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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적 논의활동(scientific argumentation)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인의 아이디어
를 제안, 지원, 비판, 정교화하는 지식구성의 과정
이며, 과학적 실천의 핵심이다(Driver et al., 2000; 
Jimenez-Aleixandre et al., 2000). 학생들은 과학적
논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의미협상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른
관점을 가진 주장과 근거의 정당성을 살펴보는 과
정을 통하여 비판적 추론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Jimenez-Aleixandre & Erduran, 2008). 또한, 과학적
논의활동은 교사의 질문, 학생의 대답, 그에 대한
교사의 평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수업의 관행을

바꾸는 노력이며(Berland & Reiser, 2011), 학생들이
공동의 지식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환경의 제공이다. 따라서 지식은 다른 사람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며, 발전되고 변화할 수 있
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과학논의활동은
과학교육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논의활동은 개인적이며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Jimenez-Aleixandre & Erduran, 2008). 즉, 어떤 현상
에 대한 생각을 글이나 말을 통하여 표현한다는 점
에서 개인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공동
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반박
하면서 공동의 의견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Driver et al., 2000; Jimenez- 
Aleixandre & Erduran, 2008). 논의활동의 이러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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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의미 중 특히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활동이
협력적 논의활동이다. 협력적 논의활동(collaborative 
argumentation)은 학습자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룹 내의 상호작용
에 초점을 맞춘 지식의 사회적 구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Evagorou & Osborne, 2013).

Chinn and Clark (2013)에 따르면 협력적 논의활
동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불일치한 상황에
서 이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같은 입장
의 사람들이 공동의 의견을 개발하고, 정교화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협력적 논의활
동에 참여하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첫째, 학생의
자율성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증가로 인한 논의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가 향상될 수 있다. 둘째, 학
생들은 협력적 논의활동을 통해 동료학생에게 새
로운 정보, 알려지지 않은 증거, 설명 구성의 방법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논의 주제에 대한 내용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 셋째, 협력적 논의활동을
하면서 반론으로 인해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견을 수정하거나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을
개발해야 함과 같은 일반적인 논의활동 기술이 향
상될 수 있다.

Sampson and Clark (2011)은 학생들은 과학적 설
명과 주장을 생성하고 평가할 때 서로 협력하는 것
이 필요하며, 그룹의 정보와 메타 인지적 자원의
결합은 개인의 논의 결과물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성공
적인 협력적 논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논의
활동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논
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공동의 이해 협상과 다른 구성원들에
게 질문하기와 같은 협력적 논의의 구체적인 특성
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하며(Evagorou & Osborne, 
2013), 그룹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생산적인 담화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
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Chin & Osborne, 2010). 이
에 연구자는 과학적 논의활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을 강조하는 협력적 논의활동을 통한 초등학생들
의 소집단 내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변화학습은 개인의 이해와 이해의 기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가는 개인적 활동일 뿐
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
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Vosniadou, 2008). 

즉,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현
상을 해석할 때 불만족을 느끼며, 이를 변화해 나
가는 과정으로 이러한 개념변화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Dogan 
et al., 2017).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떠한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룹 속에서 표현하
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과
정 속에서 개념을 변화하거나 정교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개념변화의특성을많이공유하는교육적실
천을 논의활동이라 할 수 있다(Nussbaum & Sinatra, 
2003; Zhou, 2010).
선행연구들은 과학적 논의활동이 과학적 지식이

나 개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Nussbaum et al., 2008; Kang et al., 2002). 
Zohar and Nemet (2002)의 연구에서 논의활동은 교
과 지식과 논의활동의 수행 능력을 모두 향상시켰
으며, 짧은 개입으로도 학생들의 논의의 질적 측면
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Venvile and 
Dawson (2010)의 연구에서는 과학적 이슈에 대한
논의활동 후의 논의 구성에서 수업 전보다 더 복잡
하고 논리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논의활동에 참여
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과학 지식 평
가에서 높은 이해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 연
구 결과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학논의활동이 개념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개념 변화 측면에서 논의활
동이 중요함에도 지금까지 국내의 개념 변화 연구
들은 학생들의 선개념의 정도와 종류를 파악하거
나(Cho et al., 2002; Choe et al., 2001), 프로그램 처
치 전․후의 개념 변화정도를 살펴보는 연구(Paik 
et al., 1999)가 있었다. Song (2017)의 연구에 따르
면 1984~2016 동안의 개념변화 관련 연구 중 변칙
사례를 제공하여 개념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55
편이고, 논변에 의한 개념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는
3편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대인관계 요인을 살펴보면, 소집

단 학생들의 대인관계의 요인들이 협력적 논의활
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소집단의 적
정한 사회적 갈등은 생산적인 논의활동을 촉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 Sandoval, 2015). 협력적
논의활동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협
력적 논의활동 속에서 각 소집단의 상호작용 양상
과 과정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주로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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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친밀감과 리더 유무에 따라 논의활동의 양
상을 분석한 연구(Lee & Chun, 2017)와 배설에 대
한 협력적 모델링 과정에서 대화적 논변활동을 통
한 담화적 이동과 합의형성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Lee & Kim, 2017).
위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았을 때, 협력적 논

