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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의 협력적 구성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이 어떠
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며 활동을 이끌어 가는지를 탐색하고,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중학교 2학년 2개 학급 학생 총 52명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 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전 수업 차시에 걸쳐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뚜
렷한 소집단 1개를 초점 소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총 8개 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은 소집
단별로 녹화 및 녹음하였으며, 매 차시 수업 후 진행된 초점 소집단 학생
들과의 인터뷰 또한 녹화 및 녹음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
과, 과학적 모형의 협력적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현상과 관련한 아이디어 주장하기, 모형과 실제 현상을 연결하기, 과학 아
이디어에 대해 근거를 묻고 추가설명 요구하기, 동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동료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격려하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은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
어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에 소집단 구성원들
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모형 구성 과정에서 생산적인 인식적 실행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인식적 실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교실 내에 존재하던 인식적 권위가 재분배되면서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 구성의 주체로서 
학생의 모습을 깊이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학생들이 인식적 행위주체
성을 드러내고 발달시키도록 지원하는 과학 교수‧학습 환경 조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인식적 행위주체성, 과학적 모형 구성, 인식적 실행, 인식적 권위
학  번 : 2019-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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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과학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
들이 스스로 그들이 학습해야 할 지식을 동료들과 협력하여 구성하고, 인
식적 실행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Duschl, Schweingruber, & Shouse, 2007; Lehrer 
& Schauble, 2015). 학생들은 이러한 인식적 실행에 참여하여 협력적으
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과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
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과학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
고 정당화되는지와 관련한 인식적 측면에 대한 이해도 발달시킬 수 있다
(Duschl, 2008; Duschl et al., 2007; Windschitl, Thompson, & 
Braaten, 2008).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
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과학적 모형 구성 활동을 도입한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다. 과학적 모형이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중요한 특
징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화한 표상을 말하며 이러한 과학적 모형을 만드
는 과정을 모형 구성이라고 한다(Harrison & Treagust, 2000; Schwarz 
et al., 2009).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
용 하고, 증거를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수정 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모형 구성 과정은 과학 탐구에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Passmore, Stewart, & Cartier, 2009).

하지만 과학적 모형의 협력적 구성 수업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였을 때 
학생들이 반드시 생산적인 과학적 실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
다(Lehrer & Schauble, 2006). 학생들은 과학적 지식을 교사와 같은 인
식적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되는 사실적인 정보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Lemke, 1990),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을 “과학을 하는 것”이 아
닌 “수업에서 과학 따라 하기”로 인식하여 생산적인 인식적 실행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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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Jiménez‐Aleixandre, Rodríguez, & Duschl, 
2000). 과학적 모형 구성과 같은 인식적 실행에 생산적으로 참여하기 위
해서는 교실에서 학생의 역할이 과학적 사실의 학습이라는 전통적인 것에
서 여러 형태의 증거를 확인하여 과학적 모형과 설명을 구성하고 수정하
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 모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학생
들도 소집단 내에서 모형을 공동 구성 하도록 하여 소집단 구성원들과 협
력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합의된 설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도
록 할 수 있다(Radinsky, Oliva, & Alamar, 2010). 학생들은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모형을 단번에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집단 구성원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과학적 모형에 근접
하도록 점차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Justi & Gilbert, 2003). 또한 학생들
은 자신의 모형을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논리적인 추론 과정도 경험할 수 있다(Berland & 
Reiser, 2009). 소집단 내에서 모형을 공동 구성 하는 것은 이 같은 과학
적 실행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지식 구성의 주체가 되어 소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가야하기 때문에 지식 구성의 주체로서의 학생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습의 주체로서 학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
식적 행위주체성(epistemic agency)’이라는 개념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Damşa, Kirschner, Andriessen, Erkens, & Sins, 2010; Stroupe, 
2014; Stroupe, Caballero, & White, 2018; Zimmerman & Weible, 
2018).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교실에서 지식과 지식 구성 실행을 형성하고 평
가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말한다(Damşa et al., 2010; Scardamalia, 
2002; Stroupe, 2014; Stroupe et al., 2018). 이러한 인식적 행위주체성
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 아니라, 특정 상황
이나 맥락에서, 혹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되고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Ko & Kri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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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upe et al., 2018). 
하지만 국내에서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에 대하여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김현애, 강은희, & 김희백, 2015; 이민주 & 김희백, 
2019). 학생들이 모형 구성과 같은 인식적 실행에서 지식 구성의 주체가 
되어 실행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학생이 지식 구성의 주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식적 행위주체성 관점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게 되는 과정과, 이러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돕는 맥락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하희수 & 김
희백, 2019). 

이에 과학적 모형의 협력적 구성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며 활동을 이끌어 가는지, 이러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돕는 요인은 어떠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식 구성의 주
체로서의 학생의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더 나아
가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
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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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지식 구성의 주체로서의 학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적합한 교수학습 환경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과학적 모형의 협력적 구성을 학교 과학 수업에 도입하여 중학생들이 인
식적 실행을 경험하며 지식 구성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인식적 행위주체성에 대해 탐색하고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돕는 데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모형의 협력적 구성에서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이 실행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2) 어떠한 요인이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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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과학적 모형의 협력적 구성 과정에서 학생의 인식적 행위 주
체성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8개 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을 관찰하고 협력
적 성찰을 통해 학생의 행동과 담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은 특정 중학교 2학년의 1개의 초점 소집단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 즉, 특정 맥락에 있는 소집단의 수업 상황에 대해 연구하
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
는 일반화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풍부한 기술을 함으
로써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에 대하여 수업 관찰과 학생
과의 협력적 성찰을 통해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학교 밖 
상황에서 영향을 미쳤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
거나 발달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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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과학적 모형 구성 활동

  과학적 모형이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중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화한 표상을 말하며 이러한 과학적 모형을 만드는 과
정을 모형 구성이라고 한다(Harrison & Treagust, 2000; Schwarz et 
al., 2009). 과학자 공동체 안에서 과학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과학적 모형
을 만들고 평가, 수정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과학 지식을 
생성하며,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은 과학 탐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
다(Passmore, Stewart, & Cartier, 2009). 따라서 학교에서 과학적 모형
의 특징과 유용성에 대해 배우고, 학생들이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는 과
정에 참여하는 것이 과학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Duschl, 2008; Schwarz & White, 2005). 
  과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면 학생들은 
교과서의 지식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상의 경험을 모형 구성 과
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게 표상화함으로써 
과학 지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Manz, 2012). 또한 증거를 기
반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모형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추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Lehrer & Schauble, 2006; Passmore & 
Stewart, 2002), 과학적 사고력 또한 함양할 수 있다(Lehrer & Schauble, 
2015). 더불어 과학적 모형은 증거를 통해 만들어지고 검증되며 발달한다
는 인식론적 이해도 발달시킬 수 있다(Schwarz & White, 2005; 
Windschitl, Thompson, & Braaten, 2008).
  과학적 모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동료
들과의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합의된 설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서 과학적 실행을 경험하게 된다(Radinsky, Oliva, & Alamar, 2010). 이
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모형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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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남에 따라 교실에서 공유되고 축적되며 발전한다(Pierson & 
Clark, 2019).
  Clement (1989)는 학생들의 모형 구성 과정은 모형의 생성(Generation), 
모형의 평가(Evaluation), 모형의 수정(Modification) 과정이 반복되며 이
루어진다는 GEM 순환고리를 제안하였다. 모형의 생성 단계에서는 학생들
이 기존에 가진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에 대한 초기 모형을 생성하게 
되며, 모형의 평가 단계에서는 초기 모형이 실제 자연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모형의 수정 단계에서는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모형을 수정하게 된다. 이러한 GEM 단계가 반복되며 학생들은 자신
들이 구성한 모형을 점차 발달시키게 된다. 과학적 모형은 소집단에서 여
러 학생들의 참여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점점 더 설득력 있는 모
형으로 발달할 수 있다(이신영 등, 2012). 
  Schwarz 등 (2009)은 학생들의 과학적 모형 구성에 대한 학습발달과정
(learning progression)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생성성 차원으로, 과학적 모형은 주어진 현상을 설명 할뿐만 아니
라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역동성 차원으로, 과학적 모
형은 검증 과정을 거치며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반드시 생산적인 실행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같은 주제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집단에 따
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생산적일 수도, 비생산적일 수도 있으며
(강은희 등, 2012; 심영숙 등, 2015),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익숙한 학생
들이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박희경 등, 
2016)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 구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생산적인 모형 실행에의 참여를 위하여 학생들의 인식적, 사회
적 기대가 과학적 모형 구성에 적절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Jiménez‐Aleixandre, Rodríguez, & 
Duschl, 2000), 교실에서의 전통적인 대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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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ristodoulou & Osborne, 2014). 또한 모형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행위주체로서의 학생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Gouvea & 
Passmore, 2017; Gray & Rogan-Klyve, 2018).

