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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과학 교육에서는 개념을 하나의 커다란 인지 구조로 여기는 

단일적 관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안으로서 자원 기반 

관점에 주목을 해오고 있다(diSessa, 1993; Hammer & Elby, 2002; 

Hammer et al., 2005; Oh, 2015). 개념에 한 단일적 관점은 학생들

이 갖고 있는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체되어야 할 학습의 방해 

요소로 여기고, 맥락에 따라 학생들이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diSessa, 1993; 

Hammer, 1996; Hammer & Elby, 2002; Hammer et al., 2005). 이에 

따라 diSessa(1993)는 지식을 구성하는 세분화된 요소로 ‘현상학적 기

초 요소(Phenomenological primitives, p-prims)’를 제안했다. 예를 들

어, 그는 ‘움직임에는 힘이 필요하다.’는 오개념을 ‘지속성(maintaining 

agency)’과 ‘작동성(actuating agency)’ 등의 p-prims로 세분화하였

다. 학생들은 이러한 p-prims를 모두 갖고 있고, 맥락에 따라 적절하

게 또는 부적절하게 활성화시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Hammer & Elby(2002)는 diSessa의 p-prims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

켜 ‘자원(resourc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학습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일상이나 학교에

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광범위한 개념적 자원(conceptual resources)과 

인식론적 자원(epistemological resources)들을 축적해온다(Hammer 

et al., 2005). 이러한 자원들은 맥락 특이적으로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자원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구체적인 개념이나 인지 양식을 

결정한다(Hammer & Elby, 2002; Hammer et al., 2005).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모형 구성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본성에 해 깊게 탐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모형을 공동으로 생성⋅평가⋅수정하는 지식 구성의 과정

으로, 과학 탐구의 본질로 여겨진다(Clement, 2008; Gilbert et al., 
2000; Passmore, Stewart, & Cartier, 2009; Radinsky, Oliva, & 

Alamar, 2010). 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추론들을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질문의 개념적 자원 활성화의 이해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이차은, 김희백*

서울 학교

Understanding the Role of Wonderment Questions Related to Activation of 
Conceptual Resources in Scientific Model Construction:

Focusing on Students’ Epistemological Framing and Positional Framing

Cha-Eun Lee, Heui-Bai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 R T I C L E  I N F O A B S T R A C T   

Article history:
Received 25 May 2016
Received in revised form 
11 June 2016
Accepted 16 June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students’ epistemological framing and positional framing 
affect the role of wonderment question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conceptual resources and to investigate 
what contexts affect students’ framings during scientific model construction. Four students were selected 
as focus group and they participated in collaborative scientific model construction of mechanisms relating 
to uri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ne student whose framings were "understanding phenomena" and 
"facilitator" asked wonderment questions, but the others whose framings were "classroom game" and 
"non-respondent" were not able to activate their conceptual resources. However, they were able to activate 
their conceptual resources when they shared the epistemological framing of "understanding phenomena" 
and shifted between the positional framings of "facilitator" and "respondent." Although they were able 
to activate their conceptual resources, these activated resources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o their model 
when they shifted to the framings of "classroom game" and "receiver." In contrast, when students 
constantly shared an "understanding phenomena" framing and dynamically shifted between the framings 
of "facilitator" and "respondent," they were able to activate various conceptual resources and develop 
their group model. The students’ framings were affected by the contexts. These included: when students 
were confronted with cognitive difficulties and were not provided proper scaffolding; when the teacher 
played the role of answer provider and guided the activity with correctness; when there were several 
possible explanatory models that students could choose from; and when the teacher played the role of 
thought facilitator. This study contributes to supporting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s for productive 
scientific model construction.

Keywords:
Framing, Epistemological 
framing, Positional framing, 
Wonderment question, 
Conceptual resources, Scientific 
model construction

* 교신저자 : 김희백 (hbkim56@snu.ac.kr)
http://dx.doi.org/10.14697/jkase.2016.36.3.0471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Journal homepage: www.koreascience.org



Lee & Kim

472

생성하는데, 이 때 정신 모형과 같은 인지 구조를 사용하게 된다

(Harrison & Treagust, 1996). Hammer의 자원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 구조는 세분화된 다양한 개념적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

들은 맥락에 따라 관련된 개념적 자원들을 활성화시켜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다. 최근 Oh(2015)는 

Hammer의 자원 기반 관점을 도입하여 계절 변화에 관한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념적 자원이 활성화되

고 조합되는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지식 구성 과정에서 개념적 자원들을 활성화시키

고, 다양한 추론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써 질문을 사용한다. 질

문하기는 과학적 탐구의 핵심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그것의 교육

적 가치가 입증되어 왔다(Chin & Brown, 2002; Chin & Osborne, 

2008; Chin & Osborne, 2010; Maskill & de Jesus, 1997; Scardamalia 

& Bereiter, 1992). 질문은 인식적 탐침(epistemic probe)으로써 학생

들로 하여금 사고를 드러내고, 선지식을 활성화시키며, 설명을 이끌

어내고, 제시된 아이디어를 정당화하도록 촉진한다(Chin & Osborne, 

2008, 2010). Chin & Brown(2002)은 학생들에 의해 생성된 질문을 

사고 질문(wonderment question)과 정보 질문(basic information 

question)으로 나누었고, 그들의 탐구를 이끌고 지식 구성을 안내하는 

질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사고 질문은 인지적 사고

를 자극하여 개념에 한 논의를 촉진하고, 지식 구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생들의 사고 질문은 모형 구성에 필요한 

개념적 자원들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개념적 자원들을 서로 결합

하여 모형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음을 기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이 사고 질문을 제기하지만 

그들의 모형 구성 과정이 종종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

난다. 초기 연구들은 그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보아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강조했지만(Kuhn, 1991),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명시적인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도 맥락에 

따라 생산적인 실행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왔다(Berland & 

Reiser, 2011; Berland et al., 2015; Engle & Conant, 2002).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과학적 실행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식적 맥락을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지한다

(Berland & Hammer, 2012; Chin & Osborne, 2010).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활동에 필요한 기술만을 강조한다면 학생들이 활동을 ‘과학하기

(doing science)’보다 ‘수업하기(doing the lesson)’ (Jiménez-Aleixandre, 

Rodriguez, & Duschl, 2000)로 인식하고, 아이디어의 본질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교사로부터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 수 있다

(Berland & Hammer, 2012; Hutchison & Hammer, 2010).

