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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조한 이후 과정

중심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 교육 연구자들

과 교사들은 과정중심평가 개념이 갖는 모호성, 과정중심의 평가관과 

기존의 선발적 평가관 사이의 충돌, 그리고 관찰평가의 주관성 등의 

이유로 과정중심평가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Cho, 2017; Hong, 

Chang, & Kim, 2017; Kim & Choi, 2019; Ko, 2019). 과학 교과에서는 

실험, 관찰, 모형 제작, 프로젝트형 과제, 논의 및 토론 등과 같은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 과정중심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MOE, 2015a; MOE, 2015b; MOE & DMCOE, 2016; MOE 

& KICE, 2017), 과정중심평가가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Son, 2018; Jeon, 

2019). 특히, 과학적 개념은 과학 교과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임

에도 불구하고(NRC, 2012), 인지적 요소의 평가는 선택형 또는 서답

형 등의 지필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념으로 

인하여(Çalik, Ayas, & Coll, 2007; Chiu, Guo, & Treagust, 2007), 

과학적 개념에 대한 과정중심평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on, 2018; Jeon, 2019).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개념의 이해 정도와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중심평가를 개

발하고, 이의 수행 과정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과학적 

논의 과정의 시각화를 과정중심평가에 활용하여 논의 과정에서 드러

나는 과학적 개념의 발달 과정을 분석하 다.

과정중심평가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학생의 발달 정도

를 평가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MOE, 2015a; MOE, 2015b). 다시 말해,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

로써 학습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이다(Kim, 

2018; Lee et al., 2016). 과정중심평가는 평가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을 반성하고 새로운 학습을 계획한다는 측면에서 학습으로

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이며(Kim et al., 2015), 평가의 결과

를 근거로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

(assessment for learning)이다(Black & Wiliam, 2009; Black & 

Wiliam, 2010; Wiliam, 2011). 또한 과정중심평가는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잠재적 발달 수준을 확인하고 그 발달 가능성을 실현시

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역동적 평가(dynamic assessment)

이다(Poehner, 2008).

그렇다면, 과학적 개념에 대한 과정중심평가에서 ‘과정’은 구체적

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과학적 개념을 과정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Choi(2018)는 과정중심평가에서 과정의 의미를 수행 

과정이나 문제 해결의 과정,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의 과정, 그리고 

수업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의미로서의 과정으로 보았다. 

Black과 Wiliam(2009)은 학습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현재 학습자

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학습자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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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이 학습을 위한 평가의 과

정이며, 이 때 평가의 주체는 교사와 동료, 학습자 자신이라고 설명하

다. 이를 과학적 개념에 대한 과정중심평가에 적용해 본다면, 과정

이란 학습 상황 속에서 과학적 개념이 형성되고 발달해 나가는 과정

을 뜻한다. 그리고 과정을 평가한다는 뜻은 교사와 동료, 학습자 자신

이 개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개념의 구성 및 발달의 과정을 파악

하여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는 학습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발달을 

위한 학습의 과정과 접하게 연계된 상태이다. 이러한 평가와 학습

의 통합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하

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수업이 

설계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요구에 맞추어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Lee et al., 2016; Ryu, Kwak, & Yang, 2018).

과학적 개념에 대한 과정중심평가가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과학적 논의를 꼽을 수 있다. 과학적 논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Driver, Newton, & Osborne, 

2000; Erduran & Jiménez-Aleixandre, 2008),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이 드러나기 때문에 수업 중 과학적 개념에 대

한 과정중심평가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교사는 학생들의 논의 과정

에서 드러나는 개념의 이해를 참고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McNeill & Pimentel, 2010), 학생들은 논의 과정을 통해 자신과 동료

의 과학적 개념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과학적 개념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Duschl, 2008).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논의가 과정중심

평가 도구로서 과학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개념 발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 다. 과학적 논의가 과학적 개념의 이해를 

발달시킨다는 것은 과학적 논의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지만

(Duschl, 2008), 기존 연구들은 논의 이전과 이후의 개념 이해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정작 논의 과정 속에서 과학적 개념이 어떻게 발달하는

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Kuhn & Udell, 2003; 

Venville & Dawson, 2010; Von Aufschnaiter et al., 2008; Zohar & 

Nemet, 2002). Clark과 Sampson(2008)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담화 이동과 정당화의 사용을 개념의 질과 연관 지어 담화 속에

서 개념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 다. 비록 그들의 

연구가 논의 속에서의 개념 발달 과정을 잘 드러내 주기는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개념의 발달을 위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 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논의 속에서

의 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사와 동료, 학습자 자신

에 의해 수행된 과정중심평가가 어떻게 과학적 개념을 발달시키는가

에 초점을 두었다.

과학적 논의에는 크게 글로 이루어진 논의와 말로 이루어진 논의가 

있다. 글로 이루어진 논의는 대부분 개인의 견해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고 수준 및 과학적 개념의 발달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용이

하다(Gunel, Hand, & McDermott, 2009; Keys, 1999; Sandoval & 

Millwood, 2005). 그러나 개인적인 글에 대한 평가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박이 포함된 논의로 발전하기 어려우며(Berland 

& McNeil, 2010), 정작 의견을 주고받는 논의의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

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과정중심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말로 이루어진 논의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전체 학생을 관찰하거나 학생들의 논의 과

정을 녹화한 후, 이를 전사하여 코딩 또는 점수화해야 하므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Cho, 2017; 

Hong, Chang, & Kim, 2017; Kim & Choi, 2019; Ko, 2019). 관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ASAC(assessment of 

scientific argumentation in the classroom)와 같은 관찰 프로토콜이 

존재하지만(Sampson, Enderle, & Walker, 2012), 이것 역시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동시에 관찰하기 어렵다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과학적 논의의 과정중심평가는 논의의 과정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드러내 줄 수 있어야 하되, 말과 글이라는 표현 

양식이 갖는 한계와 장점을 모두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말하기와 쓰기 모두를 사용하는 논의가 이 중 하나만을 사용

했을 때 보다 지식의 이해 및 학습의 태도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다(Chen, Park, & Hand, 2016; Mason, 2001; Rivard & 

Straw, 2000; Syh-Jong, 2007). Mason(2001)의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

의 전에 쓴 개인의 글이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는 담화 개시자의 역할

을 하여 학생들이 소집단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 Rivard와 

Straw(2000)의 연구에서는 말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난 뒤, 쓰는 논의

를 할 경우 학생들의 지식이 더욱 견고해졌다. Syh-Jong(2007)의 연구

에서는 말로 하는 논의를 하고 나서 쓰는 논의를 한 뒤, 한 번 더 말로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일반화

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쓰기 활동은 개념의 이해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개별 학습의 도구일 뿐,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반면, Chen, Park,과 Hand(2016)는 말하

기만 하기, 쓰기만 하기, 말하기와 쓰기를 순차적으로 하기, 그리고 말하

기와 쓰기를 동시에 하기 등의 네 가지 유형이 적용된 논의를 분석하

는데, 말하기와 쓰기를 동시에 할 경우 쓰는 행위는 개별 학습 도구

를 넘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로 확장되었다. 즉, 자신의 생각을 말하

면서 쓰게 될 경우, 쓰여 진 글 또는 그림은 다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고, 학생들은 서로 간의 비평을 통해 지식

을 조직화, 체계화 할 수 있었다. 또한 말하기와 쓰기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다른 세 가지 유형에 비해 정교화(elaboration), 통합(integration), 

도전(challenge), 방어(defense), 반 (reflection), 청중 인식(audience 

awareness), 다중 양식 표현(multimodal representation), 그리고 유추

(analogy) 등 다양한 인지적 기능들이 나타났다(Chen, Park, & Hand, 

2016).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제시한 쓰면서 말하는 논의의 결과물

은 주장, 동의, 반박, 정당화, 질문 등과 같은 논의에서의 담화 이동의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구성되

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 논의의 맥락과 연관 지어 평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논의

에서의 담화 이동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논의 과정의 시각화’를 과정중심평가

의 도구로 개발하여 활용하 다.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담화 이동을 

순차적으로 드러내므로 과학적 개념의 발달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학

생들의 논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Schwarz & 

Asterhan, 2011). 이 밖에도 앞서 Chen, Park,과 Hand(2016)가 밝힌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동시에 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을 갖는다. 즉, 

학생들은 쓰여 있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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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표현이 용이하며(Chen, Park, & Hand, 2016), 

글, 그림, 도식 등의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Chen et al., 2018; Chen, Park, & Hand, 

2016). 이 뿐만 아니라, 교사는 논의의 시각화를 통해 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수 학생들의 논의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하다(Schwarz & Asterhan, 2011). Schwarz와 Asterhan 

(2011)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소집단 논의를 시각화하 고, 이를 교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

다. 그 결과, 교사는 다수의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파악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피드백을 제공하 다. 비록 그들의 

연구에서 제시한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이 논의를 가시화한다는 장점

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를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논의는 펜과 종이를 이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학생과 교사 모두 한 

눈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의 실행을 위해 고등학교 과학과 

수업에 논의 과정을 시각화하는 활동을 적용하 고, 학생과 교사의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과학적 개념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를 살펴

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논의 과정을 시각화한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과학

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발달시켜 나가는가?