2.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

  인식적 행위주체성(epistemic agency)은 Scardamalia와 Bereiter (1991)
의 지식 구성 공동체 연구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이들은 구성주의 관점에
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 구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식 구성과 관
련한 의사 결정을 하고 지식 구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식적 행위주체
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교실에서 지식과 지식 
구성 실행을 형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말한다(Damşa, 
Kirschner, Andriessen, Erkens, & Sins, 2010; Scardamalia, 2002; 
Stroupe, 2014; Stroupe, Caballero, & White, 2018). 행위주체성은 개
인의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고 협상되
는 것이며, 주어진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될 수 있다(Ko & Krist, 
2019; Stroupe et al., 2018). 따라서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학습의 맥락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학생의 어떠한 실행으로부터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포착하였는지는 연구
자들마다 다양하다. 먼저 Stroupe (2014)는 지식 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발화로부터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포착하였다.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발화를 ‘주장 만들기, 다른 아이디어와 
과학 아이디어 통합하기, 질문하기, 새로운 과학 아이디어를 공적인 영역
에 가져오기,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기’의 5가지로 특징지었다. 
  또한 Damşa 등 (2010)은 대학생들이 협력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모습
을 탐구했는데, 이때 학생들이 공동의 지식 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목표 하
에 협력적으로 지식 기반의 활동을 수행하는 역량으로 공유된 인식적 행
위주체성(shared epistemic agenc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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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측면과 조율적(regulative)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인식적 측면은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며, 조율적 측면에는 
협동적 학습을 지원하고 진행 방향을 조율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과정
들이 포함된다. 
  Zimmerman과 Weible (2018)은 환경과 관련한 탐구 단원에서 디지털 
사진 찍기가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Stroupe 
(2014)가 제안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5가지 요소와 Damşa 등 (2010) 이 
제안한 조율적 측면에 ‘과학적 지식의 생산자로서 스스로 행위주체자가 된 
것을 기록하기’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인식적 행위주
체성을 포착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인식적 행위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맥락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 왔다. Sharma (2008)는 과학 주제가 학생들의 일
상생활과 관련이 있을 때 학생들이 지식 구성 과정에 행위주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Stroupe (2014)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수업과 대비되는 열성적 수업(ambitious instruction)을 관찰하여 학생들
이 인식적 행위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
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식적 권위를 재분배하고, 학생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공적인 것으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지식 구성을 위해 협력적인 노력을 하는 과학 실행 공동체가 될 수 있도
록 하였고, 학생들이 인식적 행위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Miller, Manz, Russ, Stroupe, Berland (2018)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가진 것으로 명시적으로 위치 지어지고, 학생들이 인
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맥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
지를 제시하였다. 학생의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거나, 
과학적 실행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학생 스스로에게 유용한 지식을 구성하
도록 하거나, 구조를 변화시킬 기회를 주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행위주체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Miller 등 (2018)이 제시한 맥락은 Stroupe 등 (2018)의 연구를 설계 
하는데 활용되었다. Stroupe 등 (2018)은 의도적으로 학생들이 교실의 지



- 10 -

식 생산과 실행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위치지음으로서 학생들이 행위주
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우리나라의 과학교실에서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
다. 학생의 행위주체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의 과학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
생의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모습을 탐색하였거나(김현애, 강은희, & 김희
백, 2015), 과학고등학교의 R&E활동에서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형태를 분석(이민주 & 김희백, 2019)하는 등, 일반적인 수업 상황 보다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대해 연구되었다.  



- 11 -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와 초점 소집단

1.1. 연구 참여자

서울 소재 공립 중학교 2학년 2개 학급 학생 52명(여학생 36명, 남학생 
16명)과 교사 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또한 낮은 편이다. 교
사는 생물 교육 전공자로 교육 경력은 2년차였다. 연구 참여 당시 연구 
참여 학생들을 4학기 째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 특성에 대해 잘 이
해하고 있었으며, 해당 단원을 작년에 가르친 경험이 있어 교과 내용에 대
해서도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 학급의 과학 수업은 일주일
에 3시간이었으며, 이 중 2시간을 연구 참여 교사가 지도하였다. 교사는 
이전에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을 진행한 적은 없지만, 학부 과정에서 과학
적 모형 구성과 관련한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에 앞
서 박사 과정 연구자 2인, 석사 과정 연구자 1인, 과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한 과학적 모형 구성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수업 진행 과정에서도 
수업의 진행과 개선 방향, 지도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연구자와 소통하고 
논의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과학 수업 시간에 실험
활동에는 소집단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었지만 소집단 모형 구성은 경험
한 적이 없었다. 모형 구성 수업을 위해 학생들을 4-5명씩 1개의 소집단
으로 구성하였고, 각 학급당 6개씩의 소집단이 만들어졌다. 협력적 모형 
구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업 성취 수준, 학습 접근 방식, 성별
이 각 소집단 별로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전학기의 과학 
성적을 바탕으로 학업 성취 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였고, 
Entwistle과 Ramsden (1982)의 학습 접근 방식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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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피상적, 심층적 학습 접근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 
학급에는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의 수 보다 2배 이상 많아 여학생만으로 
구성된 집단도 학급당 2개씩 만들어졌다.

1.2. 초점 소집단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전 수업 차시에 걸
쳐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두드러지는 집단을 초점 소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초점 소집단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의견 교환이 다른 소집단
에 비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모형 구성 과정을 생산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기에 생산적인 실행을 이끌어가는 행위주체로서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은 초점 소집단을 구성하는 학
생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은 알파벳으로 타나냈으며 A는 학업 
성취 수준이 학급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다. 초점 소집단의 학생들은 
모두 여학생으로 구성되었다.

학생 A B C D
학업성취 상 중하 중하 하

학습접근방식 심층 피상 피상 피상

<표 1> 초점 소집단 학생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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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구성 수업 과정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해 중학교 2학년 ‘동물과 에너지’ 단원을 모형 구성 수업 
중심으로 총 18차시로 재구성하였으며 그 중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을 8
차시 포함하였다(표 2).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
계,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이러한 기관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
여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지에 대해 다룬다. 소화계, 배설계와 
같은 각각의 기관계의 구조와 원리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이며 특히 학생들은 여러 기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사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Clément, 2003). 모형 구성 활동을 통
해 학생들이 각 기관계의 작용을 가시화시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 구성 과정에서 소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소
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첫 차시에 소집단별로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고려하며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
하도록 했다. 이러한 소집단 규칙은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소집
단 구성원 사이에서 의미가 협상되면서 점차 소집단의 규범으로 자리 잡
게 된다(윤선미, 2016).
  각 모형 구성 차시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시는 소화계에 대해 
다루는 첫 차시로, 소화관에서 세포까지 영양소가 전달되기 위해 어떤 과
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초기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은 학
생들의 기존 개념으로 모형을 구성해보는 과정이었다. 그 후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학습하였고, 6차시에서는 햄버거를 먹었을 때 햄버거 
속의 영양소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인체의 모식도가 인쇄된 활동지를 4절지 크기로 배부하였고, 
소화효소와 영양소 스티커를 넉넉히 배부하여 스티커를 활용해 모형을 구
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로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7차시~10차시는 순환계에 대해 다룬 단원으로, 7차시에서는 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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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된 영양소가 온 몸의 세포로 공급되는 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개념으로 모형을 구성해보도록 하였다. 이후 8차시에는 석유 
펌프로 물을 옮겨보는 활동을 하면서, 석유 펌프의 내부 구조와 물의 흐름
을 연결 지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이후에 학생들은 판막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보고 심장에서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
성하였다. 10차시는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각 세포로 공급되는 과
정에 대하여 심장의 구조, 혈액의 순환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
였다.  
  15차시에는 혈액 속의 여러 물질 중에서 질소 노폐물이 오줌에 모이는 
과정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때는 가상의 학생들이 구성한 
초기 모형을 제시하여 이들의 모형을 평가해보면서 어떤 모형을 가장 그
럴듯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보
도록 하였다. 이후 추가 데이터를 제시하여 주어진 모형을 평가, 수정해 
보고 최종적으로 소집단 내에서 합의된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17차시와 18차시에서는 기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구성해야할 모형은 근육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
지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15차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생들에게 산소와 질소노폐물의 이동에 
대한 초기 모형을 제시하여 모형을 평가, 수정해보며 문제점 등을 논의해 
본 뒤, 최종적으로 소집단 내에서 합의된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각 차시에서 소집단 별로 모형을 구성한 후에는 각 소집단 모형을 학급
에서 발표하고, 교사가 전체 논의를 진행하여 각 소집단의 모형을 평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 구성 과정에 사용한 활동지는 부록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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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차시 수업 내용
1 소집단 규칙 만들기, 생물의 구성 단계

