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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전 현상에 대한 소집단 모형 구성 활동에서 생산적 프레

이밍과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가 어떻게 촉진되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열 학생 중 연구에 참

여 의사를 밝힌 14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총 4개의 소집단 중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실행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뚜렷

하게 전환된 두 조를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모형 구성 활동의 모든 수업과 반구조화된 심층적 면담 내용은 녹화, 녹

음 후 전사하여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소집단 모형구성활동에서 비생산적인 프레이밍이 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 전환되는 맥락은 크게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학생들

이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대안적 모

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교사가 촉진함으로써, 논의를 통해 합의 모형

을 형성해야한다는 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의 전환이 촉진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모형 구성활동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주장 제시와 더

불어 주장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지식을 구

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적인 프레이밍

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둠원이 그들 스스로 모

형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이미 제시한 의견에 대

해 인정을 해주었을 때 생산적인 논의가 지속될 수 있었다.

생산적 프레이밍 하에서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의 정교화가 일어나는

맥락은 두 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

면서 다양한 선지식이 드러났고, 드러난 선지식 중 과학적으로 정교하지

않은 것은 모둠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되고 논의과정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선지식이 모둠원들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

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단백질의 구조 형성과 관련된 모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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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단원에서 학습한 적이 있는 다른

생물학적 구조를 교사가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논의를 통해 정교화된

합의 모형을 형성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식론적 프레이

밍의 전환 맥락 및 추상적인 개념인 유전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활동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추론을 촉진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여, 모형구성활

동 속 교수학습 전략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인식론적 프레이밍, 모형 정교화, 과학적 모형 구성, 유전,

모형 기반 수업

학 번 : 2018-2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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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 수업은 과학 개념의 전달뿐 아니라 과학 지식의 구성 과정

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때 지식 구성의 중심에 학생을 위치시키

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연 현상의 과정, 기작, 요소에

대한 설명인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써 과학

적 모형구성과정(scientific modeling)을 과학 수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이러한 노력의 한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lement,

2000;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Windschitl, Thompson &

Braaten, 2008). 선행문헌(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은 학생

들이 모형구성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 현상 이면의 요소, 과정,

기작을 가시화하고, 본인의 사고를 정교화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그

들의 지식을 성립하고 확장하며 개선할 수 있음을 논의해왔다. 학

생들은 이러한 인지적 학습 외에도 근거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하

고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과학 지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당화되

는지, 즉 인식론적 이해를 정교화할 수 있으며 과학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Baek & Schwarz,

2015; Louca & Zacharia, 2012).

교사나 교과서로부터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데에 익숙한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구성활동에서 자신의 사고를 바탕으로 한 추

론을 통해 모형을 구성할 수 있으려면, 잘 고안된 활동 자료 제공과

함께 교사의 지원이 요구된다(Schwarz et al., 2009).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Vo, Zangori,

Schwarz(2015)는 학생들이 물의 순환에 관한 모형을 구성하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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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탐색하여, 타당한 근거를 들어 모형을 구성할 것과 자연 현상

에 대한 기작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는 교사의 지원 전략이 학생의

정교화된 모형 구성을 촉진하였음을 보인 바 있다. 또한 Louca,

Zacharia, Constantinou(2011)은 학생들이 논의를 통해 현상에 대한

인과적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을 생산적(productive)이라고 정의하

고,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학생

의 생산적 논의를 촉진하는 교수 전략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대표적인 교수 전략으로는 모형을 구성하는 대상에 대해 여

러 방면에서 접근하고 모형구성활동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촉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내 문헌(도하영, 박정우, 유준희,

2016)도 소리의 발생과 전달에 관한 모형구성활동 과정에서 교사

지원 전략이 지니는 특징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과학교육에서

인식론적 실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의 생

산적인 모형구성활동을 촉진하는 지원 전략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의 인식론적 이해를 촉진하면서 과학자 공동

체에서 고안된 바와 같은 정교화된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

하는 전략에 관한 논의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교사들이 과

학적 모형구성활동과 같이 과학자 공동체의 인식적 실행을 반영한

교수학습 활동을 수업에 도입할 때 인식론적 이해의 향상과 정교화

된 과학 지식의 구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난제이다(Russ & Berland, 2019). 이에 더

하여 조은진, 김종찬, 최승언(2017)은 시간을 비롯하여 교수 지원을

위한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과학적 모형구성활동의 도입에 소극적

이기는 하지만 과학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과학적

모형을 바라보는 견해가 우세함을 밝혔다. 이는 학생의 사고를 중

심으로 한 모형구성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교화된 과학 지식 구

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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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교수 전략을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의

과정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생물 분야 핵심개념 중 하나인 유전은

미시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오개념

을 가지기 쉽고(김희백 등, 2002; Kapteijn, 1990; Lewis &

Wood-Robinson, 2000),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등

생물의 복잡한 층위를 지니고 있어 각 개념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

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전학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Duncan & Reiser, 2007; Kapteijn, 1990; Marbach-Ad &

Stavy, 2000). 유전과 관련하여 다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기작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세대 간 전달을 다룰 필요가 있는데,

Stewart, Cartier, Passmore(2005)는 이를 서로 연관된 세 가지 모

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하나는 세대 간 유전자 전달에 관한 유

전(genetic) 모형으로, 특정 유전자형으로부터 기대되는 표현형, 자

손에게서 특정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 등을 다룬다. 두 번째 층위는

생식세포분열(meiotic) 모형으로,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에서 부모

세대의 유전자가 교차 및 분리되어 자손 세대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다룬다. 세 번째 층위는 분자(molecular) 모형으로, 유전자가 발현되

는 기작에 관한 것이다. Stewart 등(2005)은 이 세 측면에서의 모형

을 통합해야 유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uncan와

Tseng(2011)은 Stewart 등(2005)이 제시한 측면들 중 분자 모형에

주목하여, 유전 현상은 유전자가 지닌 정보로부터 단백질, 세포, 조

직, 기관, 개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적 층위에 걸쳐 추론이 이

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선행문헌(Puig, Ageitos, & Jiménez-Aleixandre, 2017; Reinagel

& Speth, 2016; Rotbain, Marbach-Ad, & Stavy, 2006)에서는 이처

럼 추상적인 개념인 유전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돕고 유전 현상이

지닌 여러 측면과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과적 설명을 담은 모형을 활용하는 수업 또는 이러한 모형



- 4 -

을 구성하고 정교화하는 모형구성활동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학생들이 여전히 이전에 분리하여 학습한 서로 다른 측면의 사고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

전략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Puig 등(2017)은 학생들이 유전 현상

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모형이 정교화되

지만 활동에의 참여만이 모형의 정교화를 촉진한 요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밖에도 학생의 선지식, 학생간 상호작용, 교사의 지원 전

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논의했다. 이는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에서 학생들이 정교한 모형을 구성하도

록 촉진하는 교수 전략에 대한 탐색과 도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전환 맥락을 포착한 선행문헌(이

은주, 윤선미, 김희백, 2015; Berland & Hammer, 2012; Hutchison

& Hammer, 2010; Rosenberg, Hammer, & Phelan, 2006; van de

Sande & Greeno, 2012)을 토대로 유전 현상에 관한 과학적 모형구

성활동에서 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으로 전환되는 기작을 탐

색하고, 더 나아가 생산적인 프레이밍 하에서 유전 개념의 정교화

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는 모형구성활동 도입시 인식론적 이해의 향상과 정교화된 과학 지

식의 구성이라는 목표의 동시 달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

수학습 전략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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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을 도입하고, 이 활동

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의 실행을 탐색하여, 학생의 인식론적

이해의 향상과 유전 모형의 정교화를 촉진하는 맥락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전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을 학교 현장에 도입

하기 위한 교수 전략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에서 비생산적인 프레이밍

은 생산적 프레이밍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가?

둘째,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에서 생산적 프레이밍을 바

탕으로 한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는 어떻게 촉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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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을 도입하고 활동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의 실행을 탐색하여, 학생의 인식론적 이해와

유전 모형의 정교화를 촉진하는 맥락을 깊이 있고 풍부하게 기술하

기 위해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4개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4차시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행된 모형 구

성 과정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

과를 모든 학생과 맥락에 확대시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현상을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소집단 학생들의 프레이밍 전환과 모형의 정교화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프레이밍이 전환되고 모형이 정교화되는 맥락

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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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과학적 모형 구성

과학적 모형은 어떤 자연 현상의 성질 및 상태를 기술하거나 자

연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체계로서, 자연 현상의 중요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거나, 보이지 않는 요소

들을 가시화하여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Gilbert, Boulter, & Rutherford, 2000; Harrison & Treagust, 2000;

Ingham & Gilbert, 1991; Schwarz et al., 2009).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을 형성할 때

현상의 일부를 표상화하여 모형을 구성한다(Gilbert, 1995).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은 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시키는 역동적인 과정

으로서 교실에서 학생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적 실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Ke & Schwarz, 2020).

