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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unique small group norms and their influence o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scientific model. We developed instructional materials for the construction of a model of blood flow in
the heart and conducted research on eighth-grade students from one middle school. We randomly selected 10 small
groups, and videotaped and recorded their dialogues and behaviors. The data wa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types
of interaction and then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group norms and models in one or two
representative groups for each type. The results show that the types of interaction, the quality of the group models,
and the group norms were different in each group. Even though one teacher guided students through the same task in
the inquiry context, each group revealed different patterns of discourse and behavior, which were based on norms of
cognitive responsibility, the need for justification, participation, and membership. With the exception of one group,
there was little cognitive responsibility and justification for students' opinions. Ultimately, these norms influenced the
model construction of small groups. A group that forms norms to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justify
members' opinions with cognitive responsibility was encouraged to do inferential thinking and construct a group
model close to the target model. This study has instructional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lassroom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learning through small group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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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적 모형이란 자연 현상의 중요한 특징에 초점

을 둠으로써 시스템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한 표상이며

(Harrison & Treagust, 2000; Justi & Gilbert,

2002; Schwarz et al., 2009), 자연 현상을 설명하

고 예상하도록 하여 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교수학습 측면에서도 모형 구성 활동은 중요하다.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과학 지식

을 구성하고 평가함으로써 과학적 기술을 익히고, 교

과 내용과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Carey &

Smith, 1993; Schwarz & White, 2005). 

이는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과학 지식을 내면화하

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사회문화적 관

점과 일치한다(Kumpulainen & Wray, 2002). 이러

한 관점에서 학습 상황은 학생들로 하여금 앎과 생각

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관찰하고,

반성하고,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에서의 의미 형성과정, 참여의 형태, 그

리고 이것들을 통한 학습의 문화적 상황 이해 등 학습

과정의 사회맥락적 특징이 이해되어야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Anderson et al., 1997; Greeno, 1997). 

*교신저자: 김희백(hbkim56@snu.ac.kr)
**2012.02.06(접수) 2012.02.14(1심통과) 2012.02.20(최종통과)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0-32A-B00202).



심장 혈액 흐름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소집단 상호작용과 소집단 규범 373

그러나 학생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미 있는 학습으로 연

결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의 일련의 활동은 그 집단에

특이한 분위기 즉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구성원들의 담화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이며(박지 , 2009), 다른 구성

원에 의해 수용되고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집단

의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다(Johnson & Johnson,

1989; 1990). 집단의 분위기는 특정 상황에 일시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속적인 상호작

용과 협상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

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담화를 제한하는 규범적

인 속성을 지닌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집단의 규범에 관한

연구는 집단의 행동을 규정하고 예상하기 위한 하나

의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Terry & Hogg, 1996), 사

회심리학 연구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 규범이란 사

전적 의미로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며(국립국어원,

2012), 특정 맥락에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제약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 이다

(Graham, 2003). 집단의 규범은 집단을 이루는 구성

원의 현재 목표, 신념, 가정에 의해 제약되며, 소집단

규범과 활동에 한 목표와 신념, 학습은 반사적으로

연관된다(방정숙, 2001; Yackel & Cobb, 1996;

Yackel et al., 1991). 이 규범은 해당된 집단에 제한

적이며, 구성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의 규범에

점점 순응하게 되어(Postmes et al., 2000) 구성원들

의 패턴화된 담화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집

단에서 형성된 암묵적인 또는 명시적인 규범은 집단

구성원의 발화와 행동에 향을 주며, 이러한 의미에

서 소집단 활동과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집단의 규범 또는 사회적 규범에 관한 많

은 연구는 단순히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의 특징 또

는 규범의 형성 과정 자체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

고, 학습의 목표 달성의 측면을 연계하지 않았다

(Graham, 2003; Postmes et al., 2000; White &

Wellington, 2009). Yackel과 Cobb(1996), 방정숙

(2004)은 수학분야에서 사회수학적 규범을 사회적 규

범과 구분하 고, 같은 맥락에서 김찬종과 이선경

(2005)은 사회-과학적 규범의 특성을 규명하여 집단

의 규범과 학습과의 관련성을 논의하 으나 전체 학

급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규범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소집단에서 형성된 집단의 고유한 규범에

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연스러운 소

집단 탐구 맥락에서 형성된 집단의 고유한 규범의 특

징과 양상을 밝혀내고, 소집단 규범이 과학 학습 목표

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모형 구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교

실문화라는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소집단에서

각기 다양하게 구현되는 지를 탐색할 수 있으며, 학생

들에 의한 과학적 모형 구성을 촉진하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교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탐구 과제와 목표 모형

이 연구에서 사용한 탐구 과제는 석유 펌프를 이용

한 비유 모형을 작동해보면서 심장 내 혈액 흐름에

한 정신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석유

펌프의 두 개의 관에는 각각 하나의 막을 가지고 있

고, 펌프 머리의 수축∙이완에 따라 막의 개폐가 달라

지면서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즉, 펌프

의 머리를 이완하면, 펌프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곧은 관의 막이 열리고 굽은 관의 막은 닫히게 된다.