의활동에서 소집단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개념변
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
판적 질문하기를 통한 불확실성 해결하기와 합의
를 위하여 논변을 통한 주장을 변경하기, 무비판적
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기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적 논변
활동에 의하여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해가는 측면
이 나타났다. 하지만 협력적 논의활동 속에서 학생
들은 어떠한 개념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며, 개념변
화와 소집단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달의 모
양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변화를 살펴보고, 논
의활동 중 개념변화를 보인 소집단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전북 소재의 D 초등학교 2개 6학년

학급 5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는데, 5명씩 10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져서 협력적 논의활동에 참여하
였다. D 초등학교는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고, 전체 
24학급의 중간 규모의 학교이며, 학습자의 학업 성
취도는 중․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학생들
의 인지수준(Evagorou & Osborne, 2013)과 과학적
추론능력(Kim & Kim, 2015)이 과학논의활동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에서 인지발달단계 및 추론능력이 상대적으로 높
은 6학년 학생들의 과학논의활동이 가장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6학년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2.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논의활동 프로그램을 4차시 개발하여 6
학년 2학급 50명을 대상으로 적용하면서 학생들의
논의활동을 녹음하고 녹화하였고 이를 전사하였다. 

또한 학생 11명을 면담하였다. 이러한 질적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연구절차를 거쳤다.

3. 차시별 수업 주제 및 과제
논의활동 프로그램은 총 4차시의 수업안과 활동

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계획한 협력적
논의활동 전체수업 주제및 과제는 Table 1과같다.

1~2차시 수업은 협력적 논의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과학논의의 정의, 구성요소, 구조에 대
해서 학습하고 협력적 논의활동의 정의와 방법을
학습하였다. 또한 소집단의 논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실제 참여하여 논의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사전 준비 단계를 마련한 이유는 학생들은
생산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필
요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협력적 논의활동에 긍
정적 효과를 미친다(Sampson & Clark, 2011)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3~4차시는 논의활동
단계로 협력적 논의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소집단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논의활동을 통해 학
생들의 과학적 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3차시
주제는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
으로 모둠 과학논의를 수행하고, 논의활동 결과를
활동지에 적도록 하였다. 4차시 주제는 달의 모양
변화 원인에 대한 것으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

Fig. 1. Procedures of the research.



<연구논문> 협력적 과학논의활동에서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개념변화 : 이미선․김효남․양일호 219

용으로 선택지를 주어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이유
를 설명하도록 하고, 주장과 연결하여 정당화하도
록 하였다. 또한 다른 선택지가 틀렸거나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1) 1차시: 과학논의활동

과학논의활동을 도입하는 차시로 논의구성요소
인 주장, 증거, 정당화를 이해하는 수업으로 구성하
였다. 과학논의의 개념은 선행 연구(Kang & Lee, 
2013)의 정의를 연구 대상 학생 수준에 맞춰 제시
하였고, 과학 논의의구조 및구성요소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Lawrence Hall of Science에
서 제공한 Learning Design Group (http://learning 
designgroup.org)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6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하였다.

2) 2차시: 협력적 과학논의활동

협력적 논의활동의 개념(Chinn & Clark, 2013; 
Evagorou & Osborne, 2013), 협력적 논의활동에 참
여하여 논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집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한 4가지 
프로그램(Simon & Maloney, 2007) 중 ‘Finding for 
gerbils’을 수정하여 본 연구 활동에 제시하였다. 이
활동은 사막 쥐 및 집에 대한 한정된 정보에 기초
하여 사막 쥐가 서식하기 가장 적합한 집을 결정하
는 활동이다. 

3) 3차시: 먹이그물과 생태계

‘먹이그물과 생태계’는 습지 생태계의 다양한 생
물들 중 어떤 생물이 사라졌을 때 습지 생태계 먹

이그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서로 논의
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 생물의 개
체 수 변동이 다른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며, 다양한 먹이사슬이 복잡성이 생태계 유지 및
평형에 유지에 기여함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생
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전체 먹이그물에 미치
는 영향과 같은 과학개념을 파악한다. 따라서 학생
들은 다양한 과학개념의 이해가 가능하고, 자신의
부족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주
어진 자료 분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결정하고, 
이를 표현하며,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에 반박하는
기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먹이그물과 생태계에 도입된 활동은
Argument-Driven Inquiry in Life Science(Enderle et 
al., 2015)의 11장 ‘Food Webs and Ecosystems’의 내
용을 6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4) 4차시: 달의 모양 변화

4차시 ‘달의 모양 변화’는 달의 모양 변화 원인
을 설명하는 5가지 경쟁주장에서 과학적으로 타당
한 주장을 선택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 상대를 설득하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또한
4가지의 대안 주장과 개념이 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활동지를 구성하였다(Lee, 
2019).

4. 자료 수집
소집단 논의활동의 전 과정을 비디오 녹화 및 녹

음하고, 개인별 논의활동지, 학생 면담 자료, 연구
자의 관찰기록을 함께 수집하였다.