이와 같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한 개인의 인식과 기 는 활동

의 목표와 행동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결

정한다. 개인의 기 는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의 해석적 틀로 사용되

는 ‘프레임(frame)’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한 기 들의 세트로 어떠한 상황에 한 

해석적 틀을 의미하며(Goffman, 1974), 프레임을 기반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프레이밍(framing)이라고 일컫는

다(Maclachlan & Reid, 1994). 프레이밍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강력하다(Tannen & Wallat, 1993). 프레이밍에 관한 연구들에서

는 주로 지식과 학습에 관한 인식론적 프레이밍(epistemological 

framing)(Redish, 2004; Hammer et al., 2005),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

면에 관한 위치 짓기 프레이밍(positional framing)(Greeno, 2009; van 

de Sande & Greeno, 2012) 등이 논의되어 왔다.1)

사회적⋅인식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프레이밍은 그들의 과학적 실

행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렌즈를 제공한다.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교

육적 목표에 생산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Hutchison & 

Hammer, 2010). 예를 들어, 수업에서의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프레

이밍 한 학생은 지식이 교사나 교과서에 의해 제시된 정보의 형태로 

올 것을 기 하며 정확한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사로부터 점수를 얻기 위해 정답을 찾는 것에 몰두할 것이다

(Hutchison & Hammer, 2010). 반면, ‘자연 현상 이해하기’로 프레이

밍 한 학생은 지식을 어디서든 올 수 있는 것으로 기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보다 쉽게 수업으로 이끌어 오고, 일상적이면서

도 흔한 용어를 사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Hutchison 

& Hammer, 2010). 또한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

로 변하는 특성을 지니며, 인식론적 자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끈

다(Elby & Hammer, 2010; Hammer & Elby, 2002; Hammer et al., 
2005). 예를 들어, Rosenberg, Hammer, & Phelan(2006)의 연구에서 

8학년 학생들은 초반부에 활동지를 채우는 것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해보아라’라는 교사의 조언 이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인과적 설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학

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모형 구성에 생산적으로 참여

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 이해하기’와 ‘과학하기’와 

같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프레이밍 할 수 있도록 맥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 짓는가에 한 프레이밍 또한 생산적인 모형 구성 과정으로의 

참여를 결정짓는다(van de Sande & Greeno, 2012). ‘위치 짓기 프레이

밍(positional framing)’이란 집단 내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한 

개인의 기 이다(Greeno, 2009; van de Sande & Greeno, 2012). 선행 

연구들에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은 Harré & van Langenhove(1999)의 

‘위치 짓기(positioning)’, Philips(1972)의 ‘참여자 구조(participant 

structure)’ 등으로 논의되어 왔고, Hammer의 사회적 프레이밍(‘여기

서 내가 누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기를 기 하는가?’)과 비슷한 맥락

에서 사용된다. 사회 문화 이론에 따르면 어떤 맥락에서든 사람들 

사이에 파워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개인은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

하는 주체자로서 맥락에 한 자신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의 화 속에서 스스로를 화자 또는 

청자로 위치 짓는 것처럼 위치 짓기는 화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1) Greeno(2009)와 van de Sande & Greeno(2012)는 프레이밍의 유형을 위치 

짓기 프레이밍(positional framing)과 인지적 프레이밍(cognitive framing)으로 

나누고, 인지적 프레이밍을 다시 인식론적 프레이밍(epistemological framing)
과 개념적 프레이밍(conceptual framing)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정보를 다

루는 측면에 관해 개념적 프레이밍의 개념을 제안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인식

론적 프레이밍이 지식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적 프레이밍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프레이밍의 의미를 포함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개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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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é & van Langenhove, 1999), ‘위치 짓기’의 개념은 화의 역동

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 

짓기’나 ‘참여자 구조’ 등의 개념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매우 역동적

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이밍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예로, 

Tabak & Baumgartner(2004)는 ‘참여자 구조’의 개념을 사용하여 활

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한 개인의 역할과 기 를 포함하는 학생

들의 이해가 교사가 제공한 아주 미묘한 단서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는 것을 밝혔다. 또한 화를 통해 학생들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이해하는 것은 소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그 안에

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활성화 과정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소집단 활동에서 학생들은 특정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통해 협력적

으로 과제를 해결하는데, van de Sande & Greeno(2012)는 수학적 

문제 해결 수업에서 소집단 학생들이 정보에 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정보를 받는 사람(listener)"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source)"

으로 자신의 위치를 역동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소집단의 협력적인 모형 

구성을 위해 학생들이 생산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프레이밍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 구성에 

학생들이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프레이밍을 지원하

는 교수⋅학습적 맥락을 조성해야 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

저, 학생들의 프레이밍을 이해하고, 어떠한 맥락이 프레이밍의 형성

과 전환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프레

이밍에 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Berland & 

Hammer, 2012; Elby & Hammer, 2010; Hammer et al., 2005; 

Hutchison & Hammer, 2010; Louca et al., 2004; Rosenberg, Hammer, 

& Phelan, 2006; van de Sande & Greeno, 2012), 국내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Lee, Yun, & Kim, 2015). 특히, 모형 구성과 같은 

과학적 실행을 학생들의 프레이밍 관점에서 이해한 연구가 매우 드물

다.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주목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을 서로 결합함으

로써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학적 실행에 한 더욱 깊은 이해를 제공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들을 

탐색함으로써 생산적인 모형 구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둘째, 어떠한 맥락들이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서울시 소재의 여자 중학교 2학년 1개 학급의 총 32명의 학생들과 

1명의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학교는 소득 수준이 중위권에 

속하는 곳에 위치하였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역시 중위권에 해당

했다. 참여 교사는 약 10년의 교육 경력을 가진 생물 교육 전공자였다. 

교사는 모형 구성 활동을 이전에 진행한 경험은 없었지만, 평소 수업

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

을 시도하고 있었다. 교사는 수업 전에 연구자가 개발한 모형 구성 

수업에 한 설명을 들었고, 수업 진행 중에도 연구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하며 자신의 수업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참여 학급의 학생들은 교사와 매우 친 한 관계를 유지했고, 수업

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평소에도 수업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다. 학생

들 또한 모형 구성 수업에 한 경험이 없었지만, 과학 수업에서 소집

단으로 실험하는 활동에 종종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4명씩 1개

의 소집단을 이루었고, 소집단 구성원들은 과학 성적, 학습 접근 방식

을 고려하여 이질적으로 구성되었다. 과학 성적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 내에서 상⋅중⋅하를 구분하였고, 가급적 성적이 골고

루 섞일 수 있도록 소집단에 학생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접근 방식이 소집단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Chin & 

Brown(200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을 상

으로 학습 접근 방식 검사(Entwistle & Ramsden, 1982)를 실시하였다. 