학생들은 모형 구성 수행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개념적 모

형을 수정할 수 있고, 추론 과정에서 수정된 모형들을 이용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Schwarz et al., 2009). Rea-Ramirez, Clement, Núñez-Oviedo(2008)

은 학생들이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

로의 정보를 교환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모델 기반의 공동구성

(Model-based Co-construction)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학생들은 이

러한 협력적인 과학 지식의 구성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학습

뿐 아니라 과학적 추론 능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인식론적 이해

를 함께 발달시킬 수 있다(Justi & Gilbert, 2003; Schwarz &

White, 2005; Windschitl, Thompson, & Braate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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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와 Gilbert(2002)는 모형구성과정을 MMD(model of

modeling diagram)로 표현한 바 있으며, Mendonça과 Justi(2011)

는 MMD를 활용하여 이온 결합과 분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

의 모형 구성 과정을 안내하였다. MMD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

성되며, 이는 모형 구성의 목표를 설정하는 1단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신모형을 표현하는 2단계, 실험의 결

과 또는 자연 현상에 구성한 모형을 적용해보는 3단계, 구성한 모

형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Rea-Ramirez 등

(2008)은 과학자의 과학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모형 구성의

과정을 GEM (generation-evaluation-modification cycle) 순환고리

과정을 제안하였다. GEM 순환 고리 과정은 모형 생성하기

(generation), 모형 평가하기(evaluation), 모형 수정하기(modification)

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의 생성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연 현상을 관찰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바탕으로 초기 모형을 생성한

다. 모형의 평가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한 초기 모형이 실제 과

학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증거를 기반으로 검토하며, 모형이 수

정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 모형에

근접하도록 초기 모형을 수정한다. GEM 순환고리과정은 일회적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GEM단계의 반복을 통해 학생들은 목표 모

형에 보다 근접한 자신들의 설명 모형을 구성해 나아가며, 이러한

과정에서 증거에 기반을 두어 설명을 정당화하는 모형구성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Sampson & Clark, 2009;

Windschitl, Thompson, & Braaten, 2008).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

(Hmelo-Silver et al., 2015; Ke & Schwarz, 2020; Zangori, Forbes

& Bigs, 2013)는 적절한 지원과 학습 환경의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모형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서의 설명 도구로 간주

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형구성과정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보다 정교

한 이해를 형성함으로써 인식적 실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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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론적 프레이밍

프레이밍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Goffman,

1974; Tannen, 1993)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해석, 반응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프레이밍은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개인의 기대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개개인은 그

들의 지난 경험에 기반을 두어 프레이밍을 형성한다(Bartlett,1932).

예를 들어 식당에 갔다고 가정하자, 메뉴를 주문하는 방법과 식사

할 때의 행동 및 계산을 하는 방법 등은 식당의 종류에 따라서 달

라질 것이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식당에 갔을 때, 기존에 갔던

비슷한 식당에서 행동한 것과 같이 주문, 행동, 계산하게 된다. 즉,

개인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Schank,

1990; Redish, 2004). 프레이밍은 상황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보다 상황에 따라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학생

들은 상황에 따라 표정, 행동, 어조 등 다양한 신호를 사용하여 “여

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형성한다(Goffman, 1974; Hammer et al., 2005).

학생들의 과학적 실행에 대한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인식적 실행

에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연구는 과학적 실행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해하기 위

해 실행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주목하고 있다(이은주,

윤선미, 김희백, 2015; 이차은, 김희백, 2016; Berland & Hammer,

2012; Gutierrez, Rymes, & Larson, 1995; Hammer et al., 2005;

Redish, 2004; Shim & Kim, 2018; van de Sande & Greeno, 2012).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지식과 학습에 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 또는 인식으로(Redish, 2004), 지식 구

성 과정에 대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며

(Berland et al., 2016),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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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은주,

윤선미, 김희백, 2015; Berland & Hammer, 2012; Hutchison &

Hammer, 2010; Rosenberg, Hammer, & Phelan, 2006; van de

Sande & Greeno, 2012).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학생들은 수업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다양하게 프레이밍하며, 학생들의 프레이

밍은 미묘하고 종종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맥락적 단서들에 의

해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Rosenberg, Hammer, Phelan(2006)은 암석 순환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수업 초반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하여 활동지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아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는 교사의 개입 이후 자료의 타당성을 논의하며 인과적인 설명을

구성하려는 모습으로 전환됨을 보여주었다. Hutchison와 Hammer

(2010)은 과학 학습에 있어 학생들이 지식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지식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떠

한 지식을 가치있다고 여기고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인식론적 프레

이밍을 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비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

이밍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생산적인 프레이밍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을 ‘자연 현상 이해하기’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추론을 통해 지식을 생성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인식하

였다. 반면, 비생산적인 프레이밍을 지닌 학생들은 수업을 ‘교실 게

임’으로 이해하고 지식은 권위로부터 전파되며 자신들의 역할은 그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담화

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과제의 절차를 따르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학생이 인식론적

실행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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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 교육

3.1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유전 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등 과학 교과가 다루는 유전 관련 내

용은 [표 1]과 같다.

과목명 대단원 중단원 내용요소

과학 3

생식과

발생

무성 생식과 유성생식 � 무성생식 ∙유성생식

세포 분열과 염색체

� 염색체

� 체세포분열 ∙ 생식세포분열

�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

수정과 발생 � 수정 ∙ 발생

유전과

진화

유전의 기본 원리 � 멘델의 유전 법칙

사람의 유전
� 유전 연구방법

� 유전 현상의 이해

생물의 진화 � 생물의 진화

융합

과학

생명의

진화
생명의 연속성

� 유전자와 염색체

� 유전암호 ∙세포 분열

� 유전자의 복제와 분배

� 생식을 통한 유전자 전달

생명

과학I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세포와 세포분열
� 세포의 주기와 세포분열

� 유전자 ∙염색체

유전

� 멘델의 법칙

� 사람의 유전 형질

� 유전 형질의 발현(염색체 이상

과 유전자 이상)

생명

과학II

유전자와

생명공학

유전자와 형질 발현

� 유전물질

� DNA 구조와 복제

� 유전자와 형질발현

� 형질 발현의 과정

� 유전자 발현 조절

� 세포분화와 기관 형성에서의

유전자 발현조절

생명공학
� 생명공학기술

� 생명공학의 전망과 사회적 책임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유전 관련 단원

우리나라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유전학의 핵심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과정인 7학년-9학년의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 고등학교 과정인 10학년의 ‘생명의 진화’, 11학년의 ‘세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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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연속성’, 12학년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에 제시되어 있

다. 즉, 중학교 과학 교과에서는 세포분열과 멘델의 유전 법칙을 제

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학 교과에는 유전자의 전달과 더불어

유전자의 발현 및 생명 공학 기술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

어 유전 정보의 발현과 전달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김현경, 이준규, 2016). 그러나 이기순(2005)은 세포

와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유전과의 연계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유전의 핵심 개념인 유전자, DNA, 세포, 형질 등에 대한 통합

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전 현상에 대한 추론이 어렵다고 주장

한 바 있다.

