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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학습이 학습자의 능동 인 의미 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제 교육의 장에서 학습자들은 지식의 생산자가 아니라 지식의 수용자

로서 수동 인 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자의 상을 확

립하기 해서는 ‘당 ’에 한 강조가 아니라 ‘실행 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생산자로서, ‘진정한 학습’

이 이루어지는 학습의 장을 구 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출발 으로 삼

았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학습을 이루기 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화법 능력으로 소집

단 화에서의 소통 능력을 상정하 다. 이는 학습을 개인 인 인지 과정이 아니라 공동

체 내에서의 사회  의미 형성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  구성주의의 

에 기반한 것이다. 이 에서는 학습자들이 개인  지식을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합

의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식의 

사회  구성 측면에서 말하기와 듣기 같은 언어  상호작용, 그 에서 학습자 간 소집단 

의사소통은 학습의 주요한 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사고를 진하

고,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돕는 담화의 유형을 ‘학습 화’로 명명

하고 이것의 개념  성격, 장르  속성, 내용 등을 탐구하고자 하 다. 그리고 이러한 학

습 화의 양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소집단 학습의 유형으로 력학습을 선정하고, 력

학습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화 양상을 분석하 다. 

먼  학습 화와 련한 이론  논의들을 토 로 학습 화의 분석틀을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수 과 문제의 성격에 따

라 구체 인 발화를 분석하 다. 학습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상으로 

학업 성 에 따라 상, , 하로 구분하여 소집단을 구성하 다. 문제의 성격은 국어 과목 

지식의 성격에 근거하여 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 의 문제로 나 어 제시하 다.  

학습 화는 ‘지식 검하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하기’의 단계에 따라 담화가 

진행된다. 지식 검하기는 학습자가 개인의 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언어로 표 하는 단

계이며, 지식 탐색하기는 학습자들이 검을 통해 공유한 지식을 발 시키는 단계로 학

습 화의 핵 인 부분이자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계이다. 

지식 구성하기는 학습 화가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학습자들의 논의가 새로운 지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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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가는 단계이다. 학습 화의 진행 양상은 이 세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단계형’, ‘미 검형’, ‘미탐색형’, ‘미구성형(논의형, 소논의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내용 구성은 ‘화제의 개’와 ‘논증의 구성’으로 나 어 분석하 다. 화제의 개는 ‘지

식 탐색하기’의 과정을 심으로 심화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석하여 ‘  화’, 

‘논쟁 화’, ‘탐구 화’의 양상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논증의 구성은 진행 과정에서 

화제들이 어떠한 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논리  일 성’과 ‘근거의 

충실성’을 기 으로 분석하 다.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의 화 참여 정도와 태도, 역할 형성에 따라 분석하 다. 화 

참여도는 학습 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 학습자의 발화 횟수와 시간, 발화 

상 자와의 계를 고려하여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분산형’, ‘ 앙집 형Ⅰ’, ‘ 앙집

형Ⅱ’, ‘그물형’으로 유형화하 다. 화 상 자의 태도는 상 에 한 우호 , 비우호  

태도를 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역할 형성은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여

하지 못하는 역할로 나 고 각각 ‘지식 구성 련 역할’과 ‘사회  상호작용 련 역할’

을 심으로 구체 인 역할을 제시하 다. 

학습 화는 수업 상황에서 소집단 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 자신, 제시된 문제, 담당 교사, 교육과정과 운 이라는 다양한 요소들과 한 

련을 맺으면서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학습자 요인’, ‘과제 요인’, ‘교수 환경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하  범주를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학습 화의 구체

인 양상에 근하고자 하 다. 

학습 화의 개념  특성, 양상과 향 요인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화 

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을 밝혔다. 먼  학습 화 교육의 성격과 국어교육  가치를 검

토하여 학습 화 교육의 목표와 의의를 제시하 다.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은 학습 

화의 목표를 ‘학습 화의 본질 이해’, ‘학습 화의 방법 용’, ‘학습 화를 한 태도 

함양’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핵심 항목, 하  기능, 교육 내용 요소와의 련성 

속에서 구조화하 다. 그리고 교육 내용 요소를 학습 화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심으로 상세화하여 제시하 다. 이어서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화를 

교과 수업 시간에 용하는 방안을 탐색하 다.

주요어: 학습 화, 력학습, 소집단 의사소통, 공동의 지식 구성, 화법 교육, 화법 능력

학번: 2007-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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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학습’이 학습자의 능동 인 의미 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고, 이때 학습을 지원하는 언어의 역할에 주목하 다. 민병곤(2012, 2013)에서는 화법 

교육의 지향을 ‘소통, 성찰, 학습, 생활’로 나 어 제시하면서, 학습은 학교생활에서 가

장 요한 소통의 목   하나이며 생에 걸친 과업으로서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습을 한 화법을 제 로 익히는 것

이 요함을 강조하 다. 그리고 학습을 지향하는 화법 교육은 교수·학습 특히 학생

의 학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화법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을 천명하

는데, 본 연구의 논의는 이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며 출발하 다. 

학습의 과정에 필요한 화법 능력 1)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단한 것은 소집단 

화에서의 소통 능력이다. 이는 학습을 개인 인 인지 과정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  의미 형성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  구성주의의 에 기반

한 것이다. 이 에서는 학습자들이 개인  지식을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합의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이 핵심임을 주장하

다. 따라서 말하기나 듣기와 같은 언어  상호작용, 특히 학습자 간 소집단 의사소

통은 지식의 사회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학습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

가 된다(강석진 외, 2001: 279-280). 

소집단 화는 지식의 구성을 목 으로 하는 학습 목  담화에서 강의를 듣는 활동

과 함께 가장 요한 담화 양식이라 할 수 있다(민병곤, 2012: 441). 그런데 강의는 교

사가 학생들에게 교과의 지식을 달하는 방식이므로, 학생이 소통의 주체라고 보기

는 어렵다.2) 지 까지 교실에서의 의사소통은 주로 교사가 일방 으로 학습자에게 지

1) 민병곤(2012: 441)에서는 학습 지향의 화법 교육이 주로 교실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담화 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강의, 질문과 답, 발표, 소집단 화와 같은 양식이 포함된다고 하
였다.

2)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자가 해당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인의 지식으로 수용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능동적인 행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교실이라는 상황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상황 속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주체가 학습자가 되어 화를 이끌어가는 소집
단 화에 더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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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식은 일방 인 ‘ 달’을 

통한 ‘암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탐구’를 통해 ‘이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야 온 한 ‘앎’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따라서 교실 의

사소통은 학습자가 지식(의미)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도와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지식은 개인의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공유되었을 

때 새로운 지식으로 발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해당 지식을 더 정확하게 단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소집단은 비고츠키(Vygotsky, 1978)에서 강조한 근

발달 역을 형성하여 학습자 개인의 인지  성장을 이끄는 비계(scaffolding)3)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소집단 화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다

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검하고 발 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흐친(Bakhtin, 1986)에서는 사고는 단순히 한 구성원에게서 다른 구성원에게로 

달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간의 화 인 담화를 통해 공동으로 구성 는 재구성되

는 것이라고 하 다. 사고란 목소리 간 상호활성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윤 희, 2004: 

96 재인용). 비고츠키(1978)에서는 지식의 구성이 단지 인간의 개인  인지 작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 , 문화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제로 함

을 강조하 다. 화를 통한 상 과정을 바탕으로 상 방을 이해하고 나아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비고츠키를 시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근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연구의 기 에는 개인의 사고가 사회와 한 련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언어가 도구 으로 활용된다는 것에 한 공통 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사고는 본질 으로 사회  과정이며,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언어를 통하여 사

고를 진, 변화, 진보시키는 가장 효과 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의 목표가 사고하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라면, 학습자에게 사고의 요성을 직  가르

칠 뿐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직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필요가 있다

(Kuhn, 1992; 윤 희, 2004: 92 재인용). 

지 까지 교실 내에서의 사회  상호작용에 한 연구들은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

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3) ‘비계(飛階)’는 건축에서 유래한 용어로, 아동이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하는 견고한 이해를 확립하는 동안 제공되는 성인 또는 더 유능한 또래의 조력을 뜻한다. 즉 학
습자가 자신의 근접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 따라 향상될 수 있도록 수
업에서 교수자(성인 혹은 또래 학습자)가 도움이나 힌트를 제공해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한국교육심
리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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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여 왔다(윤 희, 2004). 즉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사고를 진하여 학습

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돕는다는 사실을 밝 내는 데 연구력을 집

한 것이다.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화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가지고 있던 불분

명한 생각들을 명확히 하고,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며(Driver, 1995),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검하고 비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Fox, 1995)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 하는 기회와 동 인 학습 활동도 경험하게 

된다(Tobin, 1997). 특히 그동안 수업의 과정에서 지식의 수동 인 수용자로 자리했던 

학습자들이 능동 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식의 주체 인 생산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Cazden, 1986; 강석진 외, 2000: 353-354 재인용)에서 교육  

의의를 가진다.   

이 듯 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효과에 해서는 오래 부터 공감 가 형

성되어 있지만, 어떠한 상호작용이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에 기여했는지에 해서는 

구체 인 내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과제를 탐구하고, 문제

를 해결하며 나아가 의미를 구성하는 데 어떠한 발화들이 향을 미쳤는지에 한 구

체 이고 실제 인 연구는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실제 수행한 발화를 바탕으로 하여 소집단 내에서 지식의 구성에 기여하는 발화의 기

능과 유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사고를 진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돕는, 즉 학습을 목 으로 하는 소집단 화를 연구의 상으로 삼아 이

것의 개념  성격, 장르  속성, 내용 등을 탐구하고자 하 다. 그리고 학습을 한 

소집단 화를 ‘학습 화’로 명명하고, 국어교육 내에서의 상과 역할을 탐색해 나

가는 것을 요한 연구 문제로 설정하 다.  

학습을 한 소집단 화를 살펴보기 한 상으로는 력학습4)에서의 소집단 화

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화 양상을 분석하 다. 력학습은 

소집단 구성원 간의 정  상호작용을 극 화하여 인지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수업 모형이므로(Slavin, 1989; Johnson & Johnson, 1990), 본 연구에서 살

펴보고자 하는 학습을 한 화의 양상이 가장 잘 드러날 것으로 기 하 다. 

4) 협동학습과 협력학습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희모(2006)는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효율성, 생산성, 경제성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을 지
식을 만들어 내고 익히는 과정 중심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정희모의 논의에 따른다면 본 
연구의 관찰 상도 협력학습 집단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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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탈(Stahl, 2000)에서는 학습자 간 력 인 지식의 구성을 ‘개인의 이해에서 출발

하여 사회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이는 다시 개인을 발달시키게 되는 변증법 인 순

환과정’(한정선‧이경순, 2005: 36 재인용)으로 설명하 다. 이는 본 연구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Ⅰ.1]과 같이 기존의 개인  지식이 학

습 화를 통해 새로이 구성되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지식으로 내면화되는 순환의 과

정을 겪는다고 보았다. 

[그림 Ⅰ.1] 학습 화를 통한 지식의 구성 과정

 ‘지식의 주체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성주의 은 교육의 본질 인 

목 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

가는 생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 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구체 인 방법

을 추출하여 이를 교육 내용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교육 으로 가치 있는 근이며, 

교실 화에 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학습 화에 한 요성과 필요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정한 이 연구의 과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화의 개념과 특성을 밝힘으로써 국어교육(화법교육)에서의 상과 역할

을 탐색한다. 

둘째, 소집단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수 과 제시된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학습자들

이 수행하는 학습 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학습 화의 양상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넷째, 학습 화의 국어교육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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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학습 화’는 연구자가 제안한 용어로서 교육의 장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은 개념이

라기보다 연구를 통해서 개념과 특성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을 일차 인 연구의 목 으로 설정하고, 학습 화와 련한 분야와 

학습 화가 기반하고 있는 부문을 심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사회  구성주의의 을 수용하여, 소집단 내에서 학습을 목 으로 학습자 간

에 나 는 화의 측면에서 학습 화의 본질에 근하고자 하 으므로, ‘구성주의’, 

‘소집단 의사소통’, ‘ 화’와 련한 교육  연구들을 우선 살펴보았다. 

1) 구성주의 교육에 한 연구

구성주의5) 학습 이론은 지식의 성격  지식의 구성 과정에 한 이해에 따라 다양

하게 분류되지만 체로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의 두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획득 과정을,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문화  지

식의 내면화 과정으로 설명하는(Shotter, 1995; Staver, 1998, 박충일, 1999) 사회  구

성주의 에 보다 주목하 다.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이 본질 으로 사회 인 

것이며 지식의 구성은 사회  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교사와 

동료 학습자가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한다. 한 지식이나 문화를 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하는 ‘언어’의 역할이 요함을 역설한다(Driver, 1995; 

Wertsch, 1990; Wood, Cobb & Yackel, 1995). 학습과 지식 구성, 언어의 역할에 한 

이와 같은 사회  구성주의의 은 본 연구의 이론 인 제로서 자리매김하 다. 

국어교육에서는 구성주의 이론 도입 기에 국어교육에서 구성주의를 어떻게 수용

할 것인지에 한 고찰(최 환, 1998; 임성규, 2001)에서 시작하여, 읽기 역(김명순, 

2000; 임천택, 2000; 이성 , 2001, 2007; 박수자, 2007; 서 ‧서수 , 2007), 쓰기 역

(원진숙, 2001; 박 목, 2002; 양선혜, 2005; 정희모, 2006), 듣기‧말하기 역(이주섭, 

2001), 문법 역(심 택, 2001), 문학 역(류덕제, 2001; 이상구, 2003) 등 국어교육의 

5) 구성주의는 1990년 이후 여러 국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이론 및 학습이론으로 인정되면
서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다(강인애, 1997; 김종문, 2007; Fosnot, 1996 등). 구성주의 교육 환경에서는 학습을 보편타
당한 절 적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기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주위 환경, 과거와 현재의 경험 내용 및 
개인의 관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의미의 생성 과정으로 규정한다(박충일, 1999: 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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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에서 구성주의를 목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개되어 왔다. 한 구성주

의의 이 교실 수업 장에서 어떻게 구 될 것인지와 련하여 구체 인 교수‧학

습 방안에 한 연구(최진아, 2003; 양태식, 2008; 김정란‧이상구, 2012)도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주의에 한 국어교육에서의 심과 연구는, 국어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의 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주목하 다는 에

서 의미가 있다. 특히 쓰기와 듣기‧말하기 역에서의 연구는 지식의 ‘표 ’과 련하

여 구성주의 철학이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살펴 으로써 학습 화 연구에 유용한 

을 제공한다. 

정희모(2006)에서는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의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력학습을 

활용한 쓰기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쓰기 력학습은 학습 내용 인 측면에

서 쓰기 교육을 교수자 심에서 학습자 심으로 신해 가는 데 심 인 역할을 

하며, 학습 환경 인 측면에서 면 면 교육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열악한 쓰기 교육 

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는 구성주의와 력학습에 한 

깊이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쓰기 력학습에 필요한 구체 인 원리와 방법들

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주섭(2001)에서는 국어교육의 방향이 구성주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

식하고, 음성언어 의사소통의   구성주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상호교섭  

을 고찰함으로써 듣기‧말하기 교육에의 시사 을 도출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상호교섭  에서 듣기‧말하기는 일방 인 과정이 아니라 양방향의 순환 이고 역

동 인 과정이며, 통합 으로 가르쳐야 할 상이 된다. 따라서 듣기‧말하기의 과정에

서 참여자들이 의미를 구성해 가면서 겪게 되는 역동 인 변화와 그 변화에 히 

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듣기‧말하기의 교육 내용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이는 화법 교육에서 구성주의의 방향  용에 한 시사 을 제공해 주며, 그

의 논의에 의하면 화법 교육에 한 연구들( 은주, 1999, 2000; 유동엽, 2004b; 김윤

옥, 2007; 서 진, 2012; 소미 , 2012 등)은 구성주의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소집단 의사소통에 한 연구

소집단 의사소통에 한 연구는 주로 교실 담화(classroom discourse)에 한 심

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화를 분석하여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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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양상을 분석하 다. 교실 담화에 한 연구는 교수 화법, 

수업 화에 주목하여 교사의 발화가 학생의 학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주로 

심을 기울 기에 상 으로 학생과 학생 간에 일어나는 화에 한 연구는 활발

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교실 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한 연구로는 카즈덴(Cazden, 1972, 1986), 색스, 

쉐 로 와 제퍼슨(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 반스(Barnes, 1971), 반스와 

토드(Barnes& Todd, 1977), 월시(Walsh, 2011), 보이드와 갈다(Boyd & Galda, 2011). 

쿨타스(Coultas, 2007) 등이 표 이다. 특히 반스는 학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탐

구 화(exploratory talk)를 제안하여, 학습에 기여하는 화의 방법에 한 연구를 

진하 다. 탐구 화와 련한 연구로는 반스(Barnes, 2008), 머서와 도스(Mercer & 

Dawes, 2008), 그루   외(Grugeon et al., 2001), 머서와 리틀톤(Mercer & Littleton, 

2007), 로하스-드루몬드와 사 타(Rojas-Drummond & Zapata, 2004), 피어스와 질

(Pierce & Gilles, 2008), 웰스와 볼(Wells & Ball. 2008) 등이 있다. 

소집단 화에 한 연구에는 알 산더(Alexander, 1992), 존스와 머서(Jones & 

Mercer, 1993), 카즈덴(Cazden, 2001), 코헨(Cohen, 1994), 콜덴(Corden, 2000), 호간 외

(Hogan et al., 2000), 알 소풀루와 드라이버(Alexopoulou & Driver,  1996, 1997), 웹

(Webb, 1985, 1989)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콜덴(2000)에서는 소집단 활동이 활발히 이

루어지기 해서는 소집단 화의 질 리가 필요함을 강조하 고, 알 산더(1992)에

서는 소집단 화에서 력 인 화가 자동 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음을 밝혔다. 콜

덴과 알 산더의 연구는 소집단에서 화가 활성화되기 한 조건이나 방법에 한 

필요성을 제시하 고, 존스와 머서(1993)에서는 동일한 과제일지라도 화의 질이나 

력하는 방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밝혔다. 웹(1989)에서는 

학습자와 소집단의 특성, 과제의 성격이 소집단에서의 학습과 상호작용에 향을 미

침을 발견하 다. 소집단 화에 한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소집단 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습 화를 한 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한 소집단 화의 내용이나 양상이 학습자의 특성이나 과제의 성격에 향을 받는

다는 연구를 통하여, 학습 화의 변인으로 학습자 요인과 과제 요인을 설정하는 데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소집단 의사소통에 한 연구는 사회과(정문성, 1995; 이기복, 1997; 

김혜진, 2005; 고흔석, 2009 등), 과학과(임희 , 1998; 강석진, 2000; 강석진 외, 2000; 

강경희 외, 2004; 최지혜, 2012 등), 수학과(고상숙‧강 희, 2007; 이은주‧이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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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기복(1997)에서는 교육을 하나의 사회  과정으로 보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자 상호간,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간의 여러 가지 교호작용을 통하여 의미 있는 교수‧

학습이 이루어짐을 강조하 다. 그는 학습과 커뮤니 이션, 소집단 조직과 커뮤니 이

션의 과정 등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과 수업을 한 학습자 조직의 특성과 그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 이션의 계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과의 특성에 맞는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한 토 를 제공하 다. 

강석진(2000)에서는 토론 과정에서 사회  합의 형성을 강조한 개념 학습 략을 개

발하여 그 효과와 소집단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상호작용의 양상을 조사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합의 형성을 강조한 략 집단에서 다수 참여형  정교

화 상호작용, 탐구형 에피소드의 빈도가 상 으로 높아 많은 학생들이 소집단 토론

에 참여하며 상호작용 인 정교한 토론이 진행됨을 밝혔다. 즉 토론 학습에서의 사회

 합의 형성 략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과 참여 태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

여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강경희 외(2004)에서는 학생 과학 소집단 토론의 특징과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에 하여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은 토론 진행 

과정에서 지식 구성에 한 발언과 조작  발언을 비슷한 빈도로 수행하며, 체 

화의 수가 많은 학생이 지식 구성에 한 참여가 높음을 보고하 다. 한 인지 진

술의 상호작용의 부족함, 지식 구성을 한 정교화나 개념 평가 등이 부족한 토론이 

이루어짐, 부분의 경우 제시된 의견에 한 동의와 부분 인 정교화를 추구하는 방

향으로 토론이 진행됨을 밝혔다.  

최지혜(2012)에서는 과학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소집단 담화를 논변(argumentation) 활

동의 에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 ‧피상  학습 근 방식과 과학 지식 

수 에 따라 소집단 상호작용에서 발화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향

을 주는 요인을 인지 ‧정서  지원을 제시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의 개별 

특성인 학습 근 방식에 따라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발화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며, 

심층  근 방식을 가지는 학생이 발화를 통해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인지 , 정서  

지원을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상호작용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밝 내었다. 이 

논의는 소집단 학습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발화  상호작용양상과 이에 

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여 소집단 활동에 한 구체 인 이해를 제공하 다.

수학수업에서 담론을 통한 수학  개념 형성을 연구한 고상숙‧강 희(2007)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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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학  개념에 한 

설명, 질문, 수학  사고의 정당화를 통한 수학수업의 담론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학

 개념을 구성하는지, 수학수업의 담론 과정에서 학생의 수학  개념 형성을 진하

는 담론의 수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 다. 이는 학습 화의 개념  특성, 

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맥을 같이 하며, 구체 인 방법론  

양상 분석과 결과의 고찰에 한 시사 을 주었다. 

국어교과에서 소집단 의사소통에 한 연구로는 박종훈(1996), 서 석(2003, 2004, 2005a, 

2005b), 은주(2005), 고진희(2007), 정민주(2007a, 2007b), 문향숙(2011) 등이 있다. 

박종훈(1996)에서는 소집단 토론 담화를 분석하여 소집단 토론에 사용되는 메타커뮤

니 이션의 범주와 그것의 사용 환경에 한 분석을 토 로 소집단 토론을 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소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담화 자체를 연구의 상으로 

삼았다는 ,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능동 으로 조정해 가는 인지  측면에 주목하

여 효과 인 토론 수행을 한 략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서 석(2004)에서는 학습자가 소집단 활동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심을 가지고 말하

기‧듣기 수업을 심으로 소집단 화를 찰하 다. 그는 학생 소집단 화를 등

학교 국어과 말하기‧듣기 교수‧학습 상황에서 3～6명가량의 동료 학습자 사이의 의사

소통으로 정의하고(서 석, 2003),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소집단 화를 찰하여 

화의 구조와 략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서 석, 2004). 그리고 의사결정과제에

서의 의 양상(서 석, 2005a)과 문제해결 과제에서의 화 략을 유형화하여 제시

함(2005b)으로써 소집단 화의 교육 내용 구성을 한 기반을 마련하 다. 

은주(2005)에서는 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동학습을 찰하고 교수‧학

습의 측면에서 학습자 간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양상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의사소

통 단계 구조  의사소통 기능 수행과 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의사소통 단계 내 수행 기능 인식 략, 과제 

기능 수행 략, 계 기능 수행 략의 구체  내용을 제시하 다. 

고진희(2007)에서는 소집단 화의 참여 양상을 ‘참여 태도’와 ‘의미 구성’으로 나

어 각각의 요성을 언 하고, 이를 한 구체 인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소집단 

화 지도를 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 다. 

정민주(2007a, 2007b)에서는 소집단 화법의 교육  가치를 인정하고, 화법 교육에서

의 문제를 토의와 토론을 심으로 검토한 후, 소집단 화법 교육이 개인의 논리  표

 신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정한 소통을 구 하는 언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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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능력의 신장 단계까지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 다. 정민주의 논의는 화법 교육에서 

소집단 의사소통의 상과 방향을 제언한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소집단 화를 토의

와 토론으로 한정시켜 논의하 다는 에서 한계를 가진다. 

문향숙(2011)에서는 등학교 학생들의 문제‧해결 화를 심으로 소집단 화 양상

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문제 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과제 수행 조건에 민감하

게 향을 받는다는 것, 학습 략에 한 탐색이 화 내용에 향을 미친다는 것 

등을 밝 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 문제‧해결 화의 교육 모형

과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문제‧해결 화와 련한 소집단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 인 방안을 제시하 다. 

3) 화 교육에 한 연구 

교실 내에서 화에 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의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언어학

 근(Sinclair & Coulthard, 1975; Stubb & Robinson, 1979; Stubb, 1981; Willes, 

1979, 1983; Brown & Yule, 1983; Grice, 1975), 사회학‧인류학  근(Hammersley, 

1980; Garfinkel, 1967; Edwards, 1980; Mehan, 1979; Banks, 1978), 심리학  근

(Hudson, 1972; Gagne, 1965; Skinner, 1968; Piaget, 1971; Bruner, 1985; Sinclair. 1969; 

Wertsch, 1985; Kozulin, 1986; Luria, 1979; Vygotsky, 1978; Walkerdine, 1982, Cobb, 

1994), 교육학  연구(Flanders, 1970; Galton, Simon & Croll, 1980; Barnes, 1976, 

Barnes & Todd, 1979; Hammersley & Woods, 1986) 등이 그것이다(Edwards & 

Mercer, 1987: 8-31). 

언어학  연구는 소통의 형식 차원에 을 두고 담화분석을 심으로 교실 화

를 연구하 다. 즉 담화분석을 교실 화의 근에 활용하여 화의 형식 구조를 분

석하는 데 목 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근은 정교한 분석틀로 교실의 의사소통

의 주요한 특질을 포착하는 데 기여하 으나, 담화분석은 언어학  구조를 드러내기 

해 고안된 것이므로 교육 , 인지  과정을 온 히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학‧인류학  연구는 교실 화의 담화 내용과 담화 패턴 즉 교실에서 소통되는 

지식의 성격과 소통 패턴에 한 분석을 통해 교실과 사회의 계를 악하는 데 기

여하 다. 심리학  연구의 표 인 학자인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지식을 구

성하는 과정에서 화의 역할을 강조하 고, 그의 연구는 심리학에서 교실 화 연구

를 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실 화에 한 심리학  연구는 교사와 아동,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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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이의 언어  상호작용과 발달  지식의 구성 계를 밝히는 데 을 두고 

있기에, 학습 화의 특성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 요한 시사 을 주었다. 

교육학  연구는 두 개의 범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랜더스

(Flanders, 1970)로 표되는 체계 인 찰 혹은 상호작용 분석으로 수행된 연구로, 

교사의 특정한 발화 행동이나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범주화하여 일정한 코드로 기록해 

분석함으로써 수업의 질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반스(Barnes, 

1976)로 표되는 교육  의사소통에 한 연구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언어  상호작

용을 찰, 기록하고 논평하는 작업을 통해 교실에서의 지식 구성 방식과 정도를 탐

색하는 연구이다.6) 반스와 동료들에 의해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악하 다.    

화 교육에 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첫째는 화를 교육

의 상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는 화를 교육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자는 국어

과 교육에서 후자는 도덕과를 비롯한 타교과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화분석을 통한 화 교육의 방법에 한 연구로는 이창덕(1998)과 박용익(1998, 

2002)이 표 이다. 이창덕(1998)에서는 화분석의 이론과 방법, 화분석의 결과가 

국어교육과 연결되는 지 을 모색하고자 하 다. 그의 연구는 화분석과 국어교육의 

목을 시도한 기의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며, 화분석을 단순히 자료 분석의 방법

으로서가 아니라 화분석 자체가 국어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특히 수업 화분석의 요성을 언 하면서 도구 교과로서 국어과의 상을 강

화하기 하여 수업 장의 언어  상호작용을 체계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하 다. 