그 후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상적, 심층적 접근 방식을 가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소집단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적 자원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

밍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형 구성을 위한 논의 과정

에서 다양한 사고 질문이 나타나고, 전체 수업 동안 인식론적 프레이

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이 역동적으로 전환되며 이로 인해 사고 질

문이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타난 소집

단 3을 초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초점 집단 학생들의 이름은 소집단

의 번호와 알파벳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들의 세부적인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학생 성별 과학 성적 학습 접근 방식 비고

3A 여 상 심층적

3B 여 중 피상적

3C 여 중 심층적

3D 여 하 피상적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Table 1. Description of participants in the focus group

2. 수업 과정

중학교 2학년 과학 ‘배설’ 단원에서 총 6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은 GEM 순환 고리

(Rea-Ramirez, Clement, & Nunez-Oviedo, 2008)에 따라 배설의 경로

나 원리를 설명하는 소집단의 설명 모형을 구성(Generation)하였고, 

전체 토론을 통해 소집단의 모형을 서로 평가(Evaluation)하였으며, 

자신들의 모형을 수정(Modification)하여 교실 전체의 합의된 과학적 

설명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체 6차시의 모형 구성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배설의 경로와 원리를 통합하는 정교한 정신 모형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었다. 수업에 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2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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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 6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각각 인체에서 세포 호흡의 결과로 

생성된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에 한 사전, 사후의 

설명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인체 모양이 그려진 

전지에 소집단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설명을 구성하였다. 2∼5

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배설의 원리에 한 소집단의 설명 모형을 

구성하여 각자의 활동지에 적었다. 2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여과의 

원리에 한 제시된 예시를 바탕으로 노폐물의 여과 원리에 한 사

전 모형을 구성하였고, 3차시 활동에서 주사기-실린지 필터 실험을 

통해 여과의 원리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였다. 4차시 활동에서 

원뇨와 오줌에 포함된 물질 농도에 한 자료를 표의 형태로 제공받

았고, 신장의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에 스티커를 붙인 후 이를 바탕으

로 재흡수와 분비의 원리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였다. 5차시 활동

에서는 오줌 검사지를 이용하여 오줌 이상의 여부를 판별하고, 콩팥

의 구조와 관련된 오줌 이상의 원인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자료 수집

학생들의 모형 구성 활동에 한 자료 수집은 총 6차시의  ‘배설’ 

단원 수업 동안에 이루어졌다. ‘배설’ 단원 수업 동안 소집단 학생들

의 모형 구성 활동 및 전체 토론은 모두 녹화⋅녹음 되었고, 교사와 

학생의 발화뿐만 아니라 행동 특성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전사하였다. 

2, 4, 6차시의 수업 후에는 초점 소집단 학생들과 연구자간의 협력적 

반성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에서의 실행을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협력적 반성은 20∼30분간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모두 녹화⋅녹음되어 전사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모형 구성 수업에서 작성한 활동지와 소집단의 모형

을 그림이나 글의 형태로 표현한 산출물들, 연구자가 수업을 관찰하

면서 작성한 필드노트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다양한 수집 자료를 

과학 교육 전문가 및 과학 교육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분석함으로써 해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나.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의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맥락

들이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배설 단원에서 이루어진 6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에 한 

전사본을 주된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사고 질문과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를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2인의 과학 교육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내용을 검토하였고, 

검토 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해서는 논의를 통해 

일치시켰다.

소집단의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고 질문

을 확인하기 위해 Chin & Brown(2002)의 질문 유형 틀을 사용하였고, 

모형 구성 활동의 특성에 맞게 틀을 수정한 뒤 학생들의 질문을 코딩

하였다. Chin & Brown(2002)은 학생들이 제시하는 질문의 유형을 

정보 질문과 사고 질문으로 나누었고,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사고 질문은 보다 심층적인 인지적 사고를 자극하여 

활동에 관련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결합하고 정교화 

하여 모형이 발달되도록 한다. 반면, 정보 질문은 심층적인 인지적 

사고를 자극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를 회상하거나 과제 수행에 관한 

절차를 확인한다.

각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이 나타내는 사고 질문에 한 답 

또는 사고 질문 그 자체가 개념적 자원을 포함하는 경우 개념적 자원

이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하였고, 활성화된 개념적 자원들의 결합으로 

차시 주제 모형 구성 활동

1 배설 경로 배설 경로(팔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질소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에 관한 사전 모형 구성

2 콩팥 구조, 노폐물 분리
콩팥 구조에 한 교사 설명 후 여과의 원리에 해 제시된 세 가지 가설 모형 중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설명 모형을 

선택하고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3 배설원리1 - 여과 주사기 실험 후 실험에서 얻은 여과의 원리에 관한 비유형 설명 모형 구성

4 배설원리2 - 재흡수, 분비 표로 주어진 모세혈관, 세뇨관의 물질 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흡수 및 분비의 원리에 관한 설명 모형 구성

5 배설 원리 통합 오줌검사 실험 후 오줌 이상의 원인을 콩팥의 구조에 관한 설명 모형 구성 

6 배설 경로 배설 경로(팔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질소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에 관한 사후 모형 구성

Table 2. Contents of the implemented model construction lessons 

질문 유형 설명

정보 질문
사실질문 이미 배운 단순한 정보를 회상하도록 하는 질문

절차질문 주어진 과정을 명확히 하거나 과제 수행방법에 한 질문

사고 질문

설명질문 모형 구성 과정에서 원리 등을 이해하고자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

예측질문 다양한 추론 또는 가설-증명을 포함

변칙발견질문 회의적인 태도, 인지갈등을 표현하거나 주어진 설명에 다른 의견을 가질 때 하는 질문

적용질문 배운 개념을 확장하게 하는 질문

계획질문 모형 구성을 계획하는 질문

Table 3. The type of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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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모형이 발달되는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모형 구성 활동

의 교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이 추론을 통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생성⋅평가⋅수정하여 모형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을 때

(Rea-Ramirez, Clement, & Nunez-Oviedo, 2008; Schwartz et al., 
2009) 모형 구성 과정을 생산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생산

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프레이밍은 담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Tannen, 1993) 

모형 구성 활동 동안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담화로부터 추론할 수 있

다. 특히, Tannen(1993)은 담화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단어 선택으로 

그의 프레이밍을 확인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Tannen의 담화적 분

석을 기반으로 Hutchison & Hammer(2010)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

이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개념과 자연 현상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서로 다른 

개념 사이를 연결하고자 하는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

밍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과학 수업에 보다 비생산적인 ‘교실 게임’ 

프레이밍과 보다 생산적인 ‘자연 현상 이해하기’ 프레이밍을 동정하

였고, 각각의 프레이밍에서 학생들이 보인 특성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utchison & Hammer(2010)의 연구를 기반으로 모형 구

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인식론

적 프레이밍을 분석하였다(Table 4). 

학생들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 또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는 담화로부터 추론해볼 수 있다(Tannen, 1993). 본 연구에서는 

정보에 한 관점보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소집단 구성원들 간

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van de Sande & Greeno(2012)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더욱 세분화하였고,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으로부터 그들

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분석하였다(Table 5).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의 

형성과 전환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수업 비디오 영상과 전사본, 협력

적 반성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분석 결과,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고 질문을 

통해 적절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켜 소집단 모형을 생산적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고 질문이 적절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

화시키지 못하거나, 개념적 자원이 활성화되었지만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결국 소집단의 모형 구성이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의 사고 질문이 소집단의 

모형 구성을 항상 생산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러한 실행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맥락에 따라 역동

적으로 변하는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에 

영향을 받았다.

