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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학습은 학습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스스로 나름의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Vygotsky, 1978).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로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이는 개인의 인지 발달 뿐 아니라 지식의 구성에 있
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Howe, Rodgers, & 
Tolmie, 1990; Kwak, 2001). 과학에 대한 학습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 및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Lumpe & 
Staver, 1995; Richmond & Striley, 1996)는 측면

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
하는 소집단 탐구 활동은 과학 교육에서 강조되어 
오고 있다.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은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인 상호
작용이 전제된 학습자 중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Watson, Swain, & McRobbie, 2004).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Zohar & 
Nemet, 2002), 의사소통 능력 및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복잡한 추론 능력까지 발달시킬 수 있으며
(Kuhn & Udell, 2003; Sadler, 2004), 과학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해할 수 있다
(Driver, Newton, & Osborne, 2000; Os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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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uran, & Simon, 2004). 뿐만 아니라 언어적 상호
작용의 기회를 통해 소집단 구성원들이 가지는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확인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Fox, 1995), 협동적인 학습 활동의 경험도 제공할 수 
있다(Tobin, McRobbie, & Anderson, 1997).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적게 일어난다면 학생들의 이해도 및 학업 
성취도 향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정 학습자에게만 
상호작용이 집중된다면 학습 성취도의 불균형이 야기
된다(Noh et al., 2002). 따라서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의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상호
작용은 과학 학습의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이라 하여 단순히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하는 것만으로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효과적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Park, 2005). 
이렇듯 소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이 중 하나가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Heller & 
Hollabaugh, 1992). 역할 부여를 통해 역할이 효율적
으로 분담되고, 참여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소집단 
내의 구성원들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Kirskner et al., 2004). 이렇듯 소집단 
탐구 활동에서의 역할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소집단 탐구 활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Han, 2014; Hogan, 1999; 
Lim, 2013; Lin, 2006; Maloney, 2007; Richmond 
& Striley, 1996), 그 중에서도 역할의 유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 소집단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유형이 다양할수록 더욱 
활발하고, 높은 수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직접적으로 부여한다면 
언어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한편 학습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네트워크 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 SNA)이 활용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Kim, 2018, 2019; Kim & Kim, 2015; Kim 
et al., 2017; Lim et al., 2019)에서는 언어적 상호
작용의 유형과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소집단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구조적,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정량적
인 분석을 포함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할 부여에 따른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를 구조화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발화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의 빈도를 통해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이다. 
이를 통해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의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위한 역할 부여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 광역시 소재 3개의 중학교 학생 132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의 구성으로 살펴보면 남학생 
60명, 여학생 72명이었다. 성별에 관계없이 무작위적
으로 네 명의 학생을 하나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33개의 소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는 2019년 4월 ~ 6월
까지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조퇴나 결석 등으로 인해 
한번이라도 과학 탐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경우 그 학생이 속한 소집단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역할을 부여한 18개의 실험 
집단,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15개의 통제 집단, 총 33개
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2. 수업처치

1) 역할 분담

역할 분담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두 번의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이 이루어
졌다. 이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과 역할을 
부여한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1차, 2차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 모두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고,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1차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는 
역할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2차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
에서는 역할을 제시 후 부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소집단 내에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과학 탐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 집단의 학생들
에게 교사가 역할을 안내하는 자료를 나누어주며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소집단 내에서 자신이 맡고자 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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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이때 역할은 Lin (2006)이 제시한 소집단 
활동에서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의 예시를 수정, 보완하
여 활용하였다.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참여 촉진자, 활동 관리자, 정보 관리자, 
발표자이다. 참여 촉진자는 질문자(questioner)와 
촉진자(encourager)의 역할을 합하여 소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관리자는 탐구 활동 상황을 체크하며, 탐구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역할로 리더(leader)와 시간 
확인자(time keeper)의 역할을 한다. 정보 관리자는 
탐구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고, 기록하고, 소집단 
구성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로 기록자(recorder)와 확인자(checker)의 역할
을 포함한다. 발표자는 탐구 활동 상황을 파악한 후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역할을 하며, 정보 분석자
(materials manager)와 발표자(reporter)의 역할을 
포함한다.  

2) 탐구 활동

학생들이 수행한 탐구 활동은 2009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인 탐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마찰력
의 크기 비교하기, 물에 잠긴 부피와 부력의 관계 
알아보기, 공기입자를 상상하여 그리기와 기체의 압력
과 부피의 관계 알아보기, 확산과 증발 구분하기, 
그리고 자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알아보기 등이다. 

탐구 활동은 Pella (1961)의 수업 형태 Ⅰ로 이루어
졌다. 담당 과학 교사의 주도로 문제를 진술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한 실험 순서 및 
방법을 교사가 직접 강의식으로 제시한 후에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이 때 이루어지는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빈도를 측정
하여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구조화하였다.