둘째, 교사는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 이해의 발달을 돕기 위해 논의 

과정을 시각화한 과정중심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Ⅱ. 연구과정 및 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2018학년도 1~2학기, 2019학년도 1학기에 걸쳐 경기도 

소재의 B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2018학년도 1학년 

9개 학급 250명(남132명, 여 118명), 2학년 자연계열 3개 학급 103명

(남 76명, 여 27명), 총 353명(남 208명, 여 145명)이다. 이 중 2학년 

자연계열 3개 학급의 학생 92명은 2019학년도 1학기에도 연구에 참

여하 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총 5명으로 교사들의 일반적인 정보

는 Table 1과 같다. B고등학교는 평균 소득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 

속해 있지만 전반적인 학력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B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로서 과학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연구 

의지와 과학 토론에 대한 관리자, 교사, 학생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연구는 1년 6개월에 걸쳐 1학년 전체 학급, 그리고 2, 3학년 자연계

열 전체 학급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2018학년도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에 과학관련 사회쟁점(SSI)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 

형식의 과학적 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논의 활동 자체에 거부

감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기호화하여 

나타내었는데, 2018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소집단의 구성원이 변경

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년도, 학년, 반, 해당 학기의 소집단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 다. 예를 들어, 2018학년도 1학기의 2학년 a반 

소집단1의 A학생은 1-2a1A로, 2019학년도 1학기의 3학년 a반 소집

단1의 A학생은 1′-3a1A로 나타내었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교사 공동체를 결성하여 매달 1회 

교과 연구 회의를 실시하 다. 이 때, 교사들은 수업 촬  상을 보면

서 논의 수업 진행 및 평가와 관련된 어려움과 노하우를 공유하 다. 

그리고 교사 공동체와 연구자는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수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체를 구축하 다. 이는 수

업과 평가의 담당자인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연구에 

반 하기 위함이었다.

2. 연구 세팅

가. 논의 주제와 내용

논의의 주제와 내용은 교과 목표, 교육 과정, 활동 시기 등을 고려

하여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현직 과학 교사인 박사과정 1인 및 석사 

과정 5인, 그리고 연구 참여 학교의 과학 교사들의 합의, 수정 및 

검토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한 주제 당 논의 문항은 평균 3개로, 

교육 과정 상의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적 개념을 점진적으

로 심화시킬 수 있는 문항과 과학적 개념을 실생활 또는 사회적 문제

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나. 논의 방식

논의의 방식은 소집단 내 논의와 소집단 간 논의로 구성되었다. 

소집단 내 논의에서 학생들은 소집단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 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집단 간 논의에서는 다른 소집단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 다. 하나의 주제는 수업 시수 및 진도 등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2~4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총 2차시로 이루어진 논의의 경우 1차

시에는 소집단 내 논의를, 2차시에는 소집단 간 논의를 진행하 고, 

총 3차시로 이루어진 논의의 경우 1~2차시에는 소집단 내 논의를, 

3차시에는 소집단 간 논의를 진행하 다(Table 3). 총 4차시로 이루어

진 논의의 경우, 1~2차시에는 소집단 내 논의를, 3차시에는 소집단 

간 논의를, 4차시에는 교실 전체 논의를 진행하 다.

하나의 소집단은 4~5인으로 구성하 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편성하 다. 학생들은 논의가 

진행되기 3~5일 전, 논의 주제를 미리 공지 받아 개인별로 사전 조사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 E교사

담당 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담당 과목 통합과학 통합과학 물리Ⅰ 화학Ⅰ
화학Ⅱ

지구과학
Ⅰ

전공
통합과학
교육

화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지구과학
교육

학위 박사과정 학사 학사 석사수료 학사

교직 경력
(2019학년도 

기준)
18년 5년 15년 16년 2년

토론 경험
(2019학년도 

기준)
3년 1년 2년 2년 1년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participating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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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도록 하 다. 이는 사전 조사를 통해 알아 온 정보가 과학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 주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Chen 

et al., 2018; Von Aufschnaiter et al., 2008). 학생들은 각자 다른 색깔

의 펜으로 A1 크기의 소집단 활동지에 주장, 근거, 결론, 질문, 동의, 

반박 등을 정해진 기호(Table 4)와 함께 적으면서 말하 다. 학생들이 

개인별로 다른 색깔의 펜을 사용하는 이유는 논의에 참여하는 학생뿐 

아니라 이를 평가하는 교사도 누구로부터 어떤 생각이 비롯되었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학생들은 정해진 기호를 사용하여 의

견을 표현함으로써 Toulmin(1958)의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주장, 근

거, 정당화, 반박 등의 논의의 요소를 익히고, 협력적으로 논의가 발달

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장, 근거, 반박, 동의와 

같은 논의의 요소를 약속된 기호로 표현하도록 하 기 때문에 학생들

은 좋은 논의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소집단 구성원의 합의된 논의 결과는 개인

의 아이디어와 다른 색깔로 구분하도록 하여 개인의 아이디어가 소집

단의 아이디어로 발전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과학적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소집단에 360도 VR 카메라를 설치

하여 논의의 전 과정을 촬 하 다. 360도 VR 카메라는 소집단의 

어느 위치에 놓아도 모든 소집단원들이 다 촬 되며, 카메라와 학생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소리가 작게 녹음되어서 다른 소집단으

로부터 생기는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카메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학생들은 촬 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루어진 자료 수집 결과, 

2018학년도 1학기에 516차시, 2018학년도 2학기에 651차시, 2019학

년도 1학기에 72차시의 상을 얻었으며, 이 중 논의에 적극적으로 

차시 시간(분) 활동 활동 내용

사전 개인 과제 사전에 배부된 개인 활동지에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적어옴

1 50 소집단 내 소집단 활동지에 서로 다른 색깔 펜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적음

2 50 소집단 내 소집단 활동지에 서로 다른 색깔 펜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적음 →  소집단의 논의 결과를 검은색 펜으로 적음

3

20 소집단 간
소집단 대표 한명은 자신의 소집단에 남고 나머지 소집단원은 다른 소집단으로 이동함(그 결과, 1소집단에는 1소집단 대표와 
2~4소집단에서 각각 한 명씩 온 학생들로 구성됨) → 의견을 교환함 → 방문자는 포스트잇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본인이 방문한 
소집단의 활동지에 붙임

20 소집단 간
소집단 간 논의 활동을 한 번 더 진행하되 같은 소집단의 구성원이 중복되어 방문하지 않도록 함(그 결과, 1소집단에는 1소집단 
대표와 5~7소집단에서 각각 한 명씩 온 학생들로 구성됨) → 의견을 교환함 → 방문자는 포스트잇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본인이 
방문한 소집단의 활동지에 붙임

10 소집단 내 소집단 간 논의 활동을 토대로 본인 소집단의 논의 결과를 수정 및 보완함 → 소집단의 변경된 논의 결과는 빨간색 펜으로 적음

Table 3. Flow of classes

요소 기호 요소 기호

주장 (내용) ! 질문 (내용) ?

근거 ∵ (내용) 동의
(다른 사람이 

쓴 내용)  
O

(본인이 쓴 
내용) 

결론 ∴ (내용) 반박
(다른 사람이 

쓴 내용)  
X

(본인이 쓴 
내용) 

Table 4. Symbols used in the scientific argumentation

학년 과목 연관 단원 논의 주제 논의 문항

2018
학년도
1학년

통합
과학

Ⅱ-1. 역학적 
시스템

놀이기구의 
운동과 안전

1. 세계의 유명한 놀이기구 1개를 소개하고, 이에 적용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1번에서 소개한 놀이기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능성)를 2가지 이상 설명하고, 각각의 해결책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시해 보자.
3.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기구 제작자라고 가정하고, 스릴 있으면서도 안전한 놀이기구를 고안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2018
학년도
2학년

물리
Ⅰ

Ⅱ-3.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기장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전기장판에서 자기장 또는 전기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실험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2. 전기장판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 보자.
3. 과학도로서 전기장판의 사용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화학
Ⅰ

Ⅰ-3. 화학 
반응식

탄산칼슘과 
산과의 반응

1. 학생 A는 달걀껍질 안에 들어 있는 탄산칼슘의 양이 달걀껍질의 90%라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자 
한다. 가능한 실험 방법을 설계하고,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그 실험결과를 예측해 보자.
2. 실제 실험을 실행하고, 소집단에서 예상한 결과와 비교해 보자.
3. 본인 소집단의 실험 결과를 다른 소집단의 결과와 비교하고, 결과가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지구
과학
Ⅰ

Ⅲ-1. 
대기오염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응책

1.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 
2. 미세먼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
3.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 학교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자.

2019
학년도 
3학년

화학
Ⅱ

Ⅰ-2. 
분자간의 
상호작용

수소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끓는점의 크기가 H2O>HF>NH3’ 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자들의 수소결합 모델을 각 분자별로 제시하고, 각 
분자들의 수소결합 모델을 아보가드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려보자.
2. 제시된 H2O, HF, NH3의 분자 모델 중 ‘끓는점의 크기가 H2O>HF>NH3’ 임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제시된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소집단이 만든 모델을 수정·보완해 보자.