박용익은 우리나라에 화분석의 구체 인 방법을 소개하 는데(1998), 이후의 연구

(2002)에서는 화분석의 요한 목  가운데 하나가 화참가자들이 무의식 으로 

사용하는 화의 수행 규칙과 조건, 화의 이상  구조와 이상  진행 과정을 밝히

는 것임을 언 하 다. 그리고 말하기 교육을 한 상과 그 방법을 구체 으로 논

의함으로써, 말하기 교육에서 화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국어과에서 행해진 화 교육 연구로는 유동엽(1997), 노은희(1997a, 1997b, 1999a, 

1999b, 2002, 2005, 2006), 구 정(2001, 2003, 2008, 2009), 권순희(2001, 2002), 정상섭

(2006) 김윤옥(2007), 박성석(2013) 등이 있다. 

6) 언어학, 사회학·인류학, 심리학, 교육학에서의 교실 화 연구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정혜승(2006b), 
오정희(2013)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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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 교육의 내용과 련한 연구로는 유동엽(1997)의 논의를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유동엽은 주도자와 조력자라는 화 참여자의 개념을 제안하고, 화의 본질을 

상호작용 인 조정의 과정으로 규정하 다. 그리고 화의 교수‧학습에서 가장 핵심

인 교육 내용을 화 략의 지도로 악하여 화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화의 

략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화의 본질과 원리를 규명하고, 화의 교수‧학습을 

한 구체 인 학습 모형을 제안하 다는 에서 화 교육을 한 석이 되었다. 

노은희(1997a, 1997b, 1999a, 1999b, 2002, 2005, 2006)에서는 화와 련한 일련의 연

구들을 수행함으로써 화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 다. 우선 화에서 나타

나는 반복 표 에 주목하여 반복 표 의 특성, 유형, 성립조건 등을 고찰하 고(1997a, 

1997b, 1999a, 1999b), 화의 시작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유형과 기능을 살펴 

화 지도를 한 교육  시사 을 제시하 다(2005). 한 화에서 청자가 사용하는 

맞장구의 유형과 기능(2002), 일상 화에 나타나는 고 표 (2006)에 한 연구를 통해 

능동 인 화 략으로서 화법 지도에서 요한 교육 내용을 제안하 다. 

화 교육의 내용에 한  다른 연구로는 권순희(2001, 2002)가 있다. 이 연구들에

서는 화를 화자와 청자의 상호 력 이고 상호 역동 인 상으로 보고, 일상 

화를 심으로 청자의 입장을 고려한 화자의 화 방법을 탐구하 다. 이는 그동안 

말하기 교육에서 시되어 오던 화자 심에서 벗어나 청자의 역동 인 역할을 고려

하는 화법 교육에 한 시사 을 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구 정(2001)에서는 의사소통 언어 교수법의 핵심 내용이 말하기, 특히 화에 있음

을 강조하면서, 말하기 교수 내용이 화 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는 화의 기본 원리와 규칙들을 소개하면서 화의 구조, 화 , 비언어

 의사 표  교육을 요한 내용 요소로 제안하 는데, 이는 말하기 교육에서 화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구체 인 기 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 

그는 다양한 에서 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는데, 화분석의 방법이 말하기 

교육에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 으며(2003, 2008), 화용론, 심리학, 언어철학, 

사회학 등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 화’에 한 종합 인 이론과 안목을 제공(2009)

함으로써 화의 이해에 기여하 다.

김윤옥(2007)에서는 화법 교육이 주  말하기에 치우쳐서 말하기를 략 으로 인

식하여 교육함으로써 상 방을 수용할  모르는 화자를 기르고 있다는 문제 을 바

탕으로, 상호주 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실 되는 상호 교섭에 심을 가지는 것이 진

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화자를 길러내는 교육의 지향 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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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유된 이해를 강조하는 상호주 성의 은 소집단 학습자인 개인의 지식에 

한 존 과 상호 이해, 배려를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의 학습 화에 

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심이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 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능동 인 의미 구성에 한 심이 교육

에서 요한 내용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어교육에서 구성주의에 

한 연구는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분야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제안하는 

바탕을 만들었고, 듣기‧말하기 역에서는 상호교섭 인 과 더불어 구성주의에 

한 심이 확 되었다. 그러나 심의 증가에 비해 구성주의  을 반 한 구체

인 교육 내용과 련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 다. 

소집단 의사소통은 교실 담화에 한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기에 교실 

담화에 한 연구는 주로 교사의 수업 화에 을 두었으나 차 학습자 간 소통

에 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소집단 내에서 학습자 간에 일어나는 화의 유형과 특

성, 상호작용 등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필요성과 요성을 언

하고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들에 비해 구체 인 발화의 유형이나 략 등을 밝히는 연

구는 부족하여 실제 학습에서 용할 만한 교육 내용들을 추출해 내기는 어려운 부분

이 있다. 특히 국어교육에서 소집단 의사소통에 한 연구의 이 토의, 토론 학습

에 맞추어져 있어서 학습자의 의미 구성을 지원하는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화 교육에 한 연구는 언어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

는데 심리학에서 화를 통한 지식의 형성을 강조하면서 교실에서의 화에 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반스(Barnes)를 비롯한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들도 교실 

화에 한 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 고, 학습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화에 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 다. 

국어교육에서 화에 한 연구는 화 교육을 한 내용을 마련하는 데 심을 집

하 고, 이와 련한 연구의 성과들이 축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부분이 

‘생활’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소통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서 ‘학습’의 측면에서 학습

을 지원할 수 있는 화 능력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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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구 방법 연구 상  자료

Ⅱ장

이론

 토  

문헌 연구 
▶ 이론  고찰을 통하여 학습 화의 개념  특성, 

교육  가치  국어 교육  의의를 추출함.

Ⅲ장

양상 

분석

사

례

연

구

화분석

▶ 서울시내 남녀 고등학교 2곳을 선정하여, 고등학

교 2학년 학생 총 273명(54개 조)의 소집단 화를 

연구의 상으로 삼음.

▶ 학습 화의 양상을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

작용의 측면에서 분석함.

Ⅳ장

향 

요인 

탐색

사

례

연

구

근거이론

질  

내용분석 

▶ 학습자들이 작성한 기록지(학습지), 설문지  면

담 자료, 교사와의 면담 자료, 교육과정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화의 양상에 향을 미친 요인을 탐

색함.  

▶ 학습자 요인, 과제 요인, 교수 환경  요인을 분석함. 

Ⅴ장

교육

설계

문헌 연구 

사례 연구

▶ Ⅱ‧Ⅲ‧Ⅳ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화 

교육을 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을 제안함. 

3. 연구 방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학습 화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학습 

화를 한 논의의 바탕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계획에 따라 수집된 학습자

들의 소집단 화의 양상을 화분석의 방법을 통해 분석한 후, 이러한 양상에 향

을 미친 배경 요인을 근거이론과 질  내용 분석의 방법에 기반하여 탐색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습 화 교육을 한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구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연구 상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연구 방법  연구 자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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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 화 교육을 한 

내용을 연구하 다. 문헌 연구는 Ⅱ장과 Ⅴ장에서 주로 사용하 다. Ⅱ장에서는 학습 

화 교육의 이론  토 를 마련하고자 소집단 학습(small-group learning), 구성주의

(constructivism), 교실 상호작용(classroom interaction), 수업 화(instruction conversation), 

지식 구성(construction of knowledge), 담화(discourse), 화(talk) 등과 련한 여러 분야

의 문헌을 고찰하여 학습 화의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고자 하 다. Ⅴ장에서는 선행 

장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 화를 한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학

습 화 능력을 기르기 한 방안을 실제 으로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화법 

교육 내용을 면 히 살피고 수업 구성 방안과 련한 논의들을 검토하 다.   

Ⅲ장과 Ⅳ장의 학습 화의 양상 분석과 향 요인 탐색을 해서는 질  연구 방

법7)으로서 사례 연구(case study)의 방법을 택하 다.8) 사례 연구는 실에서 벌어지

7) 정혜승(2006a: 211-213)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국어과 교육에서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어과 교육의 중심인 언어 기능은 고차적인 정신 
기능이며 의미 구성 과정이 불가시적이며 추상적이기에 관찰이 어려우므로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과정의 
실제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 둘째, 국어교육 현상에 한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어교육 현상에 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의 뒷받침이 요구
된다. 셋째, 국어과 교육은 언어를 다루는 교과이기 때문에 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성격은 타교과
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타교과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국어과 수업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그 의미와 교육적 함의가 같지 않다. 국어과 교육의 경
우 교육 내용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 사용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어 교사의 
언어 사용은 학습자에게 언어 사용의 모델, 즉 살아있는 교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동료 집단의 언어 사
용 또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아동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와 동료 학생의 언어 사용 모델은 학습자의 언어 학습의 비계로써 기능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교사의 언어, 교실 화, 동료 상호작용 분석은 국어과 교실에서 학습자가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중
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한 면 한 분석은 국어과 교육 내용 구성은 물론 학습 방법에 한 이
해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넷째, 국어과 교육과정에 한 질적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 진정한 교육과
정 평가는 양적 평가를 통한 학생의 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과정에 한 질적 평가를 
통한 현상학적 탐구가 동반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집단 내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지식 구성을 위한 발화의 양상 및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정혜승(2006a)의 논의 중 특히 셋째의 논의가 본 연구의 
연구 방향과 일치한다. 

8) 사례 연구에 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인(Yin, 2003)은 사례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례 연구는 정량적 증거와 정성적 증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질적 연구의 두 가지 
특징인 ‘(a)연구자가 자연세계를 가까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하며, (b)어떠한 이론적 모델도 미리 
개입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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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에 하여 연구자가 통제를 가하지 않으며, ‘어떻게’ 혹은 ‘왜’의 문제가 제기

될 때(Yin, 2003; 신경식‧서아  공역, 2005: 30), 그리고 변인들이 상황 안에 깊숙이 

련되어 미리 규명하기 어려울 때 선호되는 연구 략이다(Yin, 1994; Marriam, 

1998; 강윤수 외 공역, 2005: 43 재인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학습 화의 양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소집단 화에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을 찰하고, 학

습 화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례 연구 방법이 하다고 단하 다.9) 

사례 연구를 한 연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10), 본 연구에서는 이  분

석  귀납 연구과정의 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분석  귀납 연구과정은 사

례 연구를 한 구체  연구과정11)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귀납에 비해 한층 

객  체계성을 가지며, 연역에 비해 한층 응  신축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분석

 귀납 연구과정은 (a) 연구 상에 한 개 인 잠정  가설을 설정하고, (b) 그것

을 확인·검증하기 해 다각 인 일탈사례(deviant case)들을 탐색해, (c) 지속 인 비

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질  분

석은 물론 단순한 계량  분석도 가능할 수 있게 해 다(이지훈, 2000: 27-28). 이 과

정의 형태를 갖는 사례 연구의 유형으로는 ‘가설발견 사례 연구’(Lijphart, 1971), ‘그럴

듯한 탐색  사례 연구’(Eckstein, 1975), ‘집합  사례 연구’(Stake, 1995) 등이 있다. 

구를 질적인 동시에 양적인, 일종의 종합적 성격의 연구라고 설명한다(Yin, 2003; 신경식‧서아영 공
역, 2005: 38-39). 그러나 사례 연구를 질적 연구로 보는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 매리암
(Marriam, 1998)은 질적 연구가 연구의 여러 유형을 망라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주
의적 연구, 설명식 연구, 현장방문 연구, 참여 관찰, 귀납적 연구, 사례 연구, 민속지학적 연구 등이 
질적 연구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사례 연구가 매우 정량적일 수 있고 이론을 
시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의 사례 연구는 보다 더 정성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arriam, 1998; 강윤수 외 공역, 2005: 8-9, 25).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가 기본적으로 질적 연
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연구 방법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되, 인(Yin, 2003)에서의 주장처럼 단
순히 정성적, 정량적 증거만으로 연구 전략을 구별하기보다는 일종의 연구 설계 논리로서 총체적인 
하나의 연구 전략(Stoecker, 1991)이라는 관점을 따를 것이다. 

9) 연구 과정에 동원되는 연구 방법은 절 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
에 사용한 연구 방법에 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어떻게 결론을 유도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는지에 하여 연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그 
결론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윤희원, 2001: 10). 

10) 사례 연구의 연구과정은 전통적 실증주의, 후기 실증주의, 실용주의, 구성주의의 4가지 패러다임에 
따라 연역적 연구과정, 귀납적 연구과정, 분석적 귀납 연구과정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방법이 달라진다(이지훈, 2000: 23). 연역적 연구과정과 귀납적 연구과정에 한 자세한 설명은 이
지훈(2000: 23-27)을 참조할 것.   

11) 연구과정이란 연구진행을 위한 중요 과정적 방향 또는 절차를 가리킨다(이지훈, 20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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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발견  

사례 연구

막연한 

가설  제
⇨

일정한 사례 

검증
⇨

다수의 사례 

검증
⇨

한정된 가설 

정립

집합  

사례 연구

일정한 사례 

분석

다수의 사례 

검증 

일반화된, 

발 된 이론 

정립

본 연구
가설  제

수립

일정한 사례

분석

다수의 사례

검증

이론

정립

⇧      ⇧
화분석

가설발견 사례 연구(hypothesis-generating case studies)는 처음에는 막연한 가설  

제를 가진 일정한 사례에 한 검증을 시작으로 차 다수의 사례들에 하여 더욱 

많은 검증을 함으로써 보다 분명히 한정된 가설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럴듯한 탐색

(plausibility probes) 사례 연구는 기존의 립되는 여러 이론  가설 에서 한 개의 

그럴듯한 가설을 선택하여 일정하게 선정된 사례들에 용함으로써 그 가설이 한

지, 잠재  타당성을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집합  사례 연구(collective case 

study)는 이 되는 일정한 사례 상뿐 아니라 그런 사례의 모집단에 한 일반화

의 가능성까지도 분석하기 해 다수의 사례들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

는 다수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연구 상, 즉 구체 인 일정한 사례 

상에 한 보다 일반화된 이론은 물론 더욱 발 된 이론의 정립에 역 을 두는 것이

다(이지훈, 2000: 30-35). 

<표 Ⅰ.2> 학습 화의 양상 분석을 한 연구과정 

본 연구는 <표 Ⅰ.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설발견 사례 연구의 과 집합

 사례 연구의 을 용하여 학습 화의 양상분석을 한 연구 방법을 도출하

다. 구체 으로는 학습 화와 련한 기존의 이론  성과들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학습 화의 구조’에 한 기 을 세우고(가설  제 수립)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사

례들을 주로 분석한 후(일정한 사례 분석), 이에 따라 다수의 사례들을 분석하여(다

수의 사례 검증) 학습 화의 양상에 해 일반화 가능한 내용들을 도출하고자 하

다(이론 정립).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침으로써 기존의 지식 구성과 소집단 화에 

한 발 된 이론을 제공하고, 새로운 이론의 제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교실 담화(classroom discourse)를 분석하기 한 방법은 양 , 질 , 혼합  방법으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  찰법에는 체계  찰(systematic observ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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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텍스트 분석(computer-based text analysis)이, 질  방법으로 민족지학 분

석(ethnographic analysis), 사회언어  담화분석(sociolinguistic discourse analysis), 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이, 혼합  방법으로는 사회문화  담화분석(sociocultural 

discourse analysis)이 있다(Mercer, 2010: 3-9). 이  본 연구에서는 화분석의 방법을 

용하여 수집한 소집단 화를 분석하 다. 화분석은 화의 범 한 자료에서 되풀

이되는 패턴(patterns)과 분포(distribution), 그리고 구조(organization)의 형식을 탐색하

는 분야(Schiffrin, 1994: 236; 송경숙, 2002: 27 재인용)이므로, 학습 화의 양상을 찰

하기에 합한 방법이라고 단하 다.  

화분석의 방법을 용하여 실제 담화를 분석하기 해서는 어떠한 목 으로, 어떠

한 방식으로,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에 한 을 견지해야 한다.12) 화분석을 이해

하는 첫 번째 기 은 화분석이 귀납 (경험 )인 것인가 혹은 연역 (이론 )인 것

인가에 한 것이다. 귀납  방법은 분석자의 선험  지식과 분석에 한 조건을 

으로 배제한 채, 연구의 상인 실제 화의 텍스트를 반복 으로 찰하여 거기에

서 규칙 으로 반복되는 것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그 안에 내재해 있는 화의 규칙

을 재구성하는 것을 연구의 방법으로 삼는다(박용익, 2001: 302). 즉 서투른 이론이나 

화 유형을 설정하기보다는 철 하게 화 자료에 실험 으로 근하고 되도록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자주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고 여러 선택 가능한 발화  하나를 

선택하는 데 기여하는 상호작용과 추론을 분석하는 것에 분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창덕, 1998: 43). 연역  방법에서는 문법  직 의 개념이 담화 차원의 규칙과 원

리를 찾는 데도 용된다고 보고, 직 에 들어 있는 지식 체계를 찾아서 모델화하는 

것을 담화 연구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창덕, 1998: 45-46). 본 연구

에서는 실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화의 개념, 구조, 과정, 상호작용 양상 

등을 밝히고자 하 으므로 기본 으로 귀납  분석의 방법을 취하 다. 그러나 범주

의 설정과 기 인 구조의 정립과 련하여서는 연역  을 용하여 귀납  분

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 다. 

화분석은 분석의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화의 구조를 구성하는 단 들에 

한 규정, 이들의 상호 계  기능에 을 두는 ‘ 화 구조 심 모형’과 화의 

개 과정에 을 두는 ‘ 화 개 심 모형’으로 나  수 있다(박용익.  1999: 

6-7). 화 구조 심 모형은 학습 화의 구조를 밝히고 각 단계 발화의 기능  역

12) 화분석의 특징과 관련한 논의는 박용익(1999, 2001), 이창덕(1998)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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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들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화 개 심 모형은 화제의 

개  상호작용의 양상 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화의 구조와 개 둘 다에 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 다. 

화분석의 세 번째 기 은 분석의 방향인데, 이에 따르면 모형을 재구성할 때 화

의 하  구성단 로부터 상  단 로 분석해 나가는 상향식 방법과 화분석의 최고 

단 로부터 최하 단 로 내려가면서 구성하는 하향식 방법이 있다. 하향식 분석법은 연

구자가 분석 상에 해서 잘 알고 있고, 의사소통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내

용까지도 분석의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교환되는 발

화의 내용과 기능을 고려하여 화를 유의미한 기능 단 로 분 하고, 분석의 범 를 

단 화제(transaction) 층 에서 교환(exchange), 순서(turn), 진행(move), 행 (act) 층

로 좁 가는 분석의 방식을 취한다(유동엽, 2004b: 3). 하향식 분석법에서는 한정된 

자료와 분석자의 직 을 통해서 화의 목 , 화의 원형과 그 구조를 생각해 내고, 

그 구조에 존재하는 원리와 통제 장치들을 화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이창덕, 

1998: 48). 본 연구에서는 단 화제의 개 과정에 하여 학습 화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 으며, 교환 층 에서 화제의 개와 논증의 구성 즉 내용 구성 양상을 분석하 다. 

그리고 발화의 진행과 행 (화행)의 층 에서 학습 화의 구체  발화 유형을 도출하

고자 하 으며, 순서와 진행, 행 의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 다.    

학습 화의 양상에 향을 미친 요인에 한 탐색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과 

질  내용분석의 방법(qualitative contents analysis)을 용하 다. 근거이론은 사회

학자인 이 와 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 1967)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한 연구 방법론으로 제안한 것으로 경험  자료에 근거한 이론과 이론 개발을 명명

하기 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근거이론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

이거나 연구가 있다하더라도 새로운 을 이끌어내야 할 분야에 매우 유용하기에

(조 달, 2005: 51),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 방법이다. 이론의 

귀납 ‧질  생산을 목 으로 하는 연구 방법  그 결과로 도출된 이론을 의미하는 

근거이론은, 다른 귀납 ‧질  연구 방법들이 연구 상에 한 심층  기술(thick 

description)을 목 으로 하는 데 비해 질 인 코딩을 통해 간명성(simplicity)과 일반

성(generality)을 갖춘 범 (mid-level)의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한다

는 에서 구분된다(권향원‧최도림, 2011). 근거이론은 보고자 하는 어떤 상 속에 

속한 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발견되고, 발 되며, 잠정 으로 증명될 

수 있는 체계  과정으로 귀납 으로 이끌어진 이론이다(박연숙, 2000: 299). 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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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검토  의견 수렴 

⇩ ⇩ ⇩ ⇩

원자료 

반복 읽기 
➡ 1차 코딩 ➡ 2차 코딩 ➡ 범주 확정 ➡ 기술

명명 하  범주 (상 ) 범주

에 근거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한 방법론이며, 근거이론의 개발은 개념을 발견하고 

직 하며 이들을 논리 , 체계 , 설명 가능한 틀로 공식화하는 과정 는 활동이다

(유 정‧이재은, 2008: 104).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 화에서 보이는 양상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하여, 학습자들이 작성한 기록지(학습지)와 설문지, 학

습자들과의 면담, 해당 교사와의 면담 등을 자료로 삼아 분석하 다. 

근거이론과 더불어 향 요인 분석을 해 사용한 방법은 질  내용분석이다. 이 방

법은 의사소통의 내용을 알아보는 객 , 체계 , 양  기술의 조사기법으로, 기술된 

자료들이 내포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객 이고 신 하게 읽으면서 

공통된 논제들을 찾아내고 필요시에는 잠재  내용분석을 시도하여 주요 논제를 찾아 

나간다(Woods et al., 2002; 김희정, 2013: 297-298 재인용). 질  내용분석은 우선 원

자료(raw data)에 내포된 의미를 도출하기 해 구문, 문장, 문단 별로 연구자가 신

하게 읽어 나가면서 명명하고, 각각 명명된 자료들을 반복 으로 읽으며 의미와 차이

를 확인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속성들을 묶어서 범주와 상  범주를 구성하게 된다

(김희정, 2013: 298). 이러한 과정에서는 메이링(Mayring, 1983)이 제창한 요약  내용

분석, 설명  내용분석, 구조화 내용분석과 같은 질  내용분석의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336-342).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화 사본과 

학습자들이 작성한 학습지와 설문지, 학습자와 교사의 면담 자료의 사본을 반복하

여 읽으면서, 학습 화에 향을 미친 요인을 찾아내고 이 요인들의 련성을 분석

하여 범주화함으로써 체계화하여 제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 다. 구체 인 연구의 과

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3> 학습 화의 요인 탐색을 한 연구과정 

그런데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의 방법으로 선택한 질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자신

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선택하여 연구 결과를 그럴듯해 보이도록 꾸며낸다는 ‘선택  

그럴듯함(selective plausibilization)’으로 연구의 타당도를 의심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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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
본 조사 

1차 2차

대상
S대학교 1학년

30명
M고등학교 2학년

 157명
S고등학교 2학년

 116명
조사 
기간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10월

2014년 4월~5월 2014년 4월~5월

자료 
종류

녹음 자료(㉠) 녹화 자료(㉠) 녹음·녹화 자료(㉠)
전사본(㉡) 전사본(㉡) 전사본(㉡)

학습지(㉢) 학습지(㉢)
면담 자료(㉣) 면담 자료(㉣)

서도 질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비  가능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연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해서 덴진(Denzin)이 제시한 ‘삼각화(triangulation)’의 방법

을 활용하 다. 삼각화는 다양한 자료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 으로는 자료, 이론, 조사자, 방법론의 네 가지 측면에서 수행된다(Denzin, 1989; 

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397-399).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료를 얻어야 하는 자료의 삼각화를 해 시간과 장소, 

사람을 달리한 두 곳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 다. 

둘째, 이론의 삼각화를 해 본 연구에서는 화분석 외에 근거이론과 질  내용분

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해석하 다. 

셋째, 조사자의 삼각화를 해 학습자의 담화 자료를 연구자를 제외한 2인의 국어교

육 문가가 분석하도록 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하 다. 

넷째, 방법론  삼각화를 해 녹화, 학습지, 면담, 설문과 같은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 다. 한 수집된 자료에 한 질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에 

한 주 성 개입을 방지하기 하여 수량화 분석을 병행하 다. 

가) 연구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비 조사를 바탕으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연구 상 학교로부터 소

집단 화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Ⅰ.4>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  자료의 종류



- 22 -

학습 화의 실  양상을 찰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생들의 수업  

화를 수집하 다. 비 조사는 서울 시내 S 학의 1학년 교양 강좌 수강생 30명을 상

으로 이들을 5명씩 6개의 소집단으로 나  후, ‘성교육’, ‘합리  소비 생활’, ‘게임 독 

방’ 등의 논제에 하여 각 소집단에서 화를 나 게 하고 이를 오디오 일로 녹음

하 다. 비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서울 소재 남자고등학교 1개교와 여자

고등학교 1개교를 각각 선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13)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 으므로, 교육과정 내 미이수

한 교육 내용이 학습 화의 양상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년이라고 

단하 다.  

연구 자료의 수집은 1학기 말과 2학기 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소집단

을 형성하여 화를 나  경우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  계의 문제를 가능한 배제

하기 해서 다.14) M고와 S고의 학생들은 각각 5개월과 8개월가량을 같은 학 의 

구성원으로 생활하 으므로 친숙도가 확보된 상태여서 기의 사회 감성 인 문제는 

해결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소집단 화에 임했을 때 계 형성보다는 문제 해결 

과제에 집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단하 다. 

향 요인을 분석하기 한 추가 자료 수집은 이미 수집한 녹화 자료  학습지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과 질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학습 화에 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 는데, 분석의 과정에서 

기존의 자료들 외에 학습자와 교사에 하여 분석할 수 있는 추가 인 자료가 요구되

었다.15) 추가 자료 수집은 인터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사의 경우에는 연구자

가 서면과 면 인터뷰를 병행하 고 학습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사와 연구자가 학습

13) 연구 상의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Ⅰ.3. 2)’를 참고할 것. 
14) 예측 가능한 단계를 통해 집단의 형성 과정을 조사했던 베일즈(Bales)는 집단이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두 가지 관심사를 밝혀냈다. 첫째는 사회 감성적 관심사로 집단은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집
단을 운영하기 위해 안정과 조화를 제공하는 인간관계를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과제 관
련 관심사로 업무와 과업 완수에 한 집단의 관심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집단은 이 두 가지 관심
사를 하나씩 교 로 해결하며 순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집단의 형성 단계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서로 
맺게 될 다양한 관계를 모색하므로 사회 감성적인 차원이 우세하다가 관계 형성을 어느 정도 이루
고 나면 관심과 역량을 과제에 집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Johnson & Johnson, 2002; 박인우 외 
공역, 2004: 140).

15) 근거이론은 귀납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 질문이 자료로부터 생성되고, 전제되고, 분석된다. 즉 
연구의 초점이 생성된 자료에 따라 변할 수 있기에 초기의 질문은 단지 연구에 초점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정확한 연구 질문은 자료의 분석 이후에 가능하다(Hutchinson, 1993; 신경림 외, 
2003: 299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녹화 자료와 전사본, 학습지에 한 분석을 토 로 추가
적인 자료 수집을 학습자와 교사를 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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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미

① 원안의 숫자는 발화의 순서를 의미한다. 

? 상승 억양을 나타낸다.

. 하강 억양을 나타낸다. 

- 특정 단어를 길게 발음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말더듬).

… 발화의 간에 망설이거나 머뭇거림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 짧은 휴지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1 ) ( ) 안의 숫자만큼 휴지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 발음이 부정확하여 알아듣기 힘든 부분을 나타낸다. 

★ 말차례의 겹침을 나타낸다. 

(동작) ( ) 안의 동작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  )) (( )) 안의 내용은 사자의 상황 설명을 의미한다. 

자를 면하여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수행하 다. 