소화계

2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3 소화기관 속에 들어온 햄버거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초기 모형 구성하기

4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5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영양소의 흡수

6 소화기관 속에 들어온 햄버거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형 구성하기

순환계 

7 소화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가 세포로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초기 모형 구성하기

8 심장에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방법에 대한 모형 구성
하기

9 심장의 구조와 기능, 혈액의 구성

10 소화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가 손끝에 있는 세포로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모형 구성하기

호흡계
11 호흡 기관의 구조
12 호흡 운동의 원리
13 기체 교환의 원리

배설계

14 노폐물,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15 혈액 속에 들어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 질소 노폐물이 오줌으
로 모이는 과정에 대한 모형 구성하기

16 오줌의 생성 과정

기관계의 
상호작용

17
손끝에 있는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각 기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모형 구
성하기

18 17차시의 연장

<표 2> ‘동물과 에너지’ 단원 차시별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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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동물과 에너지’ 단원의 수업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매 차시 수업을 참관하였으며, 각 차시별 전체 수업 내용은 모두 녹화, 녹
음하였고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교실 뒤편과 교실 측면에 학
급 전체의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비디오카메라를 각 1대씩 설치하였고, 
교탁에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교사의 수업과 전체 학급 논의를 녹화‧녹음
하였다. 또한 소집단 모형 구성 수업에서는 각 소집단별로 비디오카메라 
1대와 녹음기 1대씩을 추가로 설치하여 소집단 상호작용을 녹화‧녹음하였
다. 또한 교사가 수업 내내 교실 앞쪽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별 순
회 지도를 위해 이동하므로, 교사에게 녹음기 1대를 소지하도록 하여 교
사의 발화를 녹음하였다. 녹화‧녹음 된 교사와 학생의 발화와 행동 특성은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모형 구성 수업 이후에는 초점 소집단 학생들과 연구자들 간에 협력
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협력적 성찰은 반 구조화된 심층적 면담으로 학생
들이 수업 실행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협력적 
성찰 과정도 모두 녹화‧녹음하여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작성한 수업 참관 기록과 학생 산출물을 수집하여 자료 분석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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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의 내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
였다. 수업과 협력적 반성의 전사본, 연구자의 수업 참관 기록, 학생 산출
물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료간의 삼각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연구자의 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협력적 반성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학교육 
전문가 1인 및 생물교육 전공 박사과정 학생 2인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토 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
를 거쳐 조정하였다. 

모형 구성 수업 차시 중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학
생의 참여가 충분히 일어났고,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
례를 보여주는 6, 8, 15차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1.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질적 분석

소집단별 비디오 녹화본과 담화 전사본 등의 자료에서 학생들이 드러낸 
인식적 행위주체성과 이것을 지원한 맥락을 찾기 위해 지속적 비교분석법
(Strauss & Corbin, 1994)을 활용하여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분석하였다.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교실에서 지식과 지식 구성 실행을 형성하고 평가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말하므로(Damşa, Kirschner, Andriessen, 
Erkens, & Sins, 2010; Scardamalia, 2002; Stroupe, 2014; Stroupe, 
Caballero, & White, 2018)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우선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실행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모형 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모형 구성이라는 인식적 실행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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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발화를 분석할 때에는 개개의 발화
를 따로 구분하기 보다는 그 발화 전후의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나 전체 
발화 맥락, 어조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범
주화하였다. 이때 Stroupe (2014)과 Damşa 등 (2010)의 연구에서 밝힌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범주를 기초로 하여 모형 구성 과정에서 인식적 행
위주체성을 보여주는 발화 유형을 범주화하였다(표 3). ‘이해 나누기’ 측면
에는 현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한 것과 관
련된 발화 유형이 포함되며, ‘참여 이끌기’ 측면에는 다른 친구들도 모형 
구성 과정에서 인식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된 발화 
유형이 포함된다. 또한 협력적 반성 자료를 통해 학생이 인식적 행위주체
자로서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구체화하였다. 

측면 발화 유형

이해 나누기

현상과 관련된 아이디어 주장하기

모형과 실제 현상을 연결하기

과학 아이디어에 대해 근거를 묻기, 추가설명 요구하기

동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참여 이끌기 동료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격려하기

<표 3> 모형 구성 과정에서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여주는 발화 유형



- 19 -

4.2. 모형 구성 과정의 질적 분석

모형 구성 과정은 생산적인 인식적 실행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분석하였
다. 인식적 실행(epistemic practice)이란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이 각 공
동체 내에서 지식 주장을 제안, 정당화,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Kelly 
2008). 학생들이 소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증거에 기반을 두어 자신들의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며 모형의 설명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경우, 
과학자들의 인식적 실행을 반영하며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아 생산적인 인식적 실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Schwarz et 
al., 2009).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생산적인 인식적 실행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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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식적 실행의 변화와 인식적 행위주체성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보이는 인식적 실행의 
형태가 달라졌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점차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
하게 되었다(표 4). 초반 차시에서는 전통적인 수업에서처럼 교과서의 지
식에 의존하고, 이해 없이 내용을 암기하는 형태의 비생산적인 인식적 실
행이 나타났다. 이후 8차시부터는 현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이해하고 친
구들을 설득하며 증거를 사용하며 모형을 평가, 수정하는 형태의 생산적인 
인식적 실행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
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발화들이 함께 나타났다. 
  비교를 위하여 초반의 비생산적인 인식적 실행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6
차시의 사례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 생산적 인식적 실행과 인식
적 행위주체성에 대하여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8차시와 15차시의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모형 구성 수업 차시 3 6 7 8 10 15 17 18
인식적 실행 비생산적 생산적

인식적 행위주체성 -
이해 나누기

- 참여 이끌기

<표 4> 각 차시에서 학생들이 주로 보인 인식적 실행과 인식적 행위주체
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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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비생산적 인식적 실행

  모형 구성 수업을 도입한 초기에는 학생들이 인식적 실행에 참여하기보
다는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 초반부 차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6차시의 사례를 
통해 인식적 실행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차시는 소화기
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학습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며, 소집단에서 합의된 
모형을 구성하는 첫 번째 차시였다. 이 차시에서 학생들이 구성해야 할 모
형은 햄버거를 먹었을 때 햄버거 속의 영양소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때 인체의 모식도가 인쇄된 4절지 크기의 활동지를 
배부하였고, 소화효소와 영양소 스티커를 넉넉히 배부하여 스티커를 활용
해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로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다음은 활동지를 배부 받은 직후의 담화
이다. 