다음은 배설에 관한 모형 구성 활동에서 다양한 사고 질문을 나타

냈지만 때때로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인 모형 구성을 보인 소집단 3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와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을 탐색한 후, 이를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1. 사고 질문이 모형 구성에 적절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경우

가. 초기 단계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질문과 개념

적 자원의 비활성화

학생들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을 나타냈지만, 모형 구성

에 적절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경우는 배설 경로에 

한 사전 모형을 구성하는 1차시 수업에서 나타났다. 이 수업에서 학생

들은 배설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몸 밖

비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 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

프레이밍 교실 게임 현상 이해

활동 목표 활동지에 정확한 답을 채워 넣는 것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특성

 지식은 교사나 교과서로부터 제시된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기 함
 지식은 어디서든 올 수 있는 것으로 기 함

 권위자가 옳다고 한 지식만을 인정함
 학교 수업이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축적해온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하고, 추론을 통해 적합성을 평가함

 교사나 교과서로부터 승인된 형식적인 과학적 용어를 

이해 없이 사용함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함

Table 4. Students’ epistemological framing in discourse

위치 짓기 프레이밍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Source)

지시자(Indicator) 다른 사람의 인지적 사고를 자극하지 않고 지시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

촉진자(Facilitator) 사고 질문을 제기하여 다른 사람의 인지적 사고를 자극하고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정보를 받는 사람

(Listener)

수용자(Receiver) 주어진 지식을 이해 없이 그 로 받아들임

응답자(Respondent)
촉진자의 사고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며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켜 

논의가 이어지게 함

그 외에도 상호 작용 관계를 단절시키는 비응답자(Non-respondent)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은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응답하지 않고 거의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나타남

Table 5. Student’s positional framing in discourse



Lee & Kim

476

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인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전지에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다음은 1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소집단 논의에서 일부 발췌한 담화이다. 

1. 3A: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장기 기관을 그린 후) 됐어! 이제 

이 노폐물이 어디로 갈건지? [계획]

2. 3B: 그럼 나는 콩팥을 그리고 있을게

3. 3C: 얘는 뭐 그린거야? [설명]

4. 3A: 몰라. 쓸개 같은데..

5. 3C: 쓸개가 여기..

6. 3B: 야 이건 간이잖아

7. 3A: 너네 빨리 연구해.. 노폐물이 어디서 나올지. 노폐물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 [계획]

8. 3B: 야 너무.. 큰데? (절차)

9. 3C: 방광이 없는데.. 괜찮아? [변칙발견]

10. 3B: 이거 콩팥.. 됐어. 이거 그려 그럼

11. 3A: 아∼ 그럼 니가 그려

12. 3B: 어딨어? (사실)

13. 3A: 야 너희 둘이 이거 어디 갈지 연구해봐. 연구 좀 해봐. [계획]

14. 3C: 나 혈관 그려야 해? 그러면? (절차)

15. 3A: 어∼ 빨리 생각해보라고.. 어디로 갈지 [계획]

-1차시 모형 구성 과정 초반부-

학생들의 사고 질문은 [ ], 정보 질문은 ()로 표시함

1차시 배설 경로에 한 사전 모형 구성의 초반부에 소집단 3의 

학생들은 가장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기 기관의 모습들을 그리

기 시작하였다. 그 후 3A는 노폐물이 어디로 이동할지 생각해보도록 

모형 구성을 계획하는 사고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1, 7, 13, 

15행).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몸 밖으로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한 논의보다 자신들이 그려야하는 장기 기관

의 모습이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모형의 표상화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16. 3C: 이렇게.... 나 솔직히 어떻게 갈지 몰라.. 뭐하는지 모르겠어

17. 3A: 그럼 그냥 혈관.. 얇게 그려 아무데나. 막 그려

...........................(중략)...........................

30. 3C: 3A야. 이거 어디로 그리지? 그냥 그린다

31. 3A: (혈관이) 여기까지 와야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해

32. 3B: 난 파란색으로 해? (절차)

33. 3C: 이게(혈관) 와? (절차)

34. 3A: 아 뭐해?

35. 3C: 너가 콩팥으로 가라며

36. 3B: 콩팥이 아니라 여기로..

-1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

그러나 위 담화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모형 구성을 위한 논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자, 3A는 3B와 3C에게 지시적으로 지식을 전달

하기 시작했다(17, 31행). 또한 3B와 3C는 장기 기관을 혈관으로 연결

할 것을 지시하는 3A의 말을 의심 없이 그 로 받아들였다. 3B와 

3C는 리더인 3A에 매우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들은 장기 

기관을 혈관으로 이어 그리라는 3A의 지시에 자신들이 왜 혈관을 

그려야 하는지, 왜 그런 장기 기관들이 혈관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는

지에 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신에 어떤 색깔로 칠해야 하는지 

등의 절차적 질문(32, 33행)을 하였으며, 이러한 종류의 정보 질문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Chin & Brown(2002)의 결과와 일치하

는 모습을 보였다. 

모형 구성 초반부에 3A가 사고 질문을 나타냄으로써 노폐물의 이

동 경로에 관한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시도를 보였지만 3B와 3C가 이에 적절한 응을 하지 않았

고, 그 이후에 3A는 어떠한 사고 질문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른 학생

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였다. 결국 소집단의 모형은 

체로 3A의 개인 모형이 그림으로 옮겨진 형태였고, 모형 구성 과정

은 3A의 지시에 따라 노폐물이 지나가는 장기 기관만을 연결하여 

그림으로 표상화 하는 것에서 멈추었다. 즉, 소집단의 1차시 모형 구

성 과정은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사고 질문이 나타났지만 노폐물의 이동 경로에 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차시 모형 

구성 과정의 초반부 논의에서 3A는 노폐물이 어디로 이동할지 생각

해보도록 하는 사고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것은 현상을 이

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의 인지적 사고를 자극하여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로부터 3A는 모형 구성 활동을 

‘현상 이해’로 프레이밍 하고 있었고, 이 때, 3A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

은 ‘촉진자(Facilitator)’였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반면, 3B와 3C는 

3A가 노폐물이 어떻게 몸 밖으로 빠져나갈지에 한 논의를 시도하

였음에도 자신들이 그려야 하는 기관들의 모양, 크기, 위치 등에 해

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노폐물이 몸 밖으로 어떻게 빠져

나가는지 현상을 이해하려하기 보다는 활동지에 그림을 채워 넣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3B와 3C는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교실 게임’의 

프레이밍은 3A의 프레이밍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고, 이러한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불일치는 3A의 사고 질문이 노폐물의 이동 경

로에 관한 학생들의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데 기여하였

다. 이 때, 3B와 3C는 3A의 사고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지 않고 거의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자신을 ‘비응답

자(Non-respondent)’로 위치시켰음을 알 수 있다. ‘비응답자’로서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은 소집단의 상호작용을 단절시켰으며, 3A의 인

식론적 프레이밍을 ‘현상 이해’에서 ‘교실 게임’으로 전환시키는 촉발

제가 되었다. 