3.2 유전 학습의 어려움

유전학은 현대 생물학의 설명 체계를 이루는 중심 개념 중 하나

이며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유전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Mayr, 1997; Jiménez-Aleixandre, Bugallo

Rodríguez, & Duschl, 2000). 그러나 유전은 눈으로 살펴보기 어려

운 미시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오개

념을 가지기 쉽다(김희백 등., 2002; Kapteijn, 1990; Lewis &

Wood-Robinson, 2000). 또한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기관, 개

체 등 생물의 복잡한 층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

적인 개념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이 유전학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Kapteijn, 1990;

Duncan & Reiser, 2007; Marbach-Ad & Stavy, 2000). 선행연구에

서 학생들은 가계도를 분석하는 유전 모델과 생식세포 과정을 설명

하는 모델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으며(Stewart, Hafner, &

Dale, 1990), 학생들은 단일 인자 유전의 패턴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Mill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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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수준의 유전학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어려움을 보였다. 단백질이 유전 정보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유전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나

(Duncan & Reiser, 2007; Lewis, & Kattmann, 2004), 학생들은 현

상에 대한 수준, 세포 수준, 분자 수준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연계하

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전적 메커니즘에 대한

생물학적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소 낯설

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Marbach-Ad & Stavy, 2000). 따라서 유

전학 학습에 있어 유전학적으로 유전자가 단백질과 어떻게 관련되는

지, 그리고 단백질의 특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은 유전 현상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유전

학적 용어들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존재한다(Duncan & Reiser,

2007). 이러한 유전학 학습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학

습자들이 유전학 학습에 있어 추상적인 개념들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형 기반 과제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Reinagel &

Bray Speth, 2016; Rotbain, Marbach-Ad, Stavyet, 2006; Venville

& Donov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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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와 초점 소집단

1.1 연구 참여자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열 학생 중 연구에 참여 의사

를 밝힌 14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소득 수준은 중위권에 속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생명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생명과학에 대한 흥

미는 높은 편이었다. 참여 교사는 본 연구의 연구자로 약 7년의 교

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생물 교육 전공자이며, 평소 수업에서 모둠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노력해왔다. 연구자는 참여 학

생들의 생명과학 II 내신 성적 및 친밀도를 고려하여 3∼4명으로 이

루어진 4개의 소집단을 구성하였다.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소집단을 구성했고,

성적에 있어서는 상․중․하위권 학생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배치

하였다. 학생들의 성적은 이전 학기 생명과학II 성적을 기준으로 누

적 11% (1등급∼2등급)를 상, 12∼23% (3등급)를 중상, 24∼60% (4

등급∼5등급)까지를 중, 그 이하를 하위권으로 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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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초점 소집단

본 연구는 유전 현상에 대한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의 전환이 나타난 맥락과 과학적 모형이 정

교화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므로, 학생들의 인식론적 실행

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바가 뚜렷하게 나타난 두 조에서 이

루어진 활동을 깊이 있게 탐색하였다. 각 소집단 학생들의 과학 학

업 성취도와 성별은 [표 2]과 같다. 모든 학생의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구분 학생(과학 성적, 성별)

소집단 1 유진(상, 여) 주연(중상, 여) 나현(중, 여) 채원(하, 여)

소집단 2 수지(상, 여) 혜진(상, 여) 지은(중상, 여) 윤서(중, 여)

[표 2] 초점 집단(소집단 1, 2) 학생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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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의 설계 및 적용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질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주제로 하여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

동을 고안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I에서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예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다루고 있으나, 2009 개

정 교육과정 내에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적혈구의 역할, 적혈

구의 형태와 단백질과의 관계,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관계 및 DNA

서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

구는 생명과학 II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

려하여, 그들이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Stewart, Cartier, Passmore

(2005)이 제시한 유전 전달 모형과 분자 모형을 통합적으로 추론하

도록 활동을 설계하였다.

활동은 근거 기반의 정당화와 반박을 중심으로 모형구성활동을

소개하는 사전 활동과 4차시(각 차시는 약 50분)에 걸친 모형구성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각 차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안내, 소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결과 발표 및 교사의 수업 마무리

로 진행되었다. 교사는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각 소집단을 돌아다

니며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논의를 통해 정교화

된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모형구성활동

에 앞선 사전 활동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근거 기반의 정

당화 과정을 토대로 근거 기반의 정당화와 반박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모형구성활동에서 어떠한 실행이 기

대되는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모형구성활동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표 3]. 첫 단계는

Stewart 등(2005)의 유전 전달 모형에 해당하는 단계로, 학생들에

게 고산지대에서 쓰러진 친구에 관한 설명글, 낫모양 적혈구의 모

습, 그러한 현상을 야기한 유전자에 관한 가계도가 제시되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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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도를 분석하여 낫모양 적혈구 빈혈

증이 어떻게 유전되는 질병인지 도출하였다. 또한 다음에 진행될

단계들에서 제시될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전 학생들의 선지식

을 이끌어내기 위해 낫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친구가 왜 고산지대에

서 쓰러졌을지 유추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다음의 두 단계에 걸쳐

분자 모형을 포함한 통합적 추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현상을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하

는 모형 구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적

혈구와 낫모양 적혈구의 모습과 그 내부의 헤모글로빈 배열을 나타

낸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헤모글로빈 배열이

어떤 적혈구의 내부 모습에 해당할지 연결 짓고, 그와 같이 연결 지

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DNA 서열로

부터 어떤 헤모글로빈이 발현되었을지 추론하고, 이전의 단계에서

구성한 모형들을 통합하여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관한 최종 모형

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학생들에게 정상 적혈구의 헤모

글로빈과 낫모양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DNA 서열을 제시하되 어떤

것이 정상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아미노산의 극성에

관한 정보와 표준코돈표를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떤 DNA 서

열이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헤모글로빈 DNA 서열에 해당하는지

추론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추론한 바와 이전의 두 단계에서

구성한 모형들을 통합하여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기는 이유에

관한 최종 모형을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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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주제 활동 내용 목표 모형

1

* 낫모양 적혈구 빈

혈증의 증상

(조직 수준의 모형

구성)

* 낫모양 적혈구 빈

혈증의 유전

*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

자가 고산 지대에서 쓰러

진 이유에 대한 토의 및

과학적 글쓰기

*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유전에 대한 설명 모형 구

성하기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적혈구

가 서로 엉키어 모세혈관을 지나

가기 어려워 조직과 세포에 심각

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에 대한 설명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상염색

체 유전이며 단일인자 유전이라

는 것에 대한 설명

2

* 적혈구 형태와 헤

모글로빈 배열의

관계

(세포 수준의 모

형 구성)

* 적혈구의 구조와 헤모글로

빈의 배열과의 관계에 대

한 설명 모형 구성하기

*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증

상과 헤모글로빈의 배열을

관련지어 설명하기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의 배열

이 일렬이면 낫모양을, 헤모글로

빈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둥근

모양을 갖게 되는데, 적혈구 내

부의 헤모글로빈의 형태가 적혈

구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

3

-

4

* DNA와 헤모글로

빈의배열과의관계

* 헤모글로빈의 유

전자 발현 과정

(유전자 수준의

모형 구성)

* DNA 서열 및 아미노산과

헤모글로빈의 배열의 관계

에 대해 토의하기

*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의 유전자 발현과정

모형 구성하기

* DNA서열 중 하나가 A에서 U로

바뀜으로써 아미노산 중 하나가 친

수성 아미노산에서 소수성 아미노산

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단백질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

[표 3] 유전에 대한 모형 구성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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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모형구성활동이 이루어진 4차시 동안의 활

동 과정을 녹음ㆍ녹화하였으며, 활동지와 산출물 수집하였다. 학생

들에게 이 활동을 모두 마친 후에 두 종류의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하나는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의 DNA 서열을 찾고

이로부터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발현되기까지의 과정을 표상화하도

록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고산지대에서 쓰러진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강산)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편지글이다. 소집단마다 녹음

기와 카메라를 1대씩 설치하여 소집단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고,

교실 뒤에 카메라를 1대 설치하여 교사의 학급 대상 수업 및 전체

학급 논의를 녹화하였다. 녹화 및 녹음 자료는 전사되어 분석 자료

로 활용되었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수업 중에 필기 노트를 작성

하였고, 이 또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과학적 모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심층적 면담이 이루어졌다. 전체

모형구성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중 실행에 대해 반

성적으로 되짚으며 당시 어떤 의도에서 그러한 실행을 행했는지 묻

고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

하는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때 학생들에게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이

야기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고, 연구자가 수업 중 주목한 부분에 있

어서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 면담 또한 모두 녹음 및 전사되었고,

연구자는 연구 노트에 면담 당시의 표정, 행동 및 어조 등 또한 기

록해두어 분석 시 전사본과 함께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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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4.1. 인식론적 프레이밍 분석

본 연구는 유전 현상에 관한 과학적 모형구성활동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생산적으로 전환된 맥락과 과학적 모형의 정

교화가 어떻게 촉진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

해 먼저 연구자들은 학생 활동지와 함께 전사본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며 학생들의 논의에서 다뤄지는 주제에 따라 논의 맥락을 구분하

였다. 그 다음 학생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파악하고 인식론적 프레

이밍 전환과 학생들의 과학적 추론 측면에서 정교화가 명료히 드러

나는 담화의 특징을 체크하였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맥락별로 학생들의 담화로부터 드러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유

추했다. 이때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Hutchison과 Hammer(2010)가

제시한 생산적 프레이밍과 비생산적 프레이밍에 따라 구분하였다.