Table 2. Examples of topics in the scientific arg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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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1~2개의 소집단을 학급별로 선정하여 상을 전사하 다. 

그 결과 전체 상의 약 10%에 해당하는 120차시의 상을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학생에게 있어서 과정중심평가는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다. 한편 교사에게 있어서 과정중심평가는 학생들의 현재 학습 상태

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Kim et al., 2015). 

이에 논의 과정을 시각화하여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어떻게 발달시

키는지를 자세히 분석하 고, 교사가 이 활동을 과정중심평가로 어떻

게 활용하는지를 탐색하 다. 먼저 학생 측면에서의 1차적인 결과 

분석은 촬 한 상과 상의 전사본, 그리고 참여관찰로부터 얻은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 다. 초기 코딩은 과학적 개념과 관련 있는 

발화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가면

서 과학적 개념을 설명한 경우는 ‘과학적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로,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과학적 개념을 사용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과학적 개념을 사용하기’로 코딩

하 다. 이러한 초기 코딩을 바탕으로 자료를 범주화하기 위한 초점 

코딩을 실시하 고(Charmaz, Thornberg, & Keane, 2017), 그 결과 

과학적 개념의 이해가 표출되는 특징을 논의 요소의 사용과 관련지을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논의의 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주장, 

근거, 질문, 동의, 반박과 같은 논의의 요소를 사용한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근거 없이 주장만 말하는 

학생에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박을 하 고, 이에 해당 학생

이 근거를 추가하여 재진술 함으로써 과학적 개념이 점진적으로 발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주장이 어떻게 수정되고 발달해 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의

에서의 담화이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담화이동의 분석은 

Clark과 Sampson(2008)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실시하 다. Clark과 

Sampson(2008)은 반박에 대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코딩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 모두를 반박(rebuttal)

으로 보았고, 진술에 대한 지지(support of a comment)는 반박과 반대

되는 의미에서 동의(agreement)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주장(claim), 주장 변경(change of claim), 동의(agreement), 반박

(rebuttal), 질문(query), 의미 명확화(clarification of meaning) 등 6가

지 요소에 대해 코딩을 실시하 다. 2차 분석은 소집단 활동지를 대상

으로 실제 발화 내용이 소집단 활동지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

는 과정이었다. 소집단 활동지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펜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주장, 근거, 질문, 동

의, 반박 등이 정해진 기호와 화살표와 함께 표기되었기 때문에 담화 

이동을 순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상의 전사본, 소집단 활동지, 

참여 관찰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여 비교하

고(Tyler,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 교육 전문가 1인과 박사 

과정 3인, 석사 과정 4인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의 합의를 통해 검토되

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 다. 또한 1저자와 교신 저자가 전사본의 

20%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코딩의 결과를 비교하 으며 89%의 

높은 일치를 보여 신뢰도를 확보하 다. 

과정중심평가에서 교사의 주요 역할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피드백

의 제공과 이를 반 한 수업의 개선이다(Kim et al., 2015; Lee et 

al., 2016). 그러므로 학생들의 논의 활동을 관찰한 교사가 이를 어떻

게 피드백과 연결시키고 수업에 반 하 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

다. 이를 위해 논의 과정을 촬 한 상과 상의 전사본, 그리고 

참여 관찰 결과를 검토하여 교사의 피드백 제공 및 수업 반  유형을 

분류하 다. 피드백의 유형에는 논의 진행 관련, 학생 참여 독려, 과학

적 개념의 이해 확인 및 촉진, 그리고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 

있었다. 수업 반 과의 연결성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을 찾기 위해 

피드백으로 제공된 점들이 그 단원의 후속 수업에서 어떻게 언급되고 

다루어지는지를 분석하 다. 교사가 수업을 계획·수행·평가하는 전체

적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공동체를 통한 

문답 및 비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 

종료 후 비구조화 된 인터뷰를 교사 당 2~3회씩 진행하 고, 과정중심

평가의 성적 반 이 종료되는 학기 말에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교사 

당 1회씩 실시하 다. 이 때 인터뷰의 질문은 과정중심평가를 통한 

과학적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논의 과정을 시각화

한 과정중심평가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정중심평가 

실행 전체 범주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성하 다. 연구 절차를 간단

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5).

Ⅲ. 연구 결과

1. 논의 과정을 시각화한 과정중심평가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

학생들은 논의 과정의 시각화를 통해 논의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한 과학적 개념의 정도를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과학적 개념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의 발화를 논의 요소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과학적 개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달해 나갔다. 첫째, 과학적 개념은 소집단 내 논의

에서의 질문 및 의미 명확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둘째, 동의 

및 반박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었다. 셋째, 학생들은 다

대상
분석

학생 교사

1차 분석

∙ 수업 촬영 영상의 전사본 및 참여관찰로부터 얻은 자료 분석
- 과학적 개념과 관련된 학생의 발화를 위주로 귀납적으로 실시
- 주장, 주장 변경, 동의, 반박, 질문, 의미 명확화 등 6가지 논의 요소에 
대해 코딩을 실시

∙ 수업 촬영 영상의 전사본 및 참여관찰로부터 얻은 자료 분석  
- 과정중심평가에서 강조하는 피드백의 제공, 수업의 개선 항목에 초점
을 두고 분석

2차 분석
∙ 소집단 활동지 분석
- 발화 내용에 대한 기록 과정 확인

∙ 교사의 수업 운영 과정 분석
- 참여관찰,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Table 5. Summary of data analysis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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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소집단과 결론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처음의 결론

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하 는데, 이 때 소집단 간 논의에서의 질문, 

의미 명확화 및 주장 변경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개념이 정교화되었다.

가. 소집단 내 논의에서의 질문 및 의미 명확화 과정을 통한 

과학적 개념의 구체화

소집단 내 논의에서 과학적 개념은 소집단 활동지에 표현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글 또는 그림, 도식으로 표현된 내용에 학생

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개인의 과학적 개념이 명료화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Chen, Park, & Hand, 2016). 특히, 

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지에 표현된 과학적 개념을 짚어가며 “뭐라고 

쓴 거야?”, “이게 뭐야?” 등과 같은 확인형 질문을 주로 하 는데, 이것

은 과학적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인 

동시에 상대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동료평가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껍질 속 탄산칼슘의 양이 90%임을 입증하는 

실험을 고안하는 논의’에서 1-2a7A는 달걀껍질과 묽은 염산을 반응

시킬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측정함으로써 달걀껍질 

속 탄산칼슘의 양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 다(Table 6의 1). 이 실험의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2a7B는 수상치환의 개념을 질문하 고

(Table 6의 2), 이에 1-2a7A는 구체적으로 수상치환을 그림으로 그려

가며 추가 설명을 하 다(Table 6의 3). 1-2a7C는 STP 상태의 개념과 

실제 실험실 공간이 STP 상태일 수 있는지를 질문하 고(Table 6의 

4, 8), 이에 1-2a7A는 샤를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을 이용하여 실험실

의 온도를 STP 상태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Table 6의 9, 11). 

번호 발화자 발화 내용 논의 요소

1 1-2a7A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부피를 이용하는 건데, CO2를 수상치환으로 포집해서 부피를 측정한다. 주장

2 1-2a7B 수상치환이 뭐야? 질문

3 1-2a7A
[그림을 그리면서] 수조에 물을 담아 놓고 눈금 실린더나 이런 걸 거꾸로 세워. 그리고 고무호스 같은 걸로 연결을 하면 물이 
꽉 차 있다가 이게 내려오거든. 기체가 쌓이면. 그래서 이 부피를 재면 기체의 부피야. 그리고 기체의 부피를 재고 이걸 STP 
상태로 바꿔.

의미 명확화

4 1-2a7C 이게(STP 상태) 뭐야? 질문

5 1-2a7A 0도씨 1기압 의미 명확화

6 1-2a7B 아, 이게 0도씨 1기압이라고? 질문

7 1-2a7A 22.4L 분의 부피로 몰수를 구해. 그 후는 동일해. 과정이. 주장

8 1-2a7C 그런데 여기서 이게(0도씨 1기압) 가능해? 질문

9 1-2a7A 샤를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을 이용하면 돼. 의미 명확화

10 1-2a7B 그게 뭘까? [웃음] 질문

11 1-2a7A

아는 사람 없냐? 어, 샤를의 법칙은 0도씨일 때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273분의 1씩 증가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만약에 여기 실험실의 온도가 25도면 25도일 때의 부피를 아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0도씨일 때의 부피니까 이걸 알고 온도를 알면 구할 수 있어. 보일의 법칙은 어차피 실험실이 1기압이라서 이용할 
필요 없어.

의미 명확화

12 1-2a7D 오차는 없어? 질문

13 1-2a7A 일단 CO2가 극소량이긴 한데 물에 녹아. 그래서 부피가 측정 오류가 날 수 있어. 주장

14 1-2a7B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질문

15 1-2a7A 뭐가 있을까? [1-2a7C를 바라보며] 뭐가 있지? [잠시 생각하다가] 쏘리.