Table 1. Lesson topics and argument activities

Period Lesson topics Argument activities/materials

1 과학논의활동

*과학논의 이해하기
과학논의 구성요소 이해하기
과학논의 구조 이해하기

*논의 주제에 대한 주장, 증거, 정당화 서술하기(Lee, 2019) 

2 협력적 과학논의활동

*협력적 논의활동 이해하기
협력적 논의활동 방법 이해하기
협력적 논의활동 해보기

*사막쥐의 집 선택(Lee, 2019) 소재로 과학논의 연습

3 먹이그물과 생태계
*습지 생태계의 생물의 변화가 먹이그물에 미치는 영향
*읽을거리 제시 후 주장, 증거, 정당화 기술(Lee, 2019)

4 달의 모양 변화
*달의 모양 변화의 원인에 대한 알맞은 주장은?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한 설명 선택지 5개 제시 후 택 1하도록 하고, 선택이유를 적음
(Le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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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일정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주
1회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대상 학교의 행사로 인
해 2~3차시 수업을 한 주에 실시하여 총 3주에 걸
쳐 진행되었다.

1) 비디오 녹화 및 녹음

소집단별 논의활동은 전 과정이 비디오로 녹화
및 녹음되었다. 녹화, 녹음을 통하여 학습자의 담
화, 행동, 표정을 기록하고 전사하여 담화가 이루어
지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음 녹화
된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2) 논의활동지

1~3차시의 논의활동에서는 개인 활동지가 제공
되었고, 4차시 활동에서는 개인 활동지와 소집단
활동지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는 4차시 논의활동
주제의 특성상 담화만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보
다는 담화와 함께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것이 관련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하여 소집단 활동지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3) 면담

전체 논의활동 수업을 마치고 1주 후 연구 대상
중 학생 11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생 면담은 10
개 소집단 중 소집단 내 상호작용이 3, 4차시 모두
에서 협력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난 소집단 5와 소집
단 7의 학생들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소집
단 5의 학생 ‘마’는 개인사정으로 면담을 하지 못하
였다. 또한 소집단의 논의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었던 소집단 4의 학생 ‘라’와 소집단 8의 학생 ‘다’
를 추가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과학교육전문가 1인, 과학교육전

공 석사과정 3인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면담 질문지는 6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 내용은 3, 4차
시 논의활동에 주제와 관련된 과학개념을 묻는 질
문과 논의활동 전후에 과학개념의 변화 여부 및 이
유를 묻는 질문, 과학논의활동에 참여하고 느낀 점, 
학교 수업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하였다. 면담은 학생 개인별로 진행되었고, 학생 1
명당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 전사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협력적 논의활동에서 각 소집

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논의활동
을 통해 개인별 과학 개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변
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념변화가 있는
학생들이 속한 소집단의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
였다.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변화가 뚜렷한 4차시
수업을 초점으로 분석하였다. 개념변화 분석은 대
화적 이동 분석틀을 사용하였고, 상호작용의 분석
은 아이디어 제시 후의 반응유형, 아이디어를 평가
할 때의 담화의 성격,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평
가 및 정당화 분석틀을 사용하였다(Table 2).

1) 논의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나타나

는 반응 유형

협력적 논의활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
소집단 구성원들은 어떤 반응을 유형을 보이며 논
의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안된 아이디
어에대한소집단구성원의반응유형은수용(accept), 
거절(reject), 토론(discuss), 무시(ignore)로 구분하였
다(Sampson & Clark, 2011).

2) 논의활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담화의 성격

협력적 논의활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의 장점을

Table 2. Categories of conceptual change and students’ interaction (Sampson & Clark, 2011; Asterhan & Schwarz, 2007; Lee, 2019)

분석 내용 범주 세부 범주

상호작용

반응 유형 수용, 거절, 토론, 무시

담화의 성격 정보 탐색, 설명, 반대, 공동 구성

평가/정당화 엄격한 기준: 자료와 일치, 자료의 충분함, 설명의 정합성, 설명의 충분함, 과학 지식과의 일치성
비형식적 기준: 권위에 호소, 의심, 그럴듯함, 유추, 개인적 경험 언급, 중요성 언급, 개인적 추론

개념변화 대화적 이동
논쟁적 이동: 주장, 주장 요청, 지지, 동의, 도전, 반대, 반박, 양보
비 논쟁적 이동: 정교화, 정보 요청,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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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때 소집단 담화의 성격 유형을 탐색하였다. 
논의활동 중에서 아이디어의 장점 평가 시 소집단
담화의 성격 유형은 정보탐색(information-seeking), 
설명(exposition), 반대(opposition), 공동 구성(co-con-
struction)으로 구분하였다(Sampson & Clark, 2011).

3) 자신이나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정당화하고 평

가하는 기준

경쟁 아이디어나 주장의 수용 가능성과 설명의
타당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탐구
에 더 적합한 엄격한 기준의 사용이 필요하며, 어
떤 기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논의활동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적 논의활동에서
상대방이 제안한 아이디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분석하였
다. 평가 및 정당화의 기준은 크게 엄격한 기준
(rigorous criteria)과 비형식적 기준(informal criteria)
으로 나누어진다. 엄격한 기준은 자료와 일치, 자료
의 충분함, 설명의 정합성, 설명의 충분함, 과학 이
론과 법칙과의 일치성과 같은 세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형식적 기준은 권위에 호소, 
발화자에 대한 의심, 그럴듯함, 유추에 호소, 개인
적 경험과 일치, 아이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인적 추론과의 일치성과 같은 세부 범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Sampson & Clark, 2011).