3A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전환은 모형 구성 후반부에서 노폐물

의 이동경로를 설명하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지시를 내리며 활동지에 그림을 채워 넣는 실행을 보인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3A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교실 

게임’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 또한 ‘지시자

(Indicator)’로 전환되었다. 3A는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자신을 인식적 권위가 높은 ‘지시자’로 위치시킴으로써 다른 학생들

에게 어떠한 사고 질문도 제시하지 않고, 그들의 인지적 사고를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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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았으며 지시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였다. 3B와 3C는 

인식적 권위자로 느껴지는 3A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자 자신을 ‘수용

자(Receiver)’로서 위치시켰고, 3A의 지시를 의심 없이 그 로 받아 

들여 활동지에 그림을 채워 넣는 모습을 보였다. ‘비응답자’와 ‘지시

자’ 그리고 ‘수용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은 과학적 의미 형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짧은 화 패턴을 나타내고, 복잡한 

수준의 추론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Hogan, Nastasi, & Pressley, 

1999).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프레이밍하고, 

‘지시자’와 ‘수용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모형 구성 과정을 

비생산적으로 이끌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모형 구성 초반부에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

밍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나, 소집단 구성원들의 ‘비응답자’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으로 인해 프레이밍이 전환되어 ‘교실 게임’으로 일치

되었다. 학생들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 또한 ‘교실 게임’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으로 인해 ‘촉진자’에서 ‘지시자’로, ‘비응답자’에서 ‘수용

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집단 구성원들의 프

레이밍이 서로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Greeno, 2009; Harré & van Langenhove, 1999; Lee, Yun, & Kim, 

2015; Louca et al., 2004; Rosenberg, Hammer, & Phelan, 2006; van 

de Sande & Greeno, 2012). 또한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

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실행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이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모형 구성 수업이었던 1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모형 

구성 단계인 1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소집단의 모형 구성 활동에 

한 적절한 이해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모형 구성의 초반부 담화에

서 3A가 논의를 촉진했을 때 3C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

다는 어려움을 표현하였고(16행), 수업 후에 이루어진 연구자와의 협

력적 반성에서도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을 ‘이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1. 3C: 이거 왜 그렸는지 모르겠다.

2. 3A: 그러니까.. 대장이야

3. 3B: 원래 소화기관 안 그려도 되는데..

4. 3A: 그러니까

5. 3B: 그려야 되는줄 알고..

6. 3C: 앞에서 배운게 그거여서 그거 그려야 되는 줄 알고.. 콩팥 그려야 

되는데

7. 3B: 그냥 그림 그리는게 재밌었어요.

-1차 협력적 반성-

이처럼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을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림

으로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교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 교사는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1차시 모형 구성 수업에서 배설 

경로에 관한 모형 구성 활동을 안내하며 “이전에 알고 있던 소화, 

순환, 호흡과 틀린 모형을 그리면 안된다.”는 정확성을 강조하였고, 

3B와 3C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활동을 이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모형 구성 활동에 한 

이해 부족은 3B와 3C가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프레이밍 하고, ‘비응

답자’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모형 구성에 

보다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프레이밍의 전환을 촉진시켰고, 결국 학생

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교실 게임’으로 일치되었으며, 위치 짓기 

프레이밍은 ‘지시자’와 ‘수용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교사가 모형 구

성 활동에 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활동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사고 질문이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켰지만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

가. 소집단 모형 구성 과정의 전환: 생산적에서 비생산적으로

소집단 3의 전체 모형 구성 과정 중에서 사고 질문이 나타났음에도 

모형 구성이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재흡수와 분비에 관한 

4차시 수업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4차시 모형 구성 과정은 1차시와

는 다르게 사고 질문에 의해 학생들의 개념적 자원이 활성화되었지만, 

활성화된 개념적 자원이 그들의 모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집단의 

모형 구성이 결국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그 과정에서 나

타난 소집단 3의 담화의 일부이다. 

1. 3A: 야, 장난치지 말고, 왜 그럴까? 어떤 이유에 대해서.. [계획]

2. 3C: 요소를 쓸고 와? [설명] 요소가 뭐야? (사실) 나 과학 공부 하나도 

안했는데

3, 3A: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이거 그거 아니야?

4. 3A: 이거 포도당.. 아니 요소가 여기도(세뇨관) 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요소가) 이렇게(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리키며)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예측]

5. 3C: 쓸고 지나가는 것 아니야? [예측]

6. 3B: 같이 쓸고 지나가서 같이 쭉 빠지는거 아니야? [예측]

7. 3C: 쓸고 지나갔음 여기로(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나? [변칙발견]

8. 3A: (세뇨관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뭔데? [설명]

9. 3C: 모르겠어..

10. 3A: 이거 오줌관 아냐? (사실)

11. 3C: (혈관을 가리키며) 이건 혈장인데? 이렇게(혈관 쪽으로 포도당

이) 빠져나가? [변칙발견] 

12. 3A: (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요소가) 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

13. 3C: 요소들이 농축.. 쓸고 지나가지 않아? [예측]

14. 3A: 뭘 쓸어? [설명]

15. 3C: (요소를 가리키며) 얘네 

16. 3A: U1(보먼주머니)에서 U2(세뇨관)로 갈 때

-4차시 모형 구성 과정 초반부-

4차시 모형 구성 과제는 혈장, 여과액, 오줌에 존재하는 물질 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그려져 있는 모형

에 물질 농도를 표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여과액이 보먼주머

니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생

각했는지를 소집단의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3A는 

모형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 세뇨관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감

소하고 요소의 농도가 증가한 이유에 한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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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는 사고 질문을 제기하였다(1, 3, 4행). 이 때, 3A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혈액 내 요소가 세뇨관으로 빠져나간다’는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하였고, 이에 3B는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 그 로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는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하였다(6행). 그러나 

3C는 변칙 발견 질문을 통해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 그 로 빠져나

간다면, 요소가 세뇨관에서 혈관으로, 포도당이 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였다(7행, 11행). 더 나아가 3C는 

사고 질문에 의해 ‘요소가 농축된다’는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하기도 

하였다(13행).

4차시 모형 구성 과정 초반부에는 3A뿐만 아니라 3B와 3C 학생들 

모두 물질 농도로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 질문

을 하였고, 일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개념적 자원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 즉, 초반부의 모형 구성 과정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므로 생산적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활성

화된 개념적 자원들을 서로 결합하여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4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에 이루어진 담화의 

일부이다.

17. 3B: 원뇨가 오줌이야? (사실)

18. 3A: 몰라

19. 3B: 조장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야지!

20. 3A: 아니 내가 뭘 알겠니

21. 3C: (교과서를 보고) 야 포도당이랑 요소들이 같이 여과된다는데? 

22. 3A: 그거 써 그럼

23. 3B: 자신의 예상, 뭐라고 써? [계획]

24. 3C: 같이 여과된다. 근데 틀릴 수도 있어

25. 3B: 설마 교과서에 틀린 걸 싣겠어?

26. 3A: 맞아.

27. 3C: 근데 저거(모형 구성 활동)랑 안 이어질 수도 있잖아

28. 3A: 그렇긴 해∼ 아, 뭐라고 써야 돼. (교과서를 보고) 그냥 쭉 

가는거 아니야? [예측]

29. 3B: 이유를 뭐라고 써 그러면? [계획]

30. 3A: (교과서를 보고) 여과가 되고 흡수랑 분비가 일어난다. 재흡수

랑 분비가 일어난다. 

31. 3C: 재흡수랑 분비가 일어난다.