3.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

탐구 활동 중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분석틀은 Table 1과 같다. 이는 Seong 
(2005)이 개발한 분석틀에 Shin (2006)과 Kim & 
Choi (2009)이 세부 범주를 추가 및 수정한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5인의 분석자가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에 의해 분석 후 검토한 결과 
과제 관련 진술들이 모두 인지적, 정의적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과제 관련 진술을 인지적, 정의적 
측면으로 한정하고, 과제와 무관한 진술을 기타로 
범주를 수정하여 분류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분석틀은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가
에 따라 크게 과제 관련 진술과 과제 무관 진술로 
나누어진다. 과제 관련 진술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인지적 측면은 단순 질문(Q1), 
관련 질문(Q2), 확장 질문(Q3), 메타 인지적 질문(Q4)을 
포함하는 질문, 단순 대답(R1), 설명(R2), 관련 설명(R3), 
정교화 설명(R4)을 포함하는 응답, 반복(MS1), 과제
진행관련제안(MS2), 과제해결관련제안(MS3), 정교화 
제안(MS4)을 포함하는 의견 제시, 그리고 수용(RO1), 
단순 반론(RO2), 수용적 확산(RO3), 논리적 반론
(RO4)을 포함하는 의견 받기의 소범주로 구성된다. 
정의적 측면은 무시(BP1), 제재(BP2), 지시(BP3), 권유
(BP4), 자원(BP5)을 포함하는 행동 참여와 불만(SA1), 
자신감 부족(SA2), 분위기 완화(SA3), 소속감(SA4), 
자기만족(SA5), 칭찬(SA6)을 포함하는 분위기 조절의 
소범주로 구성된다. 반면 과제와 관련이 없는 진술의 
경우 과제 무관 진술로 분류하게 된다.

대범주 범주 소범주 세부 범주

과제 
관련 
진술

인지적 
측면

질문 단순 질문(Q1), 관련 질문(Q2), 확장 질문(Q3), 메타 인지적 질문(Q4)

응답 단순 대답(R1), 설명(R2),관련 설명(R3), 정교화 설명(R4)

의견 제시 반복(MS1), 과제진행관련제안(MS2), 과제해결관련제안(MS3), 정교화 제안(MS4)

의견 받기 수용(RO1), 단순 반론(RO2), 수용적 확산(RO3), 논리적 반론(RO4)

정의적 
측면

행동 참여 무시(BP1), 제재(BP2), 지시(BP3), 권유(BP4), 자원(BP5)

분위기 조절 불만(SA1), 자신감 부족(SA2), 분위기 완화(SA3), 소속감(SA4), 자기만족(SA5), 칭찬(SA6)

과제 
무관 
진술

기타

Table 1. Framework of verbal intera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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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분석

1) 수업 녹화 및 전사 

먼저 연구 대상인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소집단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활동 
모습을 담은 음원과 영상을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탐구 활동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2번
의 탐구 활동 과정을 소집단별로 녹음 및 녹화하였다. 
이때 녹음이 되지 않았거나 웅성거림, 주변의 소음 등
으로 인하여 알아듣기 힘든 경우 전사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의 녹음 및 녹화된 자료는 전사하여 텍스트 파일
(.txt)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전사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용 일치도가 90% 이상이 될 때
까지 과학교육박사 1인, 과학교육 석사과정 2인이 수정
하였다. 

2) 자료 분석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집단 구성원들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혼잣말이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다른 소집단의 구성원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제외하였다. 한편 잡담을 포함한 탐구 활동과 
관련이 없는 대화의 경우에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Hogan, 1999; Kim & Choi, 2008; Kim & 
Kim, 2015; Seong, 2005)을 근거로 제외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집단의 하나의 구성원이 발언
하고, 이에 다른 구성원이 답변을 한 경우 1회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였다고 측정하였다. 이때 언어적 상호
작용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A 학생이 발언한 후에 
B 학생이 답변하였다면, A가 B에게 1회 언어적 상호
작용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일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는 최초 1회만 인정하였다. 한 학생의 발언에 
여러 학생이 응답한 경우에는 발언자가 모든 응답자와 
1회씩 상호작용한 것으로 측정하였고, 반면 여러 학생의 
발언에 한 학생이 응답한 경우에는 모든 발언자에게 
응답자가 각각 1회씩 상호작용한 것으로 빈도를 측정
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빈도는 사람 × 사람 행렬의 형태로 
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소집단별 언어적 상호
작용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행렬로 변환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의 평균값을 절삭값(cut-off 
value)으로 정하여 평균값 이상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나타난 경우 1, 평균값 미만의 경우에는 0을 
부여하여 이분 행렬로 변환하였다(Kim & Kim, 2015; 