4) 대화적 이동 분석

Asterhan and Schwarz (2007)가 제안한 미시적 수
준의 담화프로토콜 분석 방법인 대화적 이동(dia-
logical moves)을 사용하여 대화의 맥락과 발화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별로 소집단 담화를 분석
하였다. 대화적 이동의 코딩 범주는 크게 논쟁적
이동(argumentative moves)과 비 논쟁적 이동(non-ar-
gumentative moves)으로 구분되며, 논쟁적 이동에는
주장, 주장요청, 동의, 지지, 도전, 반박, 반대, 양보
가 있으며, 비 논쟁적 이동에는 정교화, 정보요청, 
정보제공이 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크게 수정하
거나 추가하지 않고 앞에 나타난 내용을 간단하게
반복하거나 수정하는 발화는 별도로 코드화하였다.

5) 협력적 과학논의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개념변화 양상

협력적 과학논의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개

념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소집단의 4차시 담화
를 분석하여, 소집단 담화 속에서 개념 변화를 확
실하게 나타낸 10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4차시
담화를 선택하여 분석한 이유는 사전개념질문지와
개인별 논의활동지를 비교했을 때 개념변화가 뚜
렷했으며, 3차시 논의활동에 비해 학생들의 개념변
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먼저 3, 4
차시에 나타나는 차시별 전반적인 개념변화 양상
을 살펴보고, 4차시 ‘달의 모양 변화’를 초점차시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개념변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
하여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학생 ‘마’와 다른 구성원들
의대화적이동을나타내고, 오른쪽에는학생 ‘마’의 
개념변화 과정을 나타내었다. 초점학생들의 개념변
화의 특징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개념변화를
나타낸 학생들이 속한 소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
용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소집단 구성원들
의 4차시 담화수를 기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개념변화가 나타난 학생 10명의 개념변화와 개
념변화가 일어난 6개 소집단의 상호작용 양상은 다
음과 같았다.

1. 개념변화 분석
개념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난 10명의 초점학생들

의 개념변화의 특징은 Table 3과 같다.
학생별 개념변화의 특징을 범주화하면 과학개념

으로의 변화와 개념의 정교화로 나눌 수 있다. 과
학 개념으로의 변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개념의 불
일치로 인해 기존 개념을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개념을 통합하는 개념변화의 특징을 말하며, 개념
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의 이해를 포함
한다. 또한 개념의 정교화는 과학논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소집단 구성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
정에서 단순했던 개념이 정교화된 경우를 말한다.

1) 과학 개념으로의 변화

과학 개념으로의 변화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지식을 통
합하는 과정에서 소집단 구성원들을 통해 학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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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여주었다(Bell & Linn, 2000). 과학 개
념으로의 변화를 보인 학생들은 다른 구성원과의
불일치한 개념이 논의활동의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논의활동의 주장과 개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학생들은 개념의 변화와 함께
주장도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개념을 쉽게 바꾸려
고 하지 않았다. 반면, 개념을 변경하여도 주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게 개
념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었다.

(1) 주장의변화를수반하는과학개념으로의변화

불일치한 개념이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로 이 유
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개념의 변화과정이 복잡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경

쟁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방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주장을 변경하기는 하였
지만 개념 변화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담화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다.

Berland and Russ (2018)에 따르면 논의활동을 통
한 개념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며, 잠재적이고 암
묵적인 생각의 개선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보여준 상호작용은 불일치한 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점차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
다. 소집단 1의 학생 ‘다’와 소집단 5의 학생 ‘마’, 
소집단 8의 학생 ‘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소집단 5의 학생 ‘마’의 개념변화 과정을 살펴보

면 Fig. 3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개념이 변화하였다.
학생 ‘마’는 달은 태양빛을 저장하고 있다가 빛

Fig. 2. Conceptual change of small group 1 student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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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달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태양빛을 낸다는 비
과학적 개념을 근거로 들었다. 이것은 학생 ‘마’가
선개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달의 위치에
따른 달의 모양변화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
문에 이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 ‘마’가 주장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

기는 학생 ‘라’의 반박과 학생 ‘나’의 정교화이었다. 
학생 ‘라’는 달은 지구그림자 안팎을 움직이지만,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하
였고, 학생 ‘나’는 이를 정교화하여 삭의 개념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 삭의 위치에서 달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달은 빛을 받는다는 반박근거를 듣고,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
다는 주장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학생 ‘마’는 “앞부
분은 빛을 받아.”라고 인정하는 발화 외에는 개념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발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주장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과학 개념으로