Table 6. Transcript of the argumentation in 1-2a7 subgroup on ‘experimental design to prove that the amount of calcium 
carbonate contained in an eggshell is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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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mall-group activity sheet created by 1-2a7 subgroup
(각 숫자들은 Table 6에서 제시한 번호로서 소집단 활동지에 써진 내용을 실제 발화 내용과 일치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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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7D는 이 실험에서의 오차 발생 요인을 질문하 고(Table 6의 12), 

이에 1-2a7A는 이산화탄소가 극소량 물에 녹음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부피의 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답하 다(Table 6의 13). 이러

한 논의의 과정은 소집단 활동지에도 그대로 드러났다(Figure 1).

이처럼 질문과 의미 명확화의 과정은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고(Figure 2), 이를 다른 구성원들이 

공유함으로써 소집단 구성원 전체의 과학적 개념의 이해가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학생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과학적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의 발달을 위해 자발적

으로 동료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과정중심평가에서 말하는 자기

평가의 일환이다(Kim et al., 2015; Lee et al., 2016). 한편, 동료 학생

이 설명한 과학적 개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과정중심평

가에서 말하는 동료평가의 한 형태이다(Kim et al., 2015; Lee et al., 

2016). 즉,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동료 학생의 이해를 평가하는 것 역시 용이하

게 한다.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과정은 소집단 구성원이 협력적으로 

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해당 소집단 구성원들은 질문과 의미 명확화의 

과정을 통해 실험의 과정과 방법을 숙지할 수 있었고, 이는 실제 실험 

수행에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오차 발생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산화탄소 기체를 예상만큼 모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학적 개념이 심화되지 못한 채 정체

됨을 알 수 있다.

나. 소집단 내 논의에서의 동의 및 반박의 과정을 통한 과학적 

개념의 조직화

소집단 내 논의에서 학생들은 동의 및 반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집단의 결론을 도출해 나갔다. 소집단의 결론 도출 과정은 서로 

다른 주장 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주장들

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논의된 

과학적 개념들을 검토하 고, 다양한 과학적 개념들 중 하나를 선택

하거나 다양한 과학적 개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을 새롭게 조

직하고 재구성하 다. 이러한 동의 및 반박, 그리고 결론 도출의 과정

은 약속된 기호와 화살표에 의해서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소집단 구성

원들은 자신들의 논의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질 속 탄산칼슘의 양이 90%임을 입증하는 실험을 고안하는 논의’

에서 1-2a2A는 달걀껍질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킨 후, 생성되는 이산

화탄소와 물, 염화칼슘을 버리고 남은 양이 10%임을 측정하자고 주

장하 다(Table 7의 1). 반면, 1-2a2B는 달걀껍질과 묽은 염산을 반응

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직접 측정하자고 주장하 다

(Table 7의 16). 이에 1-2a2C와 1-2a2D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

다는 근거를 들어 1-2a2B의 주장을 반박하 다(Table 7의 17, 18, 

20, 22, 23, 26). 이 후,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실험을 

여러 번 하거나 다른 실험을 한 번씩 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1-2a2C

는 1-2a2A와 1-2a2B가 제시한 실험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결국 두 실험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실험을 소집단의 결

론으로 결정하 다(Table 7의 30~38). 이처럼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동의와 반박의 과정을 거쳐 

소집단의 결론을 도출해 나갔으며, 동의와 반박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 논의된 대안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제 3의 대안을 고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한 과학적 개념의 이해는 반응물의 

질량 변화 및 생성물의 부피 변화라는 하위 개념으로 분화되었다. 

학생들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반응물의 감소한 질량과 생성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며, 이 둘을 하나의 실험으로 설계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 실험

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반 하여 실험을 설계하 다. 

이처럼 학생들이 동의와 반박의 논의 요소를 사용하면서 소집단의 

1-2a7A의 과학적 개념 질문과 의미 명확화를 통해 과학적 개념이 구체화되는 과정

CO2를 수상치환으로 
포집해서 부피를 측정 수상치환?

수상치환 개념이  
그림으로 구체화 됨

STP상태로 변환 STP?
0℃, 1기압이라는 

STP의 개념이 구체화 
됨

구현 가능?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이용하면 가능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V=V0×(1+t/273)의 
수식을 통해 부피 

변환 가능

CO2의 물에 대한 
용해성으로 오차 발생 

가능 오차 제거?
미응답오차?

V/22.4L로 몰 수 구하기

Figure 2. Process by which scientific concepts are embodied through query and clarification of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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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화자 발화 내용 논의 요소

1 1-2a2A
얘네들(반응물)은 실험 동영상을 보니까, 얘(탄산칼슘)랑 얘(묽은 염산)랑 반응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날라가고 나머지 남더라구. 남은 단백질이랑 잔여물이 남더라고. 뚜껑을 닫고 달걀 껍데기 반응, 반응시켜. 그리고 
난 뒤에 3번에다가 얘네들, 물이랑 뚜껑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날려 보내고 물이랑 묽은 염산을 다 버려내.  

주장

2 1-2a2C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필요가 없나? 질문

3 1-2a2A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필요가 없지. 의미 명확화

4 1-2a2B 아~ (1-2a2A에 대한) 동의

5 1-2a2C 아~그거(이산화탄소)랑, 이거(물, 염화칼슘)를 다 뺀 다음에 달걀 껍데기 남아있는 그거(불순물)만 측정한다고. 의미 명확화

6 1-2a2A 재서 측정하면 90%

7 1-2a2D 그럴 거면 얘(탄산칼슘에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기)를 왜 해? 질문

8 1-2a2A 얘(묽은 염산)를 반응시켜서 탄산칼슘을 없애야지. 의미 명확화

9 1-2a2C 이걸(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반응시켜야지, 이걸(탄산칼슘을) 없애야지. (1-2a2A에 대한) 동의

10 1-2a2A 그래야지.

11 1-2a2C 응. (1-2a2A에 대한) 동의

12 1-2a2D 얘(탄산칼슘)를 어떻게 없애? 질문

13 1-2a2C 아니 그러니까.

14 1-2a2A 묽은 염산이랑..

15 1-2a2C

기존에 있던 거, 이걸로다가 하면 얘(탄산칼슘)는 사라지잖아? 사라진 나머지들이 있잖아. 지금 우린 얘(탄산칼슘)가 
90%인 걸 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게(미반응 반응물이) 10%라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1-2a2A)말은 
반대로 이걸(탄산칼슘을) 없애버리고, 이걸(미반응 반응물이) 10%라는 걸 (측정)해서 역으로 얘(탄산칼슘)를 90이
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1-2a2A에 대한) 동의,
의미 명확화

[중략]

16 1-2a2B

우리는 여기 이렇게 여기(삼각플라스크)에 다가 얘네(탄산칼슘과 묽은 염산)들을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CO2

를, 질량을, 이거(CO2의 질량)를 측정을 해서 탄산칼슘이랑 이산화탄소의 질량비가 100대 44인 걸 이용해가지구, 
여기에 질량을 대입해서 이거를 해서 얘(CO2의 질량)를 모르잖아. CO2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이거 양을 구한 다음에, 
이 비례식이 완성되잖아. 얘(CaCO3의 화학식량) 알고, 얘(CO2의 화학식량) 알고, 얘(CO2의 질량) 아니까. 그래서 
이걸(CaCO3의 질량) 구한다는 거야.

주장

17 1-2a2C CO2 양 측정이 잘 안 돼. (1-2a2B에 대한) 반박

18 1-2a2D 이렇게 가두면 남을 수가 있어. CO2가 남을 수가 있어. (1-2a2B에 대한) 반박

19 1-2a2B 응.

20 1-2a2D 실험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1-2a2B에 대한) 반박

21 1-2a2B 응.

22 1-2a2D 질량 감소량이, 질량이 줄어드는 걸 (이용하는 게 낫지). (1-2a2B에 대한) 반박

23 1-2a2C 그치, (1-2a2A의 의견을) 이용하는 게 낫지. (1-2a2B에 대한) 반박

[중략]

24 1-2a2B 나는 그걸로 할려고 했어. 유도관? 연결. 주장

25 1-2a2C 유도관 연결.

26 1-2a2D 유도관 연결해도 (이산화탄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1-2a2B에 대한) 반박

27 1-2a2B 어, 그치. 그럴 수 있으니까. 주장 변경

28 1-2a2C 이거(1-2a2B의 주장)보단 이게(1-2a2A의 주장이) 낫겠다. (1-2a2A에 대한) 동의

29 1-2a2D 이게(1-2a2A의 주장이) 더 정확하긴 할 것 같아. (1-2a2A에 대한) 동의

[중략]

30 1-2a2B
그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얘(1-2a2A가 제시한 실험) 하나하고 얘(1-2a2B가 제시한 실험) 하나해서 두 개의 
평균값을 내면 안 돼?

주장

31 1-2a2C
두 개 할 필요 없지. 그냥 하나로 이어버릴 수가 있지.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해. 그 다음에 여기 남아 있잖아. 
솜이랑 물 버리고서 바로 이어서 가 버리면 되지.