이때 물이 곧은 관을 통해 펌프의 머리로 올라온다.

반 로, 펌프의 머리를 수축하면, 펌프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곧은 관의 막은 닫히고, 굽은 관의 막은

열리게 되며, 펌프 머리의 물은 굽은 관으로 나가게

된다. 이러한 비유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심장의 수

축∙이완이 심방과 심실, 심실과 동맥 사이의 판막의

개폐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심장 내에서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구성하 다. 

이 탐구 과제는 학생들의 소집단 모형 구성 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하 다.

우선, 비유 모형이 학생들이 목표물로 구조를 전이시

킴으로써 기존 기억들을 재구조화하거나 새로운 정보

를 이용한 재구조화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변환하여 개념을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준다(Duit, 1991; Harri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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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gust, 2000)는 점에서 학생들의 모형 구성을 촉

진할 것으로 기 하 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펌프를

수축∙이완함으로써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하 다. 끝으로, 학생들이 비유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를 발판으로 서로 의견과 생각을 교환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으며,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2학년 2개 학

급의 80명을 상으로 2010년 12월에 진행되었다.

수업을 촬 한 중학교는 서울에서도 중산층 가정이

비교적 많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업에 한 열의가 높고 선행학습

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 다. 학생들의 소집단은 4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1개 반 당 10개 모둠으로 이루어

졌다. 이 가운데 각 반 당 5모둠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소집단의 활동을 관찰하 다. 소집단은 교사가 학

년 초에 학생들의 번호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써, 거의

1년 동안 같은 구성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활동에서 나타나는 소집단 활동들은 해당 집단에서

형성되고 1년에 걸쳐 고착된 소집단의 분위기를 잘 보

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다. 

소집단 활동은 모두 녹음하고, 비디오 촬 을 하

다. 이 연구는 소집단의 분위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의 언어적인 발화뿐만 아니라 동작, 시선 등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도 녹화 자료를 통해 수집하 다.

다양한 상호작용 유형을 보이는 10개 집단 가운데 구

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역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5개

집단을 선별하 고, 그 집단의 학생들을 상으로 인

터뷰를 진행하여, 이 녹음 자료 또한 분석 자료로 사

용하 다.

수업 진행은 경력 3년 된 생물 교육 전공 교사가 담

당하 다. 해당 교사는 사범 학에서 생물교육학과

교육학을 복수 전공하 으며, 학원에서 생물 전공

교육학 석사 과정 중이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 연구

목적에 맞게 개발한 수업지도안을 교사에게 제공하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 고, 연구자와 교사가 면

면으로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을 하면서 활동의 의도

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먼저 소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

생들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범주화하 고, 각 집단에

서 구성한 모형을 조사하고, 소집단 활동에서 보이는

규범의 특징을 추출하 다. 

상호작용의 유형은 소집단에서 각 학생들의 활동이

과제와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집단의 상호작용 역

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로 분류하 다. Shepardson과

Britsch (2006)은 과학 활동이 일어나는 동안 나타나

는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로서

상호작용 역(zone of interaction)을 제안하 는

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의 경계로서

이 틀을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 공동 상호작용 역

(collective zone)은 소집단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상

호작용 역 안에 포함된 것을 의미하며, 다중 상호작

용 역(multiple zone)은 상호작용 역이 둘 이상

으로 분리된 것, 개별 상호작용 역(individual

zone)은 소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 둘 이상이 포함되

는 상호작용 역이 형성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

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Fig. 1 Siphon pump used in the activity and target model of th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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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소집단의 규범은 구

성원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확인함으로써

추론할 수 있다. Owen (1985)은 구성원 간에 공유하

고 있는 의미 구조를 형성할 때 집단에서 사용하는 언

어에서 집단의 응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여주었

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집단의

정체성과 규범을 추론하는데 충분하다고 하 다. 즉

상호작용은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타나는

일관성은 집단의 규범의 향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Postmes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집

단의 규범을 소집단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일반적 규범과 과학적 모형 구성을 촉진하는 주제 특

이적인 규범으로 구분하고 각 규범의 특징을 구체화

하고자 하 다. 소집단의 협력을 촉진하는 일반적 규

범은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을 받아들이고,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며, 다른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구성원들의 발화

와 행동들에 가정된 신념으로 본다. 또한 모형 구성을

촉진하는 주제 특이적인 규범은 다른 구성원의 의견

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

며, 자신의 의견에 해 증거나 관찰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화하거나 상 방의 의견에 해 정당화를 요구하