Kim et al., 2019; Lim et al., 2017). 이분 행렬로 
변환한 자료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NetMiner 4.0의 Spring-Ead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Spring-Eades 알고리즘은 행렬 내에 
존재하는 점(node)들이 서로 밀접하게 위치하게 해주고, 
상대적 관점에서 각 점들의 관계 구조를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에(Choi & Choi, 2010)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조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한편, 역할 부여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상의 
정량적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언어적 상호
작용 분석틀을 활용하여 1차적으로 과학교육전문가 
2인을 포함한 5인의 분석자가 소집단의 언어적 상호
작용의 양상을 분석한 후 2차적으로 각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범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석자들의 협의를 통해 범주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소집단
별 범주의 빈도를 평균한 후 비모수적 평균비교인 대응
표본 t-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통해 역할 
부여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상의 정략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

역할 부여에 따라 탐구 활동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는 크게 소외형과 참여형으로 구분하였다. 
소외형은 소집단 구성원 중에 소외된 학생이 처음
부터 있었거나 새롭게 생겨나는 경우를 의미하고, 
참여형은 처음부터 소외된 학생이 없었거나 소외되었던 
학생이 참여하게 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경우를 의미
한다. 소외형은 소외 학생이 새롭게 형성되는 소외 형
성형과 소외 학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소외 유지형
으로 세분화하였고, 참여형은 소외되었던 학생이 참여
하게 되는 관계 확장형,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
이 참여하는데 중심 학생이 변화되는 중심 변화형, 중심 
학생이 변화 없이 유지되는 중심 유지형으로 세분화
하였다.

1) 소외형

(1) 소외 형성형
소외 형성형은 소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참여하다가 다음 탐구 활동에서 소외 학생이 
형성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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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는 15개의 소집단 중 3개에서 이 유형이 나타
났다. 이는 20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Figure 1-a).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18개의 소집단 중에서 4개인 
22 %의 소집단에서 소외 형성형이 나타났다(Figure 
1-b, c, d).

역할 분담을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경우 소외 
형성형은 Figure 1-a의 한 가지 유형만이 나타났다. 
1차 과학 탐구 활동에서는 4명의 소집단 구성원이 모두 
언어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였으나 2차 과학 탐구 활동
에서는 학생 A가 소외되었다. 1차 과학 탐구 활동
에서는 학생 A의 발언에 학생 B만이 응답을 하였으며, 
학생 B, C, D는 상호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2차 과학 탐구 활동에서는 B, C, D의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A의 
경우 B와의 상호작용도 일어나지 않아 소외된 형태로 
나타났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소외 
형성형은 4개 소집단에서 나타났으며, Figure 1-b, 
c, d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Figure 1-b는 
2개 소집단에서 나타났으며, Figure 1-c, d의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Figure 1-b의 경우 
역할 분담 전에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학생 A를 중심
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 A, C, 
D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B 학생의 
경우에는 A 학생과만 일방적인 대화를 하였다. 2차 
과학 탐구 활동에서 A, C, D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으나 B 학생만이 소외되고 있었다. 이는 통제 
집단의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소외된 학생 B는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맡고 있었다. 소외된 B 학생의 
경우 공통적으로 본인의 역할 중에서도 기록하는 부분
에만 집중할 뿐, 정보를 종합하거나 소집단 구성원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점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록할 것이 없는 경우에도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Figure 1-c, d는 각각 1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Figure 1-c는 역할을 분담하기 전에는 A와 B, A와 C, 
C와 D와 같이 두 명씩 쌍을 이루어 상호작용을 하다가 
역할을 분담한 후에 B학생은 소외되고, D를 중심으로 
A와 C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소외된 B학생은 
정보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Figure 1-d 역시 
A와 C, C와 D, D와 B 두 명씩 쌍을 이루어 상호작용을 
하다가 역할을 분담한 후에는 소외되는 학생이 두 명이 
형성되었다. 역할 분담 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A와 C 학생의 의견이 너무 많고, 
강한 특성을 가진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역할 
분담 후에는 의견 제시가 많던 두 명의 학생만이 
탐구 활동에 참여하며, 소외된 두 명의 학생의 발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소집단 역시 소외된 학생 
중 하나는 정보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의 소외된 학생은 발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외 형성형은 역할 부여 전에 비해 부여한 후에 
소외 학생의 발언이 감소하였으며, 소집단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을 지목하여 직접적으로 의견을 물어
보는 발언의 빈도가 낮아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집단 
구성원이 소집단을 구성하는 전체 학생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는 존재하였지만 이 발언에 대해 소극적
인 태도를 가진 소외 학생들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 
Belbin (1981)에 따르면 우수한 팀은 팀 역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잘 균형 잡힌 개인들이 아니라 서로 
잘 균형을 잡는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성원 중에 팀 내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

a. 통제 집단 b. 실험 집단 1

c. 실험 집단 2 d. 실험 집단 3

Figure 1. Change in alienation form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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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있는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의견 제시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그들을 지목하여 
의견을 물어보는 전략을 하도록 한다면 소집단 상호
작용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역할을 부여한 실험 집단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4개 
소집단에서 5명이 나타났다. 이때 1명의 소외 학생이 
존재하는 3개의 소집단에서는 소외된 학생의 역할이 
모두 정보 관리자였고, 2명의 학생이 소외된 1개의 
소집단에서는 정보 관리자와 발표자가 소외되었다. 이를 
통해 소외된 학생의 역할이 주로 정보 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기록을 위하여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기 보다는 탐구 활동 자체에 참여가 
부족한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Maloney (2007)가 제시한 역할 중 발화하지 않음
으로써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 과묵한 자(Reticent 
Participant)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탐구 활동에서 소극적인 학생으로 정보 관리자의 
역할이 소집단 상호작용에서 의견의 제시가 적을 것
이라 예상하여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소외 유지형
소외 유지형은 두 번의 과학 탐구 활동에서 모두 