1. A : (활동지를 바라보며) 자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 일단 어디서 뭐가 나
오는지를 붙여봐야 돼. (스티커를 집어 든다)

2. C : 아밀레이스에서 뭐가 나와? 
3. A : (활동지와 스티커를 바라보며) 침 아밀레이스가 있고 이자 아밀레이스

가 있어. (혼잣말) 소화 효소를 먼저 붙여?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4. B : (혼잣말) 나 이거[소화효소 스티커] 그려야지.
5. C : 침 아밀레이스 여기다 그려야 되지 않을까?
6. A : 그냥 이거 붙이면 되지 않아? 
7. B : (혼잣말) 잠깐, 트립신을 그리고 싶어.
8. A : 너[B] 왜 계속 이상한데 꽂혀가지고 그래? 
9. D : 그러니까!
10. B : (계속 그림을 그리며 건성으로) 미안하다.
11. A : 자 우리, 아니 딴 짓하지 마세요. 
…
12. C : (옆 조 활동지를 보고 돌아와서 A에게) 여기 탄수화물에다가 이거[녹

말], 이걸 붙이고 그리고 뭐였지? 녹말인가 물이 엿당으로… (다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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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이동한다)
13. A : (C가 말한 대로 스티커를 붙이면서) 야 너 자꾸 다른 조 카피하지 마.
14. C : (옆 조 활동지를 보고 돌아온다) 녹말이 엿당으로 바뀐대
15. A :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요~ (C에게) 녹말 떼어줘.
16. C : (스티커를 떼어서 건넨다)
17. A :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스티커를 붙인다)

- 6차시 초반부 -
(   ) 표시는 학생의 행동이며, [  ] 표시는 학생이 실제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문맥의 이해를 위하여 연구자가 첨가한 내용임.

  활동지를 배부하였을 때 A는 바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1행)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3행). C
는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5행) 옆 조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보고 와서 A가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왔다(12, 14행). 
하지만 ‘왜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본 내용을 전달할 뿐이었고, 스스로 스티커를 붙이기보다는 A가 붙이도록 
했다. B와 D는 주어진 과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4, 7행).
  활동의 후반부에는 A가 다른 친구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나머지 부분
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역할을 나누어주는 과정에서의 담화이다.

18. A : 야 빨리 너네도 붙여봐 친구들. (B에게 스티커 건넴) 각자 생각해서 붙
여. (신경질 내며) 아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빨리 붙이자고! 

19. D : 아 알았어, 알았어.
20. A : (신경질 내며) 빨리 붙여!
21. B : (A를 보면서) 뭘 붙여?
22. D : (A를 보면서) 뭘 붙여?
23. A : (손으로 가리키면서) 너희가[B, C] 단백질하고, 네가[D] 지방 해.
24. C : (A를 보면서) 단백질? 단백질 뭘 하는데?
25. D : (A를 보면서) 어디다 붙여?
26. A : 소장. 소장에서 지방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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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A : 아 빨리 붙이라고 너네. 역할까지 정해 줬잖아.
28. D : (스티커를 들고 A를 보면서) 소장에 지방 붙여? 소장에 지방 붙여? 
29. A : (신경질 내며) 아니! 그건 탄수화물이잖아. 너 탄수화물이 지방이야?
30. D : (다급하게) 지방에 지방 붙여? 맞아? A야 맞아? A야 맞니?

- 6차시 후반부 -

  18행에서 드러나듯이 A는 주어진 과제를 소집단 구성원들과 논의하며 
해결하기 보다는 ‘각자 생각해서’ 과제를 완성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이렇게 A가 과제를 나누어 주었을 때 소집단 구성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A에게 되물었고(21, 22, 24, 25행), 계속해서 A를 쳐다보
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A가 지시해 줄 것을 바라는 모습(28, 
30행)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소집단 구성원들은 소집단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A에게 모형 구성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A 혼자 활동지의 나머
지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모형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 다음 각 소집단별로 자신들이 구성한 모형을 발표하고, 교사는 전체 
학급 논의를 시작했다. 한 소집단에서 대장에 작은 크기로 분해된 영양소
가 남아있다고 표현한 모형을 발표하였고 교사가 이것에 대해 지적하였을 
때 초점 소집단에서 다음과 같은 담화가 일어났다. 
  

31. 교사 : 대장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붙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32. A : (혼잣말) 우리도 여기다 붙였는데…
33. 교사 : 얘들아 대장에 영양소가 남아 있을까요? 
34. A : 아니요! (혼잣말) 그러네. 아니야. (펜으로 스티커 위에 선을 긋는다) 여

기 얘들아 이거 아니야.
35. B : 왜?
36. A : (신경질 내며) 방금 설명하셨잖아!
37. B : 미안.

- 6차시 전체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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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3행에서의 교사의 발화는 학생들에게 ‘대장에 영양소가 남아있지 
않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때 A는 자기 소집단에서도 그렇
게 표현했다는 것을 깨닫고 모형을 수정하게 되었다(34행). B학생은 소집
단에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교사가 말한 정답에
는 관심을 보이면서 왜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다(35행). 이
러한 B의 질문에 대해 A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36행). 여기에서 드러
나듯이 A는 소집단 구성원들과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며 논의하는 것보
다는 소집단의 모형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에 더욱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반부 차시에서 학생들은 지식 구성 실행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기보다는 이해 없이 주어진 절차를 
진행하고 과제를 완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구성
해야 할 모형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교사가 말한 정답에만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이 Jiménez‐
Aleixandre, Rodríguez, Duschl (2000)이 말한 “수업에서의 과학 따라 
하기”와 유사한 실행을 보였다. 즉, 학생들의 실행은 비생산적이었고, 과
학 교육 연구에서 기대하는 모형을 생성, 평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식적 
실행을 통한 학습(Passmore, Stewart, & Cartier, 2009; Windschitl, 
Thompson, & Braaten, 2008)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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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생산적 인식적 실행

  1.2.1. 인식적 행위주체성: 이해 나누기

  8차시에서는 심장에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방법에 대해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먼저 석유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옮겨 보는 활동을 했
다.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펌프 A와 내부에 물이 거꾸로 흐르
는 것을 막는 구조물을 제거한 펌프 B를 각각 나누어주고, 수조에 있는 
물을 옮겨보며 물의 흐름과 석유 펌프 내부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이후에 판막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보고 심장에서 혈액이 한 방향
으로 흐르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석유 펌프
를 조별로 나누어주고 관찰하게 하였을 때의 담화이다. 

38. C : 어 안에 뭐가 있는데요?
39. B : 물소리 좋다.
40. A : 아니 이거[물 옮기는 것] 보라고, 얘들아.
41. C : (손으로 가리키며) 야. 여기 뭐 있어.
42. B : (귀찮다는 듯이) 물이잖아, 그게.
43. C : (B를 바라보며) 아니 물 말고.
44. B : 아! 이게 그거다, 판막.
45. C : 그래! 그거.
…
46. B : (펌프A를 허공에서 눌러보다가 들뜬 목소리로) 야, 봐봐. 야, 이거[내부 

구조물] 봐봐. (펌프A를 누르는 모습을 C에게 보여준다) 헐, 봤어?
47. C : (B와 같이 펌프A 관찰)헐. 헐.. (펌프B로 물을 옮기는 것을 보면서) 이

거[펌프B] 판막 하나 밖에 없는데 얘.
48. A : (활동지를 보며) 이거 같이 하자 동시에 누르는 거…

- 8차시 초반부 -

  이때 A는 그저 활동지에 제시된 물을 옮겨보는 활동만을 수행하려고 하
였는데(40, 48행), 반면에 C는 펌프 내부에 구조물이 있음을 발견(38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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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였다(41, 
43행). 이렇게 C가 발견한 내용을 공유한 것은 B 또한 인식적 행위주체성
을 보이며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B는 펌프 내부 구조물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펌프를 허공에서 눌러보았고, 내부의 구조물이 움직
이는 것을 C와 함께 관찰하게 되었다(46행). 이처럼 C가 관찰한 내용을 
반복하여 공유하는 모습에서 보인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B에게 단순히 물
을 옮겨보는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 내부 구조물의 움직임을 보
기 위해 허공에서 펌프를 눌러보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고, 관찰한 내용
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활동의 초점이 단순히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서 현상을 
관찰하고 특징을 발견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학생들은 석유 펌프를 
눌렀다가 뗐을 때 물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기는 하지만 일부는 되돌아
가기도 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해 교사에게 질문하
였을 때의 담화이다. 