는 발화와 행동들에 가정된 신념이다. 연구결과에서

는 소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바탕으로, 두 범주의 규범의 특성을 규명하고,

소집단 규범이 집단의 상호작용과 모형 구성에 어떻

게 기여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Ⅲ. 결과 및 논의

10개 소집단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소집단에서 나

타나는 상호작용의 유형은 표 1과 같다. 모두 4가지

상호작용 유형이 나타났으며, 수업 전반에 걸쳐 모든

구성원이 과제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보인 소집단은

없었다. 각 상호작용 유형별로 소집단에서 구성하는

모형과 소집단 규범의 특징은 표 1에서 이탤릭체로 표

시한 소집단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공동 상호작용 역 집단(On task/Collective

zone of interaction)

이 상호작용 유형에 속한 집단은 과제 활동 전반에

걸쳐 모든 구성원이 과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며,

구성원이 모두 통합된 하나의 상호작용 역을 형성

하고 있었다. 10개의 소집단 가운데 이러한 상호작용

유형을 보이는 집단은 모두 4개 고, 여기에서는 이

유형을 잘 보여주는 두 집단(7-2, 7-5)에 해 상세

히 설명할 것이다. 두 집단은 구성원들이 공동 상호작

용 역(collective zone)을 구성함으로써 유사한 상

호작용 유형을 보 지만, 이들이 구성한 모형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각 집단에서 나

타나는 규범과 아울러 설명하고자 하며, 각 집단에서

구성한 모형은 구성원들의 모델링 담화 도식

(modeling discourse diagram)을 이용하여 제시할

것이다. 모델링 담화 도식은 Böttcher와 Meisert

(2011)의 모형 기반 논변 과정 도식을 이 연구목적에

맞게 변형한 것이며, 이 도식을 통해 담화에 참여하는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는 각 상호작용 역의 유형을

볼 수 있다. 도식에서 목표 모형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발화 내용을 질문, 자료, 모형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

로 나타내었다. 발화 내용이 구성원 또는 교사의 질문

이나 행동에 한 제안에 관한 것이면 질문, 관찰한

사실 또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에 관한 것이면 자료,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원리나 추론에 관한 것이

면 모형으로 분류하 다.  

Table 1

Types of interaction in 10 small groups

Types of Interaction Small Groups(class-group)

On task/Collective 6-3, 6-10, 7-2, 7-5

On task/Multiple 6-2

On task/Individual 6-5

On+off task/Multiple 6-4, 6-8, 7-3, 7-7

All off t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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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단 7-2

소집단 활동의 시작과 동시에 이 집단의 구성원들

은 두 명씩 나누어 각각 A, B 펌프를 눌러보면서 물의

이동을 관찰한 후, 각자가 관찰하고 확인한 내용을 서

로 교환하면서 의문점을 확인하거나 활동지에 있는

질문의 답을 하나씩 찾아나갔다. 그림 2의 구성원들

의 담화를 보면, 펌프에서 물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A

와 B 펌프의 차이를 쉽게 확인하 고, 펌프의 막이 물

의 흐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해 화를 이어갔

다. 학생 A가 막이 물을 더 잘 흐르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학생 C가 막이 있으면 물이 잘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반 의견을 제시하 고, 학생 A는 심장에

서의 판막에 한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

을 정당화하 다. 이때 학생 D가“왜?”라고 질문하며

판막이 있으면 왜 물(혈액)이 잘 흐르는지 이유를 질

문하 고, 판막은 물(혈액)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게

때문이라고 학생 B가 답하면서 펌프의 막과 물이

흐르는 방향에 한 논의를 마무리하 다. 이후 관찰

을 통해 펌프 머리의 수축∙이완에 따른 막의 개폐를

확인하 으나, 두 개의 막이 반 로 개폐되어 물의 흐

름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데까지 논의가 이어

지지는 않았다. 

협력 측면에서 집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구성원들

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

로 활동을 분배하여 소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스

로 소집단 활동을 수행하며, 다른 학생 또한 같은 구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소집단 활동에서

구성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는 점을 반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을 제

시할 때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를 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모르는 문제를 소집단

공동의 문제로 공론화하 으며, 이 문제를 함께 해결

하려고 하 다. 또한 질문하고 화할 때에 구성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번갈아 응시하며 다른 구성원이

모두 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암묵적으로 제공하

다. 이것은 Crawford et al. (1999)이 제시한 학습

공동체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해의 협상(negotiation

of understanding)과 공개적인 의견 발표(public

display),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

in small group work)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토 로 구성원의 협력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집단의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활동을 살펴보

면, 이 집단은 전반적으로 질문과 답을 반복하면서

제시된 의견이 다음 논의와 활동의 기반이 되어 집단

의 모형을 차근차근 구성해나갔으며, 모든 구성원들

Fig. 2 Modeling discourse of group 7-2 (A, B, C, D: Student utt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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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단의 모형 구성에 고르게 기여했다. 학업 성취도