소외 학생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는 15개의 소집단 
중 6개(40 %)에서 본 유형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역할을 
부여한 실험 집단에서는 18개의 소집단 중에서 2개
(11 %)가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 1명의 소외 
학생이 존재하며, 3명의 학생들 사이에서만 언어적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Figure 2-a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소외 유지형을 나타내는 통제 
집단 6개 중에서 5개가 이 유형을 하고 있었다. 3명의 
학생이 삼각형 형태의 언어적 상호작용 구조를 형성
하며, 하나의 학생이 소외된 형태이다. 소외 학생 B는 
탐구 활동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방관자는 아니
지만 탐구 활동을 방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 
B는 초반에는 탐구에 필요한 실험기구를 찾으며, 탐구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험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대충하자는 발언을 하면서 탐구 활동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또한 이 학생은 2차 탐구 활동
에서도 구성원들의 탐구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며, 장
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소외된 학생은 Maloney 
(2007)가 제시한 역할 중에서 과제와 무관한 발언을 
하는 산만한 자(Distracter)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통제 집단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소외 유지형
(Figure 2-b)은 2명의 학생이 탐구 활동에 언어적 상호
작용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소외되는 구조이다. 4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에서 2명의 학생만이 참여하는 구조는 
소집단 크기별로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파악한 
Lim et al. (2019)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
이다. 이 유형은 학생 A와 C의 상호작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두 학생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너무 강하여 
두 명이 중심성을 가지며, 나머지 두 학생은 소외되고 
있었다. 중심 학생 A와 C는 B와 D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본인들의 의견만 제시하고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다.

역할을 부여한 실험 집단에서는 세 명의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하나의 학생이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역할을 분담하기 전에는 학생 A를 
중심으로 B와 D가 상호작용을 하지만 학생 B와 D는 

a. 통제 집단 1 b. 통제 집단 2

c. 실험 집단

Figure 2. Change in alienation retain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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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구조이다. 역할 
분담 후에는 학생 A, B, D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삼각형
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학생 C는 탐구 활동 동안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탐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때 C의 역할은 정보 관리자
였다. 

실험 집단의 소외 학생 C 뿐 아니라 통제 집단에서의 
소외된 학생들까지도 탐구 활동 중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찾지 못하며, 탐구 활동 자체에 흥미가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역할을 부여한 후에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소외된 학생의 잠을 깨우고,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역할을 부여를 
통해 소집단 탐구 활동에서의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덧붙여 역할 부여 시 소집단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 책무성을 강조한다면 소외된 학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때 부여하는 역할은 하나로 고정
하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참여형

(1) 관계 확장형
관계 확장형은 소외되었던 학생이 상호작용에 참여

하게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
에서는 15개의 소집단 중 3개(20 %)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역할을 부여한 실험 집단에서는 18개의 
소집단 중 6개(33 %)가 여기에 속하였다. 

통제 집단에서 관계 확장형은 하나의 유형으로 
나타났다(Figure 3-a). 1차 탐구 활동에서는 소외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상호작용은 A학생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후 2차 탐구 활동에서는 
A와 C학생 두 명이 중심을 이루어 모든 학생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방사형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1차 탐구 
활동에서는 학생 A를 중심으로 학생 B와 학생 C가 
상호작용을 하고, 학생 D는 탐구 활동에 서 소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2차 탐구 활동에서 학생 A와 C가 
D에게 제시하는 발언이 증가함으로써 4명의 학생이 
함께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실험 집단의 경우 관계 확장형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Figure 3-b)은 역할을 분담
하기 전에 한 학생을 중심으로 2명의 학생이 상호
작용하다가 역할을 분담한 후에는 소외되었던 학생
C가 중심 역할을 하는 정보 관리자 A 학생과 상호
작용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3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처음 소외되었던 학생 C는 
발표자의 역할을 맡아 탐구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결과
를 정리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유형(Figure 3-c)은 3명의 
학생이 삼각형의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하나의 학생이 
소외되었다가 참여하게 되는 형태로 2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이때 중심 학생은 학생 C로 참여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을 분담하기 전에 소외되었던 
학생 D는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 이 후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록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할을 부여한 후에 소집단 구성원
들 사이의 역할과 관련된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a. 통제 집단 b. 실험 집단 1