나) 연구 자료의 문자화

본 연구에서는 보이스 코더와 캠코더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화 양상을 모두 기록

하 으며, 기록한 자료는 사(轉寫, transcription)를 통해 문자화하여16) 분석하 다.

사 방식에는 텍스트식 문자화와 악보식 문자화 방법이 있다. 텍스트식은 극본식 방

법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한 명의 말할이에 국한하여 발화(연속체)를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문자화하고 나서 다음 말할이의 발화를 문자화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악보식은 

제한된 시간에 모든 말할이의 발화를 말할이 수만큼의 칸으로 이루어진 칸에 발화의 

상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이다. 악보식은 텍스트식에 비해 발화 순서 

교체의 역동성이나 발화의 동시성 등을 보다 명시 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발화의 내

용을 악하기가 힘들고 특히 길게 수행된 발화를 문자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박용

익, 2001: 122-123). 본 연구에서는 체 담화의 구성과 각 화 참여자의 발화 내용과 

발화의 역할 등을 으로 분석하고자 하 으므로, 텍스트식 문자화 방법을 사용하

여 기록하 다. 본 연구에서 사를 해 사용한 기호는 다음과 같다. 

<표 Ⅰ.5> 사 기호 체계

16) 문자화된 분석 자료는 분석자가 손쉽게 상호작용에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석의 결과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Bergmann, 1981; 박용익, 2001: 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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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주의의 으로 학습을 바라보고 있으며, 교실 담화에 

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화에 근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주의와 교실 담화의 이론에 기 하여 연구 자료의 분석을 한 범

주와 분석틀을 설정하기 한 논의를 진행하 다.   

사회  구성주의는 각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사회문화 인 상황의 요성을 강

조하므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개인의 인지 발달뿐 아니라 지식의 구성에 필수 으

로 작용함을 역설한다(Russel, 1993; 강석진, 2000: 24-25 재인용). 상호작용을 통한 지

식 구성에서는 ‘언어’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는 비고츠키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학습을 

해서는 먼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환경과 자신을 조직하고 연결하기 한 

지식 구성의 방법을 습득해야 하므로 언어  과정이 학습에서 결정 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Vygotsky, 1978; 강석진, 2000: 25 재인용). 이러한 비고츠키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지식 구성의 주요 요인을 인간의 ‘인지  작용’과 

‘사회  계’의 역동 이고 한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본다(성용구, 2009: 157). 

교실 내 의사소통을 연구한 반스와 토드(Barnes & Todd, 1977)는 학생 간 발화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하여 ‘내용(content)’과 ‘상호작용(interaction)’의 ‘두 틀(two 

frames)’을 제안하 다. 한 이 연구에서는 소집단 활동에서 효과 인 집단과 비효과

인 집단을 비교한 후, 효과 인 상호작용을 해서는 ‘사회  기술’과 ‘인지  기

술’17)이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 다(Barnes & Todd, 1977, 강석진, 2000: 44).  과학 수

업에서의 소집단 토론을 연구한 알 소풀루와 드라이버(Alexopoulou & Driver, 1996, 

1997)는 소집단 토론의 형태(group discussion modes)를 규명하기 해 학생들의 사

고 과정을 보여 주는 ‘논증 구성’의 분석틀(argument construction coding scheme)과 

사회 인 수 에서 동료 간의 의미 상 과정을 보여 주는 ‘사회  상호작용’의 분석

틀(social interaction coding scheme)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발화를 분석하 다. 논증 

구성을 한 분석의 항목으로는 측하기, 정당화하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요구

하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한 근거 제공하기, 평가하기, 과학  원리 용하기, 의견 

바꾸기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과학  추론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17) 사회적 기술에는 과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경쟁과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관점을 
변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상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 등이 포함되며, 인지적 기술
에는 주어진 질문에 한 의미 구성, 문제 발견, 가설 설정, 증거 사용, 경험의 재창조 등이 포함된
다(Barnes & Todd,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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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주는 과제와 련된 지식 구성에 한 발언

나 범주는 과제 진행  수행 과정에 한 발언

다 범주는 사교  잡담을 포함한 과제와 무 한 발언

라 범주는 교사와 다른 조 학생의 발언 

반스와 토드(1977)의 논증 구성요소 분류에도 용된다. 사회  상호작용의 분석을 

한 항목으로는 동의, 불일치, 확장, 질문, 논평이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의 토론을 듣

거나 토론을 기록한 사본을 보면서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Alexopoulou & Driver, 

1997: 397-398).  

학습자 간 계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침을 강조하는 연구

로는 ‘ 지오 에 리아 근법(Reggio-Emillia approach)18)이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

는 교육 방법  하나인 이 근법에서는 계,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시하며 모든 

지식은 학습자 자신과 사회  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믿는다. 학습자

는 수동 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과정에서 래와 함께 극  역할을 하

면서 배우며 래와의 계에서 반 , 상, 수용, 제의 재구성을 통하여 동화와 조

을 하며(Rinaldi, 1998: 139),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강경희 외(2004: 244)에서는 과학 수업의 소집단 토론에 한 실제 모습을 이해하기 

하여 교사가 개입하지 않은 학생의 과학 소집단 토론의 특징과 토론 과정에서 발

생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는 호간 외(Hogan et al., 

2000)에서 사용한 범주 틀을 기 으로 담화를 분석하 는데, 그가 제시한 주요 범주

는 다음과 같다.

네 가지 범주  강경희 외(2004: 245-246)에서는 지식 구성에 한 개념  범주인 

‘가 범주’만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논의들

(Vygotsky, 1978; Barnes & Todd, 1977; Alexopoulou & Driver, 1996, 1997; 강석진, 

2000; Rinaldi, 1998)을 참고하여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나  범주’ 한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범주로 규정하 다. 따라서 가 범주를 ‘개념 형성’의 범

주로, 나 범주를 ‘사회  상호작용’의 범주로 하여 학습 화의 구조를 상정하 다. 

18) 레지오 에 리아의 교육 목적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창조하고 발견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능동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문제 해결 상황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김희진, 
2004: 129). 레지오 에 리아의 교육철학은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관점과
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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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양상 분석 범주 유동엽(2004b) Halliday & Hasan(1985)

담화 개 과정 mode of discourse

내용 구성 내용 field of discourse

상호작용 인 계 tenor of discourse

 ‘개념 형성’은 학습 화의 인지  측면을, ‘사회  상호작용’은 사회 ‧ 계  측면

을 고려한 것으로 역동 으로 구성되는 학습 화의 특성을 입체 으로 분석해 내기 

한 범주 설정이다. 학습 화라고 하면 학습자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 인 

지식의 형성 과정에만 집 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소집단 력학습은 학습자들 사이

의 역동 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을 생각할 때, 지식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향을 배제하고서 학습 화의 실제 인 양상을 분석

하는 것은 불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 형성’과 련하여서는 ‘담화 개’

와 ‘내용 구성’을, ‘사회  상호작용’과 련하여서는 ‘ 계 맺기’와 ‘진행 략’이라는 

학습 화의 분석을 한 하  항목들을 설정하 다. 

이와 같은 학습 화의 구조에 근거하여 Ⅲ장에서의 학습 화의 양상 분석을 한 

구체 인 틀을 구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크리스티(Christie, 2002: 21)19)에서 제시

한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85: 26)의 틀과 유동엽(2004b: 6)20)이 논쟁 

화를 분석하기 해 제시한 분석 범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담화 개, 내용 구

성,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양상 분석의 범주를 제시하 다.

<표 Ⅰ.6> 학습 화의 양상 분석 범주 

담화 개는 거시  측면에서 학습 화의 구조를, 내용 구성은 주장과 근거와의 

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호작용은 학습자 간의 계 형성  역할 설정의 양

상을 분석하기 한 범주이다.  

2) 연구 상

19)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용역(register)과 관련된 상황 맥락의 세 가지 변수에는 ‘field of 
activity, the tenor of the relationships of participants, the mode of delivery and 
organization of message’가 있다(Christie, 2002: 20-21). 

20) 유동엽(2004b: 6)은 논쟁에서의 불일치 조정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할리데이(Halliday, 1978)와 스
틸라(Stillar, 1998)의 논의를 참고하여 내용(field), 양식(mode), 주체(tenor)의 세 측면에서 논쟁에 

한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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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상의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되는 문제에 하여 기본 인 지식을 제하고 있는 상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하여(가치의 문제①, ②와 행 의 문제

①) 각자가 구성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합의된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려고 하 다. 따라서 아  모르는 내용이 문제로 제시되

면 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므로, 문제의 내용으로 인해 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

황을 배제하기 하여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선정하고, 이

를 배운 학습자를 상으로 삼았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다. 성별에 따라 양상에 차

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남녀 모두를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여 찰하 다. 본 연

구의 주된 연구 문제는 학습 수 과 문제 성격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었으므로 성별의 차이를 양상 분석에 반 하지는 않았으나, 양상에 향을 미친 요인 

분석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논의하 다.  

셋째, 배경 변인의 차이를 최 한 통제하기 해서 지역을 서울 시내로 한정하 다. 

학습 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학습자의 개인  특성부터 사회문화  배경까

지 다양할 수 있다. 모든 변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변인

은 가능한 한 통제하여 본 연구에서 찰하고자 하는 향 요인에 집 하고자 하 다.  

넷째, 평균 인 학력의 학교, 상‧ ‧하 학생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학교를 선정하

다. 연구의 상으로 삼은 학교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의 공시지표 상 

학력이 평균 수 인 곳으로, 연구자가 해당 학교 교사에게 연구 의도를 설명하고 연

구 참여를 요청하 을 때 수락한 두 곳이다.   

다섯째, 연구자가 간 인 형태로 연구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 비 조사에서는 

연구자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 기에 연구자가 교수자로서 완  참

여(complete participation)하 다. 따라서 연구자의 연구 의도나 개입이 학습자에게 

향을 미쳐 수집한 자료가 오염될 소지가 있었다.21)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연구자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연구자가 연구 장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자들의 수업을 담

당하고 있는 교사를 매개자로 하는 간 인 방식을 택하 다.22) 

21) 실제로 학생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자에게 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한다든지, 진행 방식 
등에 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22) 매리암(Marriam, 1998)은 연구자를 현장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완전한 관찰자(Complete 
observer), 참여자로서 관찰자(Observer as participant), 관찰자로서 참여자(Participant as 
observer), 완전한 참여자(Complete participant)’로 구분하였다(Marriam, 1998;  강윤수 외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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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에 치한 M여자고등학교와 S남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웹(Webb, 1989: 21)은 소집단에서

의 학습과 상호작용에 향을 주는 요소로 학습자들과 소집단의 특성, 과제를 꼽았다. 

특히 소집단의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능력, 성(性), 성격, 능력과 성에 따른 

집단의 구성 방식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 문제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웹이 제시한 요소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수 과 제시된 문제(과제)의 특성에 따른 

학습 화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 다. 따라서 연구 상으로 선정한 학습자들을 학

습 수 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에게 성격이 다른 과제를 부여하여 양상을 찰하 다. 

우선 학습 수 에 따라 학습자들을 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의 소집단으

로 분류하 다.23) 이유는 ‘근 발달 역’24)을 고려하여 이끌어  수 있는 우월한 동료

를 배치하되25) 학습 수 의 편차가 클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음26)을 

고려하 다. 그리고 하  수 의 학생으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의미 구성을 한 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생들과 하  학생들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 다. 소집

단의 규모는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5～7명의 구성원이 참가자의 만족도와 결속력에 

있어서 한 규모이기에(Johnson & Johnson, 2002: 박인우 외 공역, 2004: 117-118), 

각 소집단의 인원은 다섯 명을 기본 단 로 한 반을 여섯 개의 조로 편성하 다.27) 

2005: 135-137).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본 연구의 연구자는 관찰 상 집단에게 노출되지 않는 완
전한 관찰자로서 연구에 임하였다. 

23) 상, 중, 하 구분은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치룬 학교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과 수학능력시험 모의시
험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였다. 

24)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지식
은 사회적 참여를 통해 구성된다.’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개념이다. 근접발달영역은 학습할 영역에 

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이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줄 경우 학습자 개인이 혼자 도달
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Cunningham, 1992; 
Perkins, 1992; Prawat, 1993; 강인애, 1995: 8 재인용).

25) 우드와 브루너와 로스(Wood, Bruner & Ross, 1976; 한순미, 2001 재인용)에서는 학습자의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유의미하게 자극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를 ‘비계’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비계는 학습자들이 근접발달영역(ZPD) 내에서 효과적으로 교
수‧학습하도록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가 적절히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한순미, 2001: 140). 
즉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은 그들의 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계로서 제공되어야 함을 강
조한 것이다(정민주 2008: 7). 본 연구에서도 근접발달영역과 비계의 개념에 기반하여 소집단 화
에 있어 우수한 또래를 배치하여 학습 화를 관찰하였다.  

26) 상위 학습자들은 이질집단에 참여할 때 상호작용의 횟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하위 학습자들은 동
질집단에 참여할 때 상호작용의 횟수가 증가한다. 상위 학습자는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에 주도성을 
나타내며, 하위 학습자는 동질집단에서 동료들의 허용적인 분위기에 안정감을 느낀다. 하위 학습자
들은 이질집단에 속했을 때 실수를 부끄러워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박준
철, 2009: 44, 61-62).

27) 한 반의 인원이 29~32명이고, 학습 수준에 따른 인원의 구성도 다 달라서 5명을 기준으로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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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성격
주제

학습자 수

상 상 하

사실
단일민족 1 2 2

기술발달과 여가시간 1 2 2

가치
(난쏘공) 인간의 삶 2 2 1

(규원가) 여성의 삶 2 2 1

행
(삼포 가는 길)사회  약자 1 2 2

인터넷 발달과 민주주의  3  1 1

사실의  

문제

①단일민족국가는 타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②기술의 진보는 인들에게 여가 시간을 늘려 다. 

가치의  

문제

①(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

②(규원가) 여성의 삶에서 가장 요한 것은 무엇인가? 

행 의  

문제  

①(삼포 가는 길)사회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②인터넷의 발달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학습 수 에 따른 학습 화의 양상 외에 문제의 성격에 따른 학습 

화의 양상을 찰하고자 하 으므로, ‘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 의 문제’를 

설정하 다.28)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문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Ⅰ.7> 학습 화를 한 문제 목록

와 같이 제시한 세 가지 범주 여섯 개의 문제마다 상 , 상 , 하 의 소집단

을 고르게 안배하여 문제에 따른 양상의 찰이 용이하도록 집단을 배치하 다.

이러한 연구 상 선정과 소집단 구성 원리에 따라 선정된 상과 소집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Ⅰ.8> M고등학교의 소집단 구성29)

M고등학교는 서울 K구에 치한 여자고등학교로,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문학 수업

을 수강하는 2학년 5개 반 총 157명이다. 이들을 학습 수 에 따라 상  집단 10개, 

상  집단 11개, 하  집단 9개로 나 었다. 그리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 사실의 문제 

나 실제 소집단 편성에서는 ‘–1 ~ +2’의 인원 구성의 차이가 있었다. 
28) 문제의 성격을 ‘사실, 가치, 행위’로 나눈 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Ⅲ. 1. 2) 나)’를 참고할 것.
29) ‘학습자 수준’ 칸 안의 숫자는 해당 소집단의 개수를 의미한다. 즉 M고등학교에서 사실의 문제 ‘단

일민족’을 선택한 상위 수준 소집단은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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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성격
주제

학습자 수

상 상 하

사실
단일민족 1 1 2

기술발달과 여가시간 2 2

가치
(난쏘공) 인간의 삶 2 2

(규원가) 여성의 삶 1 3

행
(삼포 가는 길) 사회  약자 2 1 1

인터넷 발달과 민주주의 3 1

10개 집단, 가치의 문제 10개 집단, 행 의 문제 10개 집단으로 배정하 다.   

<표 Ⅰ.9> S고등학교의 소집단 구성 

S고등학교는 서울 M구에 치한 남자고등학교로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 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4개 반 총 116명이다.30) 이들을 학습 수 에 따라 상  

집단 8개, 상  집단 10개, 하  집단 6개로 나 었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 사실

의 문제 8개 집단, 가치의 문제 8개 집단, 행 의 문제 8개 집단으로 각각 균일하게 

구성하 다. 

M고등학교 30개 소집단, S고등학교 24개 소집단 총 54개 소집단의 학습 화를 녹

화와 녹음을 통해 기록하 다. 이  녹화가 되지 않은 [M-가1-하1]과 소집단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31) [S-행1-상1]을 제외한 총 52개의 자료를 연구의 상으로 삼아 학

습 화의 양상을 화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화분석을 바탕

으로 향 요인 탐색을 한 심층 면담자를 추가 으로 선정하 다.

자료 제시 방법은 학교 명칭을 기호로 처리하고 문제의 성격을 ‘사실’, ‘가치’, ‘행 ’

의 첫 자 ‘사’, ‘가’, ‘행’을 따서 표시하고, 문제①과 ②를 구분하여 표기하 다. 그리

고 학습자의 수 을 상  집단은 ‘상’, 상  집단은 ‘ ’, 하  집단은 ‘하’로 나타

내고, 각 집단의 순서를 구분하 다. 를 들어, [S-사1-하1]은 S고등학교에서 사실의 

문제①을 선택한 하  집단 2개 의 첫 번째 집단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M-가2- 2-3]은 M고등학교에서 가치의 문제②를 선택한 상  집단  2번째 집

단의 세 번째 학습자를 가리킨다.     

30) S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반의 인원이 29~30명이어서 각 조의 인원이 ‘4~5’명으로 구성되었다. 
31) 소집단과 청중의 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집단 화의 형식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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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습 화 교육의 이론  토

1. 학습 화의 교육  논의를 한 제

학습의 장(場)에서 화에 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하나는 

화를 교과 학습을 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를 교육의 ‘내

용’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화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소집단 활동에서 토의‧토론을 활용하는 경우

나 도덕과의 화 학습과 같이 교사와 학생의 화, 학생과 학생 간의 화를 통해 

교과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도덕과에서는 소크라테스

의 문답법32)의 통을 이어 ‘ 화’를 학습을 한 요한 방법으로 인식하며, ‘ 화 학

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의 도구로서 ‘ 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33) 

국어과에서도 소집단 학습에서 토의와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화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듣기‧말하기 교육의 내용으로 

화에 근하고 있다는 에서 타 교과와는 구별된다. 도구로서 화에 근할 때는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교육 내용으로서 화에 근할 때에는 화 그 자체

를 학습의 상으로 하는 화법 교육 ‘담화 유형’의 하나로서 화 교육의 내용을 탐색

한다는 에서, 화법 교육에서 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학습 화는 소집단 내에서 지식의 구성을 목 으로 화를 

활용한다는 에서 도구  을 취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습 화’를 활용하기 

32) 문답법(問答法, Dialektikē)은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진리 탐구의 방법이다. 그는 스스로 무지한 체
하면서 화 중 상 방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받아 다시 질문을 하는 방법을 되풀이하여 세
속적인 지식에 안주하고 있는 상 방이 진리에 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고 나아가 진리를 자
각하도록 이끌었다(임석진 외, 2009).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화를 나누면서 진
리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며,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화란 진리 발견의 수단이자 사람들과 더불어 살
아가는 방법이요, 생활이었다. 화를 통해 소크라테스와 화 상 방은 서로에게 자극 제공자가 되
어 서로의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고, 화를 통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객관화시켜 볼 기회를 가지
게 되었다(김희중, 2009: 3).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서 ‘ 화’의 의미와 역할은, 화가 지식을 탐구
해 나가는 수단이자, 상 방과 더불어 지식을 구성해 나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학습 화에서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 

33) 도덕과 화 학습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화, 학생 간의 화가 수업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성하고 있는데(김종문, 1998: 190-191), 학생에게 화의 주제를 주고 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 화 환경 조성하기, 소외된 학생 지도하기) 외에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한 안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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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학습 화 그 자체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에서 교육의 상, 즉 학습 

화를 한 교육 내용 마련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 화’에 한 근은 

도구  과 상   양방향을 모두 아울러 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학습 화의 개념 설정

화의 속성이나 자질은 매우 다양하며, 화를 규정하는 데에도 다양한 이 존

재한다. 를 들어, 박용익(2001: 24-25)에서는 한국어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화의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자질로 상호작용, 집 과 탐구, 소통과 력  상호  

이해의 추구, 문제 해결과 목  달성의 수단 네 가지를 제시하 다. 이는 화가 사람

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 이자 특정한 상에 집 하여 탐구하는 행

자의 행  는 태도이며, 서로 이질 인 것이 만나 소통하고 력하여 상호이해를 

추구하도록 하며, 문제 해결과 같은 특정한 목  달성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일상의 화가 가진 이러한 다양한 자질을 통해 화가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습 화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일상의 화와 구별되는 고

유한 속성과 자질을 분명히 밝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의 개념을 우선 검토하여 학습 화의 상을 논구하고, 

인 한 다른 담화 유형과의 계 속에서 학습 화의 개념을 정치하게 논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습 화의 속성과 특성을 규명해 볼 것이다. 

 

가) 학습 화의 개념 

학습 화에 한 논의는 이것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 화’에 한 고찰로부터 시

작한다. 연구자나 에 따라34) 제시하는 담화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화는 담

34) 스테거 외(Steger et al., 1974)에서는 화자의 수(단수/복수), 화자들의 지위(평등/불평등), 주제의 
고정(미리 결정/결정되지 않음), 주제의 취급 방법(기술적/논증적/연상적) 등을 기준으로 담화를 제
시, 메시지, 보고, 공개 토론, 화, 면담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구현정, 2011: 31-32 재
인용).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화법 과목의 내용 체계에 ‘담화 유형’의 범주가 설정되면서 

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발표, 연설을 하위에 제시하였다. 최효진(2010)에서는 의사소통의 방
향과 참여자의 집단성을 기준으로 화류, 연설류, 토의류, 독백류로 담화 유형을 분류하고, 독백류
를 제외한 각각의 담화 유형을 상황, 담화의 목적, 주제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
다. 화류에는 담, 면담, 면접, 상담, 화가, 연설류에는 강의, 강연, 발표, 유세, 설교, 식사, 구
연, 본 로 말하기가, 토의류에는 토의형과 토론형 아래 회의, 협상 등의 구체적 유형 들이 제시
되어 있다(최효진, 2010: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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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유형 분류에서 고유의 상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 화’는 화법 교육 과정에서 

하나의 담화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화를 국어과 교육 과정 속에서 

논하기 해서는 ‘ 화’와의 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화( 話)의 사  의미는 ‘마주 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는 그 이야기’이다. 

이는 음성 언어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으로서, 범박하게는 ‘두 사람 이상

의 참여자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순서교 에 의해 

바꾸어가며 언어 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창덕 외, 2010: 218)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 씩 다른데, 빈슨(Levinson, 1979: 389)은 화

란 제도 인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번갈아 가며 

주고받는 이야기로 규정하 다. 메이(Mey, 1993: 12)는 화를 정상 이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맥락에서 둘 는 그 이상의 화자에 의한 주고받기 상황의 언어 행 로 

보며(문향숙, 2011: 21 재인용), 구 정(2009: 25)은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 하고 이해하는 상호 인 언어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철학  에서 보면 신실용주의에서는 ‘ 화(dialogue)’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

과 하여 자신의 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을 목 으로 하는 ‘ 화

(conversation)’를 구분하여 사용한다(김동식, 1994: 483). 정 주의(foundationalism)에

서 사용하는 화(dialogue)가 진리에 도달함으로써 화 자체를 끝내는 데 목 이 있

다면, 신실용주의에서의 화(conversation)는 화의 지속 그 자체를 목 으로 한다

(유동엽, 2004b: 43). 

이 듯 ‘ 화’는 참여자, 역할, 환경, 맥락, 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

며,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체를 가리키는 포 인 의미에서 구체 이고 세 한 발

화 상을 가리키는 것까지 그 범주 한 범 하게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가장 문제시되는 것도 ‘ 화’의 의미와 범 를 어떻게 설

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 화’라는 단어로 표 되지만, 어에는 화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talk’, ‘dialogue’, ‘conversation’, ‘discourse’, ‘discussion’ 등과 같이 다양하다. 

화의 개념에 보다 정치하게 근하기 하여 우선 이 단어들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

자 한다. 사 35)의 의미에 따르면  ‘talk’는 (어떤 문제나 요한 일에 한) 화 혹

은 논의,  ‘dialogue’는 (책‧연극‧ 화 속의) 화, ‘conversation’은 (두 사람이나 소규

35) Oxford University Press(2008)의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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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보통 사 으로나 비격식 으로 주고받는) 화,  ‘discussion’은 

논의( 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한 상세한 화)의 의미이고, ‘discourse’는 담화(談話) 

혹은 담론(談論)과 같이 화와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 풀이에 따

르면 이 에서는 ‘talk’와 ‘discussion’이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학습 화에 가장 근

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talk’와 ‘discussion’에 한 추가 인 의미를 더 살펴보면, 

이들은 ‘speak’, ‘communication’과 함께 ‘뉴스, 정보, 생각, 감정을 특히 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를 ‘talk for learning’으로 표 하 는데36), 이는 기존의 교

실 담화 연구자들이 교실에서 교사와 학습자들의 화를 ‘talk’로 명명한 데 따른 것

이다(Corden, 2000; Myhill et al., 2006; Edwards & Westgate, 1994; Coultas, 2007; 

Boyd & Galda, 2011 등). 쿨타스(Coultas, 2007: 1)에서는 좋은 수업의 가장 본질 인 

요소 의 하나로 구성 인 화(constructive talk)를 언 하며, 화(talk)가 학습자

들을 그들의 학습과 련짓고 교실에서의 계를 변화시키는 데 필수 인 역할을 함

을 강조하 다. 한 교실 내 의사소통의 종류를 교사의 말(teacher’s talk), 동료와의 

화(paired talk), 집단에서의 화(group talk) 등으로 나 어 제시하면서 교실에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학습에 미치는 향에 하여 탐구하 다.  