가 높은 학생(A) 또한 모르는 부분에 해서 서슴없이

질문하 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

들(C, D)도 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해 정당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 과

정에서 자신이 구성한 지식의 타당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모형을 구성하 으며, 집단의 모형은 보다 정교해졌

다. Hogan et al. (1999)의 연구에서도 학생들 간의

주고받는 화가 많을수록 추론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서 질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교화된 화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확장된 설명과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

의 그룹 활동 구성요소이며(Webb & Palincsar,

1996), 설명하기, 반론하기, 제안하기 등의 추론적 말

하기와 절충하기는 생산적인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

다(Howe & McWilliam, 2006). 이 집단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활동지 문제의 답을 작성할 때에도 성

취도가 높은 구성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점에

해 끊임없이 질문한 후 활동지의 답을 각자 작성한

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집단의 리더나 목소리가 큰

구성원 한 명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과제에

해 각자 인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

은 공동체에서 인지적인 책임감을 갖기 위한 전제 조

건이며, 개인의 아이디어와 목적을 집단의 아이디어와

목표에 연결시킬 수 있다(Zhang et al., 2009). 이 집

단의 경우 구성원들이 개인의 자원을 바탕으로 인지적

인 책임감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정교화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규범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집단의 모형은 모든 구성원

에게 수용가능하며 각 개인에게도 내면화될 수 있다.

② 집단 7-5

그림 3은 집단 7-5의 구성원들이 이 활동에서 구성

하고자 하는 모형과 관련된 담화 과정을 보여준다. 그

림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구성원 모두 의견을 교환하

며 과제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지만, 집단의 모형을

구성하지 못하 다. 

구성원 간 협력과 관련된 담화와 행동을 살펴보면,

집단 7-2와 같이 모든 구성원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네가 해봐”와 같은 참여를 유도하는 발화

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

다. 이것은 모든 구성원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멤

버십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협력

적인 규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에서 집단의 담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학생들의 발화는 이유 또는 원리에 한 설명이

나 이를 요구하는 질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한 사실들만을 나열하고 있다. 펌프를 눌러보면

서 물이 흐르는 방향과 A와 B 펌프의 차이를 확인하

지만,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원리에 해서는 어떠

한 논의도 없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답을 작성해야

하는 활동지 문제는 학생 A에 전적으로 의존하 다.

이 집단의 인지적 책임감은 모든 구성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학생 A에 독점되었으며, 학생 A 또한

자신의 답을 보여주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생 A는 활동 중간에“잠깐만”하면서 집단

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자신이 이해했을 때“나 알겠

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하면서 더 이상 활동에 관

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활동지를

작성하여 집단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종료되게 하

다. 학생 C가 지속적으로 앞선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

의 과정과 추론으로 이어 나가려고 해도, 학생 A는 학

생 C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인식하

고 종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후 논의를 진행하 다.

활동지를 작성할 때에는 B, C, D 학생은 A에게 직접

답을 물어보거나, A의 답을 그 로 보고 쓰기도 하여

논의를 통해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활동

지 작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 집단의 소집단 활동은 책임의 분담과 공유라기

보다는 노동의 분담 정도(Towns & Grant, 1997)로

볼 수 있다. 또한 활동지 작성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집단 과제에서 소집단 활동을 활동지 작성을 위한 부

산물 정도로 보며, 활동지는 평가에 반 이 되므로 모

범적인 답안을 작성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이것은 소집단 활동이 단순히 행동적인 참여

를 의미할 뿐 인지적인 참여를 통해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는 학

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 A는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활동

지의 답을 제공하는 역할, 다른 학생들은 이를 그 로

따르는 역할로서 구성원 간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

고 고정되어 있어 모형 구성과 관련한 화가 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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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Richmond와 Striley

(1996)의 독점적인 리더(alienating leader)가 나타

나는 집단에서 절차적인 담화가 부분이었고, 논변

의 질과 논변에 한 이해가 낮았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한 명의 리더에게 의존하고 인지적 책임감이 한

명에게 집중된 경우, 이견이 나올 여지가 없이 리더의

의견이 곧 집단의 의견이 되고, 언어적 상호작용이 일

어나지 않아 구성원들의 성취도가 향상되지 않는다

(Yager et al., 1985). 이 집단에는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기는 하지만 추론을 향상하거나 집단의 공동

모형을 구성하기에 도움이 되는 규범이 형성되어 있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공동 상호작용 역(collective zone)을 형

성하고 있는 위의 두 집단은 언뜻 보기에 모두 소집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단

의 목표 모형을 중심으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살펴

보면 두 집단의 담화 내용이 질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소집단 활동에 관한 연

구에서도 소집단 상호작용에서 단순히 긍정적인 분위

기를 조장하고, 생각을 비판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할

뿐, 소집단 활동의 진정한 의미나 집단의 지식을 구성

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또한 학생들이 소집단 과제에서 활동지 작성

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드문 일은 아니다(Jiménez-

Aleixandre et al., 2000; Olivera & Sadler,

2008). 이러한 경우 소집단 활동에서 활동의 결과인

활동지를 잘 작성하기보다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동

구성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

요가 있으며, 소집단 논의 과정에서 이를 위한 교수적

인 안내가 필요하다.

