

정확하지 않단 말이야. 대충 A가 크게 

움직였다는 건 거리가 더 멀다는 거지. 다른 

별에 비해서.

C-Ex

174
그럼 다른 애들은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지?
C-Id

175

아니 아니지, A가 더 가깝다는 거지. 왜냐면 

멀리 있으면 조금 움직여도 별로 안 

보이지만...

C-Rj/C-Ex

176 아, 그렇지 C-Ag

177

179

우리가 파인더로 망원경을 찾고

보는 이유가 너무 머니까.
C-Ex

178

180

(박수를 치며) 찾았어. (깨달았다는 듯이) 

아~~~

유(you) 천재.

C-Ag/A-P C-Ag

학생 I는 별 A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설명 모형을 부정하고 별 A가 더 가깝다는 설명(#.175)을 한다. 한 자

신의 설명에 인더와 망원경이라는 비유를 더해 추가 인 설명(#.177,

#.179)을 하고 학생 J와 학생 L이 동의(#.178,#.180)를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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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186
별이 너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C-Id

187

뒤로?? 가서 봐봐.(다른 학생들이 대화하는 

중에도 혼자 행동을 취하고 있음.)(한 손은 

가까이 한 손은 멀리 두고 천천히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함)

C-Ex

189
(학생 K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 

너무 가까워서지.
C-Ag

188

190

192

그니까 이런 거야.

수업 시간에 샘이 저 뒤에 있는 애랑 앞에 

있는 애랑 움직이는 거 누가 더 잘 

보이겠냐?

앞에 있는 사람이지.

C-Ex

191
(학생 J의 설명을 들으며 이해를 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임)
C-Ag

194
아, 나 이해했어. 그럼 A가 제일 가까운 

거네... (자신의 학습지에 뭔가를 정리한다)
M-P

학생 K는 별 A가 가까운 것에 해 확인 질문(#.186)을 하고,이에

해 학생 I는 동의(#.189)를 표 한다.학생 J는 교실의 앞자리에 앉은 학

생과 뒷자리에 앉은 학생을 비유로 하여 별 A가 가깝다는 것을 지지하

는 추가 인 설명(#.188～ #.192)을 하고,학생 K와 학생 L은 이 설명에

해 동의(#.191,#.194)를 표 한다.

(1)상황정의의 측면

이 의 담화를 통해 3모둠의 학생들은 별 A만 움직 다는 것에

을 맞추어야 한다는 상호주 성이 형성됨으로써 같은 상황정의를 공유하

게 되었다.3모둠의 학생들은 과제에 한 해결책을 찾기 해 모둠 활

동에 극 으로 참여하며 교사가 생각한 상황정의와 동일한 상황정의를

유지하고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K는 별 A만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해 별 A의 거리가 멀

다는 설명 모형을 제시하며 거리라는 요소를 3모둠의 상호작용 공간에

확장-도입하게 된다.이에 해 학생 I와 학생 L이 학생 K의 의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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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락 반응을 보이며 거리라는 요소에 한 상호주 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학생 I는 거리라는 요소를 망원경과 인더라는 비유로 설명

을 하며 아이디어를 확장-확 하게 되고,이를 학생 J와 학생 L이 정

-수락함으로써 상호주 성의 형성을 도와주게 된다.학생 J는 거리 요소

를 교실 상황에 한 비유 설명으로 다시 확장-확 를 시도하며 상호주

성을 강화시킨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별 A만 움직 다는 정보가 3모둠의 학생들에게 모델링 활동에 제한요

소(constraints)로 확실히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 K는 ‘별 A까지

의 거리’를 과제를 해결하는 요소로 모델링 활동에 도입한다.학생 K는

별 A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모형을 제기하지만 학생 I에 의해 별 A까지

의 거리가 가깝다고 수정되고,다른 학생들의 동의와 학생 J의 추가 인

설명을 통해 3모둠의 학생들은 별 A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에 한

상호주 성을 가지게 된다.여기에서 학생 I와 학생 J는 비유추론

(Analogicalreasoning)을 통해 자신의 모형에 한 설명을 강화한다.비

유는 단순히 생각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도 생성해 낼

수 있는데(Nersessian,1992),학생 I와 학생 J의 비유 역시 별 A만 움직

이는 이유를 찾는 과제의 해결책 에 요한 요소인 별 A의 거리가 가

깝다는 요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학생 I와 학생 J의 비유추론은 성

격이 조 다른데 학생 I의 비유는 천체를 측하는 상황에서 망원경과

인더라는 도구를 통한 비유이며,학생 J의 비유는 교실 상황에서 학생

과 교사를 통한 비유이다.학생 I의 비유는 별 A가 가깝다는 것을 설명

하기에 한 비유는 아니지만,천체 측이라는 유사한 맥락에서 가져

온 비유 자원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진다.반면,학생 J의

비유는 보다 더 친근한 맥락에서 가져온 비유로 어려운 개념을 보다 쉽

게 다른 학생들에게 달할 수 있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학생 I와

같이 유사한 맥락에서 가져온 비유를 지의 비유(Localanalogy),학생

J와 같이 과제 상황과 다른 역에서 가져온 비유를 거리가 먼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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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analogy)라고 부르며,이 두 가지 형태의 비유는 과학 모형

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모형의 설득력을 강화시킨다(Oh& Oh,

2011).

3)과제 상황에서 별 A의 움직임에 한 논의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193

195

197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만약 A가 

6개월 후에 이만큼밖에 안 움직였잖아. 

근데 6개월 후,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왜 벌써 한 바퀴를 다 돈 거야? 왜 그러면?

C-Rq

198

201

1년이니까.