담화(discourse)가 장르 , 맥락  범 에서 교실의 화를 논한다면, ‘talk’는 교실 

구성원들이 실제 행하는 ‘발화 그 자체’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화는 ‘교실에서 학습을 제(공동의 지식 구성을 해)로 이루어

지는, 소집단 내에서의 학습자( 화 참여자)들 간에 주고받는 말과 그 행 ’라는 의미

로 사용됨을 밝 둔다. 문향숙(2011: 21-22)에서는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문제해결

화를 ‘3～6명의 학습자가 인지  의미 구성을 요구하는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 

수업 상황에서 비교  자유롭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이루어지는 언어  

의사소통 행 ’라고 규정하 다. 이러한 정의는 이창덕 외(2010: 218)에서 설명한 화

의 의미와 유사하나 화 참여자를 학습자로, 화의 목 을 인지  의미 구성을 

한 것으로 한정했다는 에서, ‘학습’을 한 화를 규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화의 개념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학습 화에서 ‘ 화’가 의미하는 바를 규정하

36) 학습 화를 ‘talk for learning’으로 표현하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화’, ‘학습을 위한 화’의 
의미이므로 강의, 토의, 토론, 연설, 발표 등 학습의 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발화 유형들이 ‘talk for 
learning’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과 구별되는 장르 혹은 유형으로서 
‘학습 화’를 규정하고자 하였으므로, ‘talk for learning’은 본 연구에서 규정한 ‘학습 화’를 가
리키는 용어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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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하  유형 기 상황 주요 목 참여자의 목

설득 화

(비  토의) 

반박

형식  토의

제안

의 립
언어  방법을 통한 

갈등의 해결 
상 방 설득

상
합의

흥정

력을 한

이해와 요구의

립 

거래/타 최선의 결과 

탐구

과학  연구

조사

검사

일반 인 무지
지식과 합의의

성장

근거 찾기 혹은 

근거 기

심의
수단과 목표 논의

이사회 최종 논의
행동의 요구 결정 결과에 향 주기

정보 탐색 

화

문가 의

설교 

인터뷰

심문

개인 인 무지
지식의 확산과 

입장 표명

개인  지식을 획

득, 양도, 보여주기 

혹은 숨기기

논쟁
논쟁  논의

언쟁
갈등과 감

계에 있어 

(일시 인) 순응  

상 방 공격, 구경

꾼에게 이기는 모

습을 보이기

혼합형

토론

(설득과 논쟁)

제3자 앞에서의

의 립 
의 립과 순응

설득 혹은 상 방, 

제3자에게 향 미

치기

원회 회의

(주로 심의)

갈등, 감, 

실제  문제에

한 합의 요구 

정책 입안과 지지 결과에 향 주기

소크라테스  화

(주로 탐구)
지식의 착각 

참된 앎과 덕을 

하여 부도덕으로부

터 혼을 치유하기

논박과 합의를 반

박하는 것 피하기

다하더라도 여 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화와 학습 화의 계를 어

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서는 화의 목 과 규칙을 심으로 화의 유형을 체계화한 월튼과 

크라베(Walton & Krabbe, 1995)의 논의가 학습 화의 상  개념 설정에 한 유

용한 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화를 목 (goal)과 규칙(rule)에 따라 다음 

<표 Ⅱ.1>과 같이 설득, 상, 탐구, 심의, 정보 탐색, 논쟁, 혼합형으로 유형화하 다

(Walton & Krabbe, 1995: 66). 이 같은 유형화에 따르면 학습 화는 혼합형으로서 

주로 ‘탐구’와 ‘정보 탐색’의 화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Ⅱ.1> 화의 유형 분류(Walton & Krabbe, 199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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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습 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부여되었을 때( 기 상황), 과제를 해결하기 

하여(참여자의 목 ) 화 참여자들이 력을 함으로써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주요 목 ) 화의 유형인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서는 학습 화의 목 , 기능, 참여

자를 비롯하여 학습 화의 상이 되는 과제의 성격이 학습 화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습 화는 다른 화 유형과는 달리, 특히 교실에서의 학습 상황을 제로 

한다는 에서도 구별되는 지 이 있다. 실제로 학습 화에 한 연구는 교실 담화

(classroom discourse)에 한 연구와 련하여 꾸 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실 담화에서 학습과 련한 화에 한 심은 타 와 갈리모어(Tharp & 

Gallimore, 1990)의 ‘수업 화(instruction conversation)’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들은 수업 화를 학생들의 개념 ‧언어  발달을 가져오는 토론 심 수업으로 규

정하고,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의미 있게 하거나 유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진하는 것으로 보았다(박충일, 1999: 286-287). 이 연구는 학생들의 언어와 

사고의 발달을 지원하는 화의 역할을 인식했다는 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화를 

토론의 장에 국한시켰다는 에서는 여 히 한계를 가진다. 뢸러 외(Roehler et al., 

1996)에서는 수업 화를 ‘학습 화(learning conversation)’의 개념으로 재규정하 는

데, 이 연구에 따르면 학습 화는 수업 화와 유사하지만 교사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정보를 구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학습 화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에 가치를 두고 

존 하는 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학습에 책임을 느낌으로서, 결과 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박충일, 1999: 287). 이처럼 교실 내 소집단 

의사소통에 한 연구들은 학습자에게 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여 히 교사의 역

할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뢸러 외(1996)에서 명명한 학습 화에서도 배움의 

주체는 학습자이지만 그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의 역할이 연구의 상이 되고 있

으므로, 학습자가 주체인 진정한 의미의 학습 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크라 자노(Crapanzano, 1990)에 의하면 화는 두 사람을 가로지르는, 두 사람 사

이에, 두 사람을 통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긴장 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화 참여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과 다른 

에 하게 됨으로써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교육 인 계를 이루게 된다(고미

숙, 2005; 오정희, 2013: 41 재인용). 따라서 교실에서의 화는 단순한 언어 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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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가 만남을 통해 상호주  의미를 구성하고, 창출하는 과

정을 의미하게 된다(오정희, 2013: 41-42). 즉 교실 화는 교사와 학습자가 언어  상

호작용 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습자가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

로, 상호주 인 공유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Wertsch, 1985; 박충일, 2000: 156 재인

용)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혜승(2006b)에서는 이러한 교실 화의 특성

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교실 화는 학문  맥락과 사회  맥락이 혼

재되어 학문  의사소통과 감정  의사소통이 함께 이루어진다.’, ‘교실 화는 학습자

를 화 공동체에 입문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에 입문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학습자들은 교실 화를 통해 교사로 표되는 기성세   래와의 사

회  계를 맺으면서 화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그 계 속에서 타자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의 두 가지 특성이 학습 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 화’를 연구의 장에서 본격 으로 논의한 것은 서 석

(2003, 2004)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말하기‧듣기 교수‧학습 상황

에서 학습 과제 해결을 한 소집단에서의 화’를 ‘소집단 학습 화’라 명명하고(서

석, 2003: 6), 의사 결정 과제를 심으로 한 소집단 학습 화의 구조와 략을 연

구하 다. 이 연구의 논의는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가 생산하는 담화에 심을 기울

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토의와 구별되는 학습 화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는 데까

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를 갖는다.  

화를 학습의 도구로 보는 을 비롯하여 타 와 갈리모어(1990), 서 석(2003, 

2004)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소집단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화라고 하면 토

의나 토론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37) 교과서에서도 소집단 활동을 제시할 때 ‘～에 

해 토의(토론)해 보자’와 같은 식으로 학습활동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습 화

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실 담화 내에서 소집단 화의 장르  형태로 인

식되어 있는 토의, 토론의 특성을 고찰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소집단 화의 다

른 형태인 상 등의 특성을 두루 고찰함으로써 이들과 변별되는 학습 화의 독자성

(identity)을 확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38) 

37)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과의 면담 결과 학습자들은 토론이나 토의 장르로 인식하고 소집단 화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Ⅳ. 2. 1) 가)’를 참고할 것.  

38) <표 Ⅱ.1>의 화 유형 분류에서 토론, 토의, 협상과 학습 화를 구별하여 논의한 바 있다. 하지
만 실제 교육과정 상에 제시되어 있는 담화 유형으로서 토론, 토의, 협상이 교육 토론, 교육 토의와 
같은 형태로 소집단 활동과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 간에 유사한 특성들
도 있으므로 이들 유형과 학습 화의 차별성을 보다 자세히 고찰하여 학습 화의 정체성을 확립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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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화는 주어진 문제에 하여 참여자들이 공동의 지식 구성을 하여 력

으로 노력한다는 에서 토의와 유사한 특질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토의는 다양한 주장들에 하여 우호 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 으

로 하는 담화 유형임에 주목해야 한다. 참여자들의 계가 ‘우호 ’이라는 것은 상

방의 발언이나 행동을 존 하고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토의

는 문제 해결을 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학습 화는 타 (妥協)을 통한 합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여 발 이고 생산 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 으로 

의미 있는 지식이 구성되는 것에 그 목 을 둔다. 따라서 학습 화에서는 개인이 가

진 다양한 생각들에 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  근거들을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 가 가진 지식을 비 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 같은 학습 화의 과정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참여자들 사이에 립이 발생하

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상 방이 수용하도록 만들기 해 경쟁 인 태도가 나타나

기도 하므로 토론과 유사한 특질도 발견된다. 그러나 학습 화는 립 인 참여자들 

간의 논리  우 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지식을 함께 구성하기 해 노

력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론에서의 경쟁과는 다소 차이

가 있다. 이는 정민주(2008)가 상 담화에 한 논의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경쟁 이

고 력 인 양상으로, 학습 화의 참여자들은 상호의존 인 계 속에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할 것이다. 상호의존  특성(interdependence)이란 참

여자들이 립 인 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력 인 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민주, 2008: 29) 경쟁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토의나 력  계를 요구하지 않

는 토론과 구별되는 학습 화의 특질로 볼 수 있다. 

학습 화와 타 담화 유형을 특징짓는 결정 인 항목(개념소)은 의사소통의 목 과 

그 결과일 것이다. 학습 화의 정체성은 이것이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소통의 목

을 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즉 토의나 토론, 상이 근본 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학습 화는 교실에서 ‘학습’을 

제로 하여 지식 구성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해 이루어지는 발화 행 라는 것이다. 

토의와 토론, 상이 국어과의 교육 내용이기에 교실 수업 내에서 다루어지며, 이들 

담화의 실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지식의 확장을 경험할 수도 있다.39) 본 연구는 학

습 화가 아닌 다른 소집단 화가 가진 학습의 가능성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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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내에서 경쟁 이고 력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화

아니다. 다만 이들 발화의 목 이 다르기에 그것을 실 하는 과정이 달리 나타나며, 

따라서 교육의 에서 집 해야 하는 부분 즉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이 달

라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그리고 학습 화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하여 학습 화의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인 요소들에 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나) 학습 화의 성립 요건 

(1) 소집단 

일반 으로 소집단은 집단 성원의 수와 면( 面)  상호작용의 가능성 여부에 따

라 일반 집단과 구분된다. 헤어(Hare, 1962: 10)는 소집단 구성원의 수를 2～20명으로 

보았는데 그 이상이라도 면  상호작용이 가능하면 소집단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

하라도 조직 인 하부 집단이 있으면 소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하 다. 즉 그는 소집

단과 일반 집단을 구분 짓는 특징이 구성원의 수보다는 면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

았는데, 소집단에서 구성원들은 서로에 하여 직 인 심리  향을 주고받는 차

원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 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소집단이란 단순히 수 인 

개념으로 악되기보다는 면  상호작용을 통하여 집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

도의 크기로 악된다(이기복, 1997: 405). 

헤어(1962)는 소집단 구성원의 최  범 를 20명으로 보았고 그보다 요한 기 으

로 면성을 이야기하 는데, 존슨과 존슨(Johnson & Johnson, 2002)에서는 보다 세

하게 소집단 구성원의 수와 의사소통의 계를 연구하 다. 존슨과 존슨은 그룹의 

39) 토론에서 상 편 주장의 근거를 듣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다거나, 토론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하면서 개인의 지식을 심화‧확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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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 간의 인간 계가 지닌 복잡성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나므로 

소집단의 구성원 수가 의사소통의 양상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임을 강조하 다. 이

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의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각 구성원이 발언하는 총 횟수에 

차이가 커지고 한 사람이 상 으로 더 많이 발언하는 경향이 생기며, 리더십이 집

되고 형식화되면서 지정된 지도자에게 바라는 통제와 질서 유지 요구가 높아진다. 

따라서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의 만족도와 결속력이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

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 유보 인 자세가 만연하고 업무 분할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반면 구성원의 수가 4인 미만으로 은 그룹에서는 긴장이 생기고 축

감을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5～7명의 구성원이 참가자의 만

족도와 결속력에 있어서 한 규모라고 이야기하 다. 이 정도 규모라면 비공식

인 분 기를 허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발언할 기회를 가지면서도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Johnson & Johnson, 2002; 

박인우 외 공역, 2004: 117-118)는 것이다. 

‘집단 학습(learning in group)’을 연구한 잭스(Jaques, 1984)는 집단이 형성되는 데는 

여러 목표가 존재하지만, 그 에서도 자원의 공용, 의사결정, 상호 간의 지원, 착상의 

공유, 새로운 것의 창조가 요하다고 강조하 다. 그는 교사의 존재를 학습 집단의 

고유한 특성으로 제시하는데, 교사는 외부 인 지식을 선택하고, 그것이 가공되는 과

정을 감독하고, 모종의 평가 형식을 빌어 그것의 용도를 검사하는 책임을 갖는 것으

로 본다(Hills, 1986; 장상호 역, 1998: 51 재인용). 잭스의 논의는 소집단 형성의 구심

이 되는 목표와 소집단의 특성에 향을 주는 교사의 존재에 한 인식을 드러냄으

로써 일반 소집단과 구별되는 학습 소집단의 특성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을 제공

한다.  

소집단의 규모, 특성, 목표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 화에서의 소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실 내에서 학습을 목 으로 구성되어 면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노력하는 5명 내외의 학습자로 구성된 집합체

이러한 소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는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통찰력, 략을 도출할 수 있으며(Watson, 1931), 

집단 내에서는 잘못된 해결안이 더 잘 인식되며 거부될 가능성도 높다는 이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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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쇼(Shaw, 1932)는 잘못된 해결책과 제안에 해서,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집

단으로 할 때 더 잘 인식되고 거 될 수 있다고 하 으며, 실제로 집단 내 의사소통

을 통하면 개인이 사실과 사건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측면이 있다(Johnson & 

Johnson, 2002; 박인우 외 공역, 2004: 323). 즉 학습자들이 개인의 머릿속에 지식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공유하 을 때, 새로운 지식으로 발 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해당 지식에 하여 더 정확하게 단하고 더 잘 기억하게 될 가능

성도 높아지는 것이다.40) 

(2) 경쟁-협력적 상호작용

루 (Bruner, 1997)는 지식을 창조하는 한 방법으로서 집단 토론의 요성을 언

하 다. 이는 지식은 구성원 간 이야기의 교환, 교섭에 의해 창조되고 공유된다는 의

미이다(오정희‧김성숙, 2011: 44). 본 연구에서 학습 화를 소집단 내에서의 의사소통

으로 규정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의 교환이 잘 이루

어지려면, 소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되어야 한다. 교섭(交涉)의 의미만 보더라도 ‘어떤 일을 이루기 하여 서로 의논하

고 충하다.’41)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집단 내에서 의미 있는 지식의 구성이 가

능해지기 해서는 소집단 구성원 상호 간의 력  의사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력을 통한 학습이 소집단 내 상호작용을 

진하여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하게 하며, 학습에 정 인 향을 다는 을 규

명해 오고 있다(Kagan, 1989, Almasi, 1996; Eeds & Wells, 1989 등). 

상호작용은 일반 으로 ‘사회  행 자들이 면  만남에서 서로 련되는 과정과 

방식’(고 복, 2000)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습의 장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의사소

40) 고진희(2007: 16-17)는 소집단 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소집단 화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서로에 한 근접 영향권에서 화를 나눈다. 즉 성격이나 관심사, 

배경 지식, 화 참여 목적이 다른 여러 참여자들이 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화를 한다. 그렇기에 소집단 
화에서는 참여자 모두를 고려해서 말해야 원만한 화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소집단 화 참여자들 간의 접한 영향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주어 지적인 성장
을 도와주기도 한다. Vygotsky는 소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영향이 개인의 인지적 발달을 이끈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고등정신기능이 개인 간 상호작용으로부터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발달의 매개는 기호 즉, 언어의 사용에 
있다고 보았다(서현석, 2003: 17-18). 비고츠키의 이러한 견해는 사회구성주의자들에게 수용되어 소집단을 중요
한 의미 구성의 주체로 부각시켰다(신헌재 외 역, 2004: 45). 이러한 맥락에서 소집단 화 참여자들이 서로의 
지적인 성장에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화를 나누는 것은 학습에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4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누리집(stdweb2.korean.go.kr)의 검색 결과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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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상 방의 발화를 더 잘 이해하기 해 행하는 피드백

과 수정, 그리고 확인 과정 등을 통한 의미 상’(Daughty & Pica, 1986; Ellis, 1985; 

Long, 1983, 1996; 홍순태, 2013: 1-2 재인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의의 바탕에는 학습의 본질이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력  상호작용에 있음을 주장한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학습에서 능동 으로 지식을 구성해가는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하는42) 사회  구성

주의의 에서는 특히 학습에서의 사회  상호작용과 상의 요성을 강조한다

(Marshall, 1992; 은주, 1999: 234-235 재인용). 즉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학습

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동료와의 력을 통해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에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

다. 사회  구성주의의 에 의하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  상호작용

이고, 이는 언어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며 이것은 바로 학습자 간의 화로 이루

어지는 력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다(홍순태, 2013: 11). 쓰기에서 력을 통한 학

습의 효과를 학습자 심의 화성에서 찾았던 데일(Dale, 1997)도 화와 상의 과

정을 통한 상호작용을 시하 다. 그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력  활동을 통해 과제

에 한 이해와 아이디어 생성에서 높은 추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상 의 생각

을 아는 것을 통해 나의 생각을 수정함으로써 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희모, 2006: 

26-27 재인용). 이처럼 학습자에게 있어 의미 있는 수업은 자신의 이해와 능동 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지식 구성을 한 진정한 화와 자유로운 토

론 활동은 학습을 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충일, 1999: 279).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력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집단 학습의 유형을 

‘ 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라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 다. 미권에서는 력

학습과 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43) 동학습이 모

둠 학습 방식을 활용해 문제에 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학습이라면, 력학습은 최

선의 해결책보다 화와 토론을 통해 잠재 인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이다(정희모, 

2006: 104). 력학습에 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력학습은 사회  구성주의를 그 

42) 학습자를 학습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구성주의적 관점의 공통적인 특성이지만, 학습이 일어나는 사
회적 상황과 학습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서는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
점에 차이가 있다. 학습자가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강조하
는 인지적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학습에서 타인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전은주, 1999: 234-235).  

43)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의 개념과 방법, 그 차이에 한 설명은 브루피(Bruffee, 1984), 바클리 외
(Barkley et a1., 2005), 정희모(2006)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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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Barkley et al., 2005), 그 기에 동학습보다 구성원 간

의 력을 통한 상호작용이 훨씬 더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44) 권 인 교육 환경에 

한 항으로 시작된 력학습은 학습의 심을 학습자에게 둠으로써 학습자의 권리

가 그만큼 높아졌지만 그만큼의 책임 한 학습자가 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습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력  상호작용에 한 책임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있다. 그것은 력학습이라고 해서 

단순히 참여자들 간의 ‘ 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습 화의 개념 

과 련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화는 력 이면서도 경쟁 인 화이

다. 이것은 동학습이 의견의 차이를 여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요한 과정으로 

여기는 데 비해 력학습은 오히려 의견의 차이를 격려하고 의견의 불일치를 조장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력학습에서는 교수자나 과제에 항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에 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학습에서 불가피한 즉 피할 수 없는 

학습의 한 측면으로 본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신과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따지고 

비교해 보면서 자신의 의견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의견이 옳은지를 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게 된다(Bruffee, 1999; 정희모, 2006: 102 재인

용). 유동엽(2004b: 26)은 논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 간의 경쟁 이면서도 

력 인 화’라고 규정하 는데, 학습 화의 속성에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다. 즉 

학습 화의 참여자들이 지나치게 력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혹은 발 인) 지식 

구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지나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말다툼으로 

이어져 합의(공동의 지식 구성)에 이르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한다.45) 따라서 학습 

화는 력을 통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고 발 인 지식을 형

성하기 해 다양한 개인  지식들 간의 경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습 화에서의 ‘ 력’은 동학습의 기본 원리  하나인46) ‘ 정  상호의존

성(positive interdependence)’47)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할 것이다. 정  상

44) 브루피(Bruffee, 1999: 90-91)에 따르면 협동학습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집단 활동에 학습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고, 교수자가 집단 활동에 책임을 지고 이를 직접 지도한다. 반면에 협력학습에서 
교수자는 학습자 활동에 간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수자는 될 수 있는 로 협력학습에
서 발생하는 문제와 절차를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유한다(정희모, 2006: 102). 

45)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라) 공동의 지식’과 ‘Ⅲ. 2. 1) 가)’의 설명을 참고할 것.
46)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은 세 한 부분에서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서로 같은 원리와 방

법을 공유하고 있으므로(정희모, 2006: 106), 협력학습의 특성에 해 고찰할 때 협동학습의 원리와 
특성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7)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Johnson, Johnson & Holubec(1994)을 비롯하여 Putnam(1997), 변영계‧김
광휘(2002) 등 많은 연구자들이 협동학습의 원리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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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성이란 모둠의 목표 달성을 해 구성원이 서로 력하고 도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둠의 목표가 구성원의 개별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력을 해 강력한 유 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집단의 입장에서 보

면 체 구성원의 성공이 집단의 성공과,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 구성원의 성

공이 집단의 성공과 연결되기에 자신의 학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료들의 학습도 

도와야 할 의무를 지닌다(정희모, 2006: 130-131). 그래서 존슨, 존슨과 홀루벡

(Johnson, Johnson & Holubec, 1994)은 집단에서 동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집단 구성원이 정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 다(홍순태, 

2013: 23). 즉 력학습을 하는 소집단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학습 

화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서로 력해 나아가며 이 과정에서 화의 양상은 경쟁

과 력을 통해 역동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3) 학습자

학습 화는 ‘학습’을 목 으로 주로 교실 내 력학습 집단 내의 소통 과정에서 이

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의 참여자를 ‘학습자’로 명명하 다. 그러나 학습

자는 화의 ‘참여자’이자, 공동 지식의 구성을 해 노력하는 ‘ 력자’, 그리고 력학

습 집단의 ‘구성원’과 같이 어떠한 에서 근하는지와 련하여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다.  

소집단에서 학습자들의 화를 연구한 서 석(2004: 29-30)은 상호교섭  에서 

화에 근하기에 ‘ 화 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이는 유동엽(2004b: 29-30)

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유동엽은 논쟁 행 의 주체를 ‘(논쟁) 참여자’로 지

칭하고 있다. 그는 ‘화자’와 ‘청자’라는 용어는 말하기와 듣기를 일방향 인 소통으로 

보는 선조  의 산물로 규정하고, 화법 교육은 상호교섭  에 기 하여 소통

성(疏通性)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천명하 다. 국어교육에서 상 화법

을 연구한 정민주(2008)도 유동엽(2004b)의 논의를 수용하여 상의 주체를 ‘ 상 참

여자’로 부를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그는 상 주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의사소통에 

한 뿐 아니라 상에 한 을 반 할 수 있어야 함을 지 하며 상 참여

자들의 계를 면 하게 검토하여 ‘경쟁  력자’로 칭하 다(정민주, 2008: 42-44). 

그의 논의를 참고하면 본 연구에서 학습 화의 참여자를 학습자로 명명한 것에 하

여서는 보다 면 하고 정치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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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습 화의 주체가 되는 참여자는 학습자이지만, 학습 화에서 교사가 배제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교실 담화 공동체(community of classroom discourse)의 

구성원으로서 학습 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도 교수자로서의 역할(instructional 

stance)을 수행한다. 이 의 수업 상황에서 지식의 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면, 학습 화의 상황에서는 학습 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학습 

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즉 학습 화를 통해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

성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일견 역할의 축소로 여겨질 수 있으나, 학습자가 주체 으로 배움을 실 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할 것이다.   

(4) 공동의 지식

에드워드와 머서(Edward & Mercer, 1987)는 ‘Common Knowledge’ 즉 ‘공동 지식’

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교실 내에서 상호작용  소통을 통해 구성되는 지식을 명명하

다. 머서(Mercer, 2000: 1)는 공동 지식과 련한 개념을 더욱 발 시켜 모둠 화

의 사회 인 기능과 인지 인 기능을 련짓기 해서 ‘상호 사고(interthinking)’란 개

념을 제안하 다. 그는 ‘상호 사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Grugeon et al., 2001; 이

창덕 외 공역, 2007: 48-49).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의 의미를 형성하며 함께 생각하기 해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상호 사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것은 인간이 일을 이 가는 핵심이다. 

학습 화의 목 은 학습자 간 화를 통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있다. 이때 

공동의 지식이 학습자가 혼자서 생성해 내는 지식보다 더 확장되고 심화된, ‘의미 있

는’ 지식48)이라는 과 화를 통한 력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을 제한다. 공동의 지식은 공유‧합의‧참신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여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작게는 공유된 지식에서 크게는 생성된 지식까지 범

(range)가 설정될 수 있다. 

48) 데일(Dale, 1997)은 학습자들이 협력학습을 통해 해당 과제에 한 이해와 아이디어 생성에 높은 
추론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 개인이 혼자서 내적으로 구성한 지식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해낸 지식의 폭과 깊이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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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공동 지식(Common Knowledge)의 범  

기존의 개인  지식은 학습자들이 문제에 하여 최 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다. 학

습 화가 시작되기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하여 내재 으로 재구성된 지식으로

서 학습자가 가진 본래의 고유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 인 이해를 통해 

형성된 지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학습 화의 시작인 지식 검하기 단계의 자원

( 바탕/근원)이 되는 생각이라는 에서도 요하다. 

학습 화가 시작되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개인  지식을 소집단 내 다른 학

습자들에게 표 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된 언어로 정리하여 나타내는 것

으로부터 지식의 정교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새로

운 과 다양한 내용들을 경험하게 된다.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가 시작되면서부터 

학습자들은 본격 으로 인지  갈등을 겪고 이 가운데서 기존의 지식에도 조정이 일어

난다. 우선 수용된 지식은 학습자들이 상 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비교하게 되고,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함으로써 상 의 지식을 확인한다. 질의를 받은 학

습자도 응답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고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거나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공유를 통해 습득하게 

된 지식을 놓고 내 , 외 인 조정을 거치면서 나의 생각과 상 의 생각을 더 명료하

게 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주장의 합의 을 찾아가게 된다.  

수용된 지식이 기존의 개인 인 지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본인의 지식을 명료화

하고 타인의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지식이 조정되는 과정이라면, 환된 지식은 변화

를 통해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49) 만약 인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49) 하버마스(Habermas)가 이야기한 ‘방법 교실’에서 지식은 절 적인 과학적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하
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산물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방법 교실’에서 학습자의 생각은 도외시되
고, 규정된 지식을 주입받는다. 그러나 ‘담론 교실’에서 학습자는 학습을 위한 추론의 토 인 의사소



- 47 -

서 상 의 생각이 더 정확하다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존 지식을 포기하고 상 의 지

식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기존의 지식이 변화한다. 혹은 소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논의

된 지식이 새로운 안(지식)을 공동으로 모색하게 하는 디딤돌이 됨으로 인해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 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로 

최 에 가지고 있던 개인  지식의 수 을 넘어서 그 폭과 깊이가 심화되고 확장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 낼 수 있다면, 학습 화가 궁극 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다다

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Ⅱ.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지식에서부터 생성된 지식에 이르

기까지 공동의 지식은 지식의 모든 상태를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

해, 지식은 무 자르듯 구획을 정확하게 나  수 없는 인지 인 상황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개인  지식, 여기까지는 환된 지식이라고 구별 짓는 것은 무

의미하다. 오히려 생성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한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하며, 수용된 지식이 환된 지식보다 ‘좋다/나쁘다’, ‘옳다/ 그르다’

를 따질 수 있는 문제 한 아니다. 다만 지식의 폭과 깊이로 보았을 때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는 생성된 지식이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과 학업 성취, 정서  효능감’의 차

원에 정 인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 변화를 모색하는 교육의 목 과도 부합하는 지식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지식의 형태, 수 , 상황이 이처럼 다양

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학습 화를 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 화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가 과정지향성, 상호주 성, 다층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학습’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다른 사람과

통적 맥락을 능동적으로 교사와 함께 창출한다. 이는 러(Miller)가 이야기한 ‘공동 학습론’과도 맥
이 닿아 있는데, 러는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도덕적인 딜레마 문제를 토의하는 것을 관찰하여 아이
들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고 소통하는지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집단 전체의 담론 수
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회의론적인 학습자였다. 단계를 뛰어넘는 학습을 위해서는 
동의보다는 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공동 구성’의 국면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불완전한 
아이디어에 포함된 여러 불완전한 부분들을 종합하는 한편, 토론하는 국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진
술과 불일치, 자기 관점의 정당화, 반  주장, 더 만족스러운 근거와 증거를 찾기 위한 시도 등을 
통해 추론을 활발히 진행한다는 것이다(Young, 1991; 이정화‧이지헌 역, 2003: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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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상호주 성)이며,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구성된 지식

과 더불어 지식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과정지향성)의 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한 학습 화는 단순히 하나의 담화 유형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담화 유형과의 역동 인 교섭 속에서 양식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한

다(다층성)는 에서 다른 담화 유형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가) 과정지향성

학습 화가 과정지향 (process-oriented)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교수‧학습에서의 

강조 이 ‘과정’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식 구성의 결과보다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시한다는 것으로 한층 본질

인 의미에 가깝다면, 다른 하나는 지식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이 어떠한지에 심을 

가지는 것이다. 즉 학습 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지에 

을 두므로 학습 화의 과정에 한 교육 내용 마련을 보다 시하게 된다. 본 연

구는 사회  구성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본질 인 의미에서 학습 화의 과정지향은 

논의에 이미 제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 화의 특성으로 과정지향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후자의 에서 학습 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다 집 하여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하 다. 