변화 양상

주장은 변화하지 않지만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
에서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과 일치하지 않는 개념
으로 변화한 경우로 주장변화를 수반하는 학생들
보다 개념변화가 쉽게 일어났다. 이 유형의 대부분
학생들은 과학적 주장과 함께 일부의 오개념을 가
지고 있었다. 이 학생들의 개념변화는 주장변화의
측면에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주제와 관련된 과학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
다. 또한 이 유형의 학생들에게서는 개념이 변화되
기 전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변화시킨 후 질문을
통해 변화한 개념을 확인하는 발화들이 나타났다. 
이 유형으로 소집단 1의 학생 ‘마’, 소집단 5의 학
생 ‘나’, 소집단 7의 학생 ‘가’와 ‘마’가 이에 해당되
었다. 이 학생들 중 소집단 1 학생 ‘마’의 개념변화
과정을 Fig. 4와 같이 살펴보았다.
소집단 1의 학생 ‘마’는 달의 모양 변화의 원인

을 달의 공전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삭은 태양빛이
지구에 가려져 달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오개
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소집단 구성원들은 삭

Table 3. Sixth graders’ conceptual change about shape change of Moon

학생명 개념 변화 유형 개념 변화 과정

1-다 과학 개념으로 변화
(주장변화)

달의 공전 →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양의 차이와 지구그림자의 영향 →
달의 공전

1-마 과학 개념으로 변화
달의 공전/ 자전/ 지구가 태양빛을 차단하는 경우를 삭으로 이해
→ 공전/ 삭의 위치와 개념을 바르게 이해

5-나 과학 개념으로 변화
달의 공전/ 지구그림자나 지구에 의해서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
→ 달이 지구에 가려져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

5-마 과학 개념으로의 변화
(주장변화) 지구그림자 → 달의 공전 → 지구그림자 → 달의 공전

6-라 개념의 정교화
달의 공전/ 태양빛을 받는 양의 차이 → 태양-지구-달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달
의 모양변화/ 달이 태양빛을 받는 양이 똑같다고 함.

7-가 과학 개념으로의 변화
달의 공전/ 태양-지구-달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달의 모양변화에 대해 이해하
지 못함 → 각 위치에 따른 달의 모양을 바르게 이해함.

7-마 과학 개념으로의 변화

달의 공전/ 삭의 위치와 삭은 태양빛이 지구그림자에 가려 빛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 달은 태양을 향하는 반쪽이 태양빛을 받는다는
개념을 삭과 망의 자리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음 → 삭의 위치와 개념, 태양을
향하는 반쪽의 의미를 이해함.

8-나 과학 개념으로의 변화
(주장변화) 달의 자전 → 달의 공전

8-다 개념의 정교화 달의 공전 → 달의 모양변화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

9-가 개념의 정교화

달의 공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함 →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기각함/ 소집단 구성원에
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달의 공전으로 인한 모양변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심
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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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생 ‘마’의 주
장과 불일치한 개념을 드러내었다. 학생 ‘마’는 불
일치한 개념을 조정하여 삭과 망의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상현과 하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서 태양-지구-달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의 도전에 학생 ‘마’는 반박하지 않고 자신
의 주장을 바로 변경하였다. 

2) 개념의 정교화

개념의 정교화를 보인 학생은 소집단 6의 학생
‘라’, 소집단 8의 학생 ‘다’, 소집단 9의 학생 ‘가’이
다. 이들은 소집단 논의활동에서 과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제공하고, 소집단 구성원들이 논의활동에
참여하는 방식과 절차를 계획하며, 소집단 구성원
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일 경우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리더 학생들이었다.
소집단 9의 학생 ‘가’는 ‘지구그림자에 가려서

달의 모양이 변한다.’는 경쟁주장을 기각하기 위해
서 반박근거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소집단 구성
원들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소집단 구성원
은 학생 ‘가’에게 사전 설문의 선택지인 주장 D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였다. “D가 맞으려면 E가 아닌
이유가 있어야지”, “지구그림자에 가려지는 거 아
니야?”, “왜?”와 같은 담화에 대하여 대답하여야 한
다는 의식은 학생 ‘가’로 하여금 관련 과학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학생 ‘가’는 경쟁
주장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달의 모양
변화와 달의 공전에 대한 관련성과 지구의 그림자
에 의해서 달의 모양이 바뀔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 ‘가’의
설명은 스스로의 개념을 정교하게 변화시키는 동

Fig. 3. Conceptual change of small group 5 student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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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소집단 구성원의 이해를 향상시켰고, 더불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주장을 만드는데 도
움을 주었다. Fig. 5에 소집단 9의 학생 ‘가’의 개념
변화 과정을 나타내었다.

2. 개념변화 소집단의 상호작용
개념변화가 나타난 학생들이 속한 6개 소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반응 유형과 담화의 성격

학생들의 개념변화가 나타난 소집단의 반응 유
형은 토론이 대부분이었고, 담화의 성격은 설명-반
대가 많았으며,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개념변
화가 일어난 학생들이 속한 소집단의 상호작용 유
형은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예시는 Lee (2019)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념변화를 나타낸 소집단의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 반응은 학생들 생각을 완전히 거절하거나, 수
용하지 않으면서도 불일치한 학생의 개념을 수정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또한 불일
치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학생들은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설명의 담화를 사용하였고,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은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반대
담화를 많이 나타냈다. 반대의 의견은 학생들의 생
각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자
신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
들은 개념을 변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념변화는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비교적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개념변화를 보
인 소집단의 학생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무비판
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누적적, 논쟁적 대화
보다는 비판적이며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탐구적