지구가 1년마다 
C-Ex

199

203

(학습지를 들며) 봐봐. 6개월...

(학생 K의 학습지를 가리키며) 6개월 마다
C-Ex

학생들의 활동지에는 6개월 간격의 사진만 제공되어 있고 6개월 동안

의 별의 움직임은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학생 K는 과제 상황에서 6개

월 동안 별 A의 움직임에 한 설명을 요청(#.193～ #.197)하는 질문을

하고 학생 I와 학생 J가 이에 해 설명(#.198～ #.203)을 시도한다.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207
그게 아니라. 너무 빠르잖아. 6개월, 6개월 

만에 이 정도밖에 안 갔잖아. 
C-Ex

208 이거는 대충해도 괜찮아. C-Ig

209

그거는 그러니까 (손동작을 취하며)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손동작을 

취하며) 이만큼 있는데 요렇게 움직이면 

3000번은 움직일 수 있어. 저~쪽에 있는 건 

이렇게 돌잖아.

C-Ex

210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M-N

211

213

내 말 들어봐. 거리가, 거리가 가까워 더,,, 

일단 A가, A별이 다른 별보다 지구에 

가깝다는 거에 일단 초점을 둬. 그러면 

(탁구공 하나를 들면서) 이게 지구야. 저 

멀리 있는 별이(펜으로 먼 곳을 가리킴)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똑같이 

보이지. 근데 가깝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C-Ex

212
봐봐 이렇게 있어(탁구공 하나를 들고 멀리 

있는 별을 표현하며 학생 I설명을 도와줌)
C-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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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K는 본인의 질문에 한 다른 학생들의 설명이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다름을 알고 자신의 요청 질문을 보충하는 설명(#.207)을 하 다.

그러나 학생 I는 학생 K의 요청 질문을 무시(#.208)하고,학생 L은 다시

설명(#.209)을 하지만 학생 K는 학생 L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다.(#.210)학생 I는 별 A가 가깝다는 것이 요하다고 설명(#.211,#.213)

하고 학생 L 한 이에 동의하고 함께 설명(#.212)함으로써 학생 K가 궁

해 했던 내용은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한다.

(1)상황정의의 측면

별 A의 거리가 다른 별에 비해 가깝다는 상호주 성을 형성하게 된

상황에서 학생 K는 과제에 한 이해와 련된 요청 발화를 한다.학생

들의 활동지에는 6개월 간격의 3장의 사진 정보만 제공되어 있을 뿐,6

개월 동안의 움직임에 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이에 해 학생 K

는 활동지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6개월 동안의 별 A의 움직임이라는 과

제 상황에 한 이해를 원하며 이를 3모둠의 상호 작용 공간에 도입하고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K의 요청 발화는 별 A의 6개월 동안의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요

소를 3모둠의 상호작용 공간에 확장-도입하는 역할을 한다.이에 해

학생 I와 학생 J가 상호작용에 참여하지만,학생 I가 학생 K의 질문이

요하지 않다고 무시하고,이는 정-거 반응으로 학생 K의 질문은

상호주 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논의가 마무리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K의 6개월 동안 별 A의 움직임에 해 논의하려는 시도는 모델

링에서 제한요소를 확실히 설정하려는 목 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의

별 A만 움직 다는 것에 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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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모형 도달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224

처음에 A가 여기야. 어, 이걸 보면 이 정도, 

여기 정도에 있을 거 아니야. (학생 I는 

자신의 활동지를 다 작성했는지 학생 K이 

말하는 것을 들음. 학생 L은 계속 자신의 

활동지를 작성 중) 근데 다시 여기로 

왔잖아. 그러면 6개월 만에 여기로 오고 

다시 6개월 만에(큰 원을 그리는 동작을 

취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C-Rq

225

(탁구공을 가지고 설명을 함) 얘가 돌잖아. 

얘도 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치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돌면 여기선 

여기로 보이잖아. 여기선 여기로 보여. 근데 

6개월 뒤라면 여기선 여기로 보이지만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보이잖아. 

C-Ex

226

227

아 맞다 맞다. 

(같이 고개를 끄덕임)
C-Ag C-Ag

228 그러면 자전, 공전... C-De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학생 K는 다시 한 번 별 A의 움직임에

한 설명을 요청(#.224)하는 질문을 하 다.학생 J는 학생 K의 질문에

해 질문의 의도와는 상 없는 시차의 원리를 설명(#.225)하고,학생 I

와 학생 K는 이에 동의(#.226,#.227)를 표 한다.학생 J의 설명을 들은

후,학생 K는 6개월 동안 별 A의 움직임에 한 의문은 포기하고 개인

으로 고민(#.228)을 하며 설명을 한 모형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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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242

244

아, 잠깐만.

별은 움직이지 않지? 별은 안 움직이지?
C-Id

245 어, 안 움직인다는 가정 하에. C-Ag

중략

252

(학생 I의 활동지를 가리키며)야, 너는 1번과 

3번 있잖아. 이것, 이게 서로 같아 보이는 

것도 그러면은 어,

C-Id

253

257

그러니까 이거 봐봐. 

(탁구공을 들고 동작을 하면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돌잖아. 

C-Ex

254

256

(학생 K의 손을 치며) 그러니까 지구가, 

지구가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C-Ex

255

258

착시현상, 이것도 일종의 착시현상 아닌 

거야?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알겠는데. 이것도 

일종의 착시현상 아니야?

C-Id

260
착시는. (조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착시. 착시현상이지.
C-Ag C-Ag

261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얘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니까. 
C-Ex

262

265

(곰곰이 생각하더니)뭐라 써야할지 

모르겠어. 지금.