49. A : (교사에게) 왜 다시 돌아가요?
50. B : (교사에게) 이렇게 갔다 다시 이렇게 가는데요? 원래 그래요?
51. A : 이렇게, 이렇게[되돌아] 가는데?
52. B : (웃으며) 우리 피도 이렇게 왔다, 다시 갔다~
53. C : (웃으며) 이렇게 왔다 갔다 해?

- 8차시 초반부 -

  B는 관찰한 장면을 우리 몸에서의 혈액의 흐름과 연결 지어 생각하기 
시작했다(52행). 학생들이 이번 차시에서 최종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은 심
장에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B의 이와 같
은 발화는 심장에서의 혈액 순환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인식하고 
석유 펌프로 물을 옮겨보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
므로 B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석유 펌프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B와 C는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며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옮겨 보라’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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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단순히 수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펌프 내부의 구조물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기 위해 허공에서 펌프를 눌러보았고, 심장에서 혈액이 한 방향
으로 흐르는 과정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에 참
여하였다. 반면에 A는 이렇게 현상을 관찰하여 발견한 특징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주어진 과제만을 수행하면서 활동지를 채워 나갔다. 
  B와 C가 펌프 내부 구조물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면서 차
시 후반부에서 A도 그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차시 후반부에서 A가 
펌프 안의 구조물이 움직인다는 사실에 뒤늦게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다
음과 같은 담화가 일어났다. 

54. A : (펌프를 잡으면서) 그런데 이게[펌프 안의 구조물] 움직여?
55. B : 판막이? 어 판막 움직여. 판막 이렇게(손동작) 되잖아[열렸다 닫혔다 

하잖아]
56. C : 이렇게 하면[누르면] 이렇게, 이렇게(손동작 하면서) 되잖아.[열렸다가 

닫히잖아] 
57. A : 그런데 이것[펌프 안의 구조물]도 그렇게 움직여?
58. C :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잖아. (손동작) 그 옆에 건 이렇게.
…
59. A : (펌프로 수조에 있는 물을 옮겨보면서 관찰하다가 들뜬 목소리로) 어? 

얘[펌프 안에 있는 구조물]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봐봐!
60. C : 응, 움직여. 
61. D : 몰랐어?
62. B : 판막? 아까 봤어~
63. A : (들뜬 목소리로) 몰랐어. 난 몰랐어. 봐봐, 봐봐.
64. C : 이거는 이렇게 해서… (펌프를 누르며 움직임을 보여준다)
65. A : (들뜬 목소리로) 와! 신기하다.
66. C : A는 막이 이렇게[2개] 있고, B는 막이 이렇게[1개] 있잖아. 이거(펌프B

의 내부 구조물을 가리키면서) B가 하나 밖에 없잖아. 
67. A : (펌프B를 집어 들고 눌러보면서 관찰) 어? 그러네!
68. C :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A에서는 잘 나오고 B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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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시 후반부 -

  A가 현상을 관찰하여 특징을 발견해 내는 것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이
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에 정답을 적어냈다는 것은 펌프 내
부 구조물이 움직이느냐는 질문(54행)과 펌프 내부 구조물이 움직이는 것
을 관찰하고 들떠있는 모습(59, 63, 65행)에서 알 수 있다. A에게 의존해
왔던 이전 차시와는 다르게 이번 차시에서는 C가 나서서 A가 관찰하는 
것을 도왔다(64, 66, 68행). 이처럼 차시 초반부터 C가 보인 인식적 행위
주체성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주어진 활동에서 현상을 관찰하여 특징을 발
견해 내는 것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C가 A의 관찰을 돕게 되면서 
A 또한 다음과 같은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
다. 다음은 펌프 내부 구조물의 움직임과 물의 흐름을 연결 지어 설명하려
는 과정에서 일어난 담화이다.
 

69. C :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야, 우리 3번[펌프 내부 구조물의 움직임과 물의 
흐름을 연결 짓는 문항] 어떻게 써야 돼?

70. B : 3번? 판막 때문에.
71. A : 아니~ 이게 물이 거기를 한 방향으로 맞게 지나갈 때는 열리고, 거꾸

로 가려면 닫혀.
72. C : 무슨 소리야? 
73. A : 봐봐. (펌프를 누르면서 보여준다)
74. C : 아, 아! 판막이 그 한 방향으로.
75. A : (펌프잡고 누르면서) 이렇게 열리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잖아.
76. C : 그렇지. 아!
77. B : 아~ 거꾸로 안 흐르게.
78. C : (B와 동시에) 아~ 거꾸로 안 흐르게.
79. B : 야, 그럼 우리 심장에 있는 판막도 열렸다 닫혀?
80. A : 아니지. 그냥 이렇게(양 손으로 손짓) 돼 있어 가지고.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다]
81. C : 이렇게, 이렇게(A와 비슷한 손동작)
82. B : 그러니까. 결론은 열렸다 닫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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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A : 아니 살짝 이렇게.[완전히 닫히지 않음] 
- 8차시 후반부 -

  C는 펌프 내부 구조물의 움직임은 관찰하였지만, 그것과 물의 흐름을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보였다(69행). 이때 A가 관찰한 내용
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었고(71행), C가 다시 설명 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72행), A는 펌프를 들고 시범을 보이면서 C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
다. 이 모습은 이전 차시에서 보인 모습(34~36행)과 대비된다. 여기서 A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관찰한 현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내용을 소집단 구성원들과 공유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A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는 52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석유 펌프에서 관찰한 내용을 심장에
서의 판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것으로 연결 지었다(79행). B의 이와 같
은 발화는 심장에서의 혈액 순환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인식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B의 인식적 행위주체성
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논의의 방향을 심장에서의 혈액의 흐름
에 대한 것으로 이끌어가며 모형 구성이 일어나도록 했다. 
  이처럼 각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동료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이끌어냈고, 논의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이처럼 개인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
치고, 소집단 구성원들이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함께 발휘하게 되었을 때 
소집단에서 이루어져왔던 실행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Stroupe, 
Caballero, & White, 2018). C는 관찰한 내용을 반복해서 공유하는 모습
에서, B는 모형과 실제를 연결하여 논의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모습에서, 
A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관찰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에서 
각각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드러났다. 
  소집단 구성원들은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여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에 집중하기 보다는 현상을 관찰하여 새로 발견한 특징에 집중하게 되었
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특징을 바탕으로 설명을 구성할 수 있었고, 서
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모형 구성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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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모습은 Jiménez‐Aleixandre, Rodríguez, 
Duschl (2000)이 말한 “과학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일맥상통하며, 생
산적인 인식적 실행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chwarz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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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인식적 행위주체성: 참여 이끌기

  15차시에는 혈액 속의 여러 물질 중에서 질소 노폐물이 오줌에 모이는 
과정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먼저 현우, 지수, 지환이라는 가
상의 학생들이 만든 초기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의 모형을 평가해보면서 
어떤 모형을 가장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
엇인지 등을 논의해보도록 하였다. 이후 혈액속의 물질의 특징과, 그 물질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빠져나갔는지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
고, 다시 주어진 모형들에 대해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질소 노폐물과 함께 보먼주머니로 이동한다
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소집단 
내에서 합의된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현우: 자석과 같은 특정 힘이 노폐물만을 골라낸다는 모형
지수: 밀도차를 이용하여 노폐물을 구분해낸다는 모형
지환: 거름종이로 흙탕물을 거르는 것처럼 물질의 크기 차이를 이용한다는 모형

다음은 제시된 초기 모형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였을 때의 담화이다.  