생산적 프레이밍과 비생산적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서

‘어떤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며, 그러한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

엇인가’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 구분된다. Hutchison과 Hammer

(2010)가 밝힌 각 프레이밍의 구체적인 특징은 [표 4]에 제시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학생 담화에서 이러한 특징을 기준으로 학생들

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유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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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프레이밍 비생산적 프레이밍

특성

․ 지식은 어디서든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함.

․ 본인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부합할 때 지식을

가치 있게 여김.

․ 과거 경험이나 추론을 통해

지식을 생성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본인의 역할

로 이해함.

․ 지식은 교과서, 교사와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부터 정보

의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기

대함.

․ 지식은 권위에 의해 옳다고

인정될 때 가치 있게 여김.

․ 권위에 의해 제공된 지식을

받아 재생산 하는 것을 본인

의 역할로 이해함.

[표 4]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특성

4.2. 모형 구성 과정 분석

학생들이 생산적 프레이밍으로 전환된 후에 과학적 모형의 정교

화가 촉진된 맥락을 탐색하기 위해, 앞서 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

유추된 논의 맥락들을 다시 살펴보며 학생들의 담화로부터 목표 모

형과 부합하지 않는 사고가 드러난 부분을 체크했다. 그리고 이러

한 사고가 논의 과정에서 정교화된 단락과 그렇지 못한 단락을 구

분하고, 두 유형의 단락을 비교하여 모형의 정교화를 촉진한 맥락

에서 이루어진 담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이 특성들은

귀납적으로 유형이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은 어떠한 개념적 사고

또는 추론이 정교화되었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 연구자와 과학교육전문

가 2인이 독립적으로 수업 실행 담화문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논

의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타당

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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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전 현상에 대한 소집단 모형 구성 활동에서 생

산적 프레이밍과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가 어떻게 촉진되었는지 탐

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촉진되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러한 생산적 프레

이밍을 바탕으로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가 어떻게 촉진되었는지 논

하고자 한다.

1. 과학모형구성활동에서 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의

전환이 촉진된 맥락

유전 현상에 관한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프

레이밍으로의 전환을 촉진한 맥락적 단서는 세 가지로 나타났다.

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교수 학습적 의미에 대해 논하

도록 하겠다.

1.1. 대안적 모형의 존재 파악

교사는 학생들이 소집단 논의에서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고안한

의견을 발표할 때, 이를 발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모형

들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합의된 의견을 모색하는 논의로 이어

지도록 촉진했다. 이는 대표적으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 가

족의 가계도 분석 설명 모형을 구성하는 1차시 수업에서 나타났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먼저 각자 활동지에 주어진 가계도로 분석하

여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생각하였고,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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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안한 생각을 바탕으로 소집단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사는

67행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집단 논의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으

로 구성한 과학적 모형에 대해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것을 제

안했다. 그러자, 윤서는 답을 쓰고 있던 수지에게 답을 먼저 말할

것을 요구하고, 혜진 또한 성적이 가장 좋은 수지의 답이 가장 좋은

답변일 것이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발화를 하였다(70행). 윤서와 지

은도 수지의 답이 가장 좋은 답변일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71행). 이는 지식이 권위자로부터 제공될 것이라 기대

하는 비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 유추할 수 있다.

67. 교사 : 조별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 같아. 조별로 주

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할게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맞는 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집단 지성을 통

해서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8. 윤서 : 녹음기 들고 이야기하기 하자. 제일 마지막에 쓴 사람

부터..(수지를 바라보며)

69. 수지 : 그런 게 어딨어?

70. 혜진 : (수지를 바라보며)가장 고퀄답이잖아. 가장 고퀄답

71. 윤서, 지은 : 맞아.

...

74. 윤서 : 나 너무 부끄러운데? 나 너무 저퀄이야. 낫모양 적혈

구는 걸리니까. 스무스하게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강산이

는 평소에 운동도 안 해가지고. 이런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했을 것이다.

75. 혜진 : 걸린다는 게...

76. 지은 : 강산이가 낫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른 오목한 적혈구는 여기다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기면 산소를 운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성준이보다 더 빨리 쓰러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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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답안을 빨리 작성한 윤서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돌아가며 발

표를 마친 뒤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음을 드러냈다(74

∼78행). 즉, 교사는 먼저 학생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고안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안내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대안적 모형들이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도록 촉진한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이

러한 논의는 Berland와 Hammer(2012)의 연구에서 “아이디어 공유

하기(idea-sharing) 논의”라고 명명한 논의 패턴과 부합한다.

하지만 이는 합의된 의견의 고안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교사는

이점에 주목하여 111행에서와 같이 서로 지식을 공유함은 물론 개

인이 형성한 모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유에

대해 제시하고 모형을 수정하기를 제안했다. 즉, 학생들이 소집단

논의를 대안적 모형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의된 모형을 도출하

는 과정으로 프레이밍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그러자 112행의 발언

이후 혜진이는 모형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

는데, 이는 소집단 논의를 각자의 의견을 단순히 발표하는 것이 아

니라 발표한 의견의 타당성을 논하는 토론을 하는 것으로 프레이밍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사의 이러한 인식적 실행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통해 수지는 114행에서 과학적 발언에 대한 소극적인 태

77. 수지 : 적혈구가 산소랑 결합해서 혈액 속에서 운반을 하는

데, 고산 지대는 얘네는(낫모양 적혈구) 중간이 파져있으

니까 산소가 결합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산지대는 산소 밀

도가 낮으니까 더더욱 (결합하기가) 어려워서 쓰러졌다.

이렇게

78. 혜진 : 낫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인 둥근 적혈구와 달라서, 적

혈구가 산소를 정상적으로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고, 적혈

구가 혈관에서 이동할 때는 둥글지 않은 뾰족한 부분이

엉켜서 이동하는게 어렵고, 산소 운반이 정상적으로 지속

되지 않아서 쓰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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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벗어나 120행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과학적 모형 구성 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즉, 앞서 개별적으로 고안한 의견을 발표한 논의는 합의된

모형의 도출을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함을 인식하는 과정이 되었

다. 이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각 의견의 제시를 의

미 있게 여기는 “아이디어 공유하기 논의”를 보인 Berland과

Hammer(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수업에서 대안적 모형

을 검토하도록 촉구한 교사의 지원 발화와 아이디어 공유하기 논의

를 통한 학생들의 대안적 모형의 존재 인식은 생산적인 프레이밍으

로의 전환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111. 교사 : 너희가 1번에 대해서 토론을 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 ‘야 나는∼이게 그냥 낫모양이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라고 하면 ‘왜 낫모양 때문에 그런거야?’ 그럼 ‘낫모

양이기 때문에 그런거야.’가 아니라 ‘왜 그럴까?’에 대해

토론을 하는거지. (생략) 그러면서 지식들이 서로 상충되

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지식이 발전하는 거지∼

112. 혜진 : 발표가 아니라 토론을 하라는 거였구나

113. 교사 : 그냥 정답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야.

114. 수지 : 아는 게 있어야 반박을 하지...

115. 지은 : 아∼맞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웃음) 이렇게 하겠

지.. (웃음)

116. 교사 : 예를 들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왜? 왜? 이렇게

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 라던가? 이런 질

문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답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7. 혜진 : 아아..

118. 교사 : 1번부터 쭉쭉쭉 말하지 말고, 그 과정이 토론이면 좋

겠다는 거죠.

119. 지은 : 우리는...우리는...(웃음) 우리도 토의를 할까?

120. 수지 : 낫모양이면 걸려서 운반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결

합을 못해서 운반을 못하는 거야? 둘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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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왜’에 대한 의문 제기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주

장 제시에서 그치지 말고 왜 그러한 주장을 제시했는지 설명하라고

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지식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1차시 수업에서 이루어진 소집단 1의

논의에서 나타났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

람이 고산지대에서 쓰러진 이유에 대해 각자 생각하고, 이를 서로에

게 설명해주었다. 초기에 소집단 1은 유진과 주연이를 중심으로 논

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101행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진이가 나

현이에게 답을 말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나현이는 “1번은 낫모양이

라서”라고 대답하며 활동지에 제시된 데이터만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이 장면을 포착한 후, “이거는 그냥 데이터잖아. 이

걸 주장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낫모양이기 때문에 어떤지’를 써야할

거 아냐”(102행)라고 하여, 소집단 1에게 데이터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주장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추론을 고안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학생들이 활동에서 고안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형은 근거를 주장과 연결시키는 추론을 포함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전달한 것이다. 교사의 지원 발화에 이어 나현이

는 유진이가 그 추론을 제시하였다며 유진이에게 답변을 미루어,

권위자에게 의존하는 비생산적 프레이밍을 보여주었다(103행).