나만의 방법으로 한 번 써볼래.

M-N/C-De

중략

333

335

나 진심 알 것 같아. 야, 이것 봐.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활동지의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 1번 

3번이고 2번이야. 이게 6개월만이잖아.

이게 A가 여기에 있고. 멀리 이렇게 다른 

별들이 있는 거야.

M-P/C-Ex

336 어어. 이제 알겠지? M-Id

학생 K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형을 확정짓기 해 3모둠의 다른 학생

들에게 확인 질문(#.242,#.244,#.252,#.255,#.258)을 하 다.다른 학생으

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은 학생 K는 다시 한 번 개인 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262,#.265)최종 모형에 해 생각하고 자신의 모형에

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3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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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황정의의 측면

학생 K는 6개월 동안 별 A의 움직임이라는 과제에 한 이해와 련

된 상황정의를 계속해서 시도한다.그러나 학생 J에 의해 시차의 원리가

설명되고 학생 K는 이를 이해하며 과제에 한 이해와 련된 상황정의

를 완성하게 된다.학생 K의 과제에 한 이해와 련된 상황정의가 이

루어진 이후,3모둠의 학생들은 직 인 과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한 활동이 시작된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K의 요청에 해 학생 J가 시차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확장-

도입으로 3모둠의 상호작용 공간에 새로운 요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에 학생 K가 수락- 정 반응을 보이고,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별 A가 가까이 치한다는 것과 통합하여 표 모형과 동일한 개인 모

형을 완성한다.학생 K는 새로운 모형을 3모둠의 상호작용 공간에 확장

-확 로 제시하게 되고 이에 해 학생 I가 수락- 정 반응을 보임으로

써 3모둠은 모둠의 모형에 해 약간의 상호주 성을 형성하게 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이 까지의 논의를 통해 3모둠의 학생들은 별 A의 거리가 가깝다는

내용에 한 상호주 성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J의 시

차의 원리에 한 설명이 학생 I와 학생 K에게 받아들여지고,학생 K는

별 A의 거리가 가깝다는 요소와 시차의 원리를 결합하여 표 모형을

완성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학생 K는 별이 물리 으로 움직이는 지에

한 확인 질문을 통해 제한요소(constraints)를 명확히 하고,과제 상황

이 착시 상과 련 있는지에 한 확인 질문을 통해 자신의 모형을 다

른 학생들에게 평가 받으며 자신의 모형에 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

다.학생 K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형이 표 모형에 도달했음

을 확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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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두칠성에 용과 불일치 증거 발견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348

(자신의 활동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활동지 그림을 가리키면서 학생 J에게 

이야기를 함) 먼저, 먼저, 우리가 이쪽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이쪽으로 

보고 있어. 그 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 치자 A가(1번 첫 번째 그림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때에는 A가 왼쪽에 보일 거 아니야. 여기는 

멀리 있으니까 그대로 보일 거야. A는 

가까우니까 A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다른 별들은

C-Ex

349
그리고 북두칠성을 생각하면 제일 먼별이 

가장 안 움직이는 것처럼...
C-Ag/C-Ex

350

351

맞아! 아 그래!

그래 내 말은.
C-Ag C-Ag

학생 K는 별 A가 가까이 치해 있고 시차의 원리에 의해 별 A만 움

직임이 측된다는 표 모형에 도달한 자신의 모형을 설명(#.348)하

다.학생 I는 이에 해 동의를 표 하면서도 북두칠성에서도 거리가 먼

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용하여 설명을 시도한다.(#.349)이에

해,학생 J와 학생 L이 동의(#.350,#.351)를 표 하고 3모둠의 학생들

은 이와 련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352 2번이 제일 멀리 있잖아. C-In

353

(활동지1번 첫 번째 그림에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북두칠성이 있어.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계속 옆에 앉아있는 학생 

I에게 설명을 하는데 학생 L과 학생 K의 

말에 묻혀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림) 

C-Ex

354 야, 얘(학생 I)말 지금 맞았어. M-Ev

중략

359
2번이 너무 멀... 가장 멀다고 우리 

배웠잖아.
C-Id

360 아, 됐어. 됐어. 정답이야 우리가. C-Ig/M-Ev

361 아닌데 1번이 제일 먼 데. C-Rj/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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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의해 북극성이 북두칠성의 꼬리에 치한 별이라는 잘못된 내

용을 학습한 학생들은 북두칠성의 일곱 개의 별 에 꼬리에 치한 2번

별이 가장 먼별이라고 생각하 다.학생 L은 교과서에서 북두칠성의 2번

별이 가장 멀리 있는 별이라는 정보(#.352)를 제시하며,학생 I의 북두칠

성에 한 용시도가 옳은 것이라고 평가(#.354)한다.이에 해 논의를

진행하는 에 학생 I에 의해 북두칠성의 1번별이 가장 멀리 치하고

있다는 정보(#.361)가 제시된다.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375

377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있었잖아. 가장 

거리가 먼별이 1번인데 가장 안 움직이는 

별은 2번이야.

C-Ex

376 (생각하듯이) 가장 거리가 먼... C-De

378

382

그냥 내가 탁구공으로 설명해 볼게. 

탁구공
O-Sg

380 (학생 L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해되지? M-Id

381 어. C-Ag

383 왜 그런 걸까? C-Rq

384 선생님! O-Rq

385 (학생 L에게) 봐봐, 탁구공을 봐봐. O-Sg

386 아아,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C-Ig

학생 I는 가장 멀리 치한 별이 1번이고,움직이지 않는 별이 2번이

라는 설명(#.375,#.377)을 다시 하고,학생 I의 북두칠성에 한 용이라

는 논의는 불일치 증거의 등장으로 인해 정체된다.학생 L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384)하고,학생 K는 자신의 모형을 설명하려고 하나(#.378,

#.382,#.385)학생 L에 의해 무시(#.386)되고 만다.