2. 다중 상호작용 역 집단(On task/Multiple

zone of interaction) (6-2)

이 상호작용 유형을 보이는 집단은 모든 구성원이

집단의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통합된

상호작용 역이 형성되지 못하고 두 개 이상으로 분

리된 것이다. 6-2 집단에서는 학생 C와 D, 그리고 A,

B 세 개의 상호작용 역을 형성하 다. 소집단 활동

에서 부분의 화와 활동은 학생 C와 D가 주도하

으며, A와 B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거나, 수동

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 다.

집단의 담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펌프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과 펌프 속의 막을 발견하고, 물이 한 방

향으로 흐르는 원리에 한 의견을 교환하 다(Fig.

4). 학생 C는 정맥 속의 판막에 한 배경지식을 바탕

Fig. 3 Modeling discourse of group 7-5 (A, B, C, D: Student utterances, T: Teacher utt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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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펌프 B가 막이 없기 때문에 물이 양쪽으로 흘러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 다. 이때 학생

D가 막이 있으면 물이 양쪽으로 흐른다는 반 의견

을 제시하자, 학생 C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두 방향

이 아니라 한 방향이라고 말하면서 틀린 부분을 교정

하 고, 학생 D 또한 왜 그런지 이유나 원리를 물어보

지 않았다. 모형 구성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의는 진

행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 A와 B는 이들의

담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협력 측면에서 집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구성원들

은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구성원의 참

여를 독려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나타나, 구성원 간 협력을 저해

하 다. 이 집단의 상호작용 역에 포함될 지의 여부

는 학생 C와 D에 의해 결정되었다. C와 D는 구성원

간의 친 도, 인지적 의존도에 따라 자신들의 상호작

용 역 안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배제하 다.

활동을 진행하고 의견을 나누는 동안 학생 C와 D는

서로만을 응시하 고, 구성원 전체를 향해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구성원이 상호

작용 역에 포함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다. 실제로 처음 A 펌프에 있는 막의 존재를 발견한

것은 학생 A이며, 이를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하여 집

단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려 하 지만, 학생 C와 D는

학생 A를 응시하지도 않았고 A의 발화에 해 수긍을

하거나 질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후 학생 A는 C

와 D의 활동을 지켜보거나 개인적으로 과제를 수행하

면서 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 B는 활동 전

반에 걸쳐 C와 D의 활동을 방관자적 자세로 지켜보다

가 C와 D가 활동지 질문에 해 물어볼 때에만 답을

제시하곤 하 다. 활동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C와 D는 학생 B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학생 B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구성원을 돕고자 하지 않았다. 다음은 면담에서 학생

C와 D에게 학생 A와 B가 소집단 활동에서 도움이 되

는지 물었을 때 답한 내용이다. 

학생 C(6-2): (학생) A는 그냥 싫어요. 그래서 말 안

걸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학생 D(6-2): 학생 B가 공부를 잘해서 도움이 되요.

모르는 부분은 부분 B에게 물어봐요. 근데

걔는 제가 물어봐야만 말을 해요. ‘이거 답

뭐냐고’이렇게 물어요.

Fig. 4 Modeling discourse of group 6-2 (A, B, C, D: Student utterances, T: Teacher utterances, 
Dotted line: Discontinuity i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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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기 범주화(self-categorization)를 통해

‘우리’와‘그들’을 나누며, 자신이 속한 범주의 사람

들을 내집단(ingroup)으로 지각하고 우호적인 태도

를 보이는 반면,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

집단(outgroup)으로 지각하면서 비우호적인 고정 관

점을 적용하기도 한다(조혜정, 방희정, 2006). 이 집

단에서 학생 C와 D는 수업 시간에도 수업 밖에서 형

성된 학생들 간의 일상적인 범주를 그 로 유지하며

수업 시간에 주어진 범주인 소집단의 구성원을 내집

단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 다. 학생 B의 자발적인

비참여와 집단 활동에 한 무관심 또한 소집단의 합

법적인 범주를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집단은 구성원 간 협력에 필수적인 소속감에 한 공

통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 고, 이것은 구성원의 제

한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구성원들의 제한된 참여는 집단의 모형 형성에도

향을 미쳤다. 학생 C와 D 사이에서만 일어난 공적

인 논의는 정당화 과정 없이 짧게 끝났으며, 학생 C와

D는 학생 B의 의견을 의심 없이 정답으로 받아들이

고, 활동지에 그 로 받아 적음으로써 깊이 있는 논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 C와 D가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론하고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에서 학

생 B에 의존하고 그 로 수용함으로써 정교하고 구성

원 전체가 공유하는 모형을 구성하지 못하 다.