Fig. 4. Conceptual change of small group 1 student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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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공동의 이해를 위한
협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탐구적 대
화 및 공동의 이해를 위한 협상에의 참여는 협력적
논의활동을 촉진하고, 논의활동이 끝날 때까지 토
론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나은 토론 결과를 제공
할 수 있다(Evagorou & Osborne, 2013). 한편, 개념
의 정교화를 보인 학생이 속한 일부의 소집단에서
는 반대의 담화보다는 공동구성의 담화가 나타났
다. 이는 리더인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아이디어
를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의 및 지지
의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개념 변화 과정에서 개인적 추론

이나 경험에 기초한 기준보다는 과학 문화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념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상위 수준의 과학적 개념(지구
공전궤도와 달의 공전궤도의 차이)이 필요할 때는

비형식적 기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들
의 기준 선택은 각각의 맥락에 맞춰져 더 친숙하거
나 더 이해가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기준을 적용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ampson & Clark, 2011).
또한 아래의 면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반대 담화는 적게 나타났지만 논의활동을 협력적
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연결시키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과학
논의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5-나: 학교 수업은 자기 지식만을 사용해서 이해

하니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과학논의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깐 몰

랐던 부분이나 틀렸던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와 나의 생각이 달랐

을 때 생각이 더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면담-5-마: 내 생각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

Fig. 5. Conceptual change of small group 9 student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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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이 바뀐다는 게 자

존심이 상할 일은 아닌데 우리 모둠에 생각

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

하기 싫은 친구가 있어서 좀 그랬어요.

(소집단 5의 학생 ‘나’와 학생 ‘마’와의 면담)

이러한 소집단의 학생들은 특정 아이디어나 주
장을 드러내고 관점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보다 모
둠 구성원과 함께 다양한 주장의 장단점을 고려
해보고, 그 중에 가장 나은 주장과 근거를 찾는 방
식의 상호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Clark, D’ Angelo & Menekse, 2009) 이를 선호하였
다. 또한 일부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
지하고동의하는것에편안함을느꼈으며, 이견을나
타내거나 반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면담-8-다: 과학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것이지만 

과학논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

니깐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면담-7-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생각이 바뀌기

도 했고 다른 친구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의

견을 보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면담-7-마: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뀔 

수도 아니면 적어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서로의 의견을 듣다보니 전에 고

려하지 못했던 단서나 근거도 생각해보고요.

(소집단 8의 학생 ‘다’와 학생 ‘마’와의 면담)

한편, 아이디어 평가 시 담화의 성격은 각 소집
단 또한 학생들의 고정된 태도나 행동 양식뿐만 아
니라, 논의활동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주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다른 주장이나 근거
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
며,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논의 참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ooms, Sampson & Enderle, 2018). 따
라서 해당 차시의 논의주제에 관한 과학개념이 부
족한 학생들의 상호작용 양상은 달라졌고, 전 차시
에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
았다. 과학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논의과제를
제시했을 때 학생들의 논의활동은 제한될 수 있다
(Kwak & Nam, 2009)는 선행연구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소집단 논의활동은 학생들의
개념지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고(Chinn & 

Table 4. Interaction types of small groups shown conceptual change 

소집단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 유형  아이디어 평가 담화의 성격 개념변화 시 평가 기준

1
다 토론 설명-반대 엄격한 기준 (설명의 정합성)

비형식 기준(개인적 추론)

마 토론 설명-반대 엄격한 기준
(자료와 일치, 설명의 정합성)

5
나 토론 설명-반대 엄격한 기준

(자료와 일치, 설명의 정합성)

마 토론 설명-반대 엄격한 기준 (설명의 정합성)
비형식 기준(개인적 추론)

6 라 토론 설명-반대 엄격한 기준 (설명의 정합성)
비형식 기준(개인적 추론)

7
가 토론 설명-반대 엄격한 기준

(자료와 일치)

마 토론 설명-반대 엄격한 기준
(설명의 정합성)

8
나 토론 설명-반대 엄격한 기준

(설명의 정합성)

다 토론 설명-반대 엄격한 기준
(설명의 정합성)

9 가 토론 설명-공동구성 엄격한 기준
(자료와 일치, 설명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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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 2013), 논의활동을 하기 앞서 논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면밀히 점검하는 일이 중요함(Lee 
et al., 2012)을 시사한다. 이런 점을 다음과 같이 특
정 학생은 면담과정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면담-연구자: 논의활동을 다른 학생들에게 시도해본다

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면담-7-가: 저학년이랑 3, 4학년은 좀 힘들 것 같고, 과

학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달의 모양 그거 논의활동하면서 반박

근거를 만들 때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고 느꼈거든요.

(소집단 7의 학생 ‘가’와의 면담)

2) 개념변화와 협력적 논의활동

학생들의 개념변화는 논의를 함께 구성하고 공
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과학논의활동
의 목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소집단
에서 주로 나타났다. 소집단 1의 4차시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았다.

1-4-다: 난 B.

1-4-마: B? 왜 그렇게 생각해?