c. 실험 집단 2 d. 실험 집단 3

Figure 3. Change in participation expand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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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Figure 3-d)은 2명의 소외 학생이 존재하다가 
소외되었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두 학생 중 한 
학생과만 각각 상호작용을 하며, 참여하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 이 유형은 1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소외된 학생 C, D는 각각 참여 촉진자, 발표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탐구 활동에 참여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학생 D가 탐구 활동 중에도 자신이 자진하여 
재료를 준비하며, 발표자의 역할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역할 부여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변화의 형태를 
보면 소외되었던 학생이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되지만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학생들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형태는 크게 변화되지 않으며, 소외되었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만 추가적으로 형성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외된 학생들의 
참여가 자발적이기 보다는 역할 부여로 인한 비자발적
인 참여로 의견 제시는 적극적이지 않으며, 이들의 
참여로 인한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촉진되는 현상 또한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할 부여로 인하여 소집단 내
에서의 역할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은 감소하였으며, 
무시되는 발언도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심이 되는 학생들의 역할을 볼 때, 정보 
관리자가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정보 관리자의 역할이 소집단 내에서 어떻게 수행
되느냐에 따라 소외형, 참여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심 변화형
중심 변화형은 지속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중심이 되는 학생이 변화되는 형태를 의미
한다. 본 유형은 통제 집단은 1개의 소집단에서, 실험 
집단은 5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통제 집단에서는 탐구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하지만, 중심이 되는 학생이 변화되고 
있다(Figure 4-a). 1차 과학 탐구 활동에서는 4명의 
학생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지만 학생 A와 C, C와 B, 

D와 B가 서로 쌍을 이루어 일정한 학생과만 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2차 탐구 활동에서는 학생 A가 
모든 학생들과 소통을 하며 구조의 중심이 되어 좀 
더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실험 집단에서는 역할을 부여하기 전에 A와 B, B와 C, 
C와 D 같이 두 명이 쌍을 이루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으며, 어느 한 학생에게 역할의 치우침이 없이 
비슷한 빈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역할을 부여한 후에는 B 학생이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의 중심이 되었다. 중심이 되는 B 학생이 의견을 제시
하면 다른 학생들이 의견을 추가하며, 대화를 확장해
나가는 구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구조는 
중심이 되는 학생이 탐구 활동을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탐구 활동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중심이 되는 학생을 제외한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대화의 확장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중심 학생의 역할은 소집단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하나의 소집단에서는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두 소집단에서는 발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보 관리자가 중심인 소집단의 경우 중심 학생은 
기록 뿐 아니라 탐구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고, 
소집단 구성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점검
하는 역할까지 본인의 맡은 바 역할을 끝까지 수행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보 관리자의 역할이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소외형과 참여형을 구분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시라 
하겠다.  

한편 발표자가 중심이 되는 소집단의 경우 역할 분담 
후에 서로 답을 공유하는 토론을 하였으며 발표자인 
중심 학생 B가 질문을 하고, 소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다(Figure 4-b). 즉, 
중심 학생이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다른 학생들 역시 역할을 
분담한 후에 자신이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편이었다. 

→

a. 통제 집단 b. 실험 집단

Figure 4. Change in center chang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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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부여를 통해 의견을 좀 더 다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학생들 스스로 참여를 요구하고, 언어적 상호
작용이 촉진되고 있었다.

(3) 중심 유지형
중심 유지형은 탐구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는 소집단 구성원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본 유형은 
통제 집단은 2개의 소집단에서, 실험 집단은 1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통제 집단에서 소집단 구성원 모두는 언어적 상호
작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상호작용의 유형은 크게 
변화가 없이 중심이 되는 학생 역시 유지된다(Figure 
5-a, b). 통제 집단은 각각 1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Figure 5-a에서 학생 C가 탐구 활동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가는 주체로 활동을 하지만 활동 후반부로 
갈수록 학생 C가 자신이 한 일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
하며,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탐구 활동에 참여 정도로 
갈등이 형성되고 있었다. Figure 5-b의 경우 1차 
탐구 활동에서는 3명의 학생이 삼각형의 모양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학생이 삼각형을 
구성하는 하나의 학생 즉, 중심이 되는 학생 D와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2차 탐구 활동에서는 이전 
탐구 활동에서도 중심이 되었던 학생 D를 매개로 
하여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즉, 언어적 상호작용의 매개가 되는 
학생 D가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하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대답을 하고, 각각의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학생 D가 그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험 집단에서는 탐구 활동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 B
를 중심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언어적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b). 이는 1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탐구 
활동에서는 중심 학생 B는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종합하고,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다가 학생 B가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하게 되면 B에게 의지하여 B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어 대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유형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강력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을 중심으로 탐구 활동이 
주도되어 나간 결과 대화가 확장되기 보다는 한 학생
으로 수렴되는 경향성을 띄고 있으며,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은 점차적으로 리더에 기대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의 변화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을 활용하여 역할 부여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의 변화는 비모수적 평균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Table 2는 역할 부여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역할의 부여와 관계없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에서 과제 관련 진술이 과제 
무관 진술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a. 통제 집단 1 b. 통제 집단 2

c. 실험 집단

Figure 5. Change in center retain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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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집단 실험 집단
1차 2차 p 1차 2차 p