3. 개별 상호작용 역 집단(On task/Individual

zone of interaction) (6-5)

이 집단은 구성원 모두 집단 과제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만, 구성원 간 상호작용 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모두 개인적으로 활동을 진행하 다. 구성원 가운데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학생이 없었

으며, 간혹 학생 C와 D가 작은 소리로 화를 나누며

활동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구성원간의

의견 교환은 거의 없었다. 

그림 5를 보면, 학생 A가 먼저 펌프 A와 B의 차이

점을 발견하고, 그 이유에 해 찾으려고 하지만, 집

단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집단은

집단의 모형과 관련된 발화와 추론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집단에서

받은 답, 개인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작성하

다.

Fig. 5 Modeling discourse of group 6-5 (A, B, C, D: Student utterances, T: Teacher utterances, Grey box:
Utterances of other group members, Dotted line: Discontinuity i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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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모형 구성 측면에서 집단의 활동을 보았을

때, 이 집단은 구성원 간 화 또는 집단 과제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집단의 규범이 분명하게 드러나

지 않지만,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구성원들은 집단의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소극적이었

고, 다른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그림 5에서 학생 A가 펌프 A와 B의 차이점을 발견하

고 그 이유에 해 질문을 하지만, 집단의 구성원을

응시하지 않고, 혼잣말로 궁금증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하 다. 또한 펌프 속의 2개의 막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활동지 문제를 해보라는 교사의 지시에 학생 C가

펌프를 눌러보며 관찰하고 관찰 사실을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구성원들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반응하

지 않고, 학생 C의 의견을 활동지에 그 로 적었다.

학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질문 또한 학생들에 의해 이

끌어진 의문이 아닌 활동지에 있는 질문에 국한되었

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목표가 집단 과제를 공동

으로 수행하기보다 활동지를 작성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 규범은 구성원 간의 협력

과 모형의 공동 구성을 방해하 다. 

다음은 개인면담에서 학생 C, D에게 집단의 활동을

촬 한 장면을 보여주며, 집단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

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답한 내용이다. 

학생 C(6-5): (소집단 활동이) 필요는 한데요. (전)

열심히 안 하는거 같아요. 전 필요없는 애..

과학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학생 D(6-5): 활동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색해

서.. 안 친해요.. 우리는(C와 D) 친한 편인데

나머지 둘하고 안 친해서 얘기 안해요. 둘만

얘기할게 아니잖아요. 모둠이니까..

연구자: (소집단 활동에서 학생 A가 물어보았을 때

아무도 답하지 않는 비디오 장면을 보여주

며) 근데 (학생) A가 물었을 때 왜 답 안했

어?

학생 D(6-5): 틀릴 것 같아서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 안해요.

모든 구성원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데 암묵적으

로 동의하고 있었지만, 구성원들의 과학 내용에 한

자신감 부족과 틀릴 지 모른다는 두려움, 구성원 간의

친 감 부족 등의 이유가 집단의 협력과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낮은 성취도의 학생

들은 낮은 학문적 기반을 가져 집단 내 상호작용을 피

하려고 한다는 연구 결과(Stamovlasis, et al.,

2006)와 부정적 경험의 축적과 교사와 동료로부터 신

뢰감을 상실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학생들은 집단

에 참여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Blatchford와

Baines(2010)의 주장으로 보았을 때, 다른 구성원들

을 배려하는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집단

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러한 사회

적 기술은 다른 구성원에 의해 수용되고, 지지받는 환

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Johnson & Johnson,

1989; 1990), 이러한 환경은 집단에서 형성된 규범에

의해 만들어진다. 구성원의 친 감 또한 이러한 환경

을 형성하는 소집단 규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단

의 조원 구성도 이러한 환경에 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다. 소집단 활동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좋

아하는 친구와 과제를 수행할 때 더 잘된다고 인정하

는데(Zajac & Hartup, 1997), 이는 의견 교환에서

허용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한 자신감 부족과 틀릴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조원간의 상호작용 자체에 어려움을

보이는 집단의 경우 조원 구성 시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이 포함된 다중

상호작용 역 집단(On+off task/Multiple

zone of interaction) (6-8)

6-8 집단은 집단 과제를 수행하는 구성원과 과제를

방해하는 구성원이 공존하여, 상호작용 역이 분리

된 집단이었다. 학생 B와 C는 전반적으로 집단 과제

에 집중하지 않고 과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려는 학생 A와 D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상호작용 역이 제 로 형성

되지 못하게 하 다.