주장

32 1-2a2B 이러면 두 개의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1-2aC에 대한) 동의

33 1-2a2C 어, 두 개를 해버리면 되지.

34 1-2a2B 너네 둘이서 하나 하고 우리 둘이서 하나 하면 동시에 해서 평균값을 내면……. 주장

35 1-2a2D 두 개를 동시에 하자? 질문

36 1-2a2C
아니, 동시가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다니까. 이거 실험을 했잖아? 아래쪽에 가라 앉아 있을 거잖아. 얘(1-2a2A) 
말은 거기서 이거 물이랑 그것까지 버리고 측정하면 된다고 하니까 두 개를 연속으로 해 버릴 수 있지.

의미 명확화

37 1-2a2D 아~ 얘(1-2a2A가 제시한 실험)를 따라 하는 거. (1-2aC에 대한) 동의

38 1-2a2C 얘(1-2a2A가 제시한 실험)랑, 얘(1-2a2B가 제시한 실험)랑 혼합.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어. 의미 명확화

Table 7. Transcript of the argumentation in 1-2a2 subgroup on ‘experimental design to prove that the amount of calcium 
carbonate contained in an eggshell is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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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개념은 점차 체계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소집단 활동지에도 그대로 드러났

다(Figure 3, 4). 

그러나 1-2a2A가 제시한 실험은 달걀껍질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 

이외의 성분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지 않고 고체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실험 설계에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1-2a2A가 제시한 실험

1-2a2B가 제시한 실험

소집단의 결론 (1-2a2A와 1-2a2B가 제시한 실험이 통합된 형태)

실험 수행 후 수정된 결론

Figure 4. The overall small-group activity sheet created by 1-2a2 subgroup

Figure 3. Small-group activity sheet created by 1-2a2 subgroup (left), reconstruction of the 
small-group activity shee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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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1-2a2D가 “그런데, 불순물이 단순히 고체일 경우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잖아.”라고 말함으로써 지적된 바 있지만, 말한 내용을 소집

단 활동지에 적지 않아 더 이상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 다. 

결국, 1-2a2D의 주장이 유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1-2a2소집단은 이

를 개진시키지 못한 채 실험을 실시하 고, 실험 진행 중 본인들이 

설계한 실험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다른 방법(달걀껍

질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기고 난 뒤, 이산화탄소만을 날려 보내고 

남은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말로만 이루어진 의견은 학생들이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소집단 활동지 상에 시각화된 내용은 논의를 심도 있게 만드는 담화 

개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Chen, Park, 

& Hand, 2016)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논의의 시각화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과학적 개념을 발달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소집단 간 논의에서의 질문, 의미 명확화 및 주장 변경을 

통한 과학적 개념의 정교화

소집단 간 논의 시, 학생들은 다른 소집단과 논의의 결론을 공유하

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적 개념에 대해 질문하 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던 과학적 개념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발견

하고 수정하 다. 그 결과 소집단의 결론은 더 다양한 과학적 개념들

을 포함하는 형태로 발달하 다. 예를 들어,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의 리히터 규모는 비슷하나, 포항 지진의 진도가 

더 컸던 이유에 대한 논의’에서 1-2a1B는 경주의 지반이 점토처럼 

물렁거려서 충격이 완화되었고, 포항의 지반이 단단하여 충격에 의해 

깨졌기 때문에 포항의 진도가 더 큰 것이라고 설명하 다. 해당 소집

단의 구성원 중에는 1-2a1B 외에 관련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

며, 1-2a1B가 소집단의 리더로서 평소 과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은 별 다른 반박 없이 1-2a1B의 주장을 소집단

의 결론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하 다. 1-2a1B는 소집단 내 논의에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검토되지 못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확인

하기 위해 소집단 간 논의에서 1-2a7G에게 퇴적층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 다(Table 8의 3). 이 때, 1-2a1B는 소집단 내 논의 시 본인이 

사용한 단어(꿀렁꿀렁)를 언급하여 자신이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 확

인하고자 하 다(Table 8의 7). 결국 1-2a1B는 1-2a7G와 1-2a2J로부

터 “포항이 섬과 섬을 매립한 지역으로 퇴적층이 얇아 액상화 현상이 

생기면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경주에 비해 진도가 더 크게 나타

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Table 8의 4~8, 19). 이 내용은 1-2a1B가 

소집단 내 논의에서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1-2a1B는 소집

단 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의 

오류를 깨닫고, 1-2a7G와 1-2a2J가 말한 과학적 개념을 수용하 다. 

그 결과 1-2a1B는 소집단 간 논의 후반부에 이르러, 1-2a7G와 1-2a2J

로부터 들은 내용이 마치 본인 소집단의 결론인 것처럼 설명하 다

(Table 8의 20). 1-2a1B는 소집단 간 논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집단으

로 돌아온 구성원들에게 액상화 현상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전달하

고, 1-2a1소집단은 1-2a1B의 주도 하에 소집단 간 논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자신들의 결론을 보완하 다(Figure 5).

이와 같은 결과는 소집단 내 논의에서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과학적 개념이 소집단 간 논의를 통해 정교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학생들은 소집단 내 논의와 마찬가지로, 소집단 간 논의에서 질문과 

의미 명확화 과정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발달시켜 나갔다. 다만, 소집

단 내 논의에서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질문

을 하는 반면, 소집단 간 논의에서는 소집단 내 논의를 통해 미해결된 

과학적 개념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집단 간 논의는 다른 소집단의 결론을 토대로 학생들 스스로 잘못

된 개념을 찾아서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해 주었는데, 이것은 

이 활동이 과정중심평가에서 강조하는 동료평가, 자기평가의 기능을 

수행함을 뜻한다(Kim et al., 2015; Lee et al., 2016). 학생들은 다른 

소집단의 결론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논리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나

아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에 대해 점검하 다. 이 때, 

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지를 짚어가며 본인의 소집단 내 논의를 다른 

소집단의 구성원에 소개해 주었고, 다른 소집단의 구성원들은 보충해 

줄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소집단 활동지에 붙여 놓았다. 즉, 소집단 

소집단 내 논의 결과 도출된 결론

다른 소집단(1-2a2)의 

결론

소집단 간 논의 이후 수정된 결론

Figure 5. Small-group activity sheet created by 1-2a1 sub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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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는 다른 소집단과 논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도구이자 다른 

소집단과의 의사소통을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사의 역할 및 과정중심평가의 활용

과정중심평가에서는 학생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

을 개선하는 데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여긴다(Kim et al., 2015; Lee et al., 2016). 이를 반 하여 논의 과정에

서 나타나는 교사의 발화를 피드백의 제공과 수업의 개선 측면으로 

살펴본 결과, 교사는 소집단 활동지를 학생들의 논의 과정을 파악하

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고, 소집단 활동지에 시

각화된 논의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여 

번호 발화자 발화 내용 논의 요소

1 1-2a1B 그리고 퇴적층 얘기한 사람? 질문

2 1-2a3E 나.

3 1-2a1B 너(1-2a7G)네는 퇴적층 왜 그런 거야? 다 얘기 해봐. 질문

4 1-2a7G 포항은 퇴적층이 얕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진이 더 크게 나타난다, 지형 때문에. 주장

5 1-2a1B 액상화 때문에? 질문

6 1-2a7G 퇴적층이 약하고 진동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지반이 질퍽질퍽하고. 주장

7 1-2a1B 꿀렁꿀렁 한다고? 진동할 때? 질문

8 1-2a7G 어, 그래서 크게 일어나는 것 같다고 했어. 주장

9 1-2a1B 너네도 그런 얘기야? 퇴적층? 질문

10 1-2a6H 포항에 있는 아래에 있는 지질이 역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OO부[안들림]가 조금 더 크게 휘어진다고. 주장

11 1-2a1B 음~

12 1-2a8F 경주는 주향이동이라 이렇게 밀려가지고 피해가 크지 않은데 포항은 위, 아래 움직여서 피해가 크다고 했지. 주장

13 1-2a1B 아~ 주향이동이야? 질문

[중략 - 자리 이동하여 두 번째 소집단 간 논의를 진행함]

14 1-2a1B 아까 전 모둠에서 왔다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됐어.

[중략]

15 1-2a1B 일단 공통적으로 진원 깊이는 다 썼네. 의미 명확화

16 1-2a1B 이건 다른 조에서 얘기해줬는데 단층 차이 때문에 달라진다고. 주장 변경

17 1-2a2J 그치, 나도 이거 엄청난 발견이라고 적어왔어. 동의

18 1-2a1B 그래서 경주는 주향이동단층이라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 포항은 역단층이라 피해가 크다고. 주장 변경

19 1-2a2J
포항이 피해가 컸던 이유가 진원지가 얕은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진동이 많이 느껴졌고 두 번째는 여기가 섬과 섬을 흙으로 
매립해서 만들어서 지반이 약하대.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이게 증폭이 된대.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났어. 

주장

[중략]

20 1-2a1B
일단 우리 조가 얘(1-2a2J)네랑 되게 비슷하거든. 섬과 섬을 매립해서 만들어진 게 퇴적층이니까 지반이 약해서 액상화 현상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주장 변경

[중략 – 자리 이동하여 원래의 소집단으로 돌아 와 소집단 내 논의를 진행함]

21 1-2a1A 나 엄청난 걸 알아 왔어.