(1)상황정의의 측면

학생 K는 3모둠의 다른 학생들과 합의 모형을 이루기 해 자신의 모

형에 해 설명한다.학생 I는 학생 K의 모형에 동의를 표 하면서도 북

두칠성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3모둠의 상호작용 공간에 통합시키고,이로

써 북두칠성이라는 새로운 요소에 한 논의가 이루어진다.이는 별 A

만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본래의 과제를 넘어선 것으로 3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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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이 과제에 한 새로운 상황정의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K의 자신의 모형에 한 설명 시도는 3모둠의 기존의 상호작용

공간에 한 확장-확 로써의 역할을 한다.그러나 학생 I에 의해 북두

칠성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확장-확 로써 나타나고 학생 J와 학생 L에

의해 정-수락 반응을 얻음으로써,이에 한 논의가 진행되게 된다.

다른 학생들의 정-수락 반응으로 학생 I의 북두칠성에 한 용 모

형이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 듯 보 지만,불일치 증거가 발견되면서

정-거 이 나타나게 되고 상호주 성은 형성되지 못한다.한편,학생 J

한 과제 상황이 북두칠성의 별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설명 모형을 확장-확 로 제기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정 반응이 나타

나지 않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다.학생 K도 다른 학생들이 북두칠성

에 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형을 달하려고 노력하지만 학생

L은 이에 해 무시 반응을 보이고,이는 정-거 로 작용하여 학생 K

의 모형에 한 상호주 성이 형성되지 못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I의 북두칠성에 한 용은 모형이 형성된 이후,그 모형에

한 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모형 용을 시도한 학

생 I의 모형은 표 모형에 도달한 학생 K의 모형과 동일하다고 볼 수

는 없다.북극성을 심으로 천체가 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은 일

주운동으로 지구의 자 에 기인한 것이다.따라서 공 에 따른 시차의

원리에 해서는 완벽히 이해를 하지 못하 거나 는 별 A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움직 다는 이 의 상호주 성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에 한 용으로 북두칠성의 꼬리에 치한 별(교사에 의해 북극성으

로 알고 있는 별)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용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학생 J는 본인이 시차의 원리를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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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과제 상황이 북두칠성의 별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

다는 새로운 설명모형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이 시 에 3모둠에

서는 3개의 설명 모형이 합의모형을 이루지 못한 채 공존하고 있다.

6)표 모형의 달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387

389

391

아니, 근데. 

(그림을 보며 설명) 여기 이게 

북두칠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근데 2번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얘네가 돌고 있는 거잖아.

C-Ex

390

392

예를 들어서(활동지의 상황이 그럴 수 

있음을 말하는 듯)

그렇지.

C-Ag

393

395

그러면 이 꼬리만 여기로 올 수도 있잖아. 

그럼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C-Ex

397

399

한 번 봐봐. (학생 J를 가리키며) 너가너가 

지금 지구라고 생각할게. (탁구공 2개를 

손에 들고 설명함) 그리고 이게 봐봐 이게 

A야. 이건 나머지 별들이야. (얘를 

중심으로 보면) 이쪽을 봐, 이쪽에 있어. 

이쪽에서 봤을 때 지금 하얀 게 지금 

오른, 오른쪽인 것처럼 보이지? 

이제 이렇게 돌아서 봐봐. 하얀 공이 

왼쪽인 것처럼 보이지?

C-Ex

398

400

어,

아하!!!!!
C-Ag

401

402

얘가 북두칠성이고 2번은 안 움직이잖아.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 별이. 지금 

얘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말이 안 돼. 

C-Ex

학생 I와 학생 L의 논의가 정체되자,학생 J도 자신의 모형을 설명

(#.387～ #.395)하 다.학생 L에게 설명 시도가 실패한 학생 K는 학생

J에게 다시 설명(#.397,#.399)을 하게 되고,학생 J는 이에 해 동의

(#.398,#.400)를 표 한다.학생 L은 북두칠성에 한 용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설명(#.401,#.402)을 시도한다.



-100-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409 야, 여기다가  그리자. 그려? 그려? O-Sg

410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O-Sg

411 그리자. O-Ag

412

414

선생님! 질문할 거 있어요. 북두칠성 중에 

가장 먼별은 1번인데. 움직이지 않는 건 

2번이다?

C-Rq

413 착시현상 C-Pr

415 그니까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위치가. C-Ex

학생 J와 학생 K는 학생 K의 모형을 표 모형으로 나타내기 한

논의를 시도하고(#.409,#.411,#.413)학생 I와 학생 L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 다.(#.410,#.412,#.414,#.415)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417
(학생 K를 가리키며) 아니 탁구공으로 하는 
게 더 쉬워. 야(학생 K), 얘(학생 L) 보여줘. O-Rq

418

(탁구공을 들고 설명함) 네가 지구야, 
이게(주황색 탁구공) A야. 이게(흰 탁구공) 
나머지별들. 이렇게 봐봐.  그면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여기서 
봐봐.

C-Ex

419 아, 여기서 보라고? C-Id

420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왼쪽인 것처럼 
보이지? (방향을 가리키며) 여기서 와봐. 
이렇게 보면 이게 오른쪽인 것처럼  
보이지?