교수 활동으로서 과정기반 교수(process-based instruction)50)는 학습자가 어떤 사고

의 과정, 문제 해결의 과정, 의미 구성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하는가에 을 둔 것으

로, 결과 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두되었다. 따라서 과정기반 교수에서는 

학습자들이 능동 인 주체로서 학습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며, 교사는 학생의 능동  

참여를 한 안내자의 역할을 통해 력 인 교수‧학습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국

립특수교육원, 2009). 국어교육에서 과정 심  은 학습의 과정, 언어활동의 과정, 

실제 언어활동 능력, 이에 필요한 략과 기능의 습득에 한 강조와 학습자의 언어

 사고 능력과 실제 언어활동을 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서 , 2004: 30). ‘학습’을 

50) ‘process-based’는 과정 기반 혹은 기초, 토 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우리 교육의 장에서
는 ‘과정 중심’이라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신헌재‧이재승(1997: 209)에서는 쓰기 교육을 논하
면서, 지금까지 쓰기 교육에서 지나칠 정도로 쓰기의 결과에 초점을 두어왔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쓰
기의 과정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과정 ‘중심’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
러나 ‘중심’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결과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based’와 ‘oriented’의 의미를 살려 ‘과정기반’, ‘과정지향’과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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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견지와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에 한 이와 같은 인식은 본 연구의 과 

유사하므로 학습 화를 과정 심 의 맥락에서 근하는 지침이 되어 주었다. 

학습 화에서는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내는 것도 요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

더라도 학습자가 화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달받음으로써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도 학습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한발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 을 깨닫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심

화해 나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의 과정을 통한 이와 같은 일련의 경

험들이 학습자를 지 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지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 화가 지향하는 바인 것이다. 

사회  구성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력학습에서도 학습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정답보다는 그것을 찾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시한다.51) 어떠한 인 지식이나 

정답 혹은 해결책은 존재할 수 없으며, 결정된 정답이나 해결 방법이 없기에 학습자

들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교수자가 권 를 앞세우거나 특정한 구성원이 권 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평등하게 상호 활동을 통해 한 해결책을 찾아가

는 과정이 시되며, 그런 가운데 논리  사고, 비  사고, 종합  사고를 배울 수 

있게 됨을 강조한다(정희모, 2006: 104). 그러한 의미에서 학습 화는 토의, 토론과 

다르며 문제해결 학습52)과도 차이를 가진다. 한 [그림 Ⅱ.1]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

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이 폭을 넓히

51) 신헌재‧이재승(1997: 233-234)에서는 과정 중시가 자칫 결과의 경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과정을 강조하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는 생각을 학습자들이 가질 수도 있는데, 과정
을 중시하는 것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산출해 내기 위한 것임을 학습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학습 화에서 지식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학습자들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들을 
강조한다고 해서 결과로서 구성되는 지식의 정도(정확성, 참신성 등)를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학습 화의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결국 구성되는 지식도 가치로울 것이라는 기 를 담고 
있는 것이다. 

52) 주어진 과제에 하여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학습 화의 과정을 문제해결 학습
(problem solving learning)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 학습은 두세 가
지 이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 학교교육연구소, 1995). 즉 원리나 법칙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상위 학습법으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창조
적 활동이나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의문을 제거하고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교육심리학
회, 2000)는 점에서 학습 화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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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깊이를 가지면서 변화하는 순간(단계)도 매우 요하다. 혹여 공동의 지식 구성까

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지식을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듣게 되는 것

은 학습 화의 장(場)에서는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 듯 학

습 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아는 것은 학습 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 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의 과정에 심을 기울이고 이것이 실 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학습 화 교육을 한 기 를 마련하고자 하 다.   

나) 상호주 성

상호교섭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화법 교육의 바탕에는 상호주 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53) 이는 비단 학습 화뿐 아니라 재 화법 교육에서 다루는 모

든 발화의 유형과 장르가 상호주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 학습 화의 특성으로 상호주 성을 제시한 것은, 이것이 학습 

화가 성립하는 데 요한 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상호주 성(intersubjektivität/ intersubjectivity)은 ‘두 주체(주 ) 사이’를 의미하며, 

‘사람들 간의 공유된 경험, 지식에 한 합의’를 가리킨다(고 복, 2000). 이는 집단 

는 개별  인간 간에 공유된 일련의 이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 개개인은 다양한 

상들에 한 소속된 집단의 공통된 행 방식과 의미부여 방식을 내면화하면서 성장

한다. 그 결과 세계에 한 각 인간의 이해는 다분히 공통 인 부분을 지니게 되는데 

이 공통된 부분의 이해가 바로 상호주 성(공통주 성, 간주 성)인 것이다(한국교육

평가학회, 2004). 상호주 성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동등한 주 의 공

유된 이해’라는 에서 공통 을 가진다(김윤옥, 2007: 21). 후설(Husserl, 1950)에게 

상호주 성이란 ‘나와 다른 의식을 가진 다른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두 사

람 이상이 공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최정실, 1998: 38 재인용). 하버마

스(Habermas, 2006)에서는 ‘상호이해’라는 개념을 통해 상호주 성의 이념을 발 시켰

53) 화법 교육의 내용이 상호주관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한 김윤옥(2007: 2)에서는 상호교
섭적 관점의 토 가 상호주관성이기에 두 개념은 서로 접한 관련이 있지만 상호교섭적 관점이 화
자와 청자가 의미를 나누는 ‘과정’면에 초점을 두어 의미의 나눔을 가져오는 근본인 상호주관성을 소
홀히 다루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제 로 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주체인 ‘나’와 나를 
있게 하는, 나와 관계하는 ‘너’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표현하고 싶은 나의 주관을 상 의 주관에 
제 로 전달하여 두 주관이 만나 상호주관이 형성될 때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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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버마스는 언어  의사소통에는 상호 간의 이해라는 목 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

각하며, 이성의 능력을 주 인 인식능력으로 보지 않고 객 인 규칙을 인지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다(김윤옥, 2007: 22-23 재인용). 

이 듯 인식주체가 가지는 의미를 시하는  철학에서 요한 개념으로 자리한 

상호주 성을 교육의 장에서 근해 보면, 비고츠키(Vygotsky)의 근 발달 역의 개

념과 만날 수 있다. 이 측면에서는 상호주 성을 학습자와 보다 능숙한 성인 혹은 

래 간의 의미 공유  의미의 공동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고 (Rogoff, 1990)는 

상호주 성을 아동과 유능한 래 사이의 과 목 의 공유라고 하 고, 베르치

(Wertsch, 1984)는 성인과 아동이 근 발달 역 내에서 문제 해결에 참여할 때, 상호

주 성을 얻기 해 노력하게 된다고 하 다. 그들에 따르면 상호주 성은 공동 활동

의 참가자가 상 방의 높이에 자신의 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한 서로의 인식이 제되어 공동의 활동에 한 애정이 있을 때 생성된다는 것이다

(홍순태, 2013: 13). 교육 혹은 학습과 상호주 성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상 에 한 

인정’, ‘상호작용’, ‘의미 구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 화’라는 공통 인 요소를 추출

해 볼 수 있다. 

한정선‧이경순(2005: 29)에서는 력  지식창출 활동을 ‘공동의 목 을 지닌 둘 이

상의 구성원들이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이해 즉 상호주 성을 형성해 가

는 사회  과정’으로 정의하고, 상호주 성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결과 형성된 공

동의 이해’로 보고 있다. 그들의 논의는 학습의 장에서 상호주 성을 바라보는 본 연

구의 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화를 통한 의사소통  에서 상호주

성에 근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 부버(Buber)와 하버마스

(Habermas)의 논의를 심으로 상호주 성을 ‘참여자들이 자신의 주 을 가지고 인격

으로 동등한 치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서로의 을 이해하고 조정하

면서 생기는 공유된 이해이자 인식 능력’으로 정의한 김윤옥(2007: 24)의 생각도 학습 

화의 특성을 고찰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 을 주었다.       

학습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각자 개인  지식을 소지하고, 화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타인의 지식 간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 의사소통하면

서 자신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고, 화를 시작하기  자신의 지식을 인식함으로써 

검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지식을 만나면서 자신의 지식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에 상호주 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54) 더

불어 학습 화를 통해 공동의 지식 구성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상호주 성의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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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근 인 주객의 패러다임으로는 ‘공  합

의의 가능성’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내가 나 아닌 모든 것을 ‘나에 마주하여 

서 있는 상’으로만 바라볼 때 나는  다른 나를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고립을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 아닌 타인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 함께 화할 수 있는 

화 상 자로 인정할 때 비로소 ‘공  합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서정 , 2007: 

200). 하버마스(Habermas)가 이야기한 ‘상호이해(Verständigung)’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상호이해의 최소 의미를 ‘두 주체들이 하나의 언어  표

체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고, 최  의미를 ‘공통 으로 인정된 하나의 규범  배

경과 연 하여 한 발언의 정확성에 해 두 주체들 사이에 일치가 성립하는 것’이라

고 하 다. 즉 상호이해는 언어의 내용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여자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김윤옥, 2007: 25-26) 공동의 

지식 구성을 추구하는 학습 화에서는 반드시 지녀야 하는 특성인 것이다.   

다) 다층성(多層性)

학습 화는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다소 범 하고 역동 인 목표를 지향한다.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다양하고 개방 인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학습 화의 다층성이라고 한다. 민병곤(2013)에서는 행 화법 교육에서 다루는 소집

단 화의 양식들이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지 한 바 있다. 를 들어 토론 교

육의 경우에는 토론의 양식성을 학습하는 것을 국어교육의 사명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나 과학 교과에서 활용하는 토의나 토론은 그러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고 심층 인 탐구가 가능한 개방  형식을 취하고 있다(민병곤, 2013: 426)는 

것이다. 

학습 화가 실제로 구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의사소통

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소집단 화 참여자들 간에 개방 이고 역동 인 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학습 화가 가진 고유의 담화 유형  특성을 비롯

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토의나 토론과 유사한 특질들도 함께 나타날 수 있

54) 서현석(2004: 102)도 이러한 관점에서 소집단 화에서 상호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학생 소집단 화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이려면 책임 귀속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주관성의 형성이 요
구된다고 하였다. 상호주관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의미를 창출해 가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
는데, 이 과정에서 화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해나 경험이 화 상 자와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조
정해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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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학습 화를 실제 수행할 때에는 학습 화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

여 용하는 것도 요하지만, 의사소통의 목 을 고려하여 학습 화 외의 다양한 

담화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Ⅱ.1>에서 제시한 화의 유형 에서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

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설득, 탐구, 정보 탐색 화와 혼합형(mixed)으로서 토론과 소

크라테스  화55)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 화는 혼합형 화의 하  

유형으로서, 화 참여자들 간의 력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탐구하고 정보

를 탐색해 나가는 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 학습 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을 상  학습자에게 달하기 한 설득  화의 양상

이 나타나기도 하고, 토론과 토의의 양상으로 화가 개되어 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 화는 탐구와 정보 탐색이 주가 되어 력 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화의 

속성을 우선 으로 가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설득과 논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식 구성에 향을 미치는 경쟁 인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학습 화의 의사소통 목 인 ‘공동의 지식 구성’이 갖는 역동  성격에 기인하

는 것으로, 학습 화는 하나의 화 유형이면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다른 화 유형

들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부연하면 훈츠 르셔(Hundsnurscher, 1980), 랑 (Franke, 1990) 등의 화문

법론을 바탕으로 박용익(2001: 187)에서 제시한 화 유형의 분류 체계에서도 학습

화는 ‘과제 심 - 력 ’ 화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하다. 그러나 

학습 화는 력 인 동시에 경쟁 인 화이며, Ⅲ장의 양상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바에 따르면 상보  화의 성격 한 가지고 있으므로, 종  계열성을 가질 뿐 아니

라 횡 인 확장을 통해 상보  화와 경쟁  화의 속성을 포 할 수 있다. 그리고 

화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가 지식이나 정보인 인지  

화이면서, 행 의 문제의 경우에는 화 참여자들의 상황에 한 인식이나 처 방

55) 화를 통한 무지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소크라테스적 화는 ‘학습’과 관련 있는 표적 화 유형
이다. 따라서 혼합형의 하위 유형에 학습 화를 위치시킬 경우, 소크라테스적 화와의 관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소크라테스적 화는 주로 교사가 사용하는 화의 방법으로서 교사
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학습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교수적 화(didactic 
dialogue/ dialogic teaching)로 보았다. 이에 비해 학습 화는 소집단 내에서 학습자 간에 이루
어지는 화로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탐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집단에서의 지식 구성 화로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나, 교실 
담화에서 학습 화를 확장시켜 이해할 경우에는 학습을 지원하는 교수자의 화 또한 학습 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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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에서 실제 인 화의 속성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  유형에서 제시되는 상 화나 토의, 토론 화의 속성 한 

포 하는 측면이 있다는 에서 학습 화는 다양한 속성과 양식을 두루 가진 다층  

속성을 가진 장르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할 것이다.

2. 학습 화에 한 국어교육  근

1) 기존 논의에 한 비  검토

가)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업 화에 주목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화의 의미나 요성에 한 강조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집단 활동의 실제 양상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

회  향력(Tobin, McRobbie & Anderson, 1997)이나 리더십의 유형(Richmond & 

Striley, 1996) 등과 같이 소집단 활동에 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에 심이 집 되

어, 지식 구성의 사회인지  측면에서 소집단 학습의 본질이나 기제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한 반성과 더불어 력  지식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소집단 내 언어  상호작용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강석진 외(2000), 강경희 

외(2004), 서 석(2003, 2004), 고상숙‧강 희(2007), 고진희(2007) 등과 같이 소집단 내

에서의 학습자들 발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교실 담화에 한 연구의 심이 향 요인을 탐색하는 외  근에서 교실 속 담

화에 한 고찰 즉 내  근으로 이동한 것은 교실 담화의 실제 인 측면에 한 연

구를 가능하게 하 다. 그러나 이인화(2011), 김수호(2010), 윤 숙(2010), 박지연

(2009), 김혜정(2006), 박 철(2006), 권부경(2007), 이 미(2012) 등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교실 내 학습에 여하는 담화에 한 심은 ‘학습자’보다는 ‘교사’에 맞

춰져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수업 화에 한 심은 일 이 도덕과의 화  교수

법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국어과에서는 2007 교육과정에서 8학년 듣기에 ‘수업 화’

가 하나의 장르로서 도입되었다.56) 수업 화의 상호작용  특성에 주목하고 교사와 

56)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수업 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5 -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한 내용을 제시하 으나 구체 인 요소들을 제

안하지는 못하 다.

이처럼 교사 교육과 련하여 ‘수업 화(instruction conversation)’, ‘학습을 지원하

는 교사의 역할’ 등이 연구의 심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실제 인 학습 과정이나 

화 양상에 한 연구는 여 히 부족한 상황이다.  

나) 명시  지식을 상으로 한 교실 담화 연구에 집

앞서 교실 담화에 한 연구가 학습자의 발화보다는 교사의 역할에 한 논의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 하 는데, 학습자의 발화를 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그나마 과학이나 수학과 같이 명시 인 지식에 한 연구57)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어 수업에서 학습자가 지식을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언어 수업에서의 교실 내 상호작용에 한 연구로는 창-웰스와 웰스(Chang-Wells 

& Wells, 1994), 구드(Gould, 1996), 스피비(Spivey, 1995)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창-웰

스와 웰스(1994)는 비고츠키  을 용하여 학생들의 과업 수행을 지원하는 교사

의 수업 화에 심을 두고 이를 찰하 다.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에 한 부

분의 연구들이 교사의 계획에 따라 주도되는 빠듯한 수업 진행 상황을 보여  데 비

해, 그들은 보다 많은 상이 이루어지고 학습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수업 상황을 

여러 에피소드(episode)를 통해 보여 주었다. 실제 화 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들의 연구도 교사가 학생들의 과업 

련 요구에 반응하면서 제공한 도움의 다면  성격들에 주목하 다. 이것은 교실 담화

에 한 연구의 심이 교사의 수업 화 측면에 놓여있는 연구 경향을 반 하는 것이

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어 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 특히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언어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3) 수업 화를 듣고 수업 
참여자 간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한다.

○ 수업 화의 상호작용적 특성 이해하기
○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의 양상 파악하기
○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른 학습 효과 판단하기 

57) 과학 교과의 연구로는 드라이브(Drive, 1995), 뒤트(Duit, 1995), 수학 교과의 연구로는 콥, 우드와 
야켈(Cobb, Wood & Yackel, 1993), 색스(Saxe, 1995), 우드, 콥과 야켈(Wood, Cobb & Yackel, 
1995), 쉬프터(Schifter, 1996)등이 있다(박충일, 1999: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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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승(2006a: 211)에서도 언 하 다시피 국어과 교육의 심인 언어 기능은 고차

인 정신 기능이며, 의미 구성 과정이 불가시 이며 추상 이기에 찰이 어려운 것

이 사실이다. 교육이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학습의 과정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요하다면 학습자들이 언어 사용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어

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아는 것은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핵심 인 제가 될 것

이다.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과정의 실제 인 양상을 악하기 해서라도 수행된 ‘언

어’ 그 자체에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언어  실 태로서의 학습 화

지식의 구성이 학습자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에 이를 찰하여 분석하

기가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학습 화에 한 논의들은 추상 인 선언에 그치는 경우

가 많았다. 학습자들의 소집단 담화를 채록하여 분석한 질  연구들에서도 상을 기

술하는 데 그칠 뿐 양상에 한 구체 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

나 질  사례 분석, 담화분석, 화분석, 의사소통민족지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를 

통해 실 된 형태의 지식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양상에 근할 가능

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실제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58) 언어 교육과 언어 습득 연구

에서 담화분석  화분석의 향은 학습자들의 구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 실제 구어가 가진 자료로서의 상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 다(McCarthy, 

1998; 김지홍 역, 2010: 47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습자들이 생성한 담화59)를 바탕으로 학습 화의 양상에 

근하 기에 필요성이나 요성에 한 추상 인 논의에서 나아가 학습자들의 지식 구

성 과정을 실제로 분석해 낼 수 있다. 이 듯 화의 과정에 한 분석을 통해 양상

을 악하고, 이러한 양상에 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학습 화 능력을 신

58) 우리는 ‘앎’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저 개념에 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나타낸 언어
적 표현(발화)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해를 통해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 이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식의 사회적 구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식의 표현은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59) 담화와 텍스트의 개념과 용어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담화만 사용하는 경우, 텍스
트만 사용하는 경우, 같은 개념이나 다른 개념으로 둘 다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Vitacolona, 1988; 전영옥, 2009: 4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담화와 텍스트를 다른 개념으로 파악
하는데 담화는 구어로 실현된 것 즉 구어 생산물, 텍스트는 문어로 실현된 것 즉 문어 생산물을 가
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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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키기 한 구체 인 교육  방안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가) 소통의 기제를 통한 학습 화의 지원

기제(機制)는 ‘인간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뜻하는 말로, 

텍스트나 담화의 이해와 련하여서 결속기제(cohesive tie)라는 개념이 리 쓰이고 

있다. 결속기제는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의미 계인 결속구조(cohesion)를 담보하는 

핵심 기제로 문장들을 긴 하게 연결하는 응집의 단 이다(Halliday & Hasan, 1976: 

김진웅‧주민재, 2013: 146-147 재인용). 즉 결속구조는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어휘

나 문법 인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결 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문법  

결속만으로는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텍스트 밖의 요소들에 의해

서 문장들의 연결 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  결속으로서의 결속성

(coherence)을 같이 고려해야 텍스트의 의미 계를 온 히 악할 수 있다.60) 

하나의 이 텍스트로 인정받기 한 자질을 텍스트성(textuality)이라고 하는데, 보

그란데와 드 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는 결속구조와 결속성을 포함한 일

곱 가지 요인61)을 제시하 다(Beaugrande & Dressler, 1981; 김태옥‧이 호 역, 

1991). 일곱 가지 주요 자질 에서 가장 요한 것은 텍스트 기 의 의미  연결성

을 가리키는 결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 박 민(2001)은 작문의 상황을 언 하면서 결

속성이 텍스트의 의미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에서 이를 ‘텍스트  결속성’으로 부

를 수 있다고 하 다(박 민, 2001: 161-162). 텍스트  결속성이 구 된 은 작문의 

과정이 유기 으로 조정될 때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텍스트를 산출하는 작문 과정은 

작문 과제의 향을 받기 때문에 작문 상황과 련하여서는 ‘과제  결속성’이라는  

다른 층 의 결속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작문의 과정에서 결속성은 텍스트의 의미  

연결성을 심으로 한 텍스트  결속성과 텍스트  결속성을 충분히 달성하기 해서 

작문 과제와 작문 과정을 하게 련시키는 과제  결속성으로 구성된다(박 민, 

2001: 162-163). 

60) ‘결속구조’와 ‘결속성’의 구별에는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는 둘의 개념을 구별한 데 비해,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76)은 
이를 구별하지 않았으며, 판 테이크와 킨치(Van Dijk ＆ Kintsch, 1980)는 ‘결속구조’를 설정하지 
않고 텍스트를 순전히 의미의 구조로 이해하였다(장경희, 1997; 이은희, 2000; 고은희, 2003).  

61) 결속구조(cohesion), 결속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
(imfo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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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언어와 상황  조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언어  ‘표 ’을 통한 

소통이라는 에서 말하기와 쓰기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근한다면, 학습 화가 

담화로서 의미 있게 구성되기 해서도 결속성을 갖추는 것이 제되어야 한다. ‘텍스

트  결속성’은 학습 화의 상황에서는 ‘담화  결속성’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이는 

담화 내  의미 계를 강조하는 것, 즉 학습 화의 발화 간 연결성을 시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제  결속성’은 화의 과제와 화의 과정이 긴 한 결속성

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학습 화에서는 문제의 특성과 내용에 맞는 결속성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으로 담화  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 화가 제시된 문제와 무

한 의미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엄 한 의미에서 학습 화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으로는 과제  결속성이 담화  결속성보다 더 요한 의

미를 가진다(Flower, 1993; 박 민, 2001: 163). 따라서 학습 화에서는 학습자들이 과

제  결속성을 담보한 담화를 구성하도록 하기 해서 제시된 문제의 특성에 맞는 결

속기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담화에서 결속기제를 제시하기 해서는 실제 담화 상

황에 한 면 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언어  실 태로서의 학습 화를 분석하

는 것은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구어 담화의 결속기제를 악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으며, 결속 구조가 갖추어진 담화를 수용하게 되면 상

방이 담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도와 다(정민

주, 2008: 120). 그런데 결속기제는 텍스트 간의 연결성을 논의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학습 화가 가진 담화성을 반 하기 한 용어로서는 합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어와 달리 구어가 가지는 상황  역동성을 반 하여 학습 화가 수

행될 때 학습자 간의 계와 역할 한 담화를 구성하는 데 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에 학습자의 태도도 결속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

어  측면을 강조하고 학습 화가 가진 담화성을 포 하는 용어로서 소통 기제

(communicative devices)라는 개념을 사용하 다. 

학습 화는 제시된 문제에 하여 소집단 학습자들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기 

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의 발화 행 는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학습 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악하고, 문제에 

한 자신의 생각을 상 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 하며 상 의 생각을 비 으로 탐

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발화는 학습 화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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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에서 ‘님’의 상징  의미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민족         ② 조국       ③ 연인        ④ 자

성하는 데 합하게 표 되어야 하고, 상 가 발화의 의도와 목 을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학습 화의 소통 기제에 한 탐구와 련하여서는 

콜덴(Corden, 2000: 86-87)이 제시한 성공 인 소집단 활동이 지니는 특징을 참고해 

볼 수 있다. 그는 ‘가설 ‧탐구  언어의 사용, 소집단 내에서 수용되고 발 될 수 있

는 개인의 계획, 체 집단 구성원의 참여, 개인  감정이 아닌 텍스트에 기반한 평가

와 추론  정당화, 텍스트와 련한 논의의 생산, 성 하거나 불만족스러운 합의 거

부’ 등을 소집단 활동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한 요인으로 꼽았다. 주지하다시피 

콜덴이 제시한 요인들은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발화를 통해 실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구체 으로 실 된 발화들에 한 분석을 통해 학습 화를 

성공 으로 이끌 수 있는 소통의 기제를 발견해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습 화의 

장에서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략  지식이 되어  것이다. 

나) 표 된 지식으로서의 요성 인식

학습한 지식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지와 련하여 학습자들의 지식

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험, 그 에서도 객 식 시험을 통하는 것

이다. 그러나 객 식 시험은 엄 히 말하면 지식을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 없는 방법

이다.62) 를 들어 학습자에게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에서 ‘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

엇이냐고 물었을 때 학습자가 ‘조국’, ‘사랑하는 연인’, ‘ 자’ 등과 같이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 다면 해당 학습자는 ‘님’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으로 확증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문제에서 학습자가 답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정답을 선택했다고 해서 

‘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목 은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

아가는 방법을 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 한 것이

다. 따라서 지식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지식을 표 하는 것 한 요한 학습의 과정

62) 객관식 시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객관식 시험이어서는 곤란하다
는 의미이다. 규모의 평가를 위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교실 수업의 상황에서 학습자가 
가진 개인적 지식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방
법이 학습자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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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하며, 화법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온 하게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어 표  능력을 발 시키는 것은 

생각을 발 시키는 방법이며, 이는 필수 이고 핵심 인 방법이다(O’keefe, 1995: 8). 

집단 학습의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과제에 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아이디어와 

을 제시하고, 질문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 계획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 즉 ‘소리 내

어 생각하는 것(thinking aloud)’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표 하는 것은 개

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분명하게 하고, 정교하게 하고 평가하고 통합하며 재조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지식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한다(King, 1999). 

국민의 국어능력에 한 실태조사를 보면(김종철 외, 2013), 우리나라 국민의 2/3 정

도가 말하기와 쓰기 역에서 기  이하의 등 으로 나타났다.63) 기  이하는 해당 

역의 국어능력이 50% 수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의 국어 과목을 이수하 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와 쓰기 같은 표  역에서의 국어

능력이 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S-사1- 1]

⑧2: 으, 흐흐 (작은 소리로)그럼 뭐라 해야 하지. , 희도 주장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우리나

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 국인이 국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인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지만 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보입니다. 