그림 6에서 담화 간 잦은 점선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구성원 사이의 담화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하

고 단절되어 있다. 담화 내용을 보면, 펌프 안에 막이

있고, 펌프 속의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확

인하 으나, 막의 개폐와 연결하여 원리를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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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논의로 진행되지 않았다. 학생 B와 C는“우리

뭐 해야 돼?”, “뭘 어떻게 관찰해?”등과 같이 활동 진

행 상황에 해 질문하면서 논의의 흐름을 끊거나, 펌

프로 누가 물을 많이 옮기는지 경쟁하면서 과제와 관

련없는 활동을 하고, 때로는 학생 A도 가담하여 비과

제적인 분위기가 주가 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났다. 모

형 구성과 관련된 화도 단순히 관찰 사실에 관한 언

급에 그칠 뿐, 이후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추론 과정

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활동 수행이 지연되어 펌프 속

2개 막의 운동에 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 다.

이후에는 더 이상의 상호작용이 없이 학생 A, D만 각

자 활동지의 일부만을 작성하 고, 결국에는 집단의

과제를 완성하지 못하 다.

이 집단의 경우 구성원 간 과제 목표를 공유하지 못

하여 구성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구성

원이 다른 구성원의 논의를 방해함으로써 모형 구성

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성원들이 공통된 과

제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소집단 활동의 가장 기본적

인 부분으로서,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간의 갈등이 유발된다. 학교에서 소집단 활동

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생들은 조원 간의 갈등과 구

성원 개인의 책무성 부족을 들고 있으며(정현철 등,

2008), 이러한 학생들의 통제가 어렵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연구 결과(Cohen, 1994)는 이 집단에

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러한 집단은 학습의 목표인 모형 구성에 실

패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소집단 활동 자체에

해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과제 목표에 한 모든 구성원들의 책무성을 강조하

고, 과제와 관련 없는 활동 수행 시 이를 통제할 수 있

는 교사의 적절한 교수 전략이 요청된다. 

표 2에는 각 집단이 보인 소집단의 규범과 과학적

모형의 특징을 정리하 다.

Ⅳ. 결론 및 제언

소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의 특징과 모형 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중학교 2학년 10

개 집단을 상으로 심장의 혈액 순환에 관한 소집단

탐구 활동을 진행하여 각 집단의 활동 과정과 담화 내

용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집단마다 다양한 상호작

용 유형을 보 으며, 소집단에서 구성한 모형의 질과

협력 및 모형 구성을 위한 규범 또한 각 집단마다 다

르게 나타났다. 한 차시의 수업 관찰만으로 소집단에

서 형성된 규범을 밝히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 활동이 학년 말에 이루어졌고, 1년 동안 집단 구성

Fig. 6 Modeling discourse of group 6-8 (A, B, C, D: Student utterances, T: Teacher utterances, 
Dotted line: Discontinuity i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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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지지 않아 소집단 규범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과 학생 개별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확인

하 다는 점이 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같은 탐구 맥락에서 한 명의 교사가 같은 과제

를 진행한다고 해도, 소집단 규범은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상호작용 유형 별로 담

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 5개 집단의 규범을 보면(표

2), 소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를 독려

하는 규범이 형성된 집단이 있는 반면, 집단의 구성원

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

려 협력을 저해하는 규범이 형성된 집단도 있었다. 모

형 형성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정당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모형 구성에 인지적으로 기여하는 집

단이 있는 반면, 한 구성원에게 의지하고 구성원의 의

견을 절 적으로 수용하는 집단도 있었다. Oliveira

와 Sadler(2008)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교수 지원 활

동에 참여했지만 집단에 따라 상호작용 패턴과 개념

수렴 과정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인지적인 책임감, 정

당화에 한 필요성, 협력과 참여, 멤버십에 한 규

범이 바탕이 되어 집단마다 다른 담화와 행동 패턴으

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마다 모형 구성을 위한 인지적 책임감,

정당화와 같은 규범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집단 7-2

를 제외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집단의 모형을

구성하는데 인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고

르게 공유한 집단은 없었으며, 한 명의 높은 성취도를

가진 학생에게 의존하거나, 공동 모형을 구성하지 않

고 개별적으로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 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

서 의견을 수정하거나 정당화하는 논의과정은 나타나

기 어렵다. 논변 연구에서도 자발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Jimenez-Aleixandre et al., 2000; Sandoval