C-Ex

421 (끄덕)알아들었어. M-P

422 아니 그건 이해가 됐는데 C-Ig

학생 J는 학생 K에게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생 K의 모형을 다시 설명

해 것을 요청(#.417)하 다.이에 동의한 학생 K는 다시 설명(#.418,

#.420)을 시도하고,학생 L의 심을 이끌어낸다.(#.419,#.421)한편,학생

I는 학생 K의 모형에 해 이미 이해가 음을 표 하며,북두칠성에

한 용에 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422)



-101-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426

428

학생 K야, 지금 네 설명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볼 때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

근데 말이 안되는 게. 모든 조건은 지구에서 

바라볼 때를 중심으로 잡아야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

M-Ev/C-Ex

429 여기랑 여기? C-Id

430 그래 여기. C-Ag

431 야, 여기 봐봐. O-Sg

432
여기는 지구가 아니라 이쪽에서 아예 그냥 

다른 별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 
C-Ex

433 (탁구공을 들고) 야, 여기 이렇게 보이지. C-Ex

434 그래, 멀리서 해 볼게. O-Sg

435 (끄덕) C-Ag

436
(학생 L의 몸을 가리키며) 여기가 태양이야. 

오케이? (학생 L끄덕거림) 넌 여기야.
C-Ex

437
(학생 L을 가리키며) 네가 지금 이렇게 

돈다고 쳐. 
C-Ex

438

(자신의 손을 가리키며) 어 이게 태양이야. 

(학생 I의 손을 움직이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태양은 여기. 네가 

봤을 때 왼쪽에 있지. 

C-Ex

439 응, C-Ag

440
태양을 중심으로 네가 돌아. (학생 L의 몸을 

움직이며) 여기서
C-Ex

441 이해돼? M-Id

442 아!!!!!!!!!!!!!!!!!!!!! 오케이. M-P

학생 L은 학생 K의 모형에 해 부정 인 평가를 하고 학생 K의 모

형에서 잘못된 을 설명(#.426,#.428)하 다.이에 해 학생 I와 학생

K는 학생 L의 설명에 해 반박하며 련 논의가 진행되고,논의 끝에

학생 L은 학생 K의 모형을 이해하게 된다.(#.442)

(1)상황정의의 측면

학생 I와 학생 L은 북두칠성 용에 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

고 하고,학생 J는 자신만의 논리로 과제상황에 북두칠성을 용하려고

하고 학생 K는 표 모형에 도달한 자신의 모형에 한 설명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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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이 듯 이 시 의 3모둠에서는 과제에 한 이해와 련하여

세 개의 상황정의가 공존한 상태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불일치 증거의 발견으로 논의가 정체된 학생 I와 학생 L에게 학생 J는

과제 상황이 북두칠성의 별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자신의 모형을

다시 한 번 확장-확 로 제기하고,학생 I와 학생 L은 정-수락 반응

을 보이며 상호주 성 형성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학생 K도 자신의 모형을 확장-확 로써 설명하고 이에 해 학생 J는

정-수락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설명을 단하고 학생 K의 모형에

한 상호주 성 형성을 이끌게 된다.학생 J가 설명을 단하자 학생 I와

학생 L은 다시 정체되었던 자신들의 논의를 진행해나가고,학생 J와 학

생 K 한 자신들의 논의를 진행시키게 된다.학생 K의 모형에 해 상

호주 성을 형성한 학생 J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시 설명할 것을 요청

하고 논의의 정체를 보이던 학생 L이 학생 K의 설명에 정 반응을 보

이며 학생 K의 모형에 한 논의가 진행된다.학생 I는 학생 K의 모형

에 한 논의에 바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지만 학생 L이 설명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자 논의에 참여하게 되고,학생 L의 정-수락 반응을 이

끄는데 도움을 다.일련의 과정을 통해 3모둠에서는 표 모형에 도달

한 학생 K의 모형에 해 상호주 성을 형성하게 된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J가 학생 K의 모형에 동의하면서 학생 J와 학생 K는 합의 모형

을 이루게 된다.이후,학생 L도 학생 K의 모형에 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학생 L은 학생 K의 모형에 해 부정 인 평가와 설명 등을 하며

학생 K의 모형에 해 평가한다.그러나 학생 K와 학생 I의 설명으로

학생 L은 학생 K의 모형에 해 이해하고,3모둠의 학생들은 학생 K의

모형을 합의 모형으로 도출해낸다.



-103-

7)북두칠성에 한 용 포기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473

샘! 생각이 났는데요. 북두칠성이 1번별이 
2번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A별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1번이, 1번이 
제일 멀리 있는데 2번이 제일 안 움직여요? 

C-Rq

474

아, 여러분. 착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아까 전에 내가 그렸던 
그림, 말해줬던 건 하루  동안 도는 그림을 
말했어요. 북극성 주변을 하루 동안 도는 
거, 그건 자전이고. 

C-Ex

475 아~ (다른 학생들도 고개 끄덕) C-Ag

476 이거랑 매칭 시킬 필요가 있을까? C-Rq

477 아, 네. 알겠어요. C-Ag

학생 L이 논의를 통해 학생 K의 모형에 해 이해하고,학생 I도 이미

학생 I의 모형에 해 이해하고 있었지만,학생 I는 여 히 북두칠성에

한 용을 포기하지 않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473)하 다.3모둠에

방문한 교사는 북극성을 심으로 천체가 회 하는 운동은 하루 동안 일

어나는 일주운동으로 1년 단 인 과제 상황과 련 없음을 설명(#.474)하

고,학생 I는 교사의 설명에 동의(#.477)하게 된다.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490
(학생 K에게) 다시 한 번만 해 줘. 다시 한 

번만 해 줘.
C-Rq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지만 토론을 

계속함

492

이게(주황 탁구공) 태양이야. 너 여기 아주 

아래에 있어봐. (학생 L이 몸을 낮게 

낮춘다) 여기가 태양이고 (두 개의 흰 

탁구공을 가리키며) A, B야. (어떤 쪽을 

가리키며) 너 여기 있어봐. 이게, 이게 A야. 