과제 
관련 
진술

인지적 
측면

질문

단순 질문(Q1) 10.07 (  5.5) 9.27 (  4.6)  .59 11.28 (  5.0) 16.11 (  6.7)  .11

관련 질문(Q2) 12.00 (  6.6) 11.27 (  5.5)  .88 16.44 (  7.3) 12.78 (  5.3)  .26

확장된 질문(Q3) 1.07 (  0.6) 3.53 (  1.7)  .41 2.11 (  0.9) 3.89 (  1.6)  .38
메타인지적 질문(Q4) 0.33 (  0.2) 0.20 (  0.1) 1.00 0.11 (  0.0) 0.83 (  0.3)  .75

질문총합 23.47 ( 12.8) 24.27 ( 11.9)  .80 29.94 ( 13.3) 33.61 ( 14.1)  .32

응답

단순 대답(R1) 8.20 (  4.5) 7.20 (  3.5)  .76 12.44 (  5.5) 9.94 (  4.2)  .19
설명(R2) 14.13 (  7.7) 13.80 (  6.8)  .38 15.67 (  7.0) 15.83 (  6.6)  .94

관련 설명(R3) 1.73 (  0.9) 7.07 (  3.5)  .02* 3.78 (  1.7) 7.33 (  3.1)  .03*

정교화설명(R4) 0.00 (  0.0) 0.93 (  0.5)  .25 0.39 (  0.2) 1.28 (  0.5)  .31
응답총합 24.07 ( 13.2) 29.00 ( 14.3)  .54 32.28 ( 14.3) 34.39 ( 14.4)  .84

의견 
제시

반복(MS1) 37.40 ( 20.5) 20.47 ( 10.1)  .00* 29.39 ( 13.1) 18.89 (  7.9)  .01*

과제 진행 관련 
제안(MS2) 23.47 ( 12.8) 15.40 (  7.6)  .03* 20.28 (  9.0) 19.5 (  8.2)  .83

과제 해결 관련 
제안(MS3) 3.53 (  1.9) 13.67 (  6.7)  .01* 11.72 (  5.2) 11.11 (  4.6)  .76

정교화 제안(MS4) 0.00 (  0.0) 0.33 (  0.2) 1.00 0.11 (  0.0) 0.61 (  0.3)  .19
의견 제시  총합 64.40 ( 35.2) 49.87 ( 24.6)  .02* 61.50 ( 27.3) 50.11 ( 21.0)  .28

의견 
받기

수용(RO1) 5.87 (  3.2) 9.40 (  4.6)  .37 8.44 (  3.7) 9.22 (  3.9)  .89
단순 반론(RO2) 3.73 (  2.0) 2.47 (  1.2)  .16 4.50 (  2.0) 3.83 (  1.6)  .95

수용적 확산(RO3) 0.40 (  0.2) 2.73 (  1.3)  .27 1.06 (  0.5) 1.17 (  0.5)  .83
논리적 반론(RO4) 1.60 (  0.9) 7.60 (  3.7)  .27 3.89 (  1.7) 5.06 (  2.1)  .44

의견 받기  총합 11.60 (  6.3) 22.20 ( 10.9)  .92 17.89 (  7.9) 19.28 (  8.1) 1.00
인지적  측면 총합 123.53 ( 67.6) 125.33 ( 61.7)  .35 141.61 ( 62.9) 137.39 ( 57.5)  .87

정의적 
측면

행동적 
참여도

무시(BP1) 0.87 (  0.5) 2.13 (  1.0)  .17 2.44 (  1.1) 2.50 (  1.0)  .90
제재(BP2) 3.60 (  2.0) 2.80 (  1.4)  .33 2.72 (  1.2) 2.78 (  1.2)  .77
지시(BP3) 2.13 (  1.2) 2.20 (  1.1)  .63 2.50 (  1.1) 3.61 (  1.5)  .36
권유(BP4) 2.47 (  1.4) 3.00 (  1.5)  .93 3.94 (  1.7) 4.89 (  2.0)  .49
자원(BP5) 2.93 (  1.6) 1.87 (  0.9)  .53 2.50 (  1.1) 2.28 (  1.0)  .92

행동 참여도  총합 12.00 (  6.6) 12.00 ( 5.9)  .55 14.11 (  6.3) 16.06 (  6.7)  .76

분위기 
관련

불만(SA1) 4.60 (  2.5) 3.60 (  1.8)  .62 4.17 (  1.9) 5.39 (  2.3)  .39
자신감 부족(SA2) 1.93 (  1.1) 1.40 (  0.7)  .36 1.28 (  0.6) 1.44 (  0.6)  .62
분위기 완화(SA3) 0.27 (  0.1) 0.07 (  0.0)  .75 0.22 (  0.1) 0.11 (  0.0)  .75