99. 나현 : 이거 읽어야돼?

100. 유진 : 두 어절로 되어있네..(웃음)

101. 나현 : 1번은 낫모양이라서

102. 교사 : 이거는 그냥 데이터잖아. 이걸 주장하고 연결을 잘 시

키려면, ‘낫모양이기 때문에 어떤지’를 써야할 거 아냐

103. 나현 : 그건 유진이가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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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은 자신은 추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적었던 데이터

를 읽는데(106행), 이에 교사는 ‘왜’ 질문을 통해 연달아 하며, 유진

이 제시한 ‘산소를 잘 운반하지 못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

지에 관하여 적혈구의 모양과 현상 간의 관계를 잇는 구체적인 추

론을 고안하도록 촉진했다(105, 107행). 또한 앞서 나현이가 의존했

던 유진이가 “주고 싶을 때 열려야 되니까”라며 추론을 제시하자

(108행), 이에 바로 답하기보다도 다른 모둠원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유진이의 의견에 답하지 않자, “아무도 설득

당하지 않았는데”라고 말했다(111행). 이는 교사가 유진이 제시한

추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득 가능성’에 두어 학생들이

소집단 논의의 목적을 모둠원들 간의 합의 도출에 두고 단순 개인

적인 주장 제시를 넘어선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한 것이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소집단 논의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프레임하도록 촉진해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교사의 지원 뒤에 이어진 학생들의 논의는 생산적인 프레이밍으

로 전환되었음을 보였다(125∼138행). 앞서 유진에게 의존하였던

나현이 또한 왜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고산지대에 쓰러졌는

104. 유진 : 안 썼는데? 나도 산소를 잘 운반 못한다.

105. 교사 : 왜?

106. 유진 : 낫모양이니까

107. 교사 : 왜?

108. 유진 : 이렇게 생겼으니까. 주고 싶을 때 열려야 되니까

109. 교사 : 열려야 된다고? 적혈구가 열려?

110. 유진 : 네 개 이렇게 있는데?

111. 교사 : 아무도 설득당하지 않았는데

112. 유진 : 모르겠다... 우리 조 생각을 정해야 돼

113. 나현 : 우리 유진이 것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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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추론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는 앞서 교사의 실행과 유사

하게 ‘왜’라는 질문을 연이어 묻는 유진이에 의해 촉진되었다. 교사

의 개입 이전에는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더 이상의 논의를 이어

나가지 못한 유진이가 교사의 개입 후에는 교사처럼 ‘왜’라는 질문

을 반복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추론을 이끌어낸 이 모습은 교사가

앞서 학생의 추론을 촉진한 발문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한

빛, 하희수, 김희백(2019)도 이처럼 상대방의 추론을 이끌어내는

‘왜’라는 연구자의 질문을 학생들이 모방하며 인식적 실행이 정교화

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유진이가 교사의

‘왜’라는 질문을 모방해서 구성원으로 하여금 단순히 데이터에만 집

중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상에 대한 기작을 설명하도록 했다는 분석

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왜’라는 질문이 생산적인 프레

이밍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5. 유진 : 왜 낫모양은 안 되지?

126. 나현 : 찌그러져서

127. 유진 : 왜?

128. 나현 : 못생겨서

...

134. 유진 : 왜 그런 거 같아?

135. 나현 : 낫모양이라서 (웃음)

136. 교사 : 그래서 1번 부터 쭉쭉쭉 말하지 말고. 공통된 의견

을 만드는 게 토론이면 좋겠다는 거죠.

137. 유진 : 왜 진짜 낫 모양...은 왜...낫모양은 안되고 얘는 왜

되지?

138. 채원 : 막히나 보지, 낫 모양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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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시된 의견에 대한 모둠원의 인정

소집단 논의 중 모둠원이 본인의 의견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낄

때, 교사나 교과서에 의존하는 비생산적 프레이밍으로의 전환이 나

타났는데, 이때 한 모둠원이 그들 스스로 모형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다시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모든 조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식 구성을 위한 자

원이 교사나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생각이나 주어진 자료

에 있음을 강조하며 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의 전환을 촉진한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소집단 1에서 1차시에 일어

난 담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66∼170행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집

단 1은 단백질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 산소가 결핍되었다는 설명을

고안하고자,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산소를 운반하는지 논의하고 있

었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이가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 방법에 대

한 의견을 내고, 주연이는 유진이의 발화에서 명료하지 않은 부분

을 짚으며 의견의 정교화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의견의 정교화를

요청하는 주연이의 질문에 따라 유진은 자신의 의견이 불확실함에

주목하고 자신의 의견을 더 이상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

였다(170, 172, 174행). 특히,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명

확한 답을 알지 못한다는 170행의 발화는 교사나 교과서로부터 유

래한 지식이 ‘정답’인데, 자신의 의견이 이에 부합하는지 모르기 때

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비생산적 프레이밍을 보여준다. 즉, 유진이

는 잠재적 의견들을 검토하고 정교화하려다가, 자신의 생각이 권위

적인 출처에서 제시된 지식과 비교하여 평가받는 장으로 여기기 시

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6. 유진 : 단백질이 네개가 있으면 이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 같

아...

167. 주연 : 헤모글로빈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자체가 산소를 하나만 운반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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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연이는 유진이의 의견에 대해 계속 논의해나갈 의사를 보

이고(175행), 보다 명시적으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찾

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

성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지식

의 출처가 교사나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와 주어

진 자료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통해 모형을 생성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생산적인 프레이밍을 보인 것이다. 이

는 그 뒤에 이루어진 185∼191행의 담화처럼 유진이의 지속적인 시

도를 통해 자신의 생산적인 프레이밍을 주연이와 공유하고, 헤모글

로빈의 유전 양상에 관한 추론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168. 유진 :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자체가 4개가 모여서 한 개의 헤

모글로빈이 되는 거 같아..

169. 주연 : 네 개가 모여야 된다고?

170. 유진 : 그렇지 않을까? 화학은 몰라. 화학은 내가 몰라. 나 화

학 선택 안 했어 몰라∼

171. 주연 : 우리가 여기까진 얘기는 단백질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지

172. 유진 : 응.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거 같아

173. 주연 : 그래서 얘가(낫모양적혈구) 산소 결핍이 된다고? 그래

서 쓰러졌다고?

174. 유진 : 그렇긴 한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

- 1차시 수업의 소집단 1의 논의 중에서

175. 주연 : 정답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게 중요한 거잖

아

176. 유진 : 근데 어차피..여기다가

177. 주연 : 여기에 전개했으니까 상관없어.. 우리에게 더 주어진 정

보가 없잖아...

...

185. 주연 : 이제 이거 이야기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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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1의 사례는 학생들이 정교화를 위한 질문을 주고받는 과

정에서 그들의 의견이 지니는 잠재적 가능성보다도 ‘정답’과의 부합

여부에 주목하며 비생산적 프레이밍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때 모둠원이 논의 중인 의견의 잠재성을

인정하면서 지식 구성을 위한 자원이 그들에게 있음을 강조함으로

써 학생들 스스로 생산적인 프레이밍에서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2. 생산적인 프레이밍 하에서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

2.1. 모둠원들에 의한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 : 모둠원

의 선지식 수용

학생들이 생산적인 프레이밍 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면

서 그들의 다양한 선지식이 드러났다. 그리고 학생 개인이 갖고 있

던 과학 지식과 부합하지 않는 선지식은 모둠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되고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차시에 소집단 1에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강산)가

고지대에서 쓰러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는 담화로부

186. 유진 :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해야 돼. 요기에 쓰는 게 얜데..

187. 주연 : 근데 얘가 다인자 유전일 수도 있잖아.

188. 유진 : 이게 다인자 유전인가?

189. 주연 :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잖아

190. 유진 : 그치..