84. A : 지환이는 어때? 지환이도 웬만큼 좀..
85. C : (A를 보며) 그런데 질소 노폐물은 완전 작으니까 
…
86. A : (학습지를 들여다보면서) 음, 그런데 뭔가 헷갈려.
87. C : 응. 그런데 나 지환이는 아닌 거 같아.
88. A : 왜?
89. C : (A를 보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작을 거 아니야 (자신 없다는 듯이 

목소리 점점 작아지면서) 그리고 걸러내면 다 빠져나가... 미안해.
90. A : 아니, 아니. 듣고 있어. (기다린다)
91. C : (학습지를 보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막을 통해 걸러진다고 

하는 거잖아. 
92. A : (고개를 끄덕이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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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C : 안 걸러 내질 거 같아. 그냥 같이(손짓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영양소
들이랑] 다같이.

94. A : (C를 보며) 아 안 걸러지고 그냥 나올 수도 있을 거 같다고?
95. C : (고개를 끄덕이며) 어, 어. 걸러지는 게 그 확신이 없으니까.
96. A : (D를 보며) 너는 어때 D야?
97. D : (자신 없다는 듯이) 나도 지환이의 의견이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해.
98. A : 말해봐, 왜?
…
99. A : (B를 보며) B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100. B : (학습지를 보며) 난 지수의 의견.
101. A : 왜?
102. B : 제일 그럴듯해. 

 - 15차시 초반 예시모형 평가 -

  예시 모형을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C는 바로 질소노폐물의 크기가 작다
는 점을 언급하며 지환이의 의견처럼 걸러낼 경우, 노폐물도 포도당, 아미
노산과 함께 이동하게 되므로 분리해 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C가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자(89행) A는 C
가 의견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90행). 이렇게 함으로써 C가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제시할 수 있었다. 이어서 A는 B와 D에게도 어떤 
모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96, 99행). 이러한 질문에 B와 D가 곧바로 과학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는 않았지만, A가 소집단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A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격려하
고, 소집단에서 모형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했으며, C가 계속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 점, B와 D에게 의견
을 물어본 점 등에서 A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드러났다.  
  A는 세 가지 예시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논의 
방법을 바꾸었다. 각 모형에 대해 각각 근거를 들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살펴보자고 하여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은 이 과정에서의 담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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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A : 어떨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학습지와 조원들을 번갈아 바라보면
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수 의견으로 했을 때 좋은 점, 지환
이 것으로 했을 때 좋은 점, 지수로 했을 때 나쁜 점, 지환이로 했을 
때 나쁜 점. 

104. D : (학습지를 보며) 지환이로 했을 때 나쁜 점.
105. C : (학습지와 A를 번갈아 바라보며 손짓으로 설명한다)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면 노폐물이 가라앉으면서 분리가 되는 거니
까 잘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잘 구분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은, 어… 물이… 그런데 이게 우리 몸 안에 있
는 거잖아.

106. A : 응 (C가 말하는 동안 끄덕끄덕하면서 듣는다).
107. C : (A를 보며) 그렇지?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소금물이 있어? 
…
108. A : (C를 보며) 그러면 우리 몸에 이런 막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109. C :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도 좀 헷갈려, 그래서. (학습지를 보며) 그

리고 아 그런데 막은, 약간…
110. A : 살짝 그런 걸로, (양손의 손가락을 겹치면서) 그물 같은 걸로 막 있을 

것 같아. 
111. C : 어, 어. 약간 뭐라도 이렇게(양손을 겹치면서) 걸쳐져 있을 것 같은데, 

(A를 보며) 그 소금물은 우리 몸에 소금물이 있을까? 우리 몸에? 
112. A : 아니, 음…
113. C : 소금물이 없을 것 같아서. (자신 없어하면서) 음… 좀… 음…
114. A : 아, 이제 알겠어(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손으로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C를 보며) 우리 신장에 소금물 찰랑찰랑 하지 않다는 거지?
115. C : (밝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면서)응 응 응!!

- 15차시 초반 예시모형 평가 -

  소집단 구성원들과 모형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각 모형에 대해 좋은 점, 
나쁜 점을 고려해보자고 하는 모습에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A의 
행위주체성이 드러난다. 또한 106, 114행에서와 같은 끄덕거림은 친구들
의 의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표현이 되어 C가 의견을 더 편하게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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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최지혜, 이신영, & 김희백, 2014), C는 
손짓을 사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A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A의 격려는 C의 인식적 행위주체성
을 이끌었으며, C가 제시한 의견을 통해서 모형 구성 과정에서 신장의 구
조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제시된 예시 모형 중 한 가지 모형만으로는 주어진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A는 두 가지 모형을 더해서 소집
단의 모형을 구성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예시 모형을 더해
서 소집단의 모형을 구성한 소집단은 초점 소집단이 유일했다. 다음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담화이다.

116. A : 그러면 이걸[거름종이] 이렇게 해서 봐봐, 걸렀잖아. 걸렀어요, (그림
으로 그리면서) 여기에 단백질이랑 혈구가 있고. 

117. C : 어, 여기[아래쪽]에 포도도당 아미노산 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118. A : 여기가 포도당 아미노산 물이 있어서 이걸 내보내는 거잖아. 맞지?
119. C : 그런데 포도당은 그, 쌤 말로는 그 뭐지? 나가면 안 돼.
120. A : 그러면 여기다가 자석 같은 것을 붙여.
121. D : 뭘 붙이라고?
122. A : 자석 같은 것을 붙이면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뾱뾱뾱~ 포도당 아

미노산을 뽑아서 내보내면 되지 않아? 여기 오줌.
123. C : 그런가? 
124. A : 음, 만약에 이렇게 여기[거름종이 위쪽]에 있는 거는 남아 있는 거잖

아 몸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거름종이 위쪽] 혈구랑 단
백질이 있어. 그럼 여기[거름종이 아래쪽]에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
잖아.

125. C : 그렇지.
126. A : 그러면 여기에, 물에 아미노산이랑 포도당이 섞여있으니까. 여기 이렇

게 해가지고[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포도당이랑 아미
노산은 여기다가[몸 안에] 남기고 이거는[남은 액체] 이걸 내보내는 
거지. 어때?

127. C : 어. 맞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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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A : 어떤 거 같아 애들아?
129. C : 난 좋아.

- 15차시 후반 모형 구성 -

  A는 처음에는 흙탕물을 거르듯이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걸러 낸다는 모
형을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으나, 노폐물과 영양소의 크기가 모두 작기 
때문에 함께 빠져나가게 된다는 C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음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C는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여 인식적 권위
가 높은 A의 의견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것은 모형 
구성 과정을 생산적으로 이끌었다.  
  이 차시에서는 A의 동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행위주체성이 두드러졌
다. 이처럼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각자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격려하고, 모형의 평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
은 점, 나쁜 점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모습과 같이 다른 친구들의 인식적 
실행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나타났다. 이러
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통해 이 소집단의 모형구성 과정에서는 제시된 
모형 두 가지를 더하여 주어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
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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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는 요인 

 2.1. 인식적 실행에 대한 이해 발달
 
  초점 소집단 학생들의 인식적 실행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이 발달해
갔다. 초점 소집단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의 초반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다음과 같은 협력적 반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차시에서는 소
집단 구성원들은 A에게 의존하며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A 또한 주어진 과제를 혼자 완수하려 하였을 뿐 소집단 구성원
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다. 협력적 반성에서 이에 대해 
물었을 때 학생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자 : 우리 조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였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
했을까? 

  A : 제가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하려고 ‘녹말은 어떻게 분해될
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줘서 그냥 제가 혼자 했죠. 
그냥 시간 내에 완성이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 
  A : 저는 솔직히 이거 예습하고,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도 하고 그러

니까 아는데, 아직은 못 외우고 모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만 
이걸 아는데 괜히 여기서 저 혼자 갑자기 답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모둠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C : 일단 A는 공부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
부를 안 해서 잘 몰라서 같이 참여를 막 하지 못했어요. 

- 6차시 후 협력적 반성 -

  A는 스스로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과제를 
시간 내에 완성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혼자서 과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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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려고 했으며, 다른 친구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참여시키기가 어려
웠다고 했다. C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
다고 말했다. 이처럼 초반에는 인식적 실행에 대하여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것’이며,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반 차시에는 이러한 특징 외에도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하도록 하였을 
때 단순히 한명씩 자기가 생각하는 답에 대해서만 말할 뿐, 근거를 들거나 
다른 친구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거나 논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처럼 초반 차시에서는 학생들은 교과서의 지식에 의존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인식적 행위주체
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8차시 이후부터 자신들이 관찰한 현상이나, 친구들
의 의견, 질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모형을 구성해가는 행위주체로서
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협력적 반성에서 이전 차시에서보다 참여가 
활발했던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C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이를 통해 C
의 모형 구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음이 드러난다. 