& Millwood, 2005).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정당화

하는 과정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과정의 필요성에

한 인식과 능력 발달로 이어지며, 과학 지식이 생성되

는 과정에 한 인식론적인 이해를 돕고(Sandoval,

& Millwood, 2008) 궁극적으로 목표 모형 구성을 촉

진한다. 이러한 규범이 소집단에서 자연스럽게 형성

되지 않는다면, 명시적으로 교사가 안내하는 것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소집단에서 형성하고 있는 규범은 집단

의 모형 구성에 향을 미쳤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인지적 책임감을

Table 2

Small group norms and models by types of interaction

Types of 
Interaction

Group Norms Model 
ConstructionCollaboration Model Co-construction

Collective
(7-2)

● Active participation
● Encouragement

● Evenly distributed cognitive
responsibility upon all
members

● Partly Justification 

Convergent and
elaborated model

Collective
(7-5)

● Active participation
● Encouragement

● High cognitive dependency on
high achiever

● No justification
Failure

Multiple
(6-2)

● Lack of membership
● Limited participation

● Partly cognitive dependency
on high achiever

● Partly justification
Unrefined model

Individual
(6-5)

● Avoiding participation
● Focusing on completing the

worksheet
● No justification

Failure

Multiple
(+Off task)(6-8)

● Conflictive participation
● No shared task performance

goal
● No justification

Failure



384 강은희∙김찬종∙최승언∙유준희∙박현주∙이신 ∙김희백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당

화하면서 모형 구성을 촉진하는 규범을 형성하고 있

는 집단은 관찰한 자료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구성

원들의 추론적 사고를 촉발하 고 보다 목표 모형에

가까운 집단의 공동 모형을 구성하 다. 반면에 협력

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인지적 책임감이나 정당화를 위한 규범이 제

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추론적 사고는 개인 또는 일

부 구성원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모형 구성에 실패하

다. Dixon et al. (2009)과 박지 (2009)의 연구에서

는 학생들에게 발언을 허용하는 규범(또는 분위기)이

주어진 교실 맥락에서 담화의 질이 높아졌고,

Oliveira와 Sadler(2008)의 연구에서도 구성원들 간

의 립된 개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집단의 개

념 수렴의 성패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소집단의 규범

은 소집단 활동에서의 학생들의 발화와 역할에 향

을 미치며 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학습

에 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가 집단의 규범이 고착된 학기 말에 조사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로 소집단 활동을 통한 과학

적 모형 구성을 촉진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규범을 형

성하고 있었다는 점은 학습을 촉진하는 규범 형성을

위한 교수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

집단 활동 초기에는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규범을 가

지고, 소집단 활동을 진행하면서 보다 구체적이면서

집단 활동에 유용한 규범을 형성할 것이라 보지만

(Graham, 2003), 이 연구 결과와 같이 외부의 개입

이 없다면 부분의 집단에서 소집단 활동에 효과적

인 규범을 형성하기를 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

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소집단 규범을 형성할 수 있도

록 교수학습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학기 초에 집단마다 소집단 활

동을 도울 수 있는 규범을 직접 작성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집단에 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를 위한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다. 특히 모형 구성을 위한 인지적 책임감과 정당화와

관련된 규범은 교사가 직접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

로 보인다. 소집단 활동은 단순히 과제를 함께 수행하

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

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증거를 기반으

로 정당화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의 모형이 보다 정교

해지고, 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학생들

이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규범

을 중간점검하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수정하

도록 하면 이후 소집단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자연스러운 소집단 탐구 맥락에서 형성

된 집단의 고유한 규범을 밝혀내고, 소집단 규범이 과

학적 모형 구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심장 혈액 흐름의 모형 구성 수업을 개발하

고, 서울 소재 중학교 2학년을 상으로 수업을 진행

하 다. 이 가운데 임의로 10개의 소집단을 추출하여

학생들의 담화와 활동을 녹음하고 비디오 촬 을 하

다. 수집한 자료는 먼저 집단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

류하 고, 각 유형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5개 집단

에서 나타나는 규범과 모형의 특징을 분석하 다. 연

구 결과, 집단마다 다양한 상호작용 유형을 보 으며,

소집단에서 구성한 모형의 질과 협력 및 모형 구성을

위한 규범 또한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동일한 교

사의 지도를 받는 탐구 맥락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과

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각 집단의 인지적인 책임

감, 정당화에 한 필요성, 협력과 참여, 멤버십에

한 규범이 바탕이 되어 집단마다 다른 담화와 행동을

보 다. 또한, 한 집단을 제외하고, 모형 구성을 위한

인지적 책임감과 정당화와 같은 규범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범은 궁극적으로 집단 모형 구성에

향을 미쳤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

여 협력을 촉진하고, 인지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면서 모형 구성을 촉진하는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은 구성원들의 추론적 사고를 촉

발하 고 보다 목표 모형에 가까운 집단의 공동 모형

을 구성하 다. 이 연구 결과는 소집단 활동을 통한

학습을 촉진하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교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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