22 1-2a1B 나도 많은 걸 알았어.

23 1-2a1A 우리 너무 없어.

24 1-2a1B 우리 너무 없는 게 아니야.

25 1-2a1C 뭘 알아왔는지 말하자.

26 1-2a1B 상태, 액상화 되는 거, 그리고 단층. 주장 변경

27 1-2a1A 어, 역단층. 동의

28 1-2a1C
그리고 도심의 차이도 있었어. 경주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 피해가 적은데 포항은……. 근데 이건 아닌 거 같은 게 그건 진도가 
아니라 피해야.

주장 변경

29 1-2a1A 진도가 피해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 의미 명확화

30 1-2a1C
근데 객관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흔들리는 정도만 따지는 거야. 시골도 같은 정도로 흔들리더라도 피해는 차이가 나잖아. 
진도하고 피해하고는 다른 거야. 진도는 그냥 흔들린 정도야.

의미 명확화

31 1-2a1B 그리고 액상화 현상, 2모둠에서 액상화 현상 들었냐? 주장 변경

32 1-2a1A 그런데 OO는 역단층, 주향이동 단층 아니라던데. 같은 그거래. 지형이 같대.

33 1-2a1B [빨간색으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함]

Table 8. Transcript of the argumentation in 1-2a1 subgroup on ‘the reason why the Pohang earthquake in 2016 is bigger 
than the Gyeongju earthquake in 2017 even though both of the Richter magnitude scales are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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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개선하 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업 유형의 변화로 이어졌다.

가. 피드백의 제공

교사들은 논의 과정이 시각화된 소집단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의 

논의 진행 상태 및 논의 깊이 정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다. 교사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소집단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논의 과정을 파악, 이를 바탕으로 한 첨언 및 

질문을 포함한 피드백을 제공하 다. 이 과정에서 교사에 따라 피드

백을 제공하는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B교사의 경우,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문제를 발견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조금씩 알려

주는 등 비계를 적용한 피드백을 제공하 다. 예를 들어, ‘ 양제 안에 

들어 있는 철, 칼슘, 마그네슘 등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하는 논의’에서 1-1a4A는 철, 칼슘, 마그네슘을 수용액 상태로 

바꿔서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조사해 왔지만, 실험의 목적과 내

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 다. 이에 학생들은 B교사에게 

실험 설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 고(Table 9의 9, 11, 15, 17, 19), 

B교사는 직접적으로 실험 설계에 대한 조언이나 답을 제공하는 대신 

“잘 하고 있는데”, “그럼 생각 해 보면 되지”라며 문제 해결을 어려워

하는 학생들을 독려하 다(Table 9의 10, 18). B교사는 소집단 활동지

에 적혀져 있는 논의 과정을 파악한 뒤(Table 9의 14, 16), 학생들이 

제시한 실험이 무엇을 알기 위한 실험인지를 질문하 다(Table 9의 

20, 22). 이는 B교사가 학생들이 이 실험의 목적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이에 따라 필요한 과학적 개념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이온결합 상태로 존재해야 함’임을 발견할 

번호 발화자 발화 내용 교사의 발화 특징

1 1-1a4B [머리를 양 손으로 감싸며] 아 이거 어떡해야 되지?

2 1-1a4A 조사, 조사를 해왔어야 됐어.

3 1-1a4B 조사 한 게 왜 이래?

4 1-1a4A 뭐?

5 1-1a4B [1-1a4A가 적은 내용을 읽으며] 철, 칼슘, 마그네슘을 수용액 상태로 바꿔서 전기를 통하여…….

6 1-1a4A 나도 모르겠어.

7 1-1a4B 전기 안 통하면은 그게…….

8 B교사 응. 계속해. 들어보게.

9 1-1a4A 쌤, 조사를 안 해서……. 

10 B교사 잘 하고 있는데, 이거?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답을 제공하는 대신, 

먼저 문제 해결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독려함.

11 1-1a4A 잘 모르겠어요.

12 B교사 어.

13 1-1a4B 저희 2번이……. 

14 B교사 보자, 어떤 거?
소집단 활동지를 들여다보며 논의의 과정을 

파악함.

15 1-1a4B 조사를 한 명 [1-1a4A를 가리킴] 밖에 안 해가지고…….

16 B교사 어~ 어떻게 됐는데?
소집단 활동지를 들여다보며 논의의 과정을 

파악함.

17 1-1a4B 이게 맞는 건지…….

18 B교사 음, 그럼 생각 해 보면 되지. 문제 해결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독려함.

19 1-1a4B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걸 알아볼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20 B교사
자, 2번 실험은 어떻게? 철, 칼슘, 마그네슘을 수용액 상태로 바꿔서 전기를 통하게 했을 때, 
어느 게 통하는 지 실험을 해 본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짐.

21 1-1a4D 금속인지, 아닌지……. 아닌……? [옆의 학생 눈치를 봄]

22 B교사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유도함.

23 1-1a4B 이걸로 영양제 형태를 알 수 있어?

24 B교사
약간 힌트를 줘 볼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통하게 하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야?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통하려면 +나 -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 -는 원자상태로 있어, 이온상태로 있어? 
양이온, 음이온, 그치? 그런 이온 상태에 있는 것들이야. 걔네들의 결합이 이온결합 물질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함.

25 1-1a4B 그니까 이거는 이온결합, 이온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거?

26 B교사 응, 할 수 있지.

27 1-1a4B 아~ [A에게] 빨리 대답 풀어줘, 이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28 1-1a4A 뭐라 써야 돼?

29 1-1a4B 이온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라고.

Table 9. Transcript of the argumentation in 1-1a4 subgroup on ‘experimental design to identify the forms of iron, calcium, 
magnesium, etc. in nut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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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Table 9의 24). 그 결과, 

학생들은 해당 실험을 통해 양제 속 성분이 이온 상태인지 아닌지

를 확인해야 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답

할 수 있게 되었다(Figure 6). 요약하면, B교사는 소집단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의 논의 과정 및 개념 발달을 파악한 후, 답 대신 적절한 

실마리를 주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알려주는 방식으

로 피드백을 제공하 다. ‘우리 주변에서의 산화와 환원 반응 및 산소

가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논의’에서 

2-1b2C는 교사에게 갈변현상과 부패의 차이점을 질문하 고, A교사

는 “갈변이랑 (썩는 것은) 약간 다른데 결과적으로 비슷하겠지”, “갈

변된 음식은 먹을 수 있어. 근데 썩은 건 못 먹잖아. 그게 차이라고 

해석하면 될까?”라고 답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A교사의 피드백 방식

은 학생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교사가 적절한 답을 제공해 주어

야 학생들의 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 2-1b2C는 A교사의 피드백을 듣고 “갈변이 점점 강해지면 

썩는 거예요?”라는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A교사가 제공하는 답의 형태가 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이라는 점이다. 즉, 교사는 학생들의 논의

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었고, 그 결과 학생들은 논의의 최종 결론에 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

서 개방적인 태도로 응답을 할 경우, 학생들의 논의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교사의 경우, 소집단 별 피드백은 가급적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 

반면, 교실 전체 논의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논의 결과

를 비교하는 형태로 피드백을 제공하 다. 이것은 평가가 성적에 반

될 경우 교사의 개입이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여기는 D교사

의 평가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D교사는 성적에 반 되는 활동

인 소집단 내, 소집단 간 논의에서 학생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 고 “잘 생각해 봐”, “그건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 같은데”라

는 식으로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것을 요구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은 

사전에 조사한 내용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부 논의에서 오개념을 유발한 원인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D교사는 교실 전체 논의에서는 학생들의 논의 과

정을 서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하 고 유의미한 

결론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 다. 2019학년도 1학기 3학년 학생

들은 ‘끓는점의 크기가 H2O>HF>NH3임을 설명하기 위한 수소결합 

모델을 분자별로 제시하기’라는 주제로 소집단 내 논의와 소집단 간 

논의를 하 고, 마지막 차시에는 교실 전체 논의를 하 다. 이 때, 

D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소집단 활동지를 칠판에 붙여서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여 본인 소집단의 논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하 다. 