191. 주연 : 이게 우리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잖아... 얘가

딱 대립유전자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 1차시 수업의 소집단 1의 논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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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나타났다. 지은이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며, ‘적혈구의 움푹

패인 곳에 산소가 1개 결합하여 혈관을 돌아다닌다’는 선지식을 가

지고 있었다(76행). 낫모양 적혈구를 지닌 강산이가 쓰러진 이유는

적혈구의 움푹 패인 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산소가 결합할 자리가

없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졌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수지는 ‘적혈구의 모양이 변하여 산소의 결합이 어려우며,

고산 지대는 산소의 밀도가 낮아 더더욱 결합하기 어렵다’는 선지

식을 지니고 있었다(77행). 즉, 적혈구의 모양 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산소의 결합이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혜진이는 적혈구의 모양이 낫모양이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 이들이 둥근 적혈구에 비해 부드럽게 혈관을 통해 이

동하기 어려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강산이가 쓰러졌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78행).

76. 지은 : 강산이가 낫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겨서(오목

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오목한 적혈구는 여기다 (산소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기면(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으면) 산소를 운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성준이보다 더 빨리 쓰

러지게 되었습니다. (M1)

77. 수지 : 적혈구가 산소랑 결합해서 혈액 속에서 운반을 하는데, 고산 지

대는 얘네는(낫모양 적혈구) 중간이 파져있으니까 산소가 결합하기

가 어려우니까, 고산지대는 산소 밀도가 낮으니까 더더욱 (결합하기

가) 어려워서 쓰러졌다. 이렇게..(썼어.) (M2)

78. 혜진：낫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인 둥근 적혈구와 달라서, 적혈구가 산소를

정상적으로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고, 적혈구가 혈관에서 이동할 때는

둥글지 않은 뾰족한 부분이 엉켜서 이동하는게 어렵고, 산소 운반이

정상적으로 지속되지 않아서 쓰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M3)

수지는 혜진이의 주장을 듣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것을 인지했으며, 서로의 대안적 의견을 검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116행). 이때 지은이는 수지가 중간에 움푹 패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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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서 산소와 결합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118행)에 낫모양 적

혈구가 서로 엉켜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한다는 것과 움푹 들어간

곳이 없어서 산소와 결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졌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120행), 이는 아직 자신의

선지식을 기반으로 한 추론이 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 것이

다.

79. 지은 : 우아. 우리 다 달라. 우리.

80. 윤서 : 그니까 나도 신기해.

81. 수지 : 그니까 이렇게 엉키고 걸리는 건 생각을 못했다.

...

116. 수지 : 낫모양이면 걸려서 운반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결합

을 못해서 운반을 못하는 거야? 둘 다야?

117. 지은 : 둘 다, 아니 셋 다 아니야?

118. 수지 : 그러면 중간에 동그라미가 없어도 산소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건가?

119. 모둠원들 : 함께 웃는다.

120. 지은 : 다 복합적인 거 아냐?

121. 혜진 : 아∼

122. 수지 : 맞네∼아 그러면 낮은 곳에서는 잘 살았으니까...그러

면 걸려서네. 결합을 못해서가 아니라 음..잘 안돌아다니니까

123. 지은 : 아.. 진짜?

124. 수지 : 아...그런 거 같다..

125. 지은 : 걸릴 거 였으면 밑에서도 걸릴 수 있었던 거 아냐?

126. 수지 : 어. 그럼 얘가 급한 운동을 했을 때도 걸렸겠지? 얘

는 잘 쓰러지는 애니까?

127. 윤서 : 운동을 안 해서 안 했으니까

128. 수지 : 아∼운동을 안 하는 애래?

...

132. 혜진 : 고산지대에 가면 얘네(적혈구)가 빨리 돌아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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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의 논의에서 학생들은 적혈구의 이동속도에 초점을 두고 강

산이가 고도가 낮은 곳에서 쓰러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서, 낫모

양의 적혈구일지라도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그리고

산소가 희박한 고산 지대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적혈구가 더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낫모양의 적혈구가 서로 얽혀서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다는 혜진이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다. 이처럼 모둠원

들과 대안적 모형들을 검토한 뒤에야 지은이는 수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적혈구의 움푹 패인 구조가 없어서 산소

를 운반하지 못함)을 버리고 혜진이와 수지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적혈구의 모양으로 인해 서로 얽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

133. 수지 : 아∼ 맞아

134. 지은 : 아∼ 맞네. 맞네.

135. 수지 : 왜냐면 결합을 더 잘 해야 되는 거 아냐?

136. 수지 : 혈액이 순환 속도가 빨라지진 않잖아.. 순환속도가

137. 윤서 : 음.. 운동을 하면..

138. 지은 : 빨라지는 게...

139. 수지 : 펌펌펌! 그러니까..(생각하다가)아.. 그러네.. 걸리니까..

...

144. 수지 : 그러네.. 걸려서네..

145. 지은 : 원래 이렇게 동그란 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냐? 얘는

동그라미가 없잖아. 그럼 얘는 여기에 붙어? 얘는 이렇게 붙

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런 거네.

...

155. 수지 : 음.. 걸려서..

156. 지은 : 얘네 고산지대에 갔으면..아 이거네.. 다 합쳐져 가지

고, 고산지대 갔는데, 운동도 하고, 산소가 돌아야 되는데 적

혈구가 엄청나게 얽히니까∼ (M4)

- 1차시의 소집단 1 논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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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지대, 운동)에서 적혈구의 이동이 제한되어 쓰러졌을 것(M4)’

이라고 추론하며 모형을 정교화하는 모습을 보였다(156행).

위 소집단 1의 논의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선지식이 보여주듯이

김현경, 이준규(2016)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생명체의

구성 물질과 효소 단원을 제외하고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명현상에서 단백질의 중요

성도 크게 강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담화에서도 학생들

은 헤모글로빈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에 대

한 선지식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있지 않으며, 적혈구의 산소 운반

이라는 기능을 구조와 연계시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생산적인 프레이밍 하에서 학생들이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단백

질 기능과 물질적 기작에 관한 통합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드러났고, 논의를 통해 구성원의 선지식을 수용함으로써 과학적 모

형의 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초기 모형 합의 모형

M1 : 적혈구의 오목한 부분이

없어 산소를 운반할 수 없다.
M4 : 적혈구의 오목한 부

분이 없는 낫모양 적혈구

도 산소와 결합할 수 있으

나, 낫모양의 적혈구는 서

로 엉키게 되어 산소가 부

족한 상황(고산지대, 운동)

에서 모세혈관을 빠르게

지나갈 수 없어 산소를 운

반하기 어렵다.

M2 : 낫모양 적혈구의 모양이

변하여 산소가 결합하기 어렵

고, 산소의 밀도가 낮아 산소를

운반하기 어렵다.

M3: 적혈구의 오목한 부분이

없는 낫모양 적혈구도 산소와

결합할 수 있으나, 낫모양 적혈

구는 서로 엉켜서 모세혈관을

지나갈 수 없어 산소를 운반하

기 어렵다.

[그림 1] 1차시 수업의 소집단 2의 모형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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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선지식을 공유하고 집단 구

성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수긍이 되는 경우 집단의 합의 모형에 개

인의 선지식이 공유될 수 있다는 연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이

지원, 2015).

2.2 교사의 지원에 의한 모형의 정교화 : 다른 단원에서

학습한 선지식의 활성화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는데 사용하지 못

할 때, 교사는 해당 단원이 아닌 다른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제시

함으로써 유전과 관련된 단원에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모

형의 정교화를 촉진하였다.

이는 헤모글로빈의 배열 상태와 아미노산과의 관계를 추론하는 3

차시 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차시 활동에서 교사는

모든 모둠의 학생들에게 아미노산의 특성(친수성, 소수성 여부), 세

포질 내부의 물의 존재 등 학생들의 헤모글로빈과 아미노산의 관계

에 대한 모형 구형 활동에 필요한 도움 카드를 제시하였다. 모든 모

둠에서 비슷한 추론 과정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소집단 1

의 담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집단 1의 학생들은 도움 카드를 받

고 아미노산의 서열과 헤모글로빈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은

이는 도움 카드를 받았으나 도움 카드에 제시된 아미노산의 특성이

나 세포질의 특성보다는 아미노산의 서열 순서에 주목하였다. 지은

이는 정상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아미노산 배열에서 글루탐산이 연

속해서 두 개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것이 적혈구의 모양을 다르

게 한 원인(M5)이라고 하였다(85행). 이에 대해 수지는 같은 아미

노산이 다섯번씩 반복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면서 지은의 생각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에 지은은 염기 비율의 차이가 적혈구의 모양

을 다르게 한다(M6)고 제안하였다(87행). 수지는 이에 대해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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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행)을 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지는

못하고,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

야”한다고 하였다(90행).