⑨5: 기 말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비교해 보면은 제

가 조사한 바로는 미국은 미국에서는 10 로 호주에서는 22 로 캐나다에서는 18 로가 다

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후략) 

⑩2: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뭐라 말해야 되지? (2 ) 어-(2 ) 모르겠습니다. 으흐.(웃음)

 사례의 2번 학습자의 발화를 보면 ‘뭐라 해야 하지?’라는 말을 반복 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 ⑩의 발화를 보면 이 말이 단순히 습 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

말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 해야 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  학습자인 2번 학생조차도 지식을 표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 재학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기   기  미달의 비율이 49%에 

63) 이 조사에서는 국어능력을 ‘우수 등급: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 과목을 이수한 국민에게 기
되는 국어능력을 부분(80% 이상) 획득한 수준, 보통 등급: 국어능력을 상당 부분(50% 이상 

80% 미만) 획득한 수준, 기초 등급: 국어능력을 부분적으로(20% 이상 50% 미만) 획득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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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고학력자의 국어능력도 상당히 부족한 수 이라는 조사 결과(김종철 외, 2013)

를 통해서도 앎을 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에 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제 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이

해하는 것, 암기하는 것으로 획득이 되지만 기술(記述)은 상당 기간의 연습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기능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 과정을 거쳐야 

얻어지는 것이다(이창덕, 2008: 121). 이러한 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의 지식 교육이 

지식을 표 하도록 하는 데 소홀하 으며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차원에 

머물러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교사에 의해서 지식을 달받는 수업 구조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표

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만 정리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달받은 지식, 고

정된 지식은 표 되었을 때64)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발 되고 변화할 가능성 한 

가지게 된다. 진  구성주의를 주장한 라서스펠트(Glasersfeld, 1989: 162)에서는 지

식을 개인의 인지구조 속에서 스스로 구성되는 자기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그

는 외  환경과의 상호 계를 염두에 두지만 근본 으로 개인  맥락과 지식에 의존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지 내부를 문제 삼는다. 이에 비해 언어와 지식, 학습을 사회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인간의 인지 발달은 사회  상호작용의 내

면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수하게 개인 내부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정희모, 2006: 61-62). 사회  구성주의자들에게 지식은 개인의 인지 작용을 거치

지만 근본 으로 사회  상과 합의에 의해 생산되는 산물이므로(정희모, 2006: 63), 

사회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  표 은 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식의 표 은 공유의 시작으로서 학습 화의 출발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가 개인의 지식을 드러내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식이 

표 되도록 하는 학습 화는 그 자체로서 교육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어떻게 표 해야 하는 것인지에 한 문제는 학습 화가 해

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64) 외적 말하기는 사고가 단어로 전환된 것으로 유형화(有形化)되고 객체화된 것이며, 내적 말하기(내
적 언어, endophasy)는 언어화된 기억으로 자신을 위한 말하기이다(Vygotsky, 1986; 윤초희 역, 
2011: 334). 외적 말하기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며 내적 말하기는 사고와 계획 설정의 도구가 되
는 것(한재영 외, 2012: 133)이므로 내적 말하기 또한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점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므로 내적 말하기보다 외적 말
하기를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지식은 언어적 형태로 전달받는 경우가 많으며 머릿속에 저장될 때에
도 언어적 처리의 과정을 거치므로 인지적 처리의 과정으로서 내적 언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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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화의 교육  가치

1) 학습의 본래  의미의 실  가능성

학습 화의 교육  가치를 논하는 것은 ‘교육(敎育)’과 ‘학습(學習)’의 개념을 들여

다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교육’과 ‘학습’의 사 65) 의미는 각각 ‘지식과 기술 

따 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과 ‘배워서 익힘’이다. 이 의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교육의 주어(주체)는 ‘가르치고 길러 주는 행 를 하는 사람’ 즉 교수자이고, 학습의 

주체는 ‘배워서 익히는 사람’ 즉 학습자이다. 뜻풀이 속에 행 가 규정되어 있어 무의

식 에 고정된 개념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교육에 한 일반 인 통념

은 ‘가치 있는 것을 도덕 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달하는 행 로서 미성숙한 존재를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입문시키는 계획 이고 의도 인 변화 과정’이다(김  외, 

2008: 21-22). 이러한 교육에 한 이해 속에서 학습자는 ‘미성숙’하기에 ‘바람직한’ 도

달 으로 이미 설정된 곳에 다다르기 해 교사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배우고 익 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통념을 극복하기 해 유교  에서 재 근해 보면, 교육은 군자삼락(君

子三樂)과 연 되어 ‘ 재의 나를 가능하게 한 우주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개인의 

존재 근거를 확인하는 즐거움, 자기 충실  자기 교육이자 개인의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즐거움, 자기 교육이 일정한 수 에 도달한 후에 타자를 교육함으로써 

자기 교육이 사회 으로 확 되고 공동체 교육의 바탕에 기여할 때의 즐거움’으로 이

해할 수 있다(신창호, 2012: 72-79). 이 같은 에서는 주지하다시피 교육의 주체가 

학습자가 되며 교육의 목 은 ‘자신의 완성과 사회에 한 기여에 따른 즐거움’으로 

나타난다. 이에 학습은 주자(朱子)가 설명한 바와 같이 ‘배움의 즐거움과 기쁨, 희열로

서의 자기만족, 선(善)의 자각을 통해 타인에게 좋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의 어울

림, 내면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완성’으로 이어진다(신창호, 2012: 114-117). 학습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  존재로서 개인과 타인의 공존을 한 개인의 성장을 의미

하므로, 학습과 교육의 주체로서 ‘학습자’가 심에 놓이게 된다. 정리하자면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학습’은 그 속에서의 주체 인 노력

을 의미하는 것이다. 

6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누리집(stdweb2.korean.go.kr)의 검색 결과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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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을 ‘사회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보는 과도 유사

하다. 이 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사회의 기 과 인간의 장된 지식 간의 소통을 

이끌어 내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며, 교육  의사소통은 자발 인 교육(self-directed 

education)을 통하여 좀 더 훌륭한 인간을 창조해 내려고 노력한다. 이는 개인을 고양

시키고 학습 자체와 세계에 한 학습을 발 시킨다(Hills, 1986; 장상호 역, 1998: 10, 

15)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 

학습자가 교육과 학습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학습의 장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실 수업, 즉 학교 교육의 상황에서는 지식의 습득이라는 태생

인 목 이 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때, 학습자는 지식의 습

득 과정에서 주체 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학습은 교사에게서 주어진 지식을 

달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양태로서 실 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개인의 지식을 확인하는 즐거움, 다른 사람과 지식을 나눔

으로써 완성해 나가는 즐거움, 공유의 결과로 지식이 확 되는 즐거움 등을 릴 수 

있으며 이러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과정이야 말로 진정한 학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진정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방법으로서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데, 학습 화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지식 생성 교육을 한 토  마련 

지식 교육의 역은 지식의 이해  획득 교육, 지식 용 교육, 지식 생성 교육으

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허경철, 1999: 125). 지 까지 교육의 이 지식을 습

득하고 이를 용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 부터의 교육은 지식의 생성에 보다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새롭고 낯선 문제에 

과거의 지식이나 정보, 례나 경험을 되풀이 하여 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한 발

상과 방법을 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곽병

선, 2000: 5). 우리 교육의 장에서 지식 생성 교육에 한 심은 오래 부터 있어 왔

으나 학교 수업에서 지식 생성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지

식 생성 교육을 한 교육 내용 구성에 한 구체 인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그 

바탕에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한 이해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경철 외(2001)는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지식’과 ‘정보’를 구별

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체계와 구조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단편과 낱개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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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와는 달리,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에게 사물과 상을 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안목으로 존재하고, 새로운 생각과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존재한다. 

정보는 학습자의 내  안목이나 능력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순간 으로만 가치를 지

니는 단순한 앎의 편린(片鱗)이다. 단편 인 명제들을 그보다 상  수 의 복잡한 인

지  그물망, 즉 체계와 구조 속의 한 요소로서 인지하면서 그 체  계 속에서 

특정 명제들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가르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식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허경철 외, 2001: 244). 즉 지식 생성이란 옛 것과 완 히 분리된 새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여 새로운 시도나 해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지식에 한 선행 연구들(Kang & Byun, 2001; Nonaka et al., 2001; 

Scribner, 1997)에서도 지식 생성은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내면화하고,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외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하 다. 비고츠키

(Vygotsky, 1978)도 인간의 발달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어 인간의 내

인 상태로 차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한정선‧이경순, 2005: 30). 

일반 으로 구조와 체계로서의 지식은 교과서나 교사의 머릿속에 존재하므로 학습

자의 외부에 자리한다. 학습자가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외 으로 존재하는 구조로서

의 지식을 자기 자신의 구조와 체계로서의 지식으로 내면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이는 지식이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의 

수 과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으며, 혹은 해석되지 않거나 해석

된다 하더라도 그 해석 역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식을 체

계와 구조로서 이해하고 그것을 학습자에게 달하는 것도 요하지만, 학습자의 

재 인지구조의 수   특성을 악하고 그러한 수 과 특성에 합한 지식을 가르침

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그 지식을 자신의 인지구조 안에서 동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

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허경철 외, 2001: 245).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규정된 지식을 교사가 달하고 이를 학습자가 수용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는 재의 수업 진행 형태는 지식을 생성하는 교육이기보다는 정보를 

달하는 교육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달 과정에서 지식 혹은 정보는 학습자가 

가진 기존의 인지구조와 맞물리면서 학습자의 인지  수 과 특성에 따라 변형된 형

태로 내면화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교육의 장에서는 학습자가 달된 지식을 

제 로 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게 되므로, 시험과 같

은 평가의 방법이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학습자는 수업 상황에서 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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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평가받는 자로서 수동  상으로 자리하며, 따라서 지식은 학습자가 아닌 연

구자와 교사에 의해 발 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상을 갖는다. 

지식이 체계와 구조로 정립되고 이를 학습자에게 달하는 것도 요하지만, 학습자

의 재 인지구조의 수   특성을 악하여 이에 맞는 합한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그 지식을 자신의 인지구조 안에 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아무리 훌륭하고 체계 인 지식이라도 학습자가 구조로서 그 지

식을 악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학습자에게 지식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결과 으로 

그러한 교육을 지식 교육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허경철 외, 2001: 245). 지식을 

생성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와 체

계를 악하고 이를 통해 세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을 단하고 해석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학습자는 지식의 구조와 체계를 내면화함으로써 이해력, 단력, 사고

력 등을 함양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생각과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기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학습자가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 안을 찾

아내는 과정에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며, 결과 으로 학습자는 스스로 의미 있는 

지식을 생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는 이 같은 지식 탐구

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홀로 지식을 탐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동료 학

습자와 력 으로 지식을 탐색하는 것이 훨씬 효율 이며 생성되는 지식의 정합성, 

다양성 등 지식의 질이나 양 두 측면에서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습자 간 

지식의 공유와 논의의 과정에서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은 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

에 한 교육이 지식 생성을 한 교육의 핵심 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3) 교육의 주체로서 학습자의 상 제고

학습자 심 교육은 지 까지 교육 장에서 당 인 명제처럼 받아들여지며, 가치

롭고 의미 있는 교육의 형태를 변해 왔다. 학습자 심 교육의 특징으로는 학습자

의 능동 인 참여, 학습 과정에 있어 학습자의 선택과 자율성의 강조, 학습자 간 상호

작용의 활성화,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 을 고려한 수업의 구조화, 교사와 학습자 간

의 상호 존   신뢰 형성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66) 이와 같은 이론  논의가 실

되는 것은 일견 교육의 이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66) 최영인(2012: 531)은 학습자 중심 학습과 구성주의 이론의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의 특
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요소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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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습자 심 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습자를 심에 놓기 한 교사의 

역할에 한 강조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 간의 지식이 력

으로 구성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인 맥락에서 과제를 제시하는 등

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교사의 역할이 학습자 심 수업을 

한 선결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학습자 심 수업은 교사를 통해 실 될 

수 있는 것 즉 교사가 학습자를 심에 두는 수업으로 보아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와

의 교육  소통이 안정 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속에서 의사소통을 실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Patti, 2006; 이정표 외, 2012: 653-654)는 생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의 교실 화에서는 학습자의 활동을 장려하기는 하 지만, 소통의 주

체는 여 히 교사에게 있는 경우가 많았다.67) 이러한 바탕에는 부버(Buber, 1955)가 

교육  소통을 논할 때 가정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존재를 교사와는 다른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소통은 상호성에 기반하기보다

는 교육  의도성을 가진 소통이 되며, 교사는 학습자를 둘러싼 배경이며 공간인 동

시에 학습자와 교육 내용 간 상호작용의 주체가 된다(이정표 외, 2012: 653). 따라서 

학습자의 활동이 학습의 심에 놓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안내하는 일련의 역할을 교사가 맡음으로써 여 히 교사 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다. 이는 활동 따로 학습 따로 진행되는 재 교육의 형태와도 계가 있는 것으로,68) 

학습자들이 활동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활동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지식

의 달은 부분이 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했

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학습자가 수업에서 주체 인 역할을 맡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습자 심(learner-centered)’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 주체(learner-agency)’로서의 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습자 

67) ‘학습자 중심’에 한 국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습자에게 학습에서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학습자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최영인, 2012: 551). 

68) 실제 수업에서 소집단 활동은 지식에 한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단어의 형성’에 하여 배우는 국어 문법 시간에 교사가 여러 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이 중에
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소집단 활동을 계획했다고 가정 해 보자. 비통사적 
합성에 하여 학습하기 전이라면 이 소집단 활동은 학습자들이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의미가 
없고, 비통사적 합성에 해 학습한 이후라면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에 그치게 된다. 교사가 소
집단 활동을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가 부분인데,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가 소집단 활
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것을 확인하고 적용해 보는 경
험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물론 이러한 경험도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학습자 중심, 학
습자 주도의 의미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학습’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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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학습자 심의 별칭이 아니라 학습자의 주 을 기반으로 한 인식과 학습자의 

주체   창의  참여를 제로 한 교육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한 그 주체  행

를 통하여 학습자 자신이 행 (agent)로서 자기실 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川, 2007: 22). 학습자 심이라는 개념의 틀에 갇  있기보다는 학습자 주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함으로써 학습 화의 수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 

학습 화는 소집단 내에서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 개인과 서로의 력을 통한 역할

이 학습의 요한 자원이 됨을 강조하므로, 학습자가 학습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즉 주어지고 고정된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상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 확립의 바탕에는 학습자에 

한 신뢰와 교사의 역할에 한 재정립69)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교육  실천으로서의 화법 교육의 역할 정립

학습 화의 교육 내용 구성은 ‘학습으로서의 화법’(민병곤, 2013)의 실천  모습을 

마련하고 교과 학습에 기여하는 화법의 역할을 체계화한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 도구 교과로서 국어과의 특성을 고려하 을 때, 국어 교육 혹은 화법 교육이라

는 교과 내 학습 이론의 범 를 넘어서서 다른 교과 학습을 한 내용 혹은 방법을 

제공해 나갈 수 있다. 민 식(2011: 231)에서는 도구 교과로서 국어교육은 모든 교과

목의 지식을 이해하고 표 하는 데 필요한 언어  문식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모든 교

육 활동이라고 설명하 다. 민병곤(2012: 440)에서는 학습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요

한 소통의 목   하나이고  생애에 걸친 과업이며 개인  차원뿐 아니라 집단  

혹은 사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습을 한 화법을 제 로 익히

는 것이 매우 요함을 주창하 다. 

존스(Jones, 2012)에서는 말하기와 듣기의 양상을 국어 사용의 목 을 기 으로 친

교 (social), 소통 (communicative), 문화 (cultural), 인지 (coognitive) 양상으로 분

류하 다. 이  인지  양상은 말을 학습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련되는데 학습 도

구로서 구어의 인지  양상을 부각하 다는 이 특징 이다. 이러한 분류는 체계나 

용어 사용의 엄 성 측면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나 화법을 통하여 범교과 학습과 

련된 인지  양상을 주요 범주로 설정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며(민병곤, 2012: 

69) 학습 화에서 교사의 역할에 관해서는 Ⅴ장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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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36), 본 연구도 학습 화의 궁극 인 범주로서 이를 지향한다. 

그동안 다른 교과에서도 소집단 토의와 토론을 학습의 방법이자 도구로 많이 이용 

해 왔다. 그러나 토의나 토론의 차라든지, 논의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하여

서는 교과 학습 외의 것으로 여겨 크게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도구 교과로서,  화법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로서 국어과에서 연구하여 교육 내용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런 에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학습’을 

가능하게 돕는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소집단 언어에 한 연구를 

통해 국어과 교육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다른 교과 학습에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에서도 많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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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습 화의 양상 분석

이 장에서의 양상 분석은 연구 문제에 기인하여 학습 수 과 문제 성격에 따라 학습 

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구체 인 분석은 <표Ⅰ.6>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학습 화의 구조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정한 담화 개, 내용 구

성, 상호작용의 범주에 따라 진행된다. 킹(King, 1999)은 학습을 목 으로 하는 동료 

집단 내 담화의 유형(pattern)을 이해하는 것은 상호작용 인 인식 활동을 진시킬 

뿐 아니라 이를 검하고 조정하는 메타 인식 과정을 진시킨다는 에서 요하다

고 언 하 다. 담화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화법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해

야 할 형식 , 내용 인 틀을 제공해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담화를 수행하기 

해 알아야 할 차와 략의 근간이 되어 다(정민주, 2008: 57).

담화 개는 학습 화의 진행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 인 차원에서의 근

이며, 내용 구성은 학습 화의 내  연계 구조로서 화제들의 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내용  측면에서의 근이다. 즉 내용 구성은 담화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 차원

의 조직으로 담화의 국면 개를 통해 악할 수 있다(정민주, 2008: 76). 한 이러한 

형식 , 내용  작용의 바탕에는 학습 화의 수행을 진하는 학습자 간의 계로서 

상호작용 양상이 자리하고 있다.  

1. 학습 화의 담화 개 양상

소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담화가 어떠한 과정에 따라 진행되는지는 연구자들의 주

요한 심사  하나 다. 탄(Tann, 1981)은 토론 과정이 ‘시작-발 -결론’의 단계를 

따름을, 로버슨(Robertson, 1990)은 생산 인 소집단 담화는 ‘시작-기  확립-갈등-생

성-종료’의 단계를 보임을 제안하 다. 서 석(2004)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소집단 화에서 주어진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해 ‘시작-탐색-정리

-공표 비’의 단계를 거친다고 제시하 다(서 석, 2004: 58-59). 공동의 의미 구성을 

한 소집단 활동에 한 보다 정치한 연구로는 메이어와 우드러 (Meyer & 

Woodruff, 1997)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합의 형성 과정이 상호 지식

(mutual knowledge), 수렴(convergence), 합의(coherency)와 같은 일정한 단계를 따른

다고 주장하 다. 강석진 외(2000)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소집단 토론 과정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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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어  상호작용의 양상을 분석하여, 모든 소집단에서 지식 구성 활동 진술들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70)을 통해 각 진술 유형이 지식 구성 과정에서 일정

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한 지식 구성 활동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추론하 다(강

석진 외, 2000: 358). 

다양한 언어  상황과 사건들은 나름 로의 담화 유형을 갖고 있다.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사이라도 사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부의 담화 구조(discourse 

structure)를 이해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게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심지

어는 외국어처럼 매우 생소하게 들리기도 한다. 담화 구조는 성문화된 것으로 외부에

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담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공유된 기 를 근거로 형

성되고 매 상황마다 새롭게 구 되어 나가는 일종의 정신  구성물(construct) 같은 

것이다.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일정한 구조가 있으므로(오문자·김희연, 2004: 226) 담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성

공 인 의사소통을 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 하여 심을 가진 학자로는 슈왑(Schwab, 1978)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특정 지식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그 지식이 생성된 과정, 즉 

지식의 탐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지식 

탐구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탐구를 통해 생성된 학문의 결과, 즉 지식

을 그 자체로서 자명하고 결정 인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그리고는 탐구의 과정에 

한 이해 없이 탐구의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탐구의 결과를 단순화

하고 탐구의 구조에 한 고려 없이 이를 통합하여 제시한다(허경철 외, 2001:  

243-244). 이 같은 인식과 그에 따른 결과는 교육과정의 철학과 교과서 구성에 그

로 반 됨으로써 지식을 생성해 나가는 학습자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자를 기르는 교육을 만드는 결과를 래하 다. 

이상의 논의들은 학습 화가 진행이나 구조에 있어서 일정한 단계나 차를 가지

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이며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분

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귀납의 방법을 통해 학습 화에 근하 기에 

학습 화가 일정한 단계와 과정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가정하고 사례를 분석하 다.  

70) 강석진 외(2000: 358)에서는 호간 외(Hogan et al., 2000)의 분류틀을 참조하여 소집단 토론 과정
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개별 진술을 분류하였다. 지식 구성 진술에서 개념적 진술, 메타 인지적 진
술, 질문‧정보요구,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소집단에서 개념적 진술이 20~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질문‧정보 요구, 메타 인지적 진술, 응답의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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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화의 담화 개 분석틀

피셔 외(Fischer et al., 2002)는 력 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지식의 외

면화(externalization)’, ‘지식의 의문화(elicitation)’, ‘갈등 지향  합의(conflict-oriented 

consensus building)’, ‘통합지향  합의(integration-oriented consensus building)’의 네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다.71) 

[그림 Ⅲ.1] 슈탈(Stahl, 2000: 71)의 지식 구성 과정

슈탈(Stahl, 2000: 70-73)에서는 력을 통한 지식의 구성에서 개인 인 이해의 측면

과 사회  지식 구성의 측면을 모두 강조하 다. [그림 Ⅲ.1]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이해는 언어로 명시화되고 이는 소속된 문화의 사회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이 게 

지식의 
외면화

협력적 지식의 구성과정의 필요조건으로서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개인의 사전 지식을 
불러오는 과정.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됨. 주로 
설명의 형태로 나타남. 

지식의 
의문화

동료 구성원들이 과제와 관련된 지식을 표현하도록 자극하는 과정. 동료가 제시하는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지식 창출을 촉진하여 또 다른 지식의 외면화 활동을 유도함. 
주로 질문의 형태로 나타남. 

갈등 지향적 
합의

다양한 의견 충돌과 갈등을 통해 하나의 합일점을 만들어냄. 사회인지적 갈등은 지식
의 새로운 변화와 순환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님. 

통합 지향적 
합의

협력적 지식 창출을 위해 갈등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하는 진행 과정. 갈등을 
회피하는 표면적인 수준의 협력(conflict avoiding cooperation)을 보이는 경향이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함. 

71) 네 과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정선‧이경순, 2005: 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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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문화는 다시 개인의 이해에 향을 미치고 사회는 다시 개인의 이해를 받아들

여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한정선‧이경순, 2005: 36-37 재인용). 

슈탈의 지식 구성 과정 모델은 경험 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개념  모델이기는 하지

만 개인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지  측면과 사회  상호작용을 통한 

향을 모두 고려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한 지식의 구성 과정을 단계화하여 체

계 으로 근하려는 에서도 학습 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시사 을 주었다.  

[그림 Ⅲ.2] 한정선·이경순(2005: 44)의 력  지식창출 과정의 단계

이경순(2004)에서는 교육공학 공수업에서 e-러닝의 설계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력 인 지식 구성 과정을 분석하여 [그림 Ⅲ.2]와 같은 단계를 

귀납 으로 도출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력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은 ‘ 비

→생성→ 환→발 →완성’의 단계로 나타나며, 이들 단계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나타나는 순차  단계(step)가 아니라 력  지식창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발달 단계(phase)의 성향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 화의 특성을 탐구하기 하여 학습 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심을 가지고 학습자들의 실제 담화를 분석하 다. 분석의 타당도  조사자의 삼각

화를 확보하기 하여 연구자 외에도 2명의 국어교육 문가들이 함께 화분석을 수

행하 으며,72) 그 결과와 력  지식 구성에 한 기존 논의들(Fischer et al., 2002; 

전문가 A 중등학교 교사 경력 5년 국어교육(화법교육) 박사 
전문가 B 중등학교 교사 경력 9년 국어교육(화법교육) 박사 수료 

72) 담화분석에 참여한 전문가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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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hl, 2000; 이경순, 2004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 화의 핵심 인 진행 단

계를 도출하 다.73) 학습 화는 [그림 Ⅲ.3]과 같이 ‘지식 검하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하기’의 3단계에 따라 담화가 개된다. 

 [그림 Ⅲ.3] 학습 화의 진행 단계

‘지식 검하기’는 학습자가 재 가지고 있는 개인 인 지식을 확인하고, 문제를 분

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피력(披瀝)하는 단계로 학습 화의 ‘시작’이라는 에서 매우 

자료 번호 문제 유형 집단 수준
[S-사1-상1] 사실의 문제① 상위
[S-사2-중2] 사실의 문제② 중상위
[S-사2-상2] 사실의 문제② 상위
[S-가1-상1] 가치의 문제① 상위
[S-가1-상2] 가치의 문제① 상위
[M-가1-상1] 가치의 문제① 상위
[S-행1-상2] 행위의 문제① 상위
[M-행1-상1] 행위의 문제① 상위
[S-행2-중1] 행위의 문제② 중상위

학습 화가 충실하게 일어난 상위 집단과 중상위 집단의 담화 자료를 상으로 우선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이 과정은 일정한 사례 분석에 해당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73)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 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 많은 설명(Swing & Peterson, 1982; Teasley & Resnick, 1993; Webb, 
1982), 더 정교한 논쟁과 명료화(Berkowitz & Gibbs, 1983; Eisenberg & Garvey, 1981; Kruger 
& Tomasello, 1986; Leadbeater, 1988), 계획‧목표‧책략에 한 더 많은 토의(Cooper, 1980; 
Forman & Cazden, 1985; Glachan & Light, 1982; Perlmutter, Behrend, Kuo & Muller, 
1989; Teasley, 1995)가 그것이다(오선영, 2001: 242). 이상의 연구들도 학습자들이 의미를 구성하
는 데 도움을 주는 발화의 전개 과정이나 발화의 유형이 있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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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머릿속에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자리하고 있더라도 이를 언어를 통해 나타

내지 않으면 그 지식은 공유될 수 없기에, 소집단 화에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드

러내는 과정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기존의 지식을 

화 참여자인 다른 학습자에게 달하기 해서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언어로 표

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설명하기’74)로 규정하 다.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주어진 

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의 질의응답이 핵

심 화제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르게 해석 혹은 악한 개념을 

확인하거나 서로 다른 에서 화되지 않은 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핵심 

화제에 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 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교환

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며 문제의 핵심 개념을 악하는 ‘문제 분석하기’의 과정이 요

구된다고 보았다. 

‘지식 탐색하기’는 학습자들이 지식 검하기를 통해 공유한 지식을 발 시키는 단

계로 학습 화의 핵 인 부분이자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계이다. 지식 탐색하기의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75)에 따라서 지식 구성하기 단

계에서의 지식의 질이 결정된다. 킹(King, 1999)에서는 ‘사고를 진하는 통합 질문→ 

둘 이상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진술 는 정교한 설명→ 새로운 질문’의 세 가지 단

계(stance)가 지식 구성 담화의 형 인 패턴이라고 하 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에 

하여서는 ‘사고 진 질문→ 두 개 이상의 아이디어 는 정교한 설명을 연결하는 

진술→ 토론 확장을 해 새롭게 구성된 지식의 추가→ 새로운 질문’과 같이 확장된 

지식 구성 담화 패턴(extended knowledge construction discourse pattern)을 제안하

다. 킹의 논의를 살펴보면, 지식 구성을 목 으로 하는 담화에서는 사고를 자극하기 

한 질문과 해당 질문에 한 숙고(熟 )를 통하여 생각을 이끌어 내고, 생산해 낸 

생각들을 정확하게 표 하는 것이 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학습 화

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화를 진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생각

을 구체화하거나 상 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양상을 보 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의 주

요한 양상인 사고를 진하는 질문과 그에 한 진술  설명은 각각 ‘사고 자극하기’

74) ‘설명하기(Explanation)’, ‘사고 자극하기(Question-query)’, ‘정당화하기(Justification)’는 고상숙·
강현희(2007: 429)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는 수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화를 통해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허퍼드-애클스 외(Hufferd-Ackles et al., 2004)
의 분석틀에서 설명하기(E)와 질문하기(Q)를, 사이먼과 블룸(Simon & Blume, 1996)의 분석틀에서 
‘정당화하기(J)’라는 요소를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75) 단계별 소요 시간과 발언 횟수를 분석하여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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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응하기’로 규정하 다.76) 사고 자극하기에서 보이는 학습자들의 발화는 증거나 

근거 자료 요구하기, 명료화 요청하기, 이해가 부족한 내용에 해 되묻기, 정질문

하기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한 반응도 자기 발언 반복하기, 자기 발언 

정교화하기, 근거 제시하기, 상  발언 반박하기, 자기 발언 옹호하기 등과 같이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유형화하여 사고 자극하

기는 ‘정보 요구하기’와 ‘문제 제기하기’, 반응하기는 ‘재진술하기’, ‘정당화하기’의 기능

을 주로 수행한다고 보았다.   