학생들은 다른 소집단의 논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 다. D교사는 소집단 

별로 제시된 논의 과정을 요약하고 논의 과정에서 보여 진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 으며, 학생들이 간과한 개념을 

제시해 주는 형태로 피드백을 제공하 다. 예를 들어, D교사는 1′-3b5

소집단이 다른 소집단과는 달리 분자 간 상호작용에 향을 주는 요

인으로 전기음성도, 오비탈 개념을 언급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 고, 다른 소집단도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 하 다. D교

사의 예를 통해, 소집단 별 피드백은 학생들의 논의를 올바른 방향으

로 이끄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피드백이 없을 경우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뿐 아니라 논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전체 학생

을 대상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도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수업의 개선

교사들은 소집단 활동지를 활용하여 소집단 별 및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드러날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문제의 진술

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개선하 다. 예를 들어, 통합과학 교과

의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단원에서 진행된 논의는 ‘ 양제 속 철, 

칼슘 등의 성분이 이온결합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속 상태의 철, 

칼슘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알기 위한 논의’ 는데, 제시된 

문제의 진술에서 ‘형태’라는 단어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왔다(Table 10). 이에 교사는 학생들이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문제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변경하 다(Table 

11). 그 결과, 학생들은 형태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고 이온결합 화합

물과 금속의 차이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수업의 개선은 위와 같이 논의 활동 중에 즉각적인 형태로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업의 유형을 변화시키는 형태

로도 이루어졌다. 2018학년도 2학기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

행된 화학Ⅰ 논의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물이 암모니아보다 끓는점

Figure 6. Small-group activity sheet created by 1-1a4 subgroup (left), reconstruction of the 
small-group activity shee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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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 물 분자의 중심 원자인 산소가 암모니아의 

중심 원자인 질소에 비해 비공유전자쌍이 더 많고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소수의 학생에 의해 두 분자의 끓는점 차이

가 분자의 3차원적인 배열의 차이라고 언급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분자 간의 인력에 미치는 향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 다. 이

에 D교사는 해당 학생들이 3학년으로 올라간 2019학년도 1학기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되,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문제를 재구성하 다(Table 12). D교사는 끓는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심원자의 전기음성도와 비공유 전자쌍의 수만을 고려할 

경우,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H2O, NH3 

이외에 HF를 문제에 추가하 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보가드로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소결합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분자 

구조를 3차원 입체적으로 모델링하게 하 다. 또한 소집단 간 모둠 

이후 교실 전체 논의를 추가하여 교사와 전체 학생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적 개념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2019

학년도 1학기에 이루어진 논의에서 학생들은 수소결합화합물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만큼만 수소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의 입체적 안정성과 분자 내 전자 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

소결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Table 12). 

이처럼 논의 과정을 시각화한 과정중심평가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학생이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여 이를 개선시키

고자 하 다. 학생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과학적 개념의 이해 자체

에 있는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 고, 문제의 진술

에 오류가 있는 경우 문제의 진술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개선

하 으며, 심화된 내용의 이해가 필요한 경우 논의 주제의 폭과 깊이

를 확장시키는 식으로 수업 유형에 변화를 주었다(Figure 7).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 이해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과학적 개념을 더욱 발달시킨다. 이것은 과정중심

평가의 주요 목표인 학습을 위한 평가의 형태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15; Lee et al., 2016).

다. 성적에의 반영

논의 활동을 성적에 반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들의 평가관 

및 논의 과정의 시각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논의 

활동의 과정중심평가가 성적과 무관한 평가로만 남게 될 경우, 현실

적으로 논의 활동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모든 논의는 학생들의 성적에 반 되

는 평가 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기 위한 채점 기준표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 고, 논의가 

종료된 이후 소집단 활동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채점을 실

번호 발화자 발화 내용

1 1-1b4B
나는 영양, 영양제 안에 들어 있는 거랑 금속 안에 들어있는 거랑 다르다고 조사해서 나왔거든. 왜냐하면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화합물로 
합쳐져 있고, 금속 안에는 순수로, 그 원자가 들어있고, 영양제 안에는 합쳐져서 이온화 된 게 들어있어. 그래서 나는 형태가 다르다고 나왔어.

2 1-1b4C
나는 영양제 속에 존재하는 거는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뭐지, 금속상태로 있는 거는 산화물로 존재했을 경우에는 그 뭐지, 발화점이랬나? 
뭔가 되게 높아져서 자연 속에서 원석으로 혼자 있을 수 없다고 조사해가지고. 화합물로 존재한다고 조사했어. 그래서 다른 형태야.

3 1-1b4A 그러면 너네 둘은 일단 다르다는 입장이고 나는 같다는 입장이거든. 일단 내가 반박을 먼저 할게.

4 1-1b4C 산화물은 어, 다른 것들과 합쳐지지 않은 100% 단일체. 

5 1-1b4A
내가 먼저 애한테 [1-1b4B를 가리키며] 반박을 할게. 나는 이 질문의 의도가 그니까 화합물이나, 어쨌든 화합물이나 그 순금속이나 어찌됐건 
그 금속이 있는 건 똑같잖아. 그렇지?

6 1-1b4B 형태가 다르지.

7 1-1b4A
형태만 다를 뿐, 아니야. 야, 형태는 똑같애. 근데 이온화 여부야. 그리고 그 순도 차이고, 그니까 그리고 이제 중금속 여부인 거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질문에서는 이 금속이 같다는 걸 물어본다고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8 1-1b4B
어,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예시가 있어. 마그네슘 영양제 중에 스테아린산이라는 마그네슘 있거든. 원래 금속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형태가 
가지형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 [그림을 그리며 말함] 원자형태로 나타내면은 근데 그냥 마그네슘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핵이 있고, 핵에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모양이 달라. 원자형태로 하면은, 그래서 나는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해.

9 1-1b4A

그러면 우리 여기 의견 먼저 정리하자. 그러면 일단 나도 그러면 니네가 얘기한데로, 그 다른, 근데 그 우리가 이유는, 이유는 비슷하거든?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결론이 우리가 달라. 나는 같은 형태라고 하고, 니네는 다른 형태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똑같단 
말이야. 일단 어, 다른 형태라고 하고 우리 모둠의 의도를, [검은색 펜으로 적으면서] 우리 모둠은 일단 다른 형태야. 그 이유는, 일단 맨 첫 
번째 어, 뭐라 얘기해야 되지? 예시를 들까? [1-1b4B가 그린 그림 가리키며] 이거 이름 뭐라고?

Table 10. Transcript of the argumentation in 1-1b4 subgroup on ‘experimental design to identify the forms of iron, calcium, 
magnesium, etc. in nutrients’

수정 전 수정 후

문제 진술

1. 영양제 안에 들어 있는 철, 칼슘, 마그네슘 등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까? 이것은 금속 상태의 철, 칼슘, 마그네슘 등과 같은 형태일까? 
2. 위의 1번 문항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해 보자.
3.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에는 합성 영양제과 천연 영양제이 있
다. 두 비타민의 차이점을 조사해 보고, 어떤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토론해 보자.

1. 우리 주변에서 철과 칼슘은 금속 상태이거나 이온결합화합물로 존재
한다. 그렇다면 철분제 속의 철과 칼슘제 속의 칼슘은 어떻게 존재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논의해 보자. 
2. 위의 1번 문항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해 보자.
3.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에는 합성 영양제과 천연 영양제이 있
다. 두 비타민의 차이점을 조사해 보고, 어떤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토론해 보자.

Table 11. Change in the problem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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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논의 평가를 크게 개인 평가와 소집단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개인 평가 항목으로는 사전 조사, 논의 

참여도, 근거 사용, 핵심아이디어 제시, 다른 소집단에 의견 제시가 

있었고, 소집단 평가 항목으로는 상호 작용, 소집단 전체의 결론 도출, 

다른 소집단에의 피드백이 있었다. 사전 조사는 내용의 충실도에 따

라 상-중-하로 평가하 고, 논의 참여도는 소집단 활동지에 써진 발언

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하 다. 근거 사용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

적 근거의 사용 여부로 평가하 고, 핵심아이디어는 소집단의 결론에 

향을 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평가하 다. 그리고 소집

단 간 논의 시, 자기 소집단의 의견을 제시하 는가의 여부도 개인의 

평가에 포함되었다. 소집단 활동지에 드러난 상호 작용의 정도는 화

살표의 횟수로 평가하 으며, 소집단 전체의 결론이 과학적 근거 및 

논리적인 과정에 의거하여 타당하게 도출되었는가의 여부도 평가하

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집단 의견이 발전하는 데 가장 큰 향을 

끼친 소집단을 선정하도록 하여 다른 소집단에의 피드백 정도를 평가

하 다. 이와 같은 평가에서 교사들은 논의 참여도, 다른 소집단에 

의견 제시, 상호작용, 다른 소집단에의 피드백과 같은 양적 평가의 

기준에 의한 논의 평가는 큰 무리 없이 수행하 지만, 근거 사용, 핵심

아이디어 제시, 소집단 전체의 결론 도출과 같이 질적 평가의 기준에 

의한 논의 평가는 다소 어려워하 다. 그 이유는 무엇이 과학적인가

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다수의 학생 활동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글을 일일이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과학적 논의

가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좋은 과정중심평가 도구라고 인식하 다.

이전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토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적에 

넣지는 않았어요.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일단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으니까 평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 하나 읽어 

본다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다 만점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변별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D교사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그러나 교사의 평가관에 따라 논의의 과정에 개입하는 정도는 다르

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는 공정하고 변별 가능해야 한다

는 인식이 강한 D교사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평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피드백을 꺼려하 으며, 논의 방식 및 채점 방식과 같은 일반

적 수준의 설명을 제외하고는 논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 반면, 

평가의 공정성보다는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협업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A교사는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생들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 다. A교사는 논의 초반에 

논의 주제에 대한 설명 또는 소집단 활동지의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피드백을 주던 것에 비해, 논의 후반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새로운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위주로 

피드백을 주었다.