  연구자: 혼자 할 때 보다 같이 얘기하면서 하니까 도움이 됐어?
  C : 좀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틀린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
  연구자: 왜 더 논의를 많이 할 수 있었어? 
  C : 저는 이게 확신이 안서니까 뭔가 좀 더 의견을 많이 내야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 15차시 후 협력적 반성 - 

  6차시 후 협력적 반성에서 C는 ‘아는 것이 있어야 모형을 구성할 수 있
다’고 생각했지만, 15차시 후 협력적 반성에서는 ‘모형을 구성하면서 알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모형 구성 활동에 대하여 초반 차시에서
는 정해져 있는 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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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에서는 모형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반 차시의 모형 구성 과정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15차시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15차시에서 A는 교사의 발화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103행), 모형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
을 말하고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의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이
어졌으며(108행) 신장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논의가 계속 되
었다. 이때 C는 A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짓도 함께 하면서 설명하였고, A
는 C가 계속해서 모형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
이 나타났다. 이처럼 인식적 실행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
해하게 되면서 스스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집단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모형 구성 과정에
서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에게는 모형 구성과 같은 인식적 실행에 참여하는 것이 다소 낯
설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Berland & Reiser, 2011; Quintana et al., 2004; 윤선미 & 김희백, 
2011).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수적 지원이 학생들이 모형 구성이
라는 인식적 실행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예시 모형을 제시했다. Clement (1989)는 학생들의 모형 구성 과
정에 대하여 GEM 순환 고리를 제안하였는데, 그 첫 단계는 모형을 생성
(Generation)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현상으로부터 바로 모형을 생성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시 모형을 제공하여 생성 
단계를 대신하고, 학생들은 주어진 예시 모형을 평가(Evaluation)하는 것
에서부터 모형 구성 활동을 시작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예시 모형에서 제
시된 아이디어를 소집단의 모형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예시 모
형을 평가하고 수정해보는 과정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각 모형을 
검증해 보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Berland & Reiser, 2011; 윤선미 
& 김희백, 2011). 또한 모형이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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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교사가 모형을 평가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안내 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실행을 모방하므로(Stefanou, Perencevich, 
DiCintio, & Turner, 2004; 하희수 & 김희백, 2017), 교사가 모형 평가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문장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인식적 실행에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교사는 수업시간에 다음과 같
은 발화를 통하여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소집단의 논의 과정에서 기대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현우, 지수, 지환이라는 세 친구가 세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세 가
지 다 일리가 있는 아이디어에요 (…) 이 세 가지 의견 각각에 좋은 점도 있
고 우리 몸이랑 조금 안 맞는 점도 있을 거예요.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우
리 조원끼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점, 그리고 우리 몸에 적용했을 때 안 
좋은 점 한번 얘기 해봅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장 찍어줄 건데 선생님 
없을 때도 여러분끼리 얘기를 잘 하는 조에 도장 찍어줄 거고 좋은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이야기 잘 안하던 친구가 얘기를 하거나 하면 도장 계속 찍어
줄 거예요.

- 15차시 도입부에서 교사의 논의과정 안내 -

  이처럼 교사는 모형 각각에 대해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소집단 내에서 이야기를 잘 하거나, 좋은 의견
을 내거나, 의견을 내지 않던 친구가 얘기를 할 경우’에 도장을 찍어주겠
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집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수적 지원에 대하여 초점 소집단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연구자: 왜 이번시간에 더 얘기를 잘하게 된 걸까?
D : 모르겠어요. 그냥 좀 더 활동이 쉽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활동이 좀 달랐어? 
C : 일단 참여도가 높아졌어요. 쉬워졌어요. 이해가 잘 됐어요. 그냥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점은 이렇지 않을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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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의견을 내다보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D : 저번 다른 활동에서는 그냥 이거 주고 ‘이거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그

런데 이번 활동에는 이렇게 보기 같은 것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좀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 15차시 후 협력적 반성 - 

  학생들이 설명해야 할 현상은 이전 차시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활동이었
으나, 학생들은 이번 차시의 활동이 더 쉬웠고, 이해가 잘 되었다고 표현
하였다. 이처럼 모형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모형 구성 과정에서 기대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모형 
구성이라는 인식적 실행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안내를 하였을 때 학생들은 처음에는 교사가 안내한 문장을 그
대로 흉내 내거나, 시키는 대로 단편적으로 지식을 돌아가면서 말하는 수
준에서 그쳤지만, 차시가 진행되면서 친구를 설득하려는 모습이나, 이해하
기 위해 질문하는 등의 모습으로 발달해갔다. 다음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협력적 반성 장면이다. 

  연구자: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A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좋은 점이랑 나
쁜 점을 다 말해보자.’ 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논의를 많이 하던데?

  A :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리고 그냥 고르는 것 보다 좋은 점 
나쁜 점 말하면서 좀 더 가까운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 
저의 주장을 더 많이 얘기하고 다른 애들의 얘기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면서 모둠활동 많이 하고, 애들 얘기 들어보면서 새로운 
관점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 먼저 다른 애들의 관점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 15차시 이후 협력적 반성 -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A는 친구들의 의견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단순히 교사가 지시한 대로 따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친구들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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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교
과서와 교사의 과학 지식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친구들과 의
견을 나누는 것의 유용성과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데에는 단순히 인식적 실행에 어
떻게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만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그러한 
것을 경험해보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ford, 2006).
  이것은 인식적 실행에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
내함으로써 학생들이 과학적 실행에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선행
연구(e.g., Berland & Reiser, 2011; Quintana et al., 2004; 윤선미 & 
김희백, 2011; 이신영, 박소현, & 김희백, 2016)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 소집단에서는 학생들이 인식적 실행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필
요성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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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인식적 권위의 재분배

  학생들이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데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
난 인식적 권위(Basu, 2008)의 재분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초
점 소집단의 경우 A가 학급에서 모든 과목에 대해 학업 성취도가 가장 우
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소집단 구성원들은 A와 인식적 권위가 크게 차이
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A도 본인의 인식적 권위가 다른 학생들과 차이
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6차시의 사례에서 소집단 구성원들
은 A에게 의존하며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A 
또한 주어진 과제를 혼자 완수하려 하였을 뿐 소집단 구성원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다. 또한 앞서 제시한 6차시 이후의 협력적 
반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A는 스스로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으며 다른 친구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
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참
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초반부에 학생들이 느낀 인식
적 권위의 차이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8차시에서 인식적 권위가 재분배되기 시작했다. 앞서 제시한 8
차시의 사례에서 석유 펌프를 관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장에서 혈
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을 때 
소집단의 학생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A는 관찰을 하
기 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공부해 온 교과서의 지식에 의존하여 
학습지에 답을 채워 넣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B와 C는 관
찰에 집중하였으며, 더 잘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 교사가 제안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펌프를 조작했다. 또한 펌프를 관찰하여 알게 된 점을 토
대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A가 펌프 내부의 구조물이 
정말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였을 때, B와 C는 A가 펌프를 관찰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으며 모형 구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서 A는 B와 C로부터 배울 점이 있음을 알게 됐으며, B와 C도 자신들이 
A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소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인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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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가 재분배 될 수 있었다. 
  이전 차시의 협력적 반성에서 A가 소집단 구성원들이 모형 구성에 기여
한 바가 없다고 말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8차시 이후의 협력적 반성에서 A
는 소집단 구성원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후의 
협력적 반성에서도 계속하여 친구들의 의견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자주 언급하였다. 