‘지식 구성하기’는 학습 화가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학습자들이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한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단계에서는 ‘정리하기’와 ‘완성하

기’의 양상이 나타났다. 정리하기에서는 지 까지 나 었던 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기, 자기 생각 다시 설명하기, 마무리 발언하기 등의 발화가 나타나는데 이들 발

화는 화 참여자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돕는다. 상보  교수(RT, reciprocal 

teaching)에서 사용하는 이해를 한 네 가지 략에는 ‘질문하기’, ‘명확히 하기’, ‘요

약하기’, ‘ 언하기’가 있는데, 이들 발화를 사용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집단을 한 것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논의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각 개인을 한 것으로 텍스트 이해에 한 자기 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Cazden, 2001: 66-67). 즉 지식 구성하기 단계에서 ‘요약하기’와 ‘다시 설명하

기’의 발화를 사용하면 소집단의 논의가 제 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하는 한편 학습

자가 논의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어떠한 지식을 구성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학습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어났는지를 검할 수가 있게 된다. 완성하기는 논의의 과정을 바탕으로 얻은 새로

운 지식과 의견들을 종합하여 반성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의 지식, 즉 진정한 개념

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은 합의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학습 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학습 화는 ‘ 검-탐색-구성’의 단계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

로서, 이는 매우 역동 이고 순환 인 과정이다. 역동 이라는 것은 학습 화의 과정

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단계들이 문제의 특성, 교실 상황, 참여자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되면서 용되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순환 이라는 것은 

[그림Ⅰ.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새로이 구성된 지식이 학습 화의 결과에 머무르는 

76) 생물체는 자극에 하여 반응하고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학설인 자극반응이론(刺戟反應理論)의 용어를 원용(援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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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주요 기능 발화 유형

지식 검하기
설명하기 생각 나타내기

문제 분석하기 문제 이해하기/ 개념 정의하기

지식 탐색하기
사고 자극하기 정보 요구하기/ 문제 제기하기

반응하기 재진술하기 / 정당화하기

지식 구성하기
정리하기 요약하기/ 다시 설명하기/ 마무리 발언하기

완성하기 개념 형성하기/ 내면화하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식으로 내면화되면서 이것이 다시 지식 검하기의 바탕이 됨

으로써 학습 화가 계속 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학습 화 진행 단계의 주요 기능과 발화 유형

가) 학습 화의 진행 단계

(1) 지식 점검하기
 

(가) 설명하기

본 연구에서 찰한 부분의 집단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우선 표 하는 

것으로 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한 사람씩 자유롭게 돌아가

면서 말하기, ㉡입장을 나 고 동일한 입장(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묶어서 말하기, ㉢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생각을 말하기와 같은 양상을 보 다.77)   

[S-가1-상2]

①3: 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동물이 어떻게 생존

하는데 필요한 삶의 조건 이상으로 어떤 인간만이 가지고, 가져야 되는 삶의 조건이 추가가 

돼야지 그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 때문에 제가 

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고 에서도 많이 나왔던 의, 

식, 주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략) 따라서 기본 으로는 의, 식, 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77) ㉠과 ㉡은 학생들이 스스로 시작 발화를 구성하는 모습이었으나. ㉢의 경우는 교사의 주도에 의해 
화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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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여기서 제 생각은 의식주에서 식과 주는 동물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도 먹을 거를, 불을 사용하진 않지만 생존을 해서 먹는 거는 인간과 비슷하다고 보

고, 주는 자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는 동물들도 그 게 집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기

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해서는.

③3: 그럼 뭐 인권은 구체 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④5: 잠깐, 우리가 이 게 의견 발표부터 하고.

⑤2: (1학생을 가리키며) 먼  해.

⑥1: (5학생을 보며) 니가 해.

⑦5: , 도 일단 인간다운 삶을 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의식주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

는데, 그런 의식주처럼 물질 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뭐 의식주란 게 00군이 말했다

시피 의를 제외한 식, 주는 뭐 동물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동물하고 

차이를 두기 해서는 물질 인 측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정신 인 측면에- 측면으로 바라보

았을 때, 스스로가 자신이 지  살고 있는 생활에 행복이라는 기 을 두었을 때 자신이 

행복한가와 그 지 못 한가 거기에서 자기는 그래, 나 정도면 이제 행복하지, 이 정도면 인

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있어. 이 게, 이 논제 자체가 자기만족의 문제, 문제 같거든요. 그래

서 이, 인간, 인간다운 삶을 살기 한 최소한의 조건은 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⑧3: 아, , 그 김00군의 말-아, (4학생을 가리킴)

⑨4: 아 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일단 의식주는 베이스로 깔고, 그 생이나 변소 이용이나 

그 씻는 거랑 여가 활동들의 재미, 재미있는 그런 거? 그리고 사회  계를 가진 사교활동

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란 게임에서 보면, 인간 키우기 게임인데, 이게 인간 

키우기 게임이니까 여섯 개가 인간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게

임 속에서,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조원들 웃음))

⑩1: 는 인간다운 삶에서 의식주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0처럼((5학생)) 물질  

측면보다는 정신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의식주가 되면- 자신이 뭔가 달성하고 

싶은 목 ? 아니면 희망?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이성 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가1-상2]는 상  집단 학생들의 가치의 문제에 한 학습 화  지식 검하

기 단계의 화 양상이다. 화 지도(talk map)78)를 사용하여 학습 화의 양상을 구

체 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Ⅲ.4]와 같다.

78) ‘ 화 지도’는 프레데릭슨, 로이와 첸(Frederiksen, Roy, & Chen, 1996)과 그린과 월랏(Green & 
Wallat, 1981)이 시간 순으로 협력적인 인지의 내용을 도식화한 ‘토론 지도(discourse maps)’를 참
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토론 지도는 교실 내에서 지식 구성을 위해 일어난 화 가운데 세 가지 
주요한 형태의 진술(개념, 메타인지, 질의)의 연속체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Hogan et al., 200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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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참여자
내용 구성

사회적 
상호작용

이
탈1 2 3 4 5

지
식 

점
검
하
기

①생각
  표현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
의 조건은 의식주이다. 

인권이 필요하다.

행복이 중요하다

재미, 사교활동이 중요
하다

희망, 목표가 중요하다

②부정
  생각
  표현

③정보
  요구

④행동규제

⑦생각
  표현

⑤, ⑥
순서지정

⑨생각
  표현

⑧

⑩생각
  표현

[그림 Ⅲ.4] [S-가1-상2]의 지식 검하기 단계 화 지도

학습자들은 소집단 내에서 자유롭게 순서를 지정해 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 하

고, 3번 학생이 끼어들자 ④번과 같이 진행 순서를 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화를 

개해 나가고 있다. 설명을 할 때에는 논제에 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한 구체 인 이유나 근거 등을 바탕으로 발언을 하여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인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①, ②, ⑦, ⑨, ⑩의 발화를 보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화에 참여하고 있다.79) 

(나) 문제 분석하기

소집단 토의에서는 먼  문제에 나타난 핵심 용어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단계가 필

요하다. 사람들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일상 인 일이며, 효과 인 의사소통

은 토의하는 사람들이 같은 단어와 정의를 사용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을 기억해야 

한다(Johnson & Johnson, 2002, 박인우 외 공역, 2004: 75). 상징 이거나 추상 인 개

념이 포함된 논제의 경우에는 이에 해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 어 명확히 

79) 이 근거들이 타당한지, 논리적인지, 적절한지 등에 해서는 ‘Ⅲ. 2. 1)’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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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 본격 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S-행1- 1]

⑭5: 일단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회  약자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⑮2: 제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란, 쎄 뭐, 소득이 없는, 소득이 없고 친족도 없고 집도 없

는, 그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거지고.

⑯4: 일종의 소득층을 말 하시는 겁니까?

⑰2: 네. 근데 좀 극악한. 

((청 : 극악한이 뭐야? 악한 거야?)) 

⑱4: (청 을 향해) 조용히 하세요. 

⑲3: 소득층이며,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태?

⑳4: (고개 끄덕임) 희 입장은 물질 으로 소득층을 지원해 줘야 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S-행1- 1]은 상  집단 학생들의 행 의 문제에 한 학습 화  지식 

검하기 단계의 양상이다. 이 화를 보면, 사회  약자를 한 정책에 해 이야기하

기에 앞서 5번 학생이 구성원들에게 ‘사회  약자’에 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⑭). 

2번(⑮)과 3번(⑲) 학생의 답변을 통하여 사회  약자가 가진 것이 없는 소득층이

며, 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함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4번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음(⑳)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M-행1- 1]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사회  약자’의 개념을 화하지 않

은 채로 논의를 진행하 다. 

[M-행1- 1] 

①4: 경제  지원이나 그 **같은 것을-강화할 필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3: 제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은요,(머리 임, 머뭇거림)(3 ) 어, 

어, 경제  지원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약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희는 막, 장애인 지나가면 막, 쳐다보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잘못

된 거 같고요, 좀 무시하는 경향,  말고 다른 사람이 사회  약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

는데, 일단 돈 이런 것보다는 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

각을 해요.  

③2: 사회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웃음)데요. 보면- 

막 가난한 사람, 집안이 조 , 가난한 사람들도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만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④1: 제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방법은 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동정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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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들: 끝이야? 흐흐흐))

⑤5: 사회  약자라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가난하거나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식을 지원을, 지원을 해 주거나, 지원, 등록 을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데요. 근

데, 사회  약자를 한 정책이라 하면 00이 말처럼(2번 학생, 고개 끄덕임) 이미 많은 것 

같아요. 노인들이나, 이미 양로원? 그런 데도 있고- 노숙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알게 모르

게 조 씩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식? 무료 식이라든가 그런 게 많단 말이죠.

⑥3: 근데 무료 식이 삼일에 한 번씩 있는데요, 삼일 동안 노숙자들은 밥을 굶는 거 요?

((조원들: 하하하))

⑦5: 근데, 이 정책이- 못 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⑧4: 그럼 삼일에 한 번이면 이틀 동안은 밥을 못 먹는 거 요?

5번 학생을 제외하고는 사회  약자의 범주 설정에 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

다. 한 문제가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3번 학생의 경우에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정책  차원이 아닌 

인식의 환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문제를 제 로 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지

는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도 5번 학생이 이야기한 ‘노숙자’에 해서 한참 동안 이

야기가 이어지고 결국 문제에 맞는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양상을 보 다. 

  
[M-가2-상1-1◯ㄷ ]

사회  약자를 배려하자는 이야기이고 주제인데 모두 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

청 의 평가도 이러한 을 지 하고 있는데, 핵심 개념에 한 논의나 문제에 한 

이해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습 화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개되지 않았다. 

개념 정의하기는 문제에 한 이해와 핵심 용어에 한 합의를 바탕으로 참여자들

이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방향타가 되어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필수 인 단계는 아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개념에 해서는 공유되어 

있다고 제하고 이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가치 탐구의 문제80)와 행 의 문제 같

은 경우에는 개념 정의하기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실의 문제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

80) 앞서 ‘설명하기’의 사례로 제시한 [S-가1-상2]의 경우를 보면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소집단 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 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인
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즉 ①, ②발화에서와 같이 ‘인간다운 삶’에 
한 학습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 ⑦발화에서 학습자가 논제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드러난다. 
이러한 개념 정의와 문제에 한 이해가 공유되었기에 논의가 초점화되어서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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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다.  

(2) 지식 탐색하기

지식 탐색하기는 학습자 간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

정으로 학습 화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학습자들은 이 단계에서 

지식 검하기 단계를 통해 나  서로의 지식에 하여 본격 인 탐구를 시작하는데, 

이때 학습자들은 주로 질의와 응답을 통해 화를 개해 나간다. 

(가) 사고 자극하기

개별 학습자의 지식에 한 설명을 바탕으로 본격 인 논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상 방의 발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인 자료나 근거들에 

한 설명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련한 주요 발화 유형으로 

정보 요구하기와 문제 제기하기를 제시하고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정보 요구하기는 자료나 근거에 한 요구일 수도 있고, 명료화에 한 요구일 수도 

있으며, 연계 는 확장 인 질문을 통해 보다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

는 요구일 수도 있다. 정보 요구하기 질문에 한 인  발화는 자신의 발언을 반복

하거나 정교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S-행1-상2]

⑭5: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라는 거는 일을 안 하는 실업인이라든가 아니면 

꼭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장애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소수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재능이 없

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라는 거는 사실상 기

회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 인 보상이 없이 기회를 다라고 했

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말끝을 흐림))

⑮1: 아, 제가 말 드린 게 물질  보상을 베이스로 일단, 먼  물질  보상과 기회를 같이 줘

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제로니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계속 물질  보상만 다고, 그리고 같은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고 그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질  지원만 한다

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 경제 으로도 이득이 없고, 사회 으로도 발

이 없습니다. 

⑯4: 그러면은 기회를 다는 것이 물질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국가 경제 으로나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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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1번 학생을 쳐다보며) 얘기가 맞죠? 물질 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손해가 크다는 

말 이신가요?

⑰1: 잠깐 잠깐만, 이 의견을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물질 으로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

니면 기회를 동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회도 같이 제공하는 것.

⑱4: 그 에 굳이 고르라면 희는 물질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⑲1: 그런데 말 그 로 물질만 지원한다는 것은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재활

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⑳4: (고개 끄덕임)

◯21 1: 근데 같이 기회를 제공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물질

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고, 다 같이, .

◯22 4: 그러면은 그, 재활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물질 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23 2: 우선, 알아둬야 될 게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주의라 하더라도 물질 인 거를 완 히 배제

할 수 없는 복지주의 요. 기본 으로 뭐든지 물질을 제공한 다음에 기회를 더 폭 넓게 보

장하느냐,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느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우선 이쪽에서 시로 들고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은 물질  보상으

로 우선은 충분히 생활 정도는 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에

게 가능한 기회들이 있으므로 그런 기회를 보장하면은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맞는, 오히려 

더 평등 인 그런 복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행1-상2]의 소집단 화에서는 학습자 간 질의와 응답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지식 탐색하기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번 학생은 사회  약자를 

한 지원 정책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요하다는 1번 학생의 생각에 하여 기회를 

주어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을 지 하고 있다(⑭). 1

번 학생의 답변에 이어 4번 학생은 1번 학생이 발화한 내용에 하여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정 질문을 하고 있다(⑯). 정 질문은 자신의 이해를 확인

함과 동시에 상 에게 상 의 의도를 명료하게 표 해 주도록 요구한다는 에서, 해

당 지식의 내용에 해 청자와 화자 모두의 명확한 이해를 가져오게 되는 장 이 있

다.  연속해서 질문을 받은 1번 학생은 질문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⑰, ⑲), 본인의 생각이 정당함을 논리 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에 해 상  

학습자는 다시 연계 질문을 하여(◯22 )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간과하고 있

는 부분을 지 하고 있다. 명료화에 한 여러 질의를 받으면서, 기회 제공을 우선시 

했던 학습자의 생각이 ‘장애인이나 소수자에 한 물질 인 지원과 함께 기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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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구하기 외에도 상 방 학습자가 설명한 내용 에서 생각이 잘못되거나 근거

가 부족하다는 단이 들 경우에 학습자들은 이에 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문

제 제기를 받은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데 있어 표 상의 문제로 제 로 

달되지 않은 부분이나 근거 제시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떨어진 부분 등에 해 다시 자

세히 진술함으로써 문제 제기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한편 문제 제기를 한 상 가 생

각이 잘못되었다고 지 한 경우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극

으로 방어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문제 제기에 한 인  발화는 주로 상  의견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옹호하는 형태의 정당화하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S-가1-상2]

◯23 2: 그러고  는 00 군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재욱 군은, 아 쏘리 000 군은 의식주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의식주 모두 가지

고 있지만 폭력을 당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의식, 어 인간다운 삶에 조건에 

포함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24 3: 까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의식주가 포함이 다고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아니라 의식주

는 기본 으로 어떤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거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동물과 같이 생존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그게 000 학생이

나 계속 얘기했듯이 정신 인 측면이 당연히 거기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인데 기본 으로는 

물질 인 어떤 보장이 있고 그 에 정신 으로 어떤 행복이라든가 가족 간의 조화 그런 

어떤 정서 인 측면이 첨가가 돼야지 그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는 얘기한 것입니다. 

◯25 2: 맨 처음에도 그 게 하셨나요?

◯26 3: .

◯27 2: 맨 처음에는 의식주만.((모두 웃음))

◯28 3: 의식주 얘기를 할 때 동물, 동물 삶과 반 가 되는 게 아니라 동물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동물 인 삶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의식주인 거고 거기다 당연히 어떤 정서 인 측면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는 얘기했습니다. 

◯29 5: 근데 이러한 의식주가 충분히 충족이 되면은 인간다운 삶을 사, 사는데 별로 어떤 불편한 

요소가 없으니까 의식주가 충족되면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신 겁니까?

◯30 3:       ★아이까.

◯31 2: 맨 처음에 그 게 말하지 않았나요?

◯32 3: 그것이 기본이고.

◯33 5:               ★기본이고?

◯34 3:                        ★기본이고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주어져야 될 조건인 거고 그 

에 당연히 뭐 계속 얘기하는 행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첨가가 되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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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 다만 기본이기 때문에 좀 더 요하다고 는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후략)

[S-가1-상2]에서 2번 학생은 앞서 3번 학생이 의식주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발언한 데 해서 의식주가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 3

번 학생의 생각이 성립되기 어려움을 지 하고 있다(◯23 ). 한 3번 학생의 응답(◯24 )에 

해서도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라졌음을 계속 지 하고(◯25 ,◯31 ), 3

번 학생 발언의 의도를 확인함으로써(◯29 ) 3번 학생의 생각이 발화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나) 반응하기

앞서 사고 자극하기에서 살펴본 시와 분석에 이어서 반응하기의 내용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사고 자극하기와 반응하기의 주요 발화 양상은 질의와 응답으로, 이는 서

로 인 을 이루고 있으므로 따로 분리해서 분석하기도 어렵거니와 개별 으로 분석

했을 경우에는 발화의 의미와 기능 등을 제 로 해석해 내기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자극하기의 구체 인 기능으로 정보 요구하기와 문제 제기하기

를 제시하 다. 이는 사고 자극하기의 특성과 기능을 보다 잘 설명하기 해 구별하

여 서술한 것으로 실제 사고 자극하기의 질의 과정을 살펴보면, [S-행1-상2]와 [S-가

1-상2]에서와 같이 정보 요구하기와 문제 제기하기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었다. 반

응하기는 이러한 질의에 한 응으로 나타나는 발화의 유형이므로 정보를 요구 받

았으면 그에 한 한 응답을, 문제 제기를 받았다면 한 그에 합하게 응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의에 한 응으로서 반응하기의 구체 인 발화는 

재진술하기와 정당화하기로 유형화할 수 있다. 

[S-행1-상2]에서 정보에 한 요구를 받은 1번 학생은 ⑮나 ◯23 과 같이 자신의 생각

을 달함에 있어 보다 자세하고, 구체 으로 진술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재진술하기’로 유형화하 는데, 재진술하기는 상 발화의 내용을 그 로 재 하

는 것으로 언어 형식까지 같지는 않고 자신이 이해하여 머릿속에 의미화된 발화 내

용을 다시 그 나름의 언어 형식으로 표 하는 것이다(박종훈, 1996: 22). 즉 바꿔말하

기(paraphrase)의 형태로, 정보에 한 요구를 받았을 때 앞서 자신의 설명을 상 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단한다면 상 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 을 바꾸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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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한 요구 외에 개념  설명에 하여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그에 

한 정당화하기가 필요하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부족함을 시인하고 수정이나 의견 

철회 등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왜 그 게 생각하 는지에 하여 보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보다 강화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발언 

정교화하기, 자기 발언 옹호하기, 상  발언 반박하기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당화하기’로 제시하 다.  

앞서 [S-가1-상2]의 화에서 3번 학생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은 의식주이다’

라는 자신의 생각에 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2번과 5번 학생의 질의에 응하여, ‘정

신 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가 그런 것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

는 것이다’라는 을 자세히 언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교화시켜 나가고 있다(◯34 ).  

 

(3) 지식 구성하기

(가) 정리하기

지식 탐색하기에서 의견의 교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화를 마무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리하기 단계에서의 주요 발화는 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유형과 화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탐색하기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언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는 유형이 있다. 

[S-행1-상2]

◯30 1: (끼어듦) , 그게 희 입장입니다. 차별  복지를 하자는 것이 무조건 인 물질  지원

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각자 어떤 정책을 펼치

면 사회  약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4번, 5번 고개 끄덕임)

◯31 1: 우선 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드린 것처럼 일단 차별  복지를 세분화해서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후략)  

◯32 5: 사실 도, 차별 인 정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물질 인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폐인이나 백수처럼 기회를 붙잡지 않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덜 하거나, 물론 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원을 덜 하는 신에 

그런 남는 잉여 자 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돈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 인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33 1: 자, 자기가 복지에 한 정책을 말 해 주세요. 



- 86 -

◯34 2:  우선 복지 정책에, 국가면 복지 정책을 펼칠 때 나름의 테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우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유럽은 아동이나 여성, 그리고 미국은 완벽한 자유, 그런 

테마로 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테마로 해서 펼치는 복지 정책이 오히려 우

리나라처럼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때때마다 계속 바 어가는 그런 복지 정책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감할 수 있고 테마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복지를 행할 수 있는 그

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5 3: 어, 는, 어-(4번 학생을 가리키며) 먼  해.

◯36 4: ( 략) 그 기 때문에 물론 는 물질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느 정도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텐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직  주는 거보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물질 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물질 인 부분을 자

기가 취업 교육을 받는 데 사용한다든가 그 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

회를 주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질 인 도움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할 

의지가 없더라면은 일할 의지 없는 로 그냥 그 돈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일

할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사용해서 취업에 힘을 으로써 모두

의 삶에 만족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37 3: 도 복지 정책에 가장 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일자리가 생기면 

그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만큼 그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그니까 자기가, 자신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더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돈을 헛되이 쓰지 않기 때문에 

복지에 가장 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그동안 논의하 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이해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행1-상2]

에서는 1번 학생이 요약을 유도하는 발언(◯30 )을 함으로써 다른 참여자들이 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화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무

리 발언(◯32 ～◯37 )이 이어지고 있다. 정리하기 발화는 화의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 는지도 검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발화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나) 완성하기

완성하기는 비고츠키(Vygotsky, 1962)가 이야기한 ‘진정한 개념(true concept)’ 형성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완성 단계의 지식의 유형은 기존 생각을 유지하느냐 기존 생각

이 변화하느냐에 따라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학습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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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논제에 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생각

: 사회  약자를 한 복지 정책은 기회를 폭넓게 펼쳐야 한다.

②(토의 후 논제에 한) 재 자신의 생각

: 사회  약자를 한 복지 정책은 기회를 주면서 물질도 주어야 한다.  

는 토의처럼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토론처럼 찬반을 통한 승자를 가리는 것, 문제 해

결을 통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집단 화를 통해 완성된 지식의 모

습은 개인에 따라 다름을 제한다. 물론 공동의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요

하기는 하지만, 그 다고 해서 합의된 공동의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학습 화의 

목 의 부는 아니다. 학습 화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지식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

에 기존의 지식과는 달라진 모습이며, 학습자가 반성  사고와 내면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리하기의 경우에는 요약하기, 마무리하기 등의 정리 발언을 통해서 발화 유형, 양

상 등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하지만 완성하기는 학습 화를 통해 형성된 지식이 내면

화되어 개인  지식으로 자리 잡는 단계이므로 발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화 사후에 작성한 학습지와 면담을 통해서 

완성하기 단계에서 지식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 으로 확인하 다. 

[S-행1-상2-3◯ㄷ ] 

[S-행1-상2-3]의 학습자가 작성한 학습지를 보면, 이 학습자의 경우 원지식은 ‘기회 

제공’이었으나 학습 화를 통해 지식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

리하기 단계에서 수렴하 던 참여자들의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학습 화가 개인의 

지식 형성에 정 인 향으로 작용하 음을 확인하 다.

나) 학습 화의 진행 양상에 따른 유형

학습 화의 기본 인 담화 개 구조를 ‘지식 검하기-지식 탐색하기-지식 구성

하기’로 본다면, 각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구성되는지에 따라 학습 화의 진행 양

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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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형 미점검형 미탐색형 미구성형
[그림 Ⅲ.5] 학습 화의 진행 양상에 따른 유형

‘단계형’은 지식 검하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하기의 세 단계가 본연의 기능

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우이다. 즉 학습 화의 주요 단계가 모두 나타나며 각 단계의 

비  한 균형 있게 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 검형’은 지식 검하기의 단계가 없이 곧바로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에서 사고 

자극하기와 반응하기의 과정이 시작되는 유형으로 토론의 방식을 선택한 소집단의 경

우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이미 문제를 찬반의 입장으로 나 어 논

의를 시작하면서, 각 개인의 생각을 설명하기보다는 입론의 형식으로 같은 입장을 가

진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미탐색형’은 학습 화에서 가장 핵심 인 단계인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가 거의 나

타나지 않거나 생략된 것으로 진정한 지식의 형성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학습자들의 

학습 화에서 미탐색형은 지식 검하기 이후에 속한 합의를 통해 화가 마무리

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지식 구성하기 단계에서 형성된 공동의 지식이 하다

고 보기 어렵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도 인 한 사람의 생각에 무비

으로 동의해 버리거나 표 된 지식에 한 당한 수 에서의 충으로 지식이 

구성되므로 본질 인 의미에서 공동의 지식 구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미구성형’은 지식 검하기와 지식 탐색하기의 과정은 나타나나 지식 구성하기의 단

계가 제 로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이 경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단해 볼 수 있다. 

우선 논의가 충분히 일어났을 경우에는, 비록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지는 못하 지만 

다른 참여자의 생각을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 으로는 

지식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고 지식을 탐구했다는 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충분한 탐구 과정을 거치지 못하 기에 지식 구성

하기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한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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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단계형 8 3 1

미 검형 1

미탐색형 4

미구성
논의형 9 11 1

소논의형 6 8

별다른 의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런 차이로 인해 자의 경우를 ‘미구성-논의형’, 

후자의 경우를 ‘미구성-소논의형’으로 하여 보다 세부 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81)  

2) 학습 수 과 문제 성격에 따른 담화 개 양상

가) 학습 수 에 따른 담화 개 양상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를 학습 수 에 따라 ‘(최상)-상-( 상)- -( 하)-하’로 구분

하고, 이를 기 으로 소집단을 구성하 다.82) 이는 학습자의 학습 수 에 따라 학습 

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문제에 기 한 것이다. 학습 수 에 따

른 양상의 차이를 보기 하여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고, 학습 수 만을 달리한 소집

단을 선정하여 화를 분석하 다. 연구의 상으로 삼은 총 52개의 소집단을 학습 

수 에 따라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학습 화의 진행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Ⅲ.2> 학습 수 에 따른 학습 화 진행 유형

상  집단의 경우에는 단계형과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을 보 으며, 상  집단은 

미탐색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나타났는데 그  미구성-논의형과 미구성-소논의형

의 비 이 높았다. 하  집단은 미 검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나타났는데, 특히 

미구성-소논의형과 미탐색형의 양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수 에 따른 담화 개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하여 다음의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 다. 