교사는 과학적 모형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고

“선생님이 다른 데서 힌트를 주자면...인지질 이중층?”(107행)이라

며 학생들의 논의에 개입했다. 이는 학생들이 이전에 세포의 구조

를 학습할 때 배운 인지질 이중층의 개념을 떠올려, 그러한 구조가

형성된 원리인 물 속에서의 친수성 및 소수성 물질의 배열 원리를

현재 논의 중인 단백질의 구조에 관한 모형 구성에 적용하도록 지

원한 것이다.

82. 교사 : 여러분이 어려워할 거 같아서 도움 카드를 준비했어

요.

83. 수지 : 무엇이 낫모양인지 유추해보래

...

85. 지은 : 왠지 내 생각인데, 이게 잘못된 거 같아. 같은 게 두

번이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진 않지? (M5)

86. 수지 : 상관 없을 걸? 같은 게 다섯 번씩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87. 지은 : 염기의 비율을 따져야 하는 건가? (M6)

88. 수지 : 그건 두 가닥이 상보적인지 볼 때 하는 거구..

89. 윤서 : 친수성 아냐?

90. 수지 :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아

- 3차시 수업의 소집단 2의 논의중에서

94. 지은 : 이게 정상일거 같지 않아?

95. 수지 : 난 이 생각했거든.. 이게 안에 물이 많으니까...

...

99. 지은 : 이게 정상아냐?

100. 수지 :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

101. 교사 : 단백질의 구조가 어땠었는지 생각하면서 답을 찾는 게 좋을

거 같아.

102. 수지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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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수지는 정상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

의 아미노산 배열과 낫모양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 아미노산 배열

을 비교하여 친수성인 글루탐산과 소수성인 발린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짚었다(113행). 그리고 친수성인 글루탐산이 염기서열의 변화

로 인해 소수성인 발린으로 변하고 물이 있는 세포질 내에서는 소

수성을 띄는 발린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의 배열

이 일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118행), 이러한 특징으로 인

해 적혈구가 찌그러졌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었다(130행). 이러

...

105. 수지 : 그럼 X(교차로 연결하는 것)가 확실해졌네. 이게 잘못되어서

붙어 있는 거 아냐?

106. 지은 : 잘못되서 안 붙는 거 아냐? 모르겠어...

107. 교사 : 선생님이 다른 데서 힌트를 주자면...인지질 이중층? 그것도 사

실은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거란 말이죠... 이중층이 소수성과 친수성

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지 생각을 해보세요.

...

113. 수지 : 이게 세포질에 있으니까...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밖에 있을거

아냐. 헤모글로빈이 바깥에 있으니까...원래 소수성이었는데, 친수성으

로 바뀌는 거지..

114. 지은 : 헤모글로빈이...

115. 수지 : 물이 많고 물에 계속 있다 보니까..

116. 수지 : 얘가 세포질에 있다고 하니까 얘네가 물에 있어야 하잖아. 그

런데 원래는 얘가 친수성이었는데, 얘가 소수성이 된 거지.

117. 혜진 : 그럼 위에 거가 친수성이라는 거야?

118. 수지 :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그런건가? 얘네가 친수성이었는데,

소수성으로 변해서 얘네가 모양이 변한거지

119. 혜진, 윤서 : 아아아아∼

...

130. 수지 :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가 친수성이었는데, 얘네가 소수성으로

변해서 얘네가 안으로 들어가서 찌그러진 거죠...(M7)

- 3차시 수업의 소집단 2의 논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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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담화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구성 과정의 원리가 담

겼으며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한 다른 생물학적 구조의 예를 제시하

는 것이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의 정교화를 촉진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 모형 합의 모형

M5 : 글루탐산이 연속해

서 두 번 나타나는 폴리

펩타이드가 낫모양 적혈

구의 헤모글로빈을 구성

한다.

M7 : 친수성인 글루탐산이

염기서열의 변화로 인해 소

수성인 발린으로 변하고 물

이 있는 세포질 내에서는

소수성을 띄는 발린이 안쪽

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헤모

글로빈의 배열이 일렬이 된

다.

M6 : DNA 염기의 비율

에 따라 적혈구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림 2] 3차시 수업의 소집단 2의 모형 정교화

이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학생들은 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 카드의 형태로 단백질 구성 원리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김현경과 이준규

(2016)의 연구에서 짚은 바와 같이, 학생들은 단백질이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이며 생명체가 유전정보를 사용하여 특정한 단

백질을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생명체의 형질이 결

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때 소집단 1의 사례에서처럼 교사는 인지질 이중층

의 개념을 상기시키며, 학생들이 추론을 통해 도달할 것으로 기대

하는 목표 모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추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교사가 학생들이

다뤄야 할 단백질의 구조 원리가 담긴 다른 예를 상기시키는 것이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에서 단백질과 유전 현상 간의 추론

을 촉진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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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과학교육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에서 과학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인식적 실행 중 하나인 과학 모형구성과정에 학생들이 생산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에서

생산적 프레이밍으로의 전환과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의 정교화를

촉진하는 맥락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소집단 모형구성활동에서 비생산적인 프레이

밍이 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 전환되는 맥락은 크게 세 가지로 도출

되었다. 첫 번째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도

록 하고 이를 대안적 모형으로 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촉진함으

로써 학생들의 생산적인 프레이밍을 촉진할 수 있었다. 둘째, 교사

는 학생들이 정당화 없이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 주목하여 왜

그러한 주장을 제시했는지 설명하라고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학생들은 소집단 논의 중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낄 때 교사나 교과서에 의존하는 비생산적 프레이밍으로의 전환

을 보였는데, 이때 한 모둠원이 그들 스스로 모형을 구성해야 한다

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다시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이루어

지는 모습이 모든 조에서 나타났다. 이는 지식 구성을 위한 자원이

교사나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생각이나 주어진 자료에 있

음을 강조하며 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의 전환을 촉진한 것으로 해

석되었다.

생산적 프레이밍 하에서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의 정교화가 일어

나는 맥락은 두 가지로 도출되었다. 먼저, 학생들이 생산적 프레이

밍 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선지식이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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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과학 지식과 부합하지 않는 선지식은 모둠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되고 논의 과정에서 타당함을 인정받은 선지식이 모둠원

들에게 수용됨으로써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

였다. 또한 학생들이 활동에서 주어진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을 구

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구성 과정의 원리가 담긴

다른 생물학적 구조를 교사가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정교화된 모

형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전환 맥락을 포착한 선행문헌(이

은주, 윤선미, 김희백, 2015; Berland & Hammer, 2012; Hutchison

& Hammer, 2010; Rosenberg, Hammer, & Phelan, 2006; van de

Sande & Greeno, 2012)의 주장을 지지할 뿐 아니라 유전과 관련된

모형 구성활동에서 생산적인 프레이밍 하에서 유전 개념의 정교화

측면에서 생산적인 모형 구성 수업을 지원하는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추상적인 개념인 유전 현상에 대한 모형구

성활동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추론을 촉진할 수 있는 맥락적 단서를

제시하여, 생물 교수학습 과정에 모형구성활동을 도입하는 데에 기

여할 것이다. 선행문헌(Duncan & Tseng, 2011; Puig, Ageitos, &

Jiménez-Aleixandre, 2017)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또

한 학생들이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적 층

위에 걸쳐 추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유전 현상에 관한 모형구성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교

육과정에 따른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정교화하지 못한 이해를 드러

내고 정교화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교사는

학생들의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선지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과학의 엄격함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지

고 있는 선지식을 서로 드러냄으로써 논의를 통해 과학적 모형이

정교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학

생들의 유전에 대한 선지식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모형구성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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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적인 프레이밍 하에서 과학적 모형의 정교화를 촉진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모형구성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

과학 내용을 모두 이수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에 이루어

졌다. 이에 학생들은 생명과학에 높은 흥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에 대한 부담을 거의 갖지 않은 상황이었다. 학생들의 적극적

인 논의 참여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모형구성활동을 탐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유전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활동을 적용하고 이 활동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실행으로부터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모형의 정교화가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맥락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보통의 수업에서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념을 다루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도 엄정하게 이루어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형구성활동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드러날 것이며, 이를 해결하

는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연구에

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학교 현장의 맥락에서 모형구

성활동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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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움 활 동 보 고 서 ■

작성일 : 20 년 월 일 요일 교시

소속 : 3 학 년 반 번 이름 :

주제 : 적혈구의 모양이 서로 다르잖아? 왜 그럴까?