1-4-다: 달은 비추잖아. 우리한테. 태양의 빛을 반사해

서 우리에게 비추는 거잖아. 한 달 동안 빛을 

내는 양도 다 다르고.

1-4-나: 뭔가 맞는 것 같다. 근데 설명을 못하겠어.

1-4-마: 근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 달이 공전하고 있잖

아. 이거 도는 것도 생각해야지.

(중략)

1-4-라: 지구가 여기 있으면 달이 반사를 못하잖아.

1-4-마: 반사를 한다는 것은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달

을 막고 있잖아. 반사량이.. 매일 한 달 동안 

다를 수 있긴 한데.

(중략)

1-4-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 그럼 반사

하는 것만 보이지? 반사하는 양은 같은데 우리

가 보는 것은 다르다?

1-4-마: 그니깐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잖아. 만약 달

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지 않다면 달의 모양변

화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지. 그렇지만 달

은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지.

1-4-마: (달의 태양의 향하는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는 

빛을 받고, 여기도 빛을 받고.

1-4-가: 빛의 양은 똑같은 거지.

1-4-마: 빛의 양은 똑같지만.

1-4-가: 그렇지. 그건 우리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

지는 거야.

소집단 1의 구성원들은 학생 ‘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해?”와 같은 추가설명을 요
청하였다. 학생 ‘다’의의견을완전히무시하거나거
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합의를 위한 반박이나
토론 반응은 앞에서 나온 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설명을 만들기 위한 협력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소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그들이 내린 결정은 소집단의 의미형성과 논의활
동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ampson & Clark, 
2011). 즉, Berland and Hammer (2012)에 따르면 학
생들은 논의활동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논
의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소집단 내에서 행
동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개념변화와 관
련된 논의활동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협
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구성하여
이를 동일하게 제공하였으나, 학생들의 논의활동의
결과는 소집단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논의과정
에서 학생들의 참여방식은 그들의 신념의 강도와
상호작용의 목표와 기대에 대한 이해의 영향을 받
는다(Berland & Lee, 2012). 따라서 논의활동의 목
표를 공동의 이해나 의미의 협상으로 해석하기 보
다는 다툼이나 토론에서 이기기로 보는 경우는 개
념변화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인 토론, 반대담화, 엄
격한 기준이 사용된 경우라도 학생들의 개념 변화
에 효과이지 않았다.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반대 담화가 아이디어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자극하고, 더 나은 소집단의
논의 결과를 가져온다(Sampson & Clark, 2011). 따
라서 논의활동에서 아이디어를 고려할 때 반대 담
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반대 담화가 포함된 소집단의 상호작용
이 항상 깊이 있는 논의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구
성원의 협력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반대담화가 지배적이지만 논의활동을 승패가
있는 토론이라고 인식하고 참여하는 소집단에서는
발전된 공동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상호작용과정도 협력적이지 않았다. 반면, 반대담화
가 논의활동에 극히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서로의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여기고 반론이 제기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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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협력적 상
호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담화의 특정 유형
이 협력적인 논의활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논의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목적, 논의활동을 이해
하는 맥락에 따라서 협력적인 활동이 촉진되기도
저해되기도 하였다. 논의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
방식은 상호작용의 목표, 논쟁적인 상대에 대한 인
식, 상호작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 정도에 영향
을 받는다(Berland & Lee, 2012)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논의활동을 비협력적인 상호작
용으로 인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과 연결시켜 논의
를 진행하는 모습은 드물게 나타났다. 반면에 논의
활동을 협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반대 담
화를 사용한 소집단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지식
을 자신의 이해에 연결시켜 이를 향상시킬 수 있었
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논의활동에서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소집

단 구성원들의 담화의 성격은 학생들의 참여정도, 
소집단의 리더의 역할 및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의 참여정도가 가장 저조했던
소집단의 담화 성격은 비협조적인 설명-반대인 경
우와 비협조적인 설명-공동구성으로 나뉘어졌다. 
구성원의 참여가 적은 소집단의 논의활동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지 않고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
해서도 일부의 학생들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디
어가 발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립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협
조적인 설명-반대의 유형이 나타났다. 또한 소집단
을 이끄는 리더의 아이디어가 비판이나 평가 없이
전체 소집단의 아이디어로 수용될 경우에 비협조적
인 설명-공동구성의 담화가 나타났다. 이 소집단의
리더는 소집단 구성원의 참여에는 무관심하였고, 
논의과제는 일부 학생과의 논의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타적 리더의 태도
가 소집단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다음 면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집단 4의 4차시 논의활동은 리더 혼자 설명
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일방적인 방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Richmond & Striley, 1996).

면담-연구자: 논의활동하면서 특히 도움이 되었던 친구

가 있나요?

면담-4-라: 다른 애들은 자기주장만 하니깐 별로 도움

이 되지 않았고요. 이에 비해 ‘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주장을 듣고 또 

의견이 같았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소집단 4의 학생 ‘라’와의 면담)

따라서 협력적 논의활동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며, 어떤 그
룹의 학생들도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의 모든 학생들의 협력이 필
요하다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Chinn & Clark, 2013).