-4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

위 담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뇨’라는 용어의 의미를 묻는 3B의 

정보 질문에 3A가 답 하지 못하자, 3C는 교과서를 꺼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다(17∼21행).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포도당

과 요소가 여과된 후 각각 재흡수와 분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 로 소집단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 

구성 초반부 논의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

적 자원을 이끌어왔고 자신들만의 일상적인 언어로 모형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재흡수’와 ‘분비’라는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소집단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즉, 이 논의에서는 개

념적 자원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고 질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교과서를 모형 구성을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였지만 

교과서의 내용을 그 로 따라 적을 뿐이었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

는지 이유를 적지 못 하겠다”며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념적 자원을 활용하여 소집단의 모형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을 의심 없이 그 로 모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적절한 근거로 모형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4차시 

모형 구성 과정은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

앞선 경우와는 다르게 모형 구성 초반부에서 학생들은 여과액이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 혈장, 원뇨, 오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농도 데이터를 기반으

로 추론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학생들은 “쓸고 지나간다”, “쭉 빠져

나간다” 등의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으

며, 이로부터 학생들 모두가 활동을 ‘현상 이해’로 프레이밍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활동에 한 소집단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생산적인 것으로 서로 일치하였다. 또한 상호 작용 관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3A는 1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

에게 사고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인지적 사고를 자극하고 개념적 자원

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로서 자신을 위치시켰다. 이 때, 3B와 3C는 

‘촉진자’인 3A의 사고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고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

시키는 ‘응답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켜 논의를 

이어가는 ‘촉진자’로서 자신을 위치시켰다. 이것은 ‘현상 이해’의 인

식론적 프레이밍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모형 구성 

초반부에서 학생들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구성하고자 노력

하였다.

그러나 모형 구성 후반부 논의에서 ‘촉진자’로 자신의 위치를 프레

이밍 한 3A가 3B의 정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정보 제공자이며 

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17, 18행). 

그러자 3C는 교과서를 보고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신 전달하기 

시작하였고(21행), 3A는 그것을 그 로 받아들여 활동지에 답을 채우

고자 하였다(22행). 이 때 3A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교실 게임’으로 

전환되었고, 위치 짓기 프레이밍 또한 교과서로부터 주어진 지식을 

그 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로 전환되었다. 인식적 권위자로 여겨졌

던 3A가 정보를 제공하며 인지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촉진자’의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자’ 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전환시킨 것

은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의 프레이밍 전환을 촉발시켰다. 인식적 

권위자로 여겨진 3A가 교과서의 지식을 그 로 받아들이는 ‘수용자’

로 자신을 위치시켰을 때, 3B는 3A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에 권위를 부여하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려 했다(25행). 

즉, 3A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이 3B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교실 

게임’으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수용자’로 전환시킨 것이다. 또한 

3C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모형 구성 활동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27행) 모형 구성에 한 논의를 지속시키

려 하였지만, 결국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재흡수’와 ‘분비’의 과학

적 용어를 그 로 활동지에 채우고자 하였다. 이 때 3C의 프레이밍 

또한 ‘교실 게임’과 ‘수용자’로 3A와 3B의 프레이밍과 일치하였다. 

1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주어진 지식을 이해 없이 

그 로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은 과학적 의미 

형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짧은 화 패턴을 나타내고, 

복잡한 수준의 추론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Hogan, Nastasi, & 

Pressley, 1999). 결국, 모형 구성 초반부에 사고 질문에 의해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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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자원은 소집단의 모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교과서의 형식

적인 과학적 용어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형 구성 과정은 비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다. 

4차시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준 맥락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보다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현상을 설명

하고자 하였으나 논의를 깊게 이어가지 못하는 인지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 

때 학생들의 프레이밍은 ‘현상 이해’에서 ‘교실 게임’으로, ‘촉진자’와 

‘응답자’에서 ‘수용자’로 모형 구성에 보다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

되었다. 또한 이 경우에 교사가 소집단 학생들에게 인지적 지원을 

제공하였지만, 이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절

하게 사용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33. 3C: 쌤 그러면 얘(포도당)랑 얘(요소)랑 크기가 작으니까.. 얘네는 

빠져나오고요? (사실)

34. T: 응. 얘네(요소)는 크기가 작아서 여기로 빠져나왔죠? 근데 봤더니 

U1에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여긴(U2)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럼 여기 있는 얘네(요소)들은 

여기 있으면 될까, 안될까? 혈액 속에.. 그 다음에 얘(포도당)는 빠져

나가면 될까, 안될까? 안되겠지? 그럼 물질이 어떻게 될까?

35. 3C: 하아..

36. 3B: 더 궁금증을 남기고 가셨어..

37. 3C: 더 어려워졌는데?

38. 3A: 그냥 재흡수랑 분비 아니야? [계획]

-4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

위 담화에서 교사가 인지적 지원을 제공하고 떠난 뒤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

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고 

질문을 이용하여 인지적 지원을 제공하였지만, 이는 교사가 묻고 답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교

사의 도움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고 그들의 프레이밍을 생산적

으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그

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 모형을 구성하였고, 그

렇게 생각한 이유를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소집단 논의 과정

에서 인지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에 적절한 인지적 지원을 제공받

지 못할 때 학생들의 프레이밍이 비생산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소

집단 활동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인지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3. 사고 질문이 모형 구성에 적절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기여한 경우

가.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질문과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

총 6차시의 배설 수업 동안 소집단 3의 모형 구성 과정이 항상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5차시 수업에서 이루어진 

소집단 3의 모형 구성 과정은 생산적이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오줌 검사지 실험을 통해 오줌의 이상(당뇨, 단백뇨)을 판단하고, 이

상의 원인을 콩팥의 구조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모형 구성 활동을 

수행했다. 다음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소집단의 담화 일부이다. 

1. 3A: (오줌검사지 실험으로 오줌의 이상을 판단한 후) 왜 이런 이상이 

생겼을까? 일단 포도당, 오줌.. 그 이유? 뭘까? [계획] 포도당이 어디

에서 걸러지지? 재흡수? (사실)

2. 3C: 재흡수에서!

3. 3A: 재흡수 어디서 일어나? (사실)

4. 3D: 재흡수가... 세뇨관? (사실)

5. 3A: 세뇨관과 모세혈관? 이상 원인은? 그럼 세뇨관이 터진 거 아니

야? [예측] 

6. 3B: 아니, 세뇨관에 구멍이 뚫린 거지 [예측]

7. 3A: 아니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들어온 거잖아 [예측]

8. 3C: 모세혈관에 구멍이 생겼다거나 [예측]

9. 3A: 그러니까

10. 3C: 그냥 예상이지, 예상? (절차) 

11. 3A: 모세혈관에 구멍이 뚫려 포도당이 세뇨관으로 들어왔다 

12. 3B: 오, 다시 말해줄래?

13. 3C: 근데, 애들한테 이런 것 받을 것 같아. 그러면 혈구는 같이 

빠지지 않아요? [변칙발견] 

14. 3B: 아, 사이즈가 크잖아 혈구는. 포도당이 더 작지 않나? 혈구보

다? (사실)

15. 3C: 작은 구멍이라 해, 그럼? [예측]

16. 3A: 어∼ 포도당만한 구멍

........................(중략)........................