  연구자: 지난 시간에 친구들의 역할 생각해보자. 
  C : 뭐했지? 기억이 안나. 
  A : 음 B가 의견을 냈지. 맞나? C가 냈었나?
  C : 뭐?
  A : 판막. 둘 중에 한명이 낸 거 같은데
  C : 그거 막 2개, 1개 있었던 거?
  B : 내가 계속 판막 말했어.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줘. 계속 얘기했는데. 
  A : 난 기억하고 있어.

 - 8차시 후 협력적 반성 -

  연구자: 의견을 나누는 건 왜 중요해? 왜 의견을 나눠야 해?
  D : 그래야 서로 몰랐던 걸 알 수 있으니까?
  A : 이렇게 다른 친구가 말한 거를 저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저는 몰랐던 

제 궁금한 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B가 ‘이건 왜 이럴까?’ 그랬
는데 저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걸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 15차시 후 협력적 반성 - 

  연구자: 친구들의 역할이 처음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어? 
  C : (…) 저도 A인데, 욕 하려는 게 아니고 제 관점에서, (…) 제가 A랑 많이 

안 친해서 저의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A가 리더고 저희를 이끌어가니까 
제 의견을 말해도 들어주긴 하는데 ‘응, 그래’ 이러고 [건성으로 듣고]

  D :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에요!!!
  C :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조금 사라지고 좀 더 얘기를 자주하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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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 이건 아니었네, 제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
고 있었구나.’ 하고 

  A : 그런데 이건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거 같아요. 솔직히 처음
에는, 말하기 민망하긴 한데, 제가 말을 하면 다 믿는 분위기여서, 제가 
먼저 다 쓰는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거 보고 쓰
니까 저의 주장을 더 많이 얘기하고 다른 애들의 얘기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면서 모둠활동 많이 하고, 애들 얘기 들어보면서 새로
운 관점도 알게 되고 하니까 제가 첨에 이걸 보고서 ‘아 이런 것 같다’
라고 딱 생각을 해도 먼저 다른 애들의 관점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
아요.

 - 18차시 후 협력적 반성 -

  이처럼 A는 소집단의 다른 학생들을 함께 모형을 구성해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A는 교과서의 지식에 의존하며 답
을 맞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친구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경청하면서 
과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
이게 되었다. 특히 소집단 논의 과정에서 친구들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독려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C는 협력적 반성에서 다음과 
같이 A의 독려가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연구자: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든데 큰 역할을 한 게 뭐야?
  C : 의견존중. 말을 하면 말을 하자마자 ‘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말하기 

그렇잖아요. 말하기도 싫어지고. 그런데 말을 딱 꺼내면 ‘아~’ 이러면
서 ‘그럴듯한데?’ ‘이것도 맞는 거 같아’ 이러니까 더 말을 하는데 도
움이 된 것 같아요.

- 17차시 후 협력적 반성 -

  이처럼 직접 관찰한 내용에서 출발하여 모형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소집
단 내에서 인식적 권위가 다소 낮던 학생들도 모형 구성에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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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 인식적 권위가 재분배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더욱 의견을 편하게 낼 수 있는 분위
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과학적 의견과 다르더라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은 인식적 실행에 더욱 협력적으
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Jaber, 2015; Jaber & Hammer, 2016). 
  여러 연구에서 교실에서 학생이 인식적 행위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만
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존재하던 인식적 권위가 재분배 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e.g., Ko & Krist, 2019; Miller et 
al., 2018; Stroupe, 2014; Stroupe et al., 2018; 김현애 et al., 2015). 
하지만 학생들이 소집단 상호작용을 통하여 과학적 모형을 협력적으로 구
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사이의 인식적 권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위
주체성은 개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것(Damşa et al., 
2010)이며, 전통적인 실행의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이 인식적 행위주체자가 
되는 실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Stroupe et al., 2018). 본 연구의 초점 소집단에
서는 소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인식적 권위가 재분배됨으로써 소집단 구성
원들이 함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었으며, 서로의 인식적 행
위주체성을 이끌어내고 발달시키며 전통적인 실행의 형태에서 벗어나 생
산적인 인식적 실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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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식적 행위주체성 관점으로 과학적 모형 구성이라는 인
식적 실행에 참여하는 학생의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지식 구성의 주체로
서의 학생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력적으로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며, 이러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적 모형의 협력적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
주체성은 크게 개인이 현상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과 관
련한 ‘이해 나누기’ 측면과 다른 학생들도 인식적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이끌어내는 ‘참여 이끌기’ 측면의 발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
생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교화되는 모습을 보였
다.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을 교실에 도입하였을 때, 학생들은 초반 차시에
서는 비생산적인 실행을 보였다. 소집단에서 학업 성취 수준이 가장 뛰어
난 A가 혼자 고민하여 소집단의 모형을 시간 안에 완수하려 노력하였고,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도 A에게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모형
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거나 설명해주는 
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학생들은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며 과학적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A는 현상을 관찰하기보다 활동지에 주어진 절
차를 수행하였던 반면, B와 C는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며 활동지에 제
시되지 않은 조작도 해 보면서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특징을 발견해 내
었고, 이러한 발견을 A도 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다. 이러한 B와 C의 인
식적 행위주체성은 A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A는 관
찰한 내용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B와 C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범
을 보이며 설명해주었고, 이를 통해 소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생산적으로 
모형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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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A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차시 후반부에는 소집단 구성원들의 모
형 구성 과정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A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한 명씩 모형에 대해 평가하고 근거를 말할 수 있
도록 묻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것은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식적 참여를 도왔고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데이터와 증거를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
주체성은 모형 구성 과정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이러한 행위주체성의 발현에는 인식적 실행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소집
단 구성원 사이에서의 인식적 권위 재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생
들에게 예시 모형을 제시하고 교사가 논의 과정에 대해 명시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식적 실행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인식적 실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
었다. 또한 초점 소집단 구성원 간에 인식적 권위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인식적 권위의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서로를 인정
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 형
태와, 그 발달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학생의 인식적 행
위주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이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한
다.   
  첫째,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개인의 이해를 
위한 측면과 서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측면의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통해 과학적 실행이 생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한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개인 차원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여러 
학생들이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함께 발현할 때 실행을 변화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인식적 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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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소집단 내에서 
과학적 모형을 협력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인
식적 권위가 재분배 되어야 한다. 
  셋째,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단번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시에 
걸쳐 발달되고 정교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관찰하였듯이,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8차시가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후반 차시로 가면서 점차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드러나는 발
화 유형이 다양해지고 정교화 되었다. 따라서 학생이 인식적 행위주체가 
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식적 실행에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서는 명시적인 안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형식적
으로라도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의 의견으로부
터 배울 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더욱 정교하게 
발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안내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 인식적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학생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밝히는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실 기반의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과학적 모형 구성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을 
인식적 행위주체성에 대해 연구하는데 추가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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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Students’ Epistemic 
Agency Expressed in Collaborative 

Scientific Modeling

Jeon, Eu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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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who collaboratively participated in a 
scientific modeli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at epistemic 
agency they expressed when leading such an activity and analyze 
what factor facilitated the manifestation of their epistemic 
agency.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52 second graders in 2 
classes of a middle school located at Seoul and for a teacher. 
Furthermore, a small group showing a remarkable change into 
the productively epistemic practice in the entire lessons was 
selected as a focus group. For the Unit of ‘Animal & Energy’, 
research participants took 8 modeling lessons. The lessons were 
videotaped by small group and interviews with students in the 
focus group, which were done after every lesson,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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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d and used as data for the analysis. In the collaborative 
process for the scientific modeling,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students' epistemic agency expressed in coming up with an idea 
related to a phenomenon, connecting the model to an actual 
phenomenon, asking a reason of and demanding an explanation 
for a scientific idea, describing it in order for their peers to 
understand, encouraging peers and eliciting their opinions. In 
addition, the manifestation of such epistemic agency led the 
scientific modeling productively. Also the analysis revealed the 
detailed guidance on the way modeling should be implemented 
acted as a starting point for students' manifestation of the 
epistemic agency and the redistribution of the epistemic authority 
in the classroom supported such a manifestation.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earch findings will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instructional‧learning environments for science 
which help students express and develop the epistemic agency.

keywords : epistemic agency, scientific modeling, epistemic  
practice, epistemic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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