Table 5는 전체 소집단의 4차시 담화의 성격 유
형이다. 담화의 성격 유형과 관계없이 Table 4에 나
타난 개념변화를 보인 학생들이 속한 소집단 1, 5, 
6, 7, 8, 9는 Table 5의 협력적 소집단 1, 5, 7, 8, 9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념 변화와 참여도

개념변화를 나타낸 학생들의 소집단 내의 상호
작용은 학생들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개념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어났다. 개념변화를 보인 학
생들은 대체적으로 소집단 내의 논의활동에서 많
은 발화빈도를 보였고(Table 6), 이는 소집단 논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은 개념의 불일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소집단 논의로 이끌어 내는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
이다. 학생들의 개념변화는 새로운 개념과 관련된
추가 정보나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상호작
용을 필요로 한다. 즉,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이나
정보의 요청은 개념변화의 잠재적 수단이며, 논의
활동이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임을 인식하도록 도
와준다(Chin & Osborne, 2010).
개념변화를 보인 학생들은 불일치한 개념을 확

인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개념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거나 불일치한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한 발문을 제기하였으며, 변경된 개
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통해 개념
을 내면화하였다. 서로 반대되는 견해와 생각의 협

Table 5. Dialogic characteristics of 4th period by small groups

담화의 성격 유형 협력적 소집단 비협력적 소집단

설명-반대 소집단 1, 5, 7  소집단 6

설명-공동구성 소집단 8, 9 소집단 3, 4, 10

설명-정보탐색 소집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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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위해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더 정교한 설명과 정당화가 이루어졌고, 학생
들의 이해를 촉진시켰으며, 소집단 구성원들의 초
기 개념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Chin & 
Osborne, 2010). 

한편, 개념의 정교화를 나타난 학생들은 소집단
전체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과학 논의에 필
요한 지식이나 개념을 제공하는 리더 학생이었다. 
리더 학생들은 소집단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합
의하도록 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였고, 아

Table 6. Dialogic participation of students shown conceptual change (□ 표시는 개념변화를 보인 학생을 나타냄)

소집단 학생명 발화빈도 소집단 학생명 발화빈도

소집단 1

가 19

소집단 6

가 2

나 22 나 9

다 58 다 45

라 17 라 47

마 58 마 11

계 117 계 136

소집단 2

가 11

소집단 7

가 38

나 51 나 39

다 28 다 16

라 37 라 1

마 15 마 42

계 142 계 145

소집단 3

가 2

소집단 8

가 11

나 3 나 42

다 24 다 60

라 6 라 22

마 15 마 10

계 50 계 96

소집단 4

가 12

소집단 9

가 32

나 16 나 33

다 8 다 1

라 49 라 17

마 10 마 13

계 95 계 114

소집단 5

가 44

소집단 10

가 15

나 34 나 16

다 1 다 14

라 57 라 22

마 61 마 18

계 174 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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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소집단 구성
원과 공유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
디어나 과학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Richmond 
& Striley, 1996; Lee, 2006; Lee et al., 2012). 개념변
화를 보인 학생들이 속한 소집단의 상호작용에 관
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Fig. 6과 같다.
협력적 논의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개념의 변화

는 논의활동의 목표에 대한 소집단 구성원들의 적
절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생산적인 논의활동을
이끄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학생들은 개인의 소집단 내 상호작용
의 방식과 목표의 인식이 소집단 내의 논의활동에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Sampson & 
Clark, 2011), 교사는 소집단의 상호작용 과정에 주
의를 기울이고, 학생들에게 생산적 담화 활동에 참
여하는 방법과 태도 및 규범을 가르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Chin & Osborne, 2010).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명의 협
력적 과학논의활동에서 나타나는 소집단의 상호작
용과 학생들의 개념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소집단
의 상호작용과 학생들의 개념변화의 관련성을 탐
색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개념변화를 보인 학생들이 속한 소

집단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개
념을 평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토론의 반응, 설명-
반대 담화, 엄격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논의활동에 참여할 때,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려고 하는
논의활동이 개념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개념변화를 보인 학생들
이 논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
다. 자신이나 상대학생들의 개념 불일치를 다양한
정보의 요구 및 질문과 발문을 통한 개념의 평가
및 확인으로 협력적인 소집단 토론으로 이끌어냈
으며, 이는 학생들의 개념변화에 결정적인 상호작
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초등학생들의 소집단 협력적 과학논의활동에서

나타난 소집단의 상호작용과 학생들의 개념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련성을 탐색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소집단의 생
산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과학지식을 통합하는
과학논의활동을 초등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개
념변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결과는 개념변화수
업에서 협력적 논의활동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과학현상에 대한 개념의 불일치는 학생들의
논쟁적 담화와 합의 형성의 필요성을 이끌어 냈으
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관점을 정당화하고 설명
을 구성하면서 과학 현상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향
상시켰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개념변화의
과정과 그 결과가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논의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개념변화수업은 학생들
이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바탕이 된다면 과학교실
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집단의 상호작용

공동의 지식구성을
위한 협력/논의활동
목표 및 규범의
인식과 실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정보요청/질문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반응/설명
반대담화/엄격한
기준의 사용

Fig. 6. Interaction characteristics of small groups shown science conceptu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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