이쪽에 있을 때 이게 왼쪽에 있지. 

공전해봐. 

C-Ex

493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got it. M-P

1차시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에 학생 L은 다시 한 번 학생 K에게 설

명을 요청(#.490)하고,이어지는 학생 K의 설명(#.492)으로 표 모형에

해 완 히 이해하게 된다.(#.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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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황정의의 측면

학생 K의 모형에 해 어느 정도의 상호주 성이 형성된 이후에도 학

생 I는 북두칠성의 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교사가 방문하는 시

까지 학생 I는 표 모형에 해 이해는 하고 있지만 과제의 이해에

한 상황정의에 있어 여 히 다른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학생 I는 학생 K의 모형에 해 어느 정도의 상호주 성을 가지고 있

었지만,과제의 이해에 해 다른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었고,이를 해결

하기 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교사는 학생 I의 아이디어에 해

정-거 반응을 보이고,학생 I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게 되면서 3모

둠의 학생들은 같은 상황정의를 가지고 학생 K의 모형에 한 상호주

성을 형성하게 된다.1차시의 활동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 에서 학생 L

은 학생 K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하고 이어지는 학생 K의 설명에 해

정-수락 반응을 보이며 상호주 성을 강화시켜나간다.

(3)과학 모형의 구성 측면

학생 I의 설명 요청에 해 교사는 천체가 북극성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은 하루 동안 일어나는 자 에 의한 운동이라고 설명하며 학

생 I의 모형 용을 배제시킨다.북극성 주변을 도는 운동은 과제 상황

에서 설명해야 할 제한요소(constraint)가 아니었기에 교사는 모형 구성

활동에 있어 제한요소를 명확히 함으로써 3모둠의 학생들이 표 모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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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표 모형의 완성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505 야. 우리 이거 빨리 그려야 돼. O-Sg

506 다 그렸어. C-Ig

507 (모둠 칠판을 가리키며)여기다 그려야 돼. O-Sg

508 (서로 그리려고 보드마카를 하나씩 든다)

509 내가 그릴게. 내가 잘 그려. O-Sg

510
(학생 K에게 빨간 보드마카를 건네며)태양. 

태양.
O-Rq

511
(학생 K가 빨간 보드마카로 모둠칠판에 

태양(⊙)을 표현)
O-Ag

512 아. 내가 그릴게. 나 진짜 잘 그려. O-Sg

513 (파란 보드 마카를 들고)이거 지구 O-Sg

514 (학생 L에게)줘. 내가 할게. 니 못해. C-Ig/A-N

2차시가 시작되고 3모둠 학생들은 합의 모형을 표 모형으로 나타내

는 활동을 시작하 다.3모둠의 학생들은 표 모형을 나타내는 과정에

서로 자신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며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감정 인 립

도 나타났다.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548
야. (공중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손으로 

표현하며)지구 이렇게 돌아.
C-Pr

549

(오른쪽 지구에 '1,3', 왼쪽 지구에 '2'를 

표기하고)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을 손으로 

표현하며)여기 이쪽 맞아..

C-Rj/C-Pr

550 (다시 반시계 방향을 나타내며)이렇게 돌아. C-Rj/C-Pr

551 아. 이렇게야? C-Rq

552

아. 그렇게 돌든, 그렇게 말든.. 

그러면은..(학생 L과 학생 K의 발화와 

동시에)화살표를 없애면 되지.(화살표를 

손으로 지움)

C-Ig/O-Sg

553 바보 아냐? A-N

554

아. 맞아. (학생 L을 욕함) 완전 싫어. 

(화살표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다시 그림)

C-Ag/A-N

555
(웃으며 학생 K에게 손을 뻗음(욕을 하지 

말라는 뜻인 듯))편집해 주세요.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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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논의에서도 학생 K와 학생 L은 지구의 공 방향에 해 상반

된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데,이 과정에서도 감정 인 마

찰이 발생하 다.

# 발화 및 행동 교사 학생 I 학생 J 학생 K 학생 L

614
(학생 J가 그리는 별을 보고)야. 근데 별이 

태양보다 더 크냐?
C-Id

615 그러니까. C-Ag

616 강조. C-Ex

617 강조 시킨 거야. C-Ex

618
아니야.(빨간 보드 마카를 들며) 태양을 좀 

더 크게 그리자
C-Rj/O-Sg

619 (학생 I가 별 A를 조금 수정하려고 함) O-Sg

620

그럼 여기. 어.(별 A를 가리키며) 이거. 똑. 

똑. 똑. 똑(별 A를 수정하는 학생 I에게 옆에 

무언가를 나타내라고 하는 듯)

O-Sg

621
(학생 K가 손으로 태양을 지우자 휴지를 

가져오며)이걸로 지우자.
O-Sg

622
에이. 됐어. 대충해.(빨간 마카로 태양을 좀 

전 보다 더 크게 그림)
O-Rj/O-Sg

3모둠 학생들은 표 모형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사소해 보이는 사항

( .태양의 크기,보드 마카 색깔)에 해서도 논의를 하고,그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그림 17과 같이 표 모형을 수정해 나갔다.