32. 3C: 왜 다 구멍이 뚫려? 아니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몸에 필요한 

거잖아. 근데 몸에서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 없어서 내보낼 

수도 있지 않아? [예측]

33. 3B: 오!

34. 3A: 어, 대박!

-5차시 모형 구성 과정 초반부(당뇨 원인)-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3A는 사고 질문을 제기하

며 오줌 이상이 생긴 이유에 해 모형을 구성하도록 촉진시켰다(1

행). 이어서 3A는 포도당의 재흡수가 일어나는 곳을 묻는 정보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3D는 ‘포도당은 세뇨관에서 재흡수된다’는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개념적 자원은 재흡수가 일어나는 곳인 

세뇨관에 초점을 맞추어 포도당이 오줌으로 검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사고 질문을 통해 3A와 3B는 ‘세뇨관 구조에 

이상이 생겨 포도당이 분비된다’는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켜 세뇨관 

안쪽으로 포도당이 분비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5∼6행). 그러나 3A

와 3C는 사고 질문을 통해 ‘모세혈관의 구조에 이상이 생겨 포도당이 

분비된다’는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뇨관의 구조 이상에 

한 또 다른 안을 제안하였다(7∼8행). 이 과정에서 세뇨관의 구조 

이상에 한 소집단의 모형(M1)은 모세혈관의 구조 이상에 한 또 

다른 모형(M2)으로 체되었다. 학생들은 소집단의 모형을 체하는 

데 명시적으로 정당화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분비 과정에 이상이 생

겨 포도당이 검출된 것이라면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모세혈관에 이상

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어서 3C는 ‘모세혈관에 구멍이 생겨 포도당이 분비된다’는 자신

의 아이디어에 모세혈관에 구멍이 생겼다면 포도당뿐만 아니라 혈구

도 함께 빠져나올 수 있다는 반박을 제기하였다(13행). 이러한 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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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질문은 ‘혈액에는 포도당뿐만 아니라 혈구도 존재한다’, ‘몸에 

필요한 혈구는 분비되면 안된다’는 개념적 자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3C의 반박에 3B는 ‘포도당이 혈구보다 더 작다’는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켰고, 이는 3C로 하여금 ‘포도당 크기의 작은 구멍이 생긴다

면 혈구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를 이끌었다(14

∼15행). 이와 같이 반박을 나타내는 사고 질문에 의해 활성화된 개념

적 자원의 결합으로 소집단의 모형은 보다 정교화 될 수 있었다

(M2’). 또한 3C는 모형 구성 후반부에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

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분비된다’ 등의 개

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킴으로써(32행) 또 다른 모형(M3)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는 목표 모형에 더욱 근접한 것이었다. 이후에 학생들은 

M2’와 M3를 모두 소집단의 설명 모형으로 채택하였고, 이를 활동지

에 적었다. 

이어지는 단백뇨 이상의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에서도 마찬가

지로 학생들은 사고 질문으로 다양한 개념적 자원을 이끌어냈고, 활성

화된 개념적 자원들을 적절히 결합하여 소집단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17. 3B: 단백질은? [계획] 단백질은 뭐지? 흡수냐? (사실)

18. 3A: 단백질은 여과부터, 그러면 보먼주머니..

19. 3B: 사구체 구멍에서..

20. 3C: 아니면 사구체의 혈압이 세다 라거나 [예측]

21. 3A: 그럼 딴 것도 들어올 거 아니야? [변칙발견] 

22. 3C: 그렇겠지? 혈구는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단백질이 들어올 만한 혈압! 

23. 3B: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은 거야! 콩, 두부 이런 거!

24. 3A: 왜 그럴까? [설명] 

25. 3B: 아, 잠깐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26. 3A: 보먼주머니랑 사구체에서 일어난 거잖아.. 그니까

27. 3B: 보먼주머니와 사구체를 연결하는 어느 부분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 사이즈가 [예측]

28. 3A: 단백질만 해?

29. 3B: 그렇지!

-5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단백뇨 원인)-

전체 배설에 한 모형 구성 수업 중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반박이 나타났다. 사고 질문을 통한 반박은 개념적 자원

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활성화된 개념적 자원들을 서로 결합시켜 

소집단의 모형이 점차 정교하게 발달되는 데 기여하였다. 5차시 모

형 구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

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은 생산적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첫째,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오개념을 나타냈고, 스스

로 오개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둘째, 여러 개의 

소집단 모형이 제시되었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

하여 현상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전체 교실 토론

에서 오개념이 교정되고 모형의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극복하

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

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포도당과 단백질이 오줌으로 

검출되는 가능한 원인을 콩팥의 구조와 관련지어 다양한 추론을 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모세혈관이 터졌다’, ‘구멍이 생겼다’ 등의 일

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답이 아

니더라도 오줌의 이상 원인을 예상해보는 것으로 활동을 이해하고 

있었는데(10행), 이로부터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을 ‘현상 이해’로 

프레이밍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소집단 학생들은 

생산적인 프레이밍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고 질문으로 다양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 

추론을 통해 활성화 시킨 개념적 자원들을 결합하고 정교화 하여 소

집단의 모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또한 3A는 이전 수업에서와 같이 사고 질문을 제기하며 다른 학생

들의 인지적 사고를 자극하고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었다(1행). 모형 구성 초반부에 3A는 당뇨

의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에서 포도당이 오줌으로 검출된 것은 

모세혈관이 터져 세뇨관으로 분비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인지적 사고를 자극하였다(5행). 이에 3C는 모세혈관

이 터진 것이 아니라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3A의 자극에 

적절히 응답하는 ‘응답자’로서 자신을 위치시켰다(8행). 이어서 3C는 

모세혈관에 구멍이 생겼다면 포도당뿐만 아니라 혈구도 같이 빠질 

것이라는 반박을 제시하거나(13행), 모형 구성 후반부에 에너지원으

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이 분비될 것이라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

며 다른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촉진자’로서 자신을 위치시켰다. 

3B 또한 3C의 반박에 한 ‘응답자’로서 혈구가 포도당보다 크기가 

크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소집단 모형의 정교화를 이끌었다(14행∼16

행). 이어서 단백뇨 이상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에서는 3B가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촉진자’로서 위치하였고(17행), 

3A와 3C는 3B의 사고 질문에 적절히 응하며 또 다른 질문을 불러

일으키는 ‘응답자’로서 자신을 위치시켰다. 