소속감(SA4) 0.13 (  0.1) 0.87 (  0.4)  .50 0.17 (  0.1) 0.17 (  0.1) 1.00
자기만족(SA5) 0.40 (  0.2) 0.73 (  0.4)  .52 0.94 (  0.4) 0.33 (  0.1)  .43

칭찬(SA6) 0.53 (  0.3) 0.23 (  0.1) 1.00 1.11 (  0.5) 0.11 (  0.0)  .06
분위기관련  총합 7.87 (  4.3) 6.87 (  3.4)  .09 7.89 (  3.5) 7.56 (  3.2)  .79

정의적  측면 총합 19.87 ( 10.9) 18.87 (  9.3)  .37 22.00 (  9.8) 23.61 (  9.9)  .60
과제 관련대화 총합 143.40 ( 78.4) 144.20 ( 71.0)  .25 163.61 ( 72.7) 161.00 ( 67.3)  .96

과제 
무관 
진술

과제 외 대화(0FF) 39.47 ( 21.6) 58.93 ( 29.0)  .18 61.56 ( 27.3) 78.06 ( 32.7)  .17

총합 182.87 (100.0) 203.13 (100.0) 1.00 225.17 (100.0) 239.06 (100.0)  .92

Table 2. Differences in statem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ole assignmen          unit: freq.(%)



중학생의 과학 탐구 활동에서 역할 부여가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 변화와 양상에 미치는 영향  177
과제 관련 진술 중에서도 인지적 측면이 정의적 측면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과학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상이 대부분 과학 탐구 활동의 과제와 관련된 인지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과학 탐구 활동에서 학생
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한 
Seong (2005)의 연구와 토론을 강조한 실험 수업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연구한 Ku et al. (2006)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인지적 측면에서 나타난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살펴보면,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의견제시가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응답, 
질문, 의견받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역할을 부여한 
실험 집단의 경우 역시 동일한 순서대로 나타났다. 
의견제시가 과학 탐구 활동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제시되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 탐구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경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간단히 진술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Kang et al. 
(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질문에 
비해 응답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때때로 소집단 구성원들 중 여러 명이 
동시에 응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학생의 
질문에 여러 학생들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의미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Ku et al., 2006). 

한편 정의적 측면에서는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모두
에서 행동적 참여도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분위기와 
관련된 언어적 상호작용에 비해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행동적 참여도와 관련해서는 세부범주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지만,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과 역할을 부여한 실험 집단에서 공통적
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불만(SA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많다고 다른 조원들이 탐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학생의 참여와 관련된 불만과 같은 과학 탐구 활동
에서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역할을 부여할 때 학생들 사이의 갈등의 
발생이 감소하며(Kim, 2011)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협동을 활성화한다는 선행연구(Vye et al., 1997)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에 역할을 부여할 때 소집단 탐구 
활동에서 본인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이 

지식 획득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역할의 부여에 따른 1차와 2차 과학 탐구 활동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상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인지적 
측면에서의 질문, 응답, 의견받기 소범주에서는 역할의 
부여와 관계없이 1차와 2차 탐구 활동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다만 의견
제시 소범주에서는 통제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차 탐구 활동에 비해 2차 탐구 활동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었다(p < .05). 
세부범주에서 보았을 때, 응답과 의견제시의 일부 
세부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1차 탐구 활동에 비해 2차 탐구 
활동에서 응답의 ‘관련 설명(R3)’, 의견 제시의 ‘과제 
해결 관련 제안(MS3)’에서 유의미하게 언어적 상호
작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견 제시의 ‘반복
(MS1)’, ‘과제 진행 관련 제안(MS2)’에서는 유의미
하게 감소하고 있었다(p < .05). 한편 역할을 부여한 
실험 집단에서는 응답의 ‘관련 설명(R3)’에서 상호
작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의견 제시의 ‘반복
(MS1)’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었다(p < .05). 

1차 탐구 활동에 비해 2차 탐구 활동에서 역할의 
부여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응답의 ‘관련 설명(R3)’
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의견 제시의 ‘반복(MS1)’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외에 통제 집단에서 의견 
제시의 ‘과제 진행 관련 제안(MS2)’이나 ‘과제 해결 
관련 제안(MS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실험 집단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통제 
집단이 과학 탐구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차이가 나타나는데 반해 실험 집단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었다. 역할 부여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Strijbos et al., 2004)에서 
역할을 부여할 때 과제에 초점을 맞춘 진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정의적 측면에서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 어느 범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 역시도 소집단 탐구 
활동에서의 역할 분담이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Cho et al. (2017)의 선행연구와도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3. 논의