<활동 1>

다음은 은성이와 강산이에 대한 글이다.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은성이는 남산, 도봉산,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정상에 오

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은성이는 높은 곳에 오르길 좋아했기 때문에,

고산 지대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생각했고, 은성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산이와 몽골의 고산 지대로 여행 가기로 마음먹었다.

은성이는 몽골의 고산 지대 여행을 위해 틈틈이 운동하고 체력을 키우면서

여행 계획을 세웠다. 강산이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특별히 운동을 하

지는 않았다.

여행 계획대로 여행 1, 2일 차에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관광하고,

3일 차에는 배낭을 메고 고산 지대를 찾아 천천히 트랙킹을 했다. 한...해수

면 기준 몇 m쯤 올라갔을 때 일까? 강산이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

다. 은성이는 가지고 있던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꺼내 다급하게 강산이에게

장착시켰다. 산소 호흡기로 한참을 호흡하던 강산이는 다시 일어났고, 은성

이는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산이와 울란바토르

에 돌아와서 새롭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몽골의 초원지대와 멋진 자연 경관

을 구경하고 귀국했다. 한국으로 귀국한 강산이는 증상을 이야기하고 건강검

진을 받았는데......의사 선생님께서 아래와 같은 2장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강

산이는 정상인과는 다른 적혈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림은 아래와 같다. A는 둥근 적혈구(정상적혈

구)이며, B는 낫모양(ㄱ모양)으로 생긴 적혈구이다.

은성이와 강산이는 왜 서로 모양의 적혈구를 갖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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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산이가 고산 지대에서 쓰러진 이유를 적혈구의 모양과 연결지어 써보세요.

                                                    

                                                    

                                                    

                                                    

                                                    

                                                    

2. 다음은 강산이네 가족에 대한 가계도이다. 강산이의 부모님은 낫모양 적혈

구 빈혈증을 겪고 있지 않지만 강산이는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겪고 있다.

왜 그런지 조별로 토의해보자.

강산

정상 남자

정상 여자

낫모양 적혈구 남자

낫모양 적혈구 여자

나의 생각

우리 조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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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움 활 동 보 고 서 ■

작성일 : 20 년 월 일 요일 교시

소속 : 3 학 년 반 번 이름 :

주제 : 적혈구의 모양이 서로 다르잖아? 왜 그럴까?

<활동 2>

1. 적혈구와 적혈구 내부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배열을 바르게 연결해보세요.

A ㉠

B ㉡

(그림출처 : https://evolution.berkeley.edu/evolibrary/article/0_0_0/mutations_06)

2. 그렇게 연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나의 생각 :

우리 조의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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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모글로빈의 배열이 다른 이유를 적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적어보세요^^)

나의 생각 :

조의 생각 :

[도움말]

1.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2. 헤모글로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폴리펩타이드는

중심에 철이온(Fe  )을 가지고 있어 산소를 운반해 준다.

3. 그림에서 노랑, 파랑으로 나타내는 것은 각각 폴리펩타이드이며, 중심에

붉은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헴구조로 중심에 철이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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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움 활 동 보 고 서 ■

작성일 : 20 년 월 일 요일 교시

소속 : 3 학 년 반 번 이름 :

주제 : 적혈구의 모양이 서로 다르잖아? 왜 그럴까?

<활동 3>

헤모글로빈 유전자로부터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글과 그림

으로 표현해보자.

<준비물>

4절 도화지, 색종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DNA염기서열, RNA를 나타낼

수 있는 종이, 가위, 풀, 도움카드 등

<모형만들기 과정>

1. 주어진 2개의 DNA가닥(각각 정상 헤모글로빈과 낫모양 적혈구의 헤모

글로빈)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RNA의 염기 서열을 작성한다.

2. 표준 코돈표를 참고하여 RNA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찾아 적는

다.

3. 주어진 2개의 DNA가닥 중 낫모양 적혈구를 갖는 DNA가 무엇인지 본

인의 생각을 쓰고, 조별로 합의된 결과를 제시해보자.

자신의 의견 :

그렇게 생각한 이유 :

조의 합의된 의견 :

그렇게 생각한 이유 :

4. DNA에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까지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꼭 나타내어야 할 것들에 대해 조별로 토의 후 작성해보자. (세포 소기

관 및 단백질 발현에 필요한 물질들을 기능과 관련하여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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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어진 2개의 DNA가닥 중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는 DNA의

단백질 번역 과정을 주어진 4절 도화지 위에 모둠 친구들과 토의

하여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6. 우리 조가 만든 DNA로부터 낫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친구

들에게 설명해보자.

(다른 조 친구들이 발표할 때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우리 조가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적으며 듣자.)

7.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관련하여 단백질의 모양이 단백질의 기능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토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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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어떤 적혈구의 beta 사슬의 염기서열

DNA

서열

3‘→5’

TAC CAC GTG GAC TGA GGA CTT CTT

RNA

서열

( )→( )

아미노산

          

∎ 어떤 적혈구의 beta 사슬의 염기서열

DNA

서열

3‘→5’

TAC CAC GTG GAC TGA GGA CAT CTT

RNA

서열

( )→( )

아미노산

[표준 코돈표]

첫째 

염기

둘째 염기 셋째 

염기U C A G

U

페닐알라닌

페닐알라닌

류신

류신

세린

세린

세린

세린

타이로신

타이로신

종결

종결

시스테인

시스테인

종결

트립토판

U

C

A

G

C

류신

류신

류신

류신

프롤린

프롤린

프롤린

프롤린

히스티딘

히스티딘

글루타민

글루타민

아르지닌

아르지닌

아르지닌

아르지닌

U

C

A

G

A

아이소류신

아이소류신

아이소류신

메싸이오닌

트레오닌

트레오닌

트레오닌

트레오닌

아스파라긴

아스파라긴

라이신

라이신

세린

세린

아르지닌

아르지닌

U

C

A

G

G

발린

발린

발린

발린

알라닌

알라닌

알라닌

알라닌

아스파트산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글루탐산

글라이신

글라이신

글라이신

글라이신

U

C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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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카드>

1. 단백질과 아미노산에 대한 도움카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와 배열에 의해 단백질의 입체 구조

가 결정된다.

소수성 아미노산 :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이소류신, 류신, 프롤린, 메티오닌,

발린, 알라닌

친수성 아미노산 : 글루타민,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트레오닌, 아스파라긴,

아르기닌, 세린, 히스티딘

2. 적혈구에 대한 도움 카드

헤모글로빈의 구조

헤모글로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파란색은 알파사슬,

노란색은 베타사슬을 각각 나타낸다.)

각 폴리펩타이드는 철이온(Fe  )를

가지고 있어 산소를 운반해 준다.

(붉은색은 헴구조로 철이온을 포함한

다.)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다.
낫모양적혈구는 비정상적으로 생긴

적혈구의 형태이다.

적혈구 내부에는 물분자가 존재한다.

낫모양적혈구는 베타-사슬이라 불리

는 폴리펩타이드의 이상으로 인해 발

생한다.

3. 세포와 관련된 도움 카드

핵에는 핵공이 있어 물질이 드나들 수 있다.

DNA는 핵 속에 존재한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의 세포질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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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움 활 동 보 고 서 ■

작성일 : 20 년 월 일 요일 교시

소속 : 3 학 년 반 번 이름 :

주제 : 적혈구의 모양이 서로 다르잖아? 왜 그럴까?

<활동 4>

생물학 용어에 대해 낯설어 하는 강산이에게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기

는 이유와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알려주는 편지를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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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ysis of the context facilitating shift to 
productive framing and sophistication of 
models in a modeling-based instruction 

in genetics 

Choi, Wonjung

Biology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shifts to productive framing

and sophistication of models are facilitated in a modeling-based

instruction in genetics. Fourteen students in four groups

participated in modeling-based instruction in genetics, and this

study focused on two groups whose practices clearly

demonstrated shifts to productive framing. Interviews were

conducted after the activity, and the students’ practices both in

the activity and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ree contextual cues that

facilitated shift to productive framing: (a) recognition of

alternative models elicited from group members, (b) asking ‘why’

questions to students’ knowledge claims, and (c) group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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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of one’s ideas. Two contextual cues that

facilitated the sophistication of models were also identified: (a)

evaluation of prior knowledge and replacement with the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group discussion, and (b) reminding another

structure that was folded with the mechanism similar to the

explored genetic phenomen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strategies to help students

productively engage in scientific modeling and increase their

sophistication of models in genetics.

keywords : Epistemological framing, Scientific modeling,

sophistication of models, Genetics, Model-based learning

Student Number : 2018-2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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