A교사: 어떤 수행이든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험실에서 

4인 1조로 실험하잖아요. 그건 공정할 거 같애요?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옆에서 도와주니까. 근데 모든 평가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해야만 하는가

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협력, 협업 부분이 있잖아요. [중략] 얘넨 

팀인 거예요. 팀이 서로 챙겨 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연구자: 어차피 공정하지 못할 바에는 그런 거라도 키워주는 토론 방식

이 낫다?

A교사: 낫다는 거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원한다면 테스트

(지필평가)를 해야죠. 옛날식으로 가려 놓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

든요.

2018학년도 2학년 2학기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논의 주제

1. 물과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비슷함에 불구하고 물의 끓는점은 100℃
인 반면 암모니아는 –33.4℃이다. 그 이유를 분자 구조와 연관 지어 
설명해 보자.
2. 물이 굽은형이 아닌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연 현상 및 생활 
속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3. 물이 굽은형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재활용품을 이용하
여 제작하고, 그 모형이 갖는 장점과 한계에 대해 토론해 보자.

1. ‘끓는점의 크기가 H2O>HF>NH3’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자들의 수소결합 
모델을 각 분자별로 제시하고, 각 분자들의 수소결합 모델을 아보가드로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그려보자.
2. 제시된 H2O, HF, NH3의 분자 모델 중 ‘끓는점의 크기가 H2O>HF>NH3’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제시된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모둠이 만든 모델을 수정·보완해 보자.

논의 결과
(예시)

1. H2O에서 산소는 비공유전자쌍이 2쌍이므로 2개의 수소결합을 
할 수 있고, NH3에서 질소는 비공유전자쌍이 1쌍이므로 1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물의 끓는점이 암모니아보다 더 높음.
2. H2O의 중심 원자인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NH3의 중심 원자인 
질소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물의 수소결합력이 암모니아보다 더 
높아서 끓는점이 높게 나타남.

1. H2O 한 분자는 수소가 2개, 비공유전자쌍이 2쌍으로 수소와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일치해 전기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므로 평균적으로 2개의 수소결합을 할 
수 있음. 그러나 NH3는 수소가 3개, 비공유전자쌍이 1쌍이며, HF는 수소가 
1개, 비공유전자쌍이 3쌍이므로 평균 1개의 수소결합을 함. 즉, 한 분자당 평균 
수소결합의 수가 가장 많은 물이 제일 끓는점이 높게 나타남. HF와 NH3는 
한 분자당 평균 수소결합의 수가 같지만 중심원자의 전기음성도가 N보다 F가 
크기 때문에 HF의 끓는점이 더 높게 나타남.
2. 암모니아는 한 분자당 원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분자들이 가까이 
배치되지 못하여 끓는점이 제일 낮음.

Table 12. Development of scientific concept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topic

Figure 7. Process by which teachers utilize results of a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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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논의 과정을 시각화한 과정중심평가에서의 과학적 

개념 이해의 발달 과정에 대해 분석하 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소집

단 내 논의와 소집단 간 논의에서 논의 과정의 시각화를 통해 자신과 

동료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을 파악하 고 협력적 의사소

통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발달시켜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과정중심평가에서 강조하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방식이다. 과학

적 개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달하 다. 첫째, 학생들은 소집

단 내 논의에서의 질문 및 의미 명확화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구체화하 다. 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 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과학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 다. 둘째, 학생들

은 소집단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동의 및 반박을 사용하여 과

학적 개념을 조직화하 다. 학생들은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박하 고, 소집단의 결론을 하나로 합의하

는 과정에서 다양한 과학적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다. 셋째, 

학생들은 소집단 간 논의에서 결론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서 소집단의 결론을 수정하고 보완하 는데 이 때 질문, 의미 명확화 

및 주장변경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개념은 정교화되었다. 학생들은 

소집단 간 논의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과학적 개념에 대해 

학습하 고,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을 발견하여 이

를 수정, 보완하 다.

한편, 교사가 논의 과정을 시각화한 과정중심평가를 어떻게 활용하

는지를 알아본 결과, 교사는 학습을 위한 평가의 형태로 과정중심평

가를 진행하 다. 교사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논의 과정이 

시각화된 소집단 활동지를 관찰하면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

을 진단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 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

이 첫째, 과학적 개념의 이해 부족에 있는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마리를 알려주는 등 피드백을 제공하 다. 둘

째, 주어진 문제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문제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변경하 다. 셋째, 특정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 학생들

이 다양한 의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논의 주제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수업의 구성을 변화시켜 심화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 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논의는 모두 성적에 반 되는 평가 기 때문에 

교사들은 논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채점 기준표

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논의 과정의 시

각화가 논의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채점이 

용이하다고 말하 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 과정의 시각화가 과정중심평가의 도구로

서 갖는 의미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과학적 개념의 이해 정도와 과학적 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을 잘 드러내 

주는 평가도구이다. 과정중심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구 사항은 

학습의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학생 

개인의 개념 발달 정도를 드러낼 뿐 아니라, 학생들의 협력적 논의가 

개인의 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보여준다. 학생들

은 소집단 내 논의 및 소집단 간 논의를 통해 자신의 이해 정도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 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

다. 또한 자신의 이해와 상충되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근거를 대면

서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는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동료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개념에 대해 평가하 다. 결과적으로 논의 활동

에 참여하는 동시에 학생 스스로 논의 과정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과정

중심평가를 통해 과학적 개념이 점차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논의 과정의 시각화가 과정중심평가에서 강조하는 자기평가, 

동료평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교사가 학생들의 논의 과정을 파악하

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 

과학적 논의의 채점을 용이하게 만들어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과학적 논의를 과정중

심평가의 도구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실행 연구를 실시하 는

데, 이는 앞으로 과학 교육 연구자들과 교사들이 과학적 논의를 활용

한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그 

동안 대화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과학적 논의에서 교사 혼자 모든 소

집단의 논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교사들은 과학적 논의의 평가를 부담스러워 하 고, 결과적

으로 과학적 논의를 통해 학습한 개념을 기존의 지필평가와 같은 방

식으로 평가하는 등 수업과 평가의 이원화를 초래하 다(McNeil, 

2009; McNeil & Knight, 2013). 논의 과정의 시각화 활동에서 학생들

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펜을 사용하여 주장, 근거, 질문, 동의 

및 반박을 표현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 다. 

또한 정해진 기호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담화 

이동 및 논의가 발달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 결과,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의 이해를 발달시키기 위

한 추후 활동을 연계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논의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하여 성적에 반 함으로써 논의의 평가를 논의와 무관한 

지필평가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었다. 

이것은 논의 과정의 시각화가 학습의 도구이자 평가의 도구로서 활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그 동안 어려움으

로 여겨졌던 과학적 논의의 평가를 개선하여 학교 현장에 과학적 논

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과학 교과에서의 과정중심평

가의 시행을 수월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논의를 시각화한 과정중심평가에서 보여 진 교사들의 

태도를 통해 과정중심평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이 논의 활동 중 학생들에게 피드백

을 제공하는 정도는 교사들의 평가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평가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평가관을 가진 교사의 경우, 학생의 평가 

점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 개념에 대한 피드백의 제공을 

꺼려하 고, 대부분의 피드백은 논의 방식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안내

로 제한되었다. 반면,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

게 여기는 교사의 경우, 과학적 개념의 질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피드백

을 제공하 다. 이것은 과정중심평가와 결과중심평가의 개념이 혼재

된 경우 과정중심평가의 실행이 방해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

과이다(Hong, Chang, & Kim, 2017). 따라서 교사는 과정중심평가의 

본질이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진단하여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정

중심평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밑바탕 되었을 때, 논의 과정의 시각

화는 과정중심평가 도구로서의 제 의미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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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

다. 이 연구는 과학적 논의를 활용한 과정중심평가가 과학적 개념을 

어떻게 발달시켰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과

학적 개념의 이해 이외에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태도 및 

흥미와 같은 정의적 역에 대한 평가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

나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협력의 과정을 통해 소집단의 공동 결과물

을 산출하는 활동이므로 구성원들이 얼마나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

리고 협력을 촉진하는 발화는 무엇인지 등을 세 하게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말하기와 쓰기라는 의

사소통 도구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두 의사소통 도구는 서로 

어떤 향을 주고받는지도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

들을 통해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과정중심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한다.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논의 과정을 시각화한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과학

적 개념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353명과 교사 5명이었으며, 자료의 분석은 논의 활동

을 촬 한 상, 소집단 활동지,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학생들의 발화를 논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소집단 

내 논의에서 과학적 개념은 질문 및 의미 명확화의 과정을 통해 구체

화되었고, 동의 및 반박의 과정을 통해 조직화되었으며, 소집단 간 

논의에서의 질문, 의미 명확화 및 주장 변경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교사는 논의 과정이 시각화된 소집단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의 논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

을 개선하 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 과정의 시각화는 학생의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사가 논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과학 교과에서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과학적 논의

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과정중심평가, 과학적 논의, 논의 과정의 시각화, 과학적 
개념의 발달, 고등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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