지금까지 역할 부여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 
변화와 양상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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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은 소외형이 9(60 %)개 모둠, 
참여형이 6(40%)개 모둠이었으며, 역할을 부여한 실험 
집단에서는 소외형이 6(33 %)개 모둠, 참여형이 12 
(67 %)개 모둠이었다.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 참여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이는 역할 부여가 학생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구성원들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Johnson 
& Johnson (1994)과 Kirskner et al. (2004), Resnick 
(1989)의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소집단 탐구 활동에서 활동을 주도하는 리더는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을 확장하기 보다는 
의견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했다(Chang & Lederman, 
1994). 즉, 중심이 되는 학생인 리더가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장하기 보다는 결정하여 그 
학생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나타난 것이다. 
한 명의 리더가 중심이 되어 언어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가는 것 보다 모든 소집단 구성원들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학생들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확장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Kim & Kim, 
2015). 또한 중심이 되는 학생은 의견을 결정하는 역할
이기 보다는 Martin et al. (2006)의 선행연구에서의 
적극적 참여자와 같이 과제 해결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장 빈번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질문에 활발하게 
피드백하고 대답해주는 모습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에서 의견 제시를 반복하는 
경향이 감소하였고, 응답에서 관련 설명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통제 집단에서 과제 진행 관련 제안
이나 해결 관련 제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실험 집단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역할이 부여되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역할
에 충실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이 연구 결과는 역할 부여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하고, 과제에 초점을 맞춘 진술을 하게 한다는 
선행연구(Strijbos et al., 2004)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역할별 소외 학생의 비율은 정보 관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이는 과학 탐구 활동에서의 
영재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의 유형을 연구한 
Kim & Kim (2015)의 선행연구에서 기록을 맡는 
학생들의 경우 특성상 소외 학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학생들은 정보 관리자의 역할 중 기록
하는 역할만을 주로 인지하고 있으며, 소집단 구성원
들이 의견 제시 시 의견을 통합하거나 이해를 점검하는 
역할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집단 
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안내할 때 정보관지자의 
역할을 기록자 뿐 아니라 의견 통합이나 이해 점검과 
같은 다른 중요한 역할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정보 관리자가 기록만 
치중하고 있다면 참여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정보 관리자의 참여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Kim & Kim (2015)가 제안한 것과 같이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할 고정으로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면 탐구 활동 
경험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소집단 활동에 방해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정보 
관리자의 역할만 맡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
들이 모든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돌아가며 
맡을 필요가 있다.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소외형
소외 형성 3 4
소외 유지 6 2

참여형
관계 확장 3 6
중심 변화 1 5
중심 유지 2 1

합계 15 18

Table 3. Comparison of verbal interaction types according to role assignment

역할 소외 학생
참여 촉진자 0 (  0.0)
활동 관리자 0 (  0.0)
정보 관리자 5 ( 83.3)

발표자 1 ( 16.7)

Table 4. Ratio of alienated students by role in the experimental group             unit: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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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탐구 활동에서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조의 유형과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역할을 부여하였을 때 
소외 학생이 형성되거나 처음부터 소외 학생이 존재
하는 소외형의 비율이 낮았으며, 소외 학생이 사라
지거나 처음부터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참여형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역할을 부여한 경우에 소집단 
구성원들의 역할 불균등으로 인한 갈등의 발생이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소외되는 학생의 비율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상호
작용에서 소외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심이 되는 
비율도 높았다. 소외된 학생의 경우 탐구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정보 관리자의 주된 역할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보 관리자
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 역시 대부분 기록에만 집중할 뿐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거나 정보를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심이 
되는 학생의 경우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하고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었다. 
즉, 정보 관리자의 역할이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에게 역할을 부여할 때,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관리자는 기록 뿐 
아니라 소집단 구성원들의 정보를 종합하고, 그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만약 학생들이 제대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정보 관리자의 역할이 소집단 상호
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력한 리더가 있는 경우에 그 리더에게 기대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한 학생으로 수렴
되고,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하나의 
강력한 리더보다는 소집단 구성원 전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과학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언어적 상호작용에서의 양상을 살펴보면 역할의 
부여 여부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에서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의견제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 보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이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청취에 대한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소집단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집단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과 양상에 
소집단 구성 방법과 같은 역할 부여 이외에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과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집단 
구성 방법이나 학업 성취도, 성향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역할을 좀 더 구체적
으로 부여하고, 소집단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역할 부여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역할의 부여가 과학 탐구의 유형과 탐구 단계에 
따라서 언어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 문 요 약

소집단 과학 탐구 활동에서의 학습자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활발한 상호작용은 과학 학습의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과학 탐구 활동에서 역할 부여가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 변화와 양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시 소재 
2개 중학교 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역할을 
부여한 소집단 18개,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소집단 
15개를 분석하였다. 역할 부여에 따라 탐구 활동
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는 크게 소외형
과 참여형으로 구분하였다. 역할을 부여한 경우에 
참여형이 소외형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상은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역할을 부여하였을 때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역할 부여가 과학 탐구의 유형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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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집단 구성과 역할 부여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요구된다.

주제어: 역할 부여,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 양상, 
중학생, 과학 탐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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