그림 17.3모둠의 표 모형 변화

(1)상황정의의 측면

3모둠의 2차시 모둠활동도 2모둠과 마찬가지로 표 모형으로 합의된

모둠의 모형을 표 모형으로 나타내는 활동이 이루어졌다.활동의 성격

이 변하면서 3모둠의 모둠 구성원들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다.2모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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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교사에 의해 학생 G가 모둠의 표 모형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지

만 3모둠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모둠의 표 모형을 그리

는 역할로 생각하고 이로 인한 감정 인 마찰이 나타나게 된다.

(2)상호주 성의 측면

표 모형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은 정-거 반응으로

써 표 모형에 한 상호주 성 형성을 방해한다.그러나 3모둠의 학생

들은 마찰 이후,논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상해 나가며 표 모형을

정교하게 나타내고,모둠의 표 모형에 한 상호주 성을 형성해 나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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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1.결론

학생 심의 소그룹 활동은 학생들에게 보다 더 정 이고 높은 자아

개념을 가지게 해주며 학습에 정 인 향을 수 있다(Oliveira&

Sadler,2008). 한 동 인 학습을 통해,학생들은 소그룹 안에서 학습

목표를 공유하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해 함께 노력해 나가며

(Stamovlasisetal,2006),학생들은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탐구 인

화의 양 ,질 수 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Kumplulainen &

Wray,2002).

본 연구에서는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

는 학생들이 소그룹 활동의 특징과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먼 ,과학 모형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상황정의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첫째,학생들은 과학 모형을 공동 구성해나

가는 과제에 해서 다양한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었다.각 모둠마다 모

둠 구성원 사이에 완 히 일치된 상황정의는 나타나지 않았다.학생들의

각기 다른 상황정의는 상황정의의 네 가지 요소를 토 로 설명할 수 있

었다.둘째,학생들의 상이한 상황정의는 모형을 구성해 나가는 활동에

여러 가지 형태로 향을 주었다.모둠 구성원들 사이의 각기 다른 상황

정의는 모둠의 합의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 고,모둠

활동에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상이한 상황정의가

추가 인 논의를 유도하여 모둠 활동을 질 으로 높게 만들어 주는 경우

도 있었다.셋째,학생들의 상황정의는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

는 역동성을 보여주었다.학생들은 모둠 활동 기에 각자 나름 로의

상황정의를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그러한 상황정의는 수업이 끝날 때까

지 일 되게 유지되기 보다는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학생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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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상황정의는 교사가

설정한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 일탈하기도 하 고,반 로 본래의 상황

정의에 더 가까워지도록 정교화 되는 양상도 나타났었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본래의 상황정의로부터의 일탈과 복원이라는 상황정의의 역동

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Park& Moro,2006).

학생들이 상호주 상황정의와 상호주 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서의 나타난 상호작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첫째,

학생들의 지속 인 아이디어의 확장-도입 확 ,증축과 정-수용 반

응은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정 인 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

다.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은 상 방의 동의,즉 정-수용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동의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과제의 목표에

근하는 한 아이디어의 도입과 확 증축이 필요하 다.그러나

과학 인 증거나 설명이 부족한 아이디어의 도입과 확 ,증축은 상 방

의 동의가 뒤따른다고 하여도 상호주 성의 형성에 정 인 향을 미

치지 못하 다.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과제에서 상호주 성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의 도입과 확장,증축은 과학 으로 타당한 증거와 설명이

나 비유 추론 등을 통해 뒷받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학생

들 상호간의 정-거 변경 반응은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그와 함께 정 인 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모둠 활동에서 상 방의 거 반응은 기본 으로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특히,감정 인 발언과 연

되는 경우 상호주 성의 형성은 물론,논의의 진행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하 다.반면,과학 인 근거에 기반을 둔 거 반응은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정 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그러한 거 반응은 모형 구

성 과정에서 평가의 기능을 함으로써,모형의 잘못된 을 지 하여 수

정하고 정교화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의 과학 모형을 구성해나가는 소그룹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에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첫째,학생들의 소그룹 활동에

서 교사는 학생들이 상황정의와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보조 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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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 다.학생 심의 사회 공동 구성을 강조한 본 연구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가져야 할 상황정의와 상호주 성은 통 인 직 교수법

(didactic)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에 의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집단 내에서 상황정의와 상호주 성의 형성은 소집단을 구성하

는 구성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소집단 활동에 교사는 인

지 인 개입은 최소화하며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 다.둘째,학

생들의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이 보조 으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

사의 발언은 학생들의 활동에 강한 향력을 보여주었다.소집단 활동에

서 학생들의 상황정의와 상호주 성은 학생들이 주도 으로 형성하지만

교사에 의해 강화되거나 부정되는 모습도 찰되었다.이는 동등한 지

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활동에서 논의의 지체되는 과정을 해소하고 논의

를 진시켜주는 정 인 역할도 하 지만,동시에 풍부한 논의의 흐름

을 가로막는 역할도 하 다.모형의 구성 과정에서 모형의 평가자로서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된 모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역할도 하 다.