이처럼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소집단 3의 학생들은 모두 ‘촉진

자’와 ‘응답자’로 상황에 따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매우 역동적으로 

전환시켰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서로 동등한 인식적 권위를 나눠 

갖고,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을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소집단 학생들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역동적으로 전환시킨 것은 Hogan, Nastasi, & Pressley 

(1999)의 정교화 상호작용 패턴을 나타내며, 추론의 복잡성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의 전환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역동적으로 전환시키며 상

호작용을 이어갈 때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한 van de 

Sande & Greeno(2012)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친 맥락

은 크게 과제 특성과 교사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5차시 

모형 구성 과제는 오줌 이상을 판단하고 그 원인을 콩팥의 구조와 

연관시켜 설명 모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여과, 재흡수, 분비의 개념을 통합적으

로 다루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제는 오줌 이상의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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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구성할 수 있는 설명 모형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5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도 정확한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에요. 틀린 답은 없어요.” 라며 활동을 안내하였다. 이는 인식적 권위

자로 여겨졌던 교사가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고,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학생들이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맥락들은 학

생들이 보다 쉽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적 자원을 이끌어와 가능한 

설명을 구성해보고, 서로의 의견에 반박하여 모형을 정교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고 질문을 통해 다양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추론을 기반으로 이를 결합하고 정교화 하여 

모형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

들이 사고 질문을 제기하더라도 모형 구성 과정이 비생산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도 나타난다. 사회 문화적 관점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학생들이 과학적 실행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적⋅사회적 

측면들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Berland & Hammer, 2012; Chin & 

Osborn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

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이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학생들

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들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초기 모형 구성 단계에서 3A는 모형 구성 활동을 ‘현상 이해’

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관계에서 자신을 ‘촉진자’로 프레이밍하

고 있었고, 3B와 3C는 각각 ‘교실 게임’과 ‘비응답자’로 프레이밍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레이밍의 차이로 인해 논의 과정에서 개념적 자원

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고 질문이 나타났어도, 그들은 개념적 자원

을 활성화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3B와 3C의 ‘비응답자’로서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은 소집단의 상호작용을 단절시키며 3A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교실 게임’으로 전환시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동시에 3A

는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지시자’로 전환시켰고, 다른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지시를 내리며 활동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

었다. 이에 따라 3B와 3C는 3A를 인식적 권위자로 여기며, 그의 지시

를 그 로 따르는 ‘수용자’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전환시켰고, 결국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은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들이 

모두 ‘현상 이해’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공유하고, ‘촉진자’와 ‘응답

자’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상황에 따라 전환시킨 경우에는 사고 

질문이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인식적 권위자

로 여겨지던 3A가 정보 제공자이며 사고 촉진자로서 역할하지 못하

고 ‘교실 게임’과 ‘수용자’로 프레이밍을 전환시켰을 때, 다른 학생들

의 프레이밍 또한 비생산적으로 전환되었고, 학생들은 사고 질문으로 

활성화시킨 개념적 자원을 기반으로 모형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학생

들은 교과서의 형식적인 과학적 용어를 그 로 사용하여 활동지를 

채우고자 했으며, 결국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은 비생산적으로 이

루어졌다. 반면, 학생들은 모두 ‘현상 이해’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촉진자’와 ‘응답자’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순간순간마다 매우 역동적으로 전환시킨 경우 사고 질문을 통해 다양

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소집단의 모형을 발

달시킬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사고 질문을 제기하며, 일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켰고, 추론을 통해 

이를 보다 정교화 하였다. 특히, ‘촉진자’와 ‘응답자’로 위치 짓기 프레

이밍을 역동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학생들은 모두 동등한 인식적 권

위를 갖게 되었고,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은 생산적으로 이루어졌

다.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친 맥락들은 다음과 같았다. 소집

단 논의 과정에서 인지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적절한 인지적 지원을 

제공받지 못할 때, 교사가 정확성을 강조하며 활동을 안내할 때, 교사

가 정답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등과 같은 맥락들은 학생들이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프레이밍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전 

학습 내용을 통합하며 여러 가지 설명 모형이 가능한 모형 구성 과제

일 때, 인식적 권위자로 여겨졌던 교사가 자신의 권위를 낮추고 사고 

촉진자의 역할을 할 때 등과 같은 맥락들은 학생들이 생산적인 방향

으로 프레이밍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질문이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개념적 자원이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기여하는 데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였다. 소집단 학생들이 ‘현상 이해’로 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안정적으로 공유하고, 소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촉진자’와 ‘응답

자’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역동적으로 전환시킨 경우에 다양한 개

념적 자원이 활성화되고 소집단 모형이 정교하게 발달될 수 있었다. 

이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안정화

되고, 생산적인 위치 짓기 프레이밍이 역동적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Elby & Hammer, 2010; Hammer & Elby, 2002; 

van de Sande & Greeno, 2012)의 주장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인식론

적 측면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생산적인 모형 구성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제안할 수 있는 교수법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교사는 학생들의 프레이밍이 지식 구성과 같은 과학적 실행

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맥락들에 의해 전환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개념적 자원을 통해 지식 구성

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맥락을 조

성해주어야 한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활동에 한 안내를 충분

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타당

하지 않는 지식을 구성하더라도 과학적 실행에 직접 참여해보는 경험

은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Hammer, 2004). 이처럼 생산적인 프레이밍이 형성되고 안정화되는 

교실 분위기가 먼저 구축된다면 교사가 과학적 정확성으로 지식 구성

의 방향을 이끌어갈 때 진정한 과학적 탐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지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교사는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적절히 반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적인 과학적 실행을 지원

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문제

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지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구성 과정의 맥락에서 사고 질문이 개념적 자원

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역동적인 프레이밍의 관점으로 파악하였지

만, 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안정성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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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추후 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안정성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의 역동성이 유지되는 과정과 이러한 프레이밍 간의 상호작

용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반응

적인 수업 환경 조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적 자원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

밍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떠한 맥락들이 학생들의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네 

명씩 한 소집단을 이루어 배설 기작에 한 소집단의 설명 모형을 

협력적으로 구성하였다. 모형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질문이 나

타나며, 맥락에 따라 프레이밍이 변한 1개의 소집단을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담화 분석을 통해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의 사고 질문과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를 확인하였고, 그들의 인식론

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추론하여 이에 영향을 미친 맥

락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집단 내에서 모형 구성 활동을 ‘현상 

이해’로, 자신의 위치를 ‘촉진자’로 프레이밍 한 학생이 사고 질문으

로 개념적 자원의 활성화를 촉진했지만, ‘교실 게임’과 ‘비응답자’로 

프레이밍 한 다른 학생들에 의해 상호 작용이 단절되어 개념적 자원

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모두 ‘현상 이해’, ‘촉진자’와 

‘응답자’로 프레이밍 한 경우 사고 질문을 통해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프레이밍이 ‘교실 게임’과 ‘수용자’로 

전환되었을 때 활성화된 개념적 자원이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기여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상 이해’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촉진자’와 ‘응답자’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서로 역동적

으로 전환시킨 경우 학생들은 모두 동등한 인식적 권위를 갖고, 사고 

질문을 통해 다양한 개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며 소집단의 모형을 

정교하게 발달시켰다. 이와 같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프레

이밍은 인지적 어려움의 지속과 정답 제공자 또는 사고 촉진자로서 

교사의 역할 등에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과학 수업에서 생산적인 

모형 구성 활동을 지원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

의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주제어 : 프레이밍, 인식론적 프레이밍, 위치 짓기 프레이밍, 사고 
질문, 개념적 자원, 과학적 모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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