2.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사회 공동 구성을 강조한 과학 모형 구성 수업에

서 학생들이 과학 모형을 공동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

다.이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을 강조한 수업

에 한 후속 연구를 해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수업을 우리나라 교육 문화와

학교 장이라는 맥락 속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이라는 수업을 기획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과학 모형의 형성

과 상호작용을 기 하 다.그러나 유교 인 교육 문화와 정답을 제로

한 수업 문화는 소그룹 활동의 방해요소로 지 받고 있다(함동철,2012).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한 충분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학생 심의 사회 공동 구성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에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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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가 필요하다.학생들의 소그룹 활동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상황정

의와 상호주 성을 형성하는데 보조 인 역할을 담당하 다.이는 사회

공동 구성을 강조한 본 수업이 통 인 직 교수법 수업에서 나

타나는 교사의 지 와 향력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새로운 상황의 출 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상황정의와 역할이

요구된다.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심의 사회 공동 구성을 강조한 수

업에서 교사의 역할과 수업 략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셋째,사회 공동 구성 과정에서 보다 심층 이고 총체 인 질 연구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의 상호작용

의 양상과 패턴에만 을 두었다.본 연구에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과정을 보다 심층 으로 살펴보았지만,학생들의 문화 배경

과 학생들 간의 계 요인들에 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사회

상호작용과 학생들 간의 내 , 계 요인간의 상 성을 분석한 연구

사례도 있으나(유희원,2012)양 인 방법으로 근하여 피상 인 상

성만을 살펴본 이 한계로 지 된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장

기간의 연구를 통해 학생의 내 , 계 요인에 해 총체 인 질

근이 요구된다.

모형 기반 탐구는 학생들이 과학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재의 과

학 교육의 목 에 부합하며 사회 구성주의 에서도 근 가능한 탐

구 방법이다.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실에서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사회 반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되어온

교육 실은 단시간에 바꿀 수 없다.이러한 교육 실에서도 용 가능

한 다양한 맥락에 합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에 투입함으로써 학

교 장에서의 실질 인 과학 탐구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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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연주시차 모형 구성 학생용 활동지

   모둠명 :     2학년  (      ) 반  (     ) 번   성명 : (              )

 

1.그림은 6개월 간격으로 지구에서 바라본 별의 움직임을 나타낸 사진이다.

① ② ③

A A A

1)이와 같이 A별이 움직인 까닭은 무엇일까?

2)별 A가 움직인 이유에 한 모둠의 의견은?왜 그 게 생각하는가?

2.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태양,지구,별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어

보자.6개월 간격으로 힌 각각의 사진에서 천체들의 치를 표시해 보고,선

으로 연결한다.

태양 :○•,지구 :⊕,별 A:★,별 :•

■ 과학 사실

1)지구에서 비슷한 방향에 치한 별은 같은 평면상에 보인다.

2)A별은 주변 별들보다 지구와 훨씬 더 가까운 우주 공간에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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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둠에서 의한 내용으로 하나의 공통된 모형을 구성한다.

태양 :○•,지구 :⊕,별 A:★,별 :•

■ 과학 사실

1)지구에서 비슷한 방향에 치한 별은 같은 평면상에 보인다.

2)A별은 주변 별들보다 지구와 훨씬 더 가까운 우주 공간에 치한다.

* 자신의 모형이 모둠의 모형으로 선택 또는 선택되지 않은 이유를 적어보세요

(post-it 사용)

4. 

1) 모둠과 비교하여 우리 모둠의 모형의 보완할 을 어보자.

2)보완할 부분을 고려하여 우리 모둠의 모형을 수정하여 보자.(3번 에 다른

색깔의 펜으로 그려 보세요.)

3)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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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 학 에서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된 모형을 그려 보자.

태양 :○•,지구 :⊕,별 A:★,별 :•

*4번 모형과 비교하여 5번 모형이 달라진 은?

6.지구와 별까지의 거리가 달라질 때, 측상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5번 모형

에 다른 색으로 그려보고,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

1)별 A보다 지구와 별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별

2)별 A보다 지구와 별까지의 거리가 더 먼 별

이들의 계를 한 문장으로 표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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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theco-constructionof

scientificmodelingprocessofmiddle

schoolstudentsinsmallgroups:

Focusingonsituationdefinitionand

intersubjectivity

Min-SukKim

EarthScienceMajorinScienceEducationDivis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Recently authentic inquiry has been emphasized in science

education,andthelessonappliedscientificmodelwasproposedfor

practiceofauthenticinquiry.

Thepurposeofthisstudyistounderstandtheco-constructionof

scientificmodelingprocessofmiddleschoolstudentsinsmallgroups.

Forthis study,we developed scientific modelofco-construction

lessonmoduleandappliedlessonmoduletosecondgradestudentsin

middleschool(13-to14-yearold).Thetopicoflessonmoduleis

‘Distanceofthestarfrom theearthandsolarparallax’.

Weobservedandvideotapedwholeclassactivitiesandsmallgroup

activities. The data were transcribed and we analyz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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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ly.Student’sworksheetsandpostclassinterviewswere

alsousedtoanalyzestudents’modeling andsocialco-construction

process.Theanalysishasprogressedintwoaspects.Theanalysis

involved in scientificmodeling wasbased on modeling processof

ClementandRea-Ramirezetal.Andtheanalysisinvolvedinsocial

co-construction was focused on situation definition and

intersubjectivityinWertsch’sZPD system.Theconclusivesummary

ofthisstudyisinthefollowing.

Firstly,studentshadvarioussituationdefinitionsandtheirsituation

definitionwerefluctuateddynamicallyduringsmallgroupactivities.

Andstudents’varioussituationdefinitionaffectedscientificmodeling

process.

Secondly,students constructed intersubjectivity through various

interactions. The rejection reaction could affect positively to

constructingintersubjectivityaswellasacceptancereaction.

Thirdly,even though teacherhad conducted hisrolejustasa

supporterteacher’s utterance had a strong influence on students’

activities.

Thisstudy ismeaningfulin describing processofmodeling and

socialco-construction in group activitiesofstudents.Ifstudy on

scientificmodelandsocialco-constructionconductscontinuouslyin

variouscontexts,itwillbeexpectedtopracticeauthenticinquiryin

school.

keywords:scientificmodel,socialco-construction,situation

definition,intersubjectivity

StudentNumber:201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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