81)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발화의 
양으로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 각 학습자들이 하나의 쟁점에 하여 의견 교환을 10회 이상 벌였
을 경우로 생각한다. 이는 소집단의 인원을 5명으로 가정하고 적어도 각 학습자가 한번 이상 의견
을 교환했을 때의 수를 계산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쟁점의 개수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쟁점에 
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비교적 논의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았다. 

82)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Ⅰ.3.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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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내용의 흐름 발화 유형

발언  

횟수

발화  

시간  

지식 

검

하기

물질 인 지원이 요하다.

기회를 주는 것이 요하다.

문제 이해하기 

생각 나타내기 

6회

(①～⑥)
2분 18

지식 

탐색

하기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물질  지

원은 필요하다.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기본 인 지원은 필요하다.

기회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차별

 복지가 필요하다 의미이다. 

정보 요구하기

문제 제기하기

재진술하기 

정당화하기 

24회

(⑦～◯30 )

9분 30

지식

구성

하기

차별  복지를 세분화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요약하기

마무리 

발언하기 

7회

(◯31 ～◯37 )

3분 58

문제 학습 수 소집단 구성 자료 번호 유형

가치

①

상  집단 최상  3명, 상  2명 S-가1-상2 미구성-논의형

상  집단 상  1명,  4명 M-가1- 1 미구성-논의형

하  집단
 1명, 하  2명, 하  1명 S-가1-하1 미구성-소논의형

 3명, 하  1명 S-가1-하2 미탐색형

행

①

상  집단 최상  1명, 상  4명 S-행1-상2 단계형

상  집단 상  1명, 상  4명 S-행1- 1 미구성-논의형

하  집단  1명, 하  1명, 하  2명 S-행1-하1 미구성-소논의형

(1) 상위 집단

상  집단의 경우 단계형과 미구성-논의형의 두 가지 양상을 보 는데 17개의 상  

집단  단계형이 8개 소집단, 미구성-논의형이 9개 소집단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상으로 삼은 소집단  [S-행1-상2]는 단계형의 양상을, 소집단 [S-가1-상2]

는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을 나타낸 사례이다. [S-행1-상2]의 학습 화 진행 양상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6] [S-행1-상2]의 학습 화 진행 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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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을 보면 [S-행1-상2]의 학습 화는 총 37회의 발언  지식 검하기 6

회, 지식 탐색하기 24회, 지식 구성하기 7회로 각 단계의 비 이 균형 있게 나타났다. 

발화 유형을 보아도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문제 분석과 설명을 한 문제 이해하기

와 생각 나타내기의 발화가 이루어졌으며,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물질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견해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는 생각이 립하면서 질의와 응답을 한 발화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논의

를 바탕으로 지식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차별  복지를 세분화해야 한다’와 ‘상황에 맞

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기와 마무

리 발언하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S-행1-상2]

◯30 1: (끼어듦) , 그게 희 입장입니다. 차별  복지를 하자는 것이 무조건 인 물질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각자 어떤 정책을 펼치면 사

회  약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4번, 5번 고개 끄덕임)

◯31 1: 우선 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드린 것처럼 일단 차별  복지를 세분화해서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후략)

◯32 5: 사실 도, 차별 인 정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물질 인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폐인이나 백수처럼 기회를 붙잡지 않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덜 하거나, 물론 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원을 덜 하는 신에 

그런 남는 잉여 자 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돈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 인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33 1: 자, 자기가 복지에 한 정책을 말 해 주세요. 

◯34 2:  우선 복지 정책에, 국가면 복지 정책을 펼칠 때 나름의 테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후략) 

◯35 3: 어, 는, 어-(4번 학생을 가리키며) 먼  해.

◯36 4: ( 략) 그 기 때문에 물론 는 물질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느 정도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텐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직  주는 거보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물질 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물질 인 부분을 자

기가 취업 교육을 받는 데 사용한다든가 그 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

회를 주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후략)

◯37 3: 도 복지 정책에 가장 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일자리가 생기면 

그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만큼 그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그니까 자기가, 자신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더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돈을 헛되이 쓰지 않기 때문에 

복지에 가장 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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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내용의 흐름 발화 유형

발언  

횟수

발화  

시간  

지식 

검

하기

물질  지원을 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질과 기회를 둘 다 주어야 한다. 

생각 나타내기

개념 정의하기

정보 요구하기

문제 제기하기

정당화하기

17회83)

(①～◯24 )

5분 27

지식 

탐색

하기

 지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

다. 기회를 제공한다고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  생계 지원으로는 살 수가 없

으므로 일할 기회를 지원해서 충분

히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보 요구하기

문제 제기하기

정당화하기

재진술하기 

50회

(◯25 ～◯74 )

8분 47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자 1번 학생이 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표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30 ). 이에 학습자들이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별  복지를 주장하던 1번 학생은 이를 세분화하자는 조정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31 ), 기회를 주는 것이 요함을 이야기하던 5번 학생도 물질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32 ). 역시 기회 제공을 역설하던 2번 학생도 테마

가 있는 복지 정책을 이야기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34 ), 물질 지원을 주장하던 4번 학생도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다(◯36 ). 이와 같이 학습 화의 단계에 따라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학습자들은 상 방

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하고, 이해하고, 비 으로 수용함으로써 공동의 지식을 구성

하는 데 성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중상위 집단

상  집단은 21개의 소집단 에서 17개의 소집단이 미구성형의 학습 화 진행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미구성-논의형은 11개, 미구성-소논의형은 6개로, 상  집

단의 경우 지식 구성하기의 단계로 나아가는 역량은 부족하지만, 지식 검하기와 탐

색하기를 통해 공유된 지식에 하여 탐구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의 상으로 삼은 [M-가1- 1]과 [S-행1- 1]은 모두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을 나

타내었는데, 이  [S-행1- 1]의 학습 화 진행 양상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7] [S-행1- 1]의 학습 화 진행 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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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행1- 1]의 학습자들은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각각 ‘물질  지원’, ‘일할 기회 

제공’, ‘물질과 기회 둘 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화를 시작하 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해 

논의하면서 화의 방향을 화하려는 시도를 보 다. 이어지는 지식 탐색하기 단

계에서는 각자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상 방이 설명한 것에 한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하 고 이 과정에서 질의와 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S-행1- 1]

◯43 1: - 지  기회, 기회를 주자는 입장에 해서 질문해 보고 싶은데 만약에 기회를 주면서 

돈을 벌고, 돈을 번다고 치면 만약에 만약 교육 인 문제도 있고 의료, 의료 인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44 3: 교육 인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

◯45 1: 를 들어 교육비도 그 고 식비도, 먹는 학교에서 먹는 식비도 사회  배려 상 그 

다, 산을 하고 그 정책을 마련해, 마련하고 있고 의료비도 되게 사회  배려를 하면서 사

회  약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기회를 다고 치면 

그 기회 받은 돈으로 그 사람들이 각자 그 돈으로 지  받고 있는 혜택을 돈으로 내야 하

는 겁니까?

◯46 3: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지원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원-지원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일정한 벌이가 되고 그 사람도 삶에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 

그 게 의료비나 교육비를 낼 수 있다고 본인이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으로 보여

질 때 그때서 이제 천천히 여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7 1: 그러면 받고 싶은 사람은 계속 받아도 되겠네요?

◯48 3: 아니죠, 일정 인 아니 일정  의, 은행 은행 같은 데서 뭐  쌓인 정도를 보고 

그런 경우에는 한도를 정해 놓으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원 침묵)

◯49 3: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회를 제공해 으로써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런 면에서도 더 발

될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게 기회 인 측면인데 과연 이런 혜택들이 물질 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많을, 많을 수 있을까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50 5: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사회  배려 상자들은 진짜로 정

말 일을 찾고 싶으면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찾고 있으니까 지  일을 안 

하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잖아요. 

3번 학습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련

83) ①③⑤⑦⑨⑪⑬은 교사가 발화한 것으로 발언 횟수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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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내용의 흐름 발화 유형

발언  

횟수

발화  

시간  

지식 

검

하기

물질 인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나 우정 같은 정신 인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생각 나타내기
6회

(①～⑥)

3분 41

지식 

탐색

하기

물질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하다.

문제 제기하기

정당화하기

8회

(◯7 ～⑭)

1분 36

지식

구성

하기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재진술하기 
2회

(⑮～⑯)
52

하여 1번 학생이 ◯43 , ◯45 와 같이 기회를 제공해 다면 인 지원을 회수해야 하

는지를 묻자 그에 해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46 ). 그

런데 ◯44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3번 학생이 이 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

는데 1번 학생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을 생각하여 답변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의 논리를 보다 탄탄히 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47 과 ◯48 의 발

화에서도 이 같은 양상을 보이며, ◯49 발화에서 3번 학생이 제시한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부수 으로 얻게 되는 혜택’에 해서는 물질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던 측에서는 생

각지 못한 내용이므로 다양한 상황에 한 고려들을 통해 지식이 확장되는 양상을 나

타내고 있다. 체 으로 탐구 화84)의 양상으로 진행된 이 논의의 과정에서 학습자

들은 비록 지식 구성하기의 단계까지 화를 진행시키지는 못하 지만 활발한 질의응

답을 통해 지식을 심화, 확장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하위 집단

하  집단에서는 미탐색형과 미구성-소논의형의 양상이 주로 나타났다. 미탐색형

은 [S-가1-하2]의 학습 화에서 찰되었는데, [S-가1-하2]의 학습 화 진행 양상

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8] [S-가1-하2]의 학습 화 진행 양상 분석

84) ‘탐구 화’와 관련하여서는 ‘Ⅲ. 2. 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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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가1-하2]에서 학습자들은 ‘인간다운 삶’에 해 화를 나 었는데, 1명이 사회자

의 역할(3번)을 자처하여 진행을 맡았고 나머지 네 학생이 찬반으로 입장을 나 어 

화에 참여하 다. 체 인 발언 횟수가 16회 고, 그  지식 탐색하기 단계의 발화

가 8회로 문제에 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된 

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1번과 4번 학생이 한 번씩 의견을 제시한 것 외에는 논의가 형

성되지 않았다. [S-가1-하2]의 지식 탐색하기 단계 발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S-가1-하2]

⑦1: 어, 제 생각에는 맨 처음, 입양 입양을 보낸다고 말 을 하셨는데 그 아이가 부잣집에 간

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한테 새엄마 새아빠가 될 텐데 나 에 크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아이는  정신 으로 충격을 받고  그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고 꼭 물질 인 것만이 그 아이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⑧2: 동의합니다.

⑨3: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⑩4: (4 ) , 어 000 군의 의견에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최소한의 복지가 갖추어져 있다

고 해도, 아 으 다, 다른 로 친구,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뭐 가족 간의 행복 이런 게 있다

고 하셨는데,  친구들, 친구들과 만난다면 올 때도 결국은 친구와 같이 놀러간다고 하고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도 결국엔 모든, 모, 그 어느 때 어느 때나 결국에 돈이 필

요하다고 니다.

⑪2: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음, 고개를 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조원들 웃음))

⑫4: (청 들에게) 어 어 죄송합니다.

⑬1: ****(사회자에게 뭐라고 속삭임)

⑭3: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000씨.

[S-행1-하1]과 [S-가1-하1]은 미구성-소논의형의 학습 화 진행 양상을 보 다. 마

지막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미구성형은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지식 검하기와 지식 탐색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탐

구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데, 이는 미구성-논의형의 경우이다. 따라서 미구성-

소논의형을 보인 하  집단의 경우에는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

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탐구의 경험도 제 로 겪어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S-행1-하1]의 학습 화 진행 양상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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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내용의 흐름 발화 유형

발언  

횟수

발화  

시간  

지식 

검

하기

우선 보편  복지를 해야 한다.  

선별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 

생각 나타내기

문제 제기하기

재진술하기

11회

(①～⑪)

2분 21

지식

탐색

하기

보편  복지로 인한 폐해가 많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장애우 등)은 

지원을 해야 한다. 

장애우들에 한 지원책은 마련되

어 있다. 

이건희 손자 같이 보편  복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선별  복지에 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정보 요구하기

재진술하기

문제 제기하기

정당화하기

21회

(⑫～◯32 )

6분 5

지식 

구성

하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회

(◯33 )

2

[그림 Ⅲ.9] [S-행1-하1]의 학습 화 진행 양상 분석

[S-행1-하1]의 학습 화 진행 양상을 보면,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에 한 개별 인 생각을 나 고, 이어서 ‘보편  복지의 폐해’, ‘선별  

복지에 한 오해’, ‘장애우’, ‘이건희 회장의 손자’ 등의 키워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논의를 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양상(◯23 ～◯32 )에서 보듯이 문제 제기나 정

당화의 발화들이 논리 으로 타당성과 성을 가지면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지식을 만들어 내는 데로 수렴하여 나아가지 못하 고, 논의가 흐트러지는 양

상을 보이자 사회자가 작스럽게 화를 마무리해 버렸다(◯33 ). 

 [S-행1-하1]

◯23 1: 보편  복지를 하면 여러 가지 ((4번 학생이 계속 웃자 1번 학생도 웃음을 터뜨림)) 정숙

해 주십시오.(웃음) 네 다시 한번 말  드리겠습니다. 보편  복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것  한 개- 문제가 되는 게 이건희 회장의 

손자, 손자께서 사회  약-자 사회  배려 상자로 학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것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에 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를 해야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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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4:((1번의 말을 듣고 웃음))

◯25 5:(웃음) 솔직히 이건희는 **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필요도 없는데, (모두 웃음) 아니 왜 웃

어? 근데- 그 게 하면은 (4번 학생을 가리키며) 어떻게 했으면, (웃음) 모르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26 3: 이쪽 입장을 정리하자면, 보편  복지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지  더 수치심을 느끼

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더 보편 으로 복지를 통해서 더 미래에 더 복지국가로 발 을 하

고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선별  복지보다는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장 없습니까? 

◯27 5: 없습니다.

◯28 3: 선별  복지는.

◯29 1: 어- 흔히들 생각하시는 걸로는 선별  복지는 약간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

는 것 같은데요. 만약 모두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주게 되면은 과연 그- 차이가 메워질 

것인지에 한 문제도 생기고 재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한민국에서 돈에 돈 같은 문제

로 계 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아닌지. 

◯30 2: 그리고 서민들 에는 돈이 많아서 세 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분명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세 을 내

라는 것은 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31 5: 아니,  *** 처음에 말했듯이 지 , 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미래를 서 세

을 조 이라도 더 거둬서 일을 ** 나 에 우리들 아이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32 2: 지  당장 아이는커녕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모두 웃음)

◯33 3: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검하기의 단계가 생략되는 미 검형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소집단 화에서

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S-가1-하2]의 경우 2번과 3번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제

로 표 하지 못한다는 에서 검하기의 양상이 제 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

지만, 이 경우에도 지식 검과 표 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검이 일

어나지 않았다고 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토론의 형식을 취했던 몇몇 조에서 찬반을 

나 어 화를 시작함으로써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에서 화가 시작되는 양상을 보

는데,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생각은 이미 공유되었다고 제한 것으로 보인다. 학

습 화의 과정이 토론의 성격을 띨 수는 있으나 토론과는 다른 특성과 역할을 지니

며, 한 같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

로 각자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 하는 지식 검하기의 단계가 학습 화에서는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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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 성격에 따른 담화 개 양상

소집단 화에서 화의 상이 되는 화제를 지칭하는 표 은 문제, 과제, 논제, 주

제 등 다양하다. 논제(論題, topic)라는 용어는 토론의 장을 떠올리게 하기 쉽고, 과제

(課題, task)는 처리나 해결의 부담이 느껴지는 용어이다. 주제(主題, subject)는 화

나 연구에서 심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화의 주제라고 했을 때는 

핵심 화제(이야깃거리)를 연상시키므로 한 용어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제(問題, question)’라는 용어를 택하 는데, 그 이유는 ‘문

제’가 ‘논쟁, 논의, 연구 따 의 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 단어 

‘question’이 ‘(논의·처리해야 할) 문제’, ‘의심하다, 의문을 갖다, 이의를 제기하다’ 등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므로 학습 화의 특성을 담아내기에 하다고 단했기 때문

이다.85)   

슈왑(Schwab, 1978)에 따르면 지식은 제기된 문제에 한 해답이므로 이를 얻기 

해 탐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는 탐구의 목 에 합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

게 해석된 결과 에서 지식의 조건에 부합된 결과가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앎

의 단 이다. 그 기에 자료는 문제에 답하기 한 수단으로 수집되며 문제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가 서로 다른 방식이나 방법으로 수집된다. 즉 문제는 각

각 자신에게 가장 합한 자료와 자료의 수집 방법이 있고, 이를 가장 하게 해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을 생성하는 탐구의 과정은 문제의 성격에 따

라 달라지며, 특정 지식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그 지식이 생성된 과정, 즉 지식

의 탐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 이라고 하 다(허경철 외, 2001: 242-244에서 재

인용). 슈왑의 생각은 지식의 구성을 목표로 하는 학습 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데도 

충분히 수용하여 논의할 만한 것이다. 한 그동안의 교육이 지식의 생성 과정을 탐구

함으로써 지식을 온 하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탐구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지

식 그 자체를 결정 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해 왔다는 에 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 도 학습 화의 교육  의의와 가치를 논하는 데 힘을 실어 다. 

슈왑의 논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 연구 문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학습자들에

게 제시되는 학습 내용이나 과제에 따라 상호작용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으며(박성

85) ‘문제’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슈왑(Schwab, 1978)의 논의도 있었다. 그는 지식은 제기
된 문제에 한 해답이며, 제기된 문제에 한 해답으로서의 지식은 탐구라는 지적 활동에 의해 얻
어진다고 하였다(허경철 외, 2001: 2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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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외, 2003), 력학습에서 학습 과제의 특징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개인 학습의 

질에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도 문제의 성격에 따라 지식의 구성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의 성격을 국어과 지식의 성격에 기반하여 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 의 문제로 

나 어서 제시하 다. 

국어과 지식의 성격을 이상의 세 가지로 제시한 데에는 ‘교육과정 속에서 혹은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이 무엇인가’에 한 탐색의 결과가 바탕이 되었다. ‘무엇이 가르치

고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인가’라는 물음은 교육과정 연구의 핵심 인 주제이며 

이 물음에 한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지식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신지나, 1996). 본 연구는 사회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지식이 개인과 타

인, 사회와의 련성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으므로, 지식의 사회  성격에 한 논의

를 심으로 지식의 성격을 탐구하 다. 

지식의 사회성에 한 연구에는 인식론 인 에서 지식의 사회성을 규명하려는 

과 사회학  에서 지식의 사회성을 강조하려는 이 있다. 자는 오크쇼트

(Oakeshott), 함린(Hamlyn), 허스트(Hirst), 피터즈(Peters) 등의 견해로, 교육 내용으로

서 지식을 객 으로 악하고 인류의 문화  유산인 통을 시하는 자유교육

(liberal education)에 의해 자유로운 이성의 함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신지나, 1996).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은 ‘자유교양교육’, ‘교양교육’, ‘인문교육’, ‘주지주의교육’ 등

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고  그리스시 부터 강조되어 오는 교육의 이상(理想)을 나타

낸다. 오늘날 자유교육은 직업교육 는 문교육에 비되는 일반교양을 한 교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 혹은 원리로 이

해될 필요가 있다(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1995). 후자는 (Young)과 애 (Apple) 등

의 견해로 지식을 집단 이고 사회 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식이 사회 으로 조건

화되고 결정된다는 을 강조한다(신지나, 1996). 이러한 사회학  에서는 허스트

와 피터스 등의 생각이 지배 계 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 하 으나, 자의 

은 교육과정 구성 시에 지식의 형식을 사회 계 과 문화를 월한 최소 필수교육과

정으로 가르치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다(김혜원, 1988). 즉 인식론 (혹은 

주지주의) 은 인류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공 인 언어에 담겨 있는 공  

통’인 ‘지식의 형식’을 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으로 강조한다(신지나, 1996). 

허스트(Hirst, 1965, 1974)와 피터즈(Peters, 1966)가 제시한 지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은 경험을 의미 있게 구조화해 주는 다양한 공  개념체계로서, 우리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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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품을 수 있는 모든 것 즉 사고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86) 허스트의 분류에 

따르면 지식의 형식에는 수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역사, 종교, 문학과 술, 도덕  

지식 등이 포함되는데, 그가 제시한 지식의 형식은 체로 통 인 교육과정의 핵심

을 이루어 온 이론  교과와 상응함을 알 수 있다(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1995). 따

라서 지식의 종류나 성격은 제시된 교과가 어떠한 지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 다시 

말해 교과의 특성을 악함으로써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수학은 객 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이나 공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하

며, 자연과학은 실험이나 찰을 통하여 자연 상에 한 이해를 추구한다는 에서 

사실  지식을 주요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다. 허스트의 분류에서는 사회과학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문과학이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의(廣義)로 규정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 으로 인문과학은 인간의 사상  문화에 심을 가지는 

것으로 자연과학이 객 으로 존재하는 자연 상을 다루는 데 비해 인간의 가치탐구

와 표 활동을 상으로 하므로 가치의 문제가 지식 구성에 있어 요하다. 역사와 

종교, 문학과 술, 도덕  지식도 인문과학을 의로 이해할 경우에 인문과학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들 한 가치의 문제가 학습과 련하여 주요하게 다루

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회학  이 지 한 

바와 같이 인식론  이 지식과 사회  상황과의 련성, 교육 내용이 결정되는 

구체 인 사태와 련한 문제에 심이 소홀했다는 이다(김혜원, 1988). 사실  지

식과 가치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  틀 속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사회

와 어떠한 련을 맺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사회  맥락 속에서 지식이 어떻게 

실천되고 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한 학습되어야 할 요한 지식의 특성이

다.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의 바탕 에서 상황에 한 이해와 분석, 단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은 지식의 실천  행 와 련한 것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과마다 다루는 지식의 내용은 다르지만 지식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에 따

르면 사실, 가치, 행 의 문제와 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국어교과는 내용 교과이자 도구 교과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의 내용과 범

86) 허스트와 피터즈가 ‘지식’ 신에 ‘지식의 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지식
이 우리가 흔히 지식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개념, 즉 ‘정보’로서의 지식의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호찬, 2012: 204). 허경철 외(2001: 244)에서도 체계와 구조로서 존재하는 ‘지
식’과 단편과 낱개로 존재하는 ‘정보’가 구별됨을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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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 의 문제 

단계형 3 6 3

미 검형 1

미탐색형 1 2 1

미구성
논의형 8 7 6

소논의형 5 2 7

가 여타 교과와는 차이가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교과의 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과 같이 다양하며, 이들 역에서 다루는 지식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문법은 언어 상에 한 탐구를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에서 사실  지식을 다루는 것으로, 문학은 인간과 사회에 한 이해를 추구한다는 

에서 가치의 문제가 주가 되는 것으로, 언어 사용 역들은 주로 방법  지식을 다

루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읽기의 경우에 상으로 삼는 자료들에 한 비  이해를 

추구한다는 에서 행 의 문제와 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어 교과의 특정한 역의 지식을 통하여 학습 화의 양상을 악하기보다

는, 세 가지 지식의 성격을 모두 살펴 으로써 국어과 학습 화의 양상에 하여 포

으로 근하고자 하 다. 이는 국어과 학습 화에 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타 교과 학습 화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데 기반을 마련해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한 데 기인한다. 

문제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서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고, 문제의 성

격이 달라짐에 따라 학습 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 다. 

<표 Ⅲ.3> 문제 성격에 따른 학습 화 진행 유형

사실의 문제의 경우에는 미구성-논의형이 8개 집단, 미구성-소논의형이 5개 집단으

로 13개 소집단에서 미구성형의 진행 양상을 나타내었다. 행 의 문제도 미구성-논의

형이 6개 집단, 미구성-소논의형이 7개 집단으로 사실의 문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이에 비해 가치의 문제는 6개 집단이 단계형, 7개 집단이 미구성-논의형으로 나타나 

사실의 문제나 행 의 문제보다는 단계형의 양상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에 따른 양상이 이와 같이 나타난 이유에 하여 보다 면 하게 찰하기 해

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 구체 으로 어떠한 진행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해 학습자가 화에 극 으로 참여하여 학습 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논

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상  집단과 상  집단을 분석의 상으로 선정하여 연

구하 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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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의 문제 

사실(事實)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상을 뜻하

는 말이다. 따라서 사실의 문제는 참과 거짓에 의해 단될 수 있는 것으로 객 인 

자료와 근거를 통한 실증(實證)이나 검증(檢證)이, 사실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요한 기 이 된다. 

사실의 문제에 하여 논의를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는 것이 일견 성립 불가능

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  실제 지식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찰과 검증을 통한 논의의 결과이다.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명백한 진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 그것을 조정하는 방법 등 사실의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

른 생각이나 입장,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

든지 존재한다. 탐구 학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문법 지식을 그 로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요한 것이다. 역사  사실 한 교과서

에 쓰여 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생각의 공유를 통해 부

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훨씬 살아 있는 지식으로

서의 의미를 가진다. 역사 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  재 지식인들이 합의한 결과

이지 원한 지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식의 특성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사실의 문제는 학습자가 얼마든지 화를 통해 지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이다. 

다만 사실의 문제는 입증이 어렵고 객 이고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

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수 이나 배경 지식, 학습에 한 비 정

도에 따라 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 논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 

토론의 장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습 화의 경우에도 학습자들이 사

실의 문제를 화를 통해 탐구한다는 것을 생소하게 느낄 수 있고, 화의 진행에 다

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의 문제로 ‘①단일민족 국가는 타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응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와 ‘②기술의 진보는 인에게 여가시간을 늘려 다.’를 제

87) 중하위 집단, 하위 집단에서 문제에 따른 학습 화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연구이지만 본 절에서는 문제가 학습 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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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습 수 소집단 구성 자료 번호 유형

사실

②

상  집단
상  5명 S-사2-상1 미구성-논의형

최상  2명, 상  3명 S-사2-상2 미구성-논의형

상  집단 상 1명,  4명 M-사2- 1 미구성-논의형

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단계형 2 1

미 검형 1

미탐색형 1

미구성
논의형 3 3 1

소논의형 2 3

시하 다.88) 

총 52개의 소집단 에서 17개의 소집단이 사실의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 다. 이들 

집단이 보인 학습 화 진행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사실의 문제’에 한 학습 수 별 진행 양상 분석 

<표 Ⅲ.4>를 보면 상  집단의 경우 단계형과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이, 상  집

단의 경우에는 미구성형의 양상이, 하  집단의 경우에는 미구성-소논의형의 양상

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소집단에서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보다 구체 으로 사실의 문제의 학습 화 진행 양상을 알

아보기 해서 다음의 자료를 선정하고 학습 화의 양상을 분석하 다.

[S-사2-상1]의 화는 ‘문제에 한 각자의 생각 표 (①～⑧)→사례 제시(워드 작

업, OMR 처리)를 통한 반문(⑨～◯15 )→개념 확인 요청과 응답(◯16 ～◯22 )→사례(트랙터 

사용)를 통한 문제 제기와 질의응답(◯23 ～◯37 )’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자의 생각

을 표 하는 ①～⑧의 발화는 지식 검하기의 단계로, 사례 제시와 질의응답이 이루

어지는 ⑨～◯37 의 발화를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로 볼 수 있다. 

88) 본 연구에서 문제의 성격을 나누어서 학습 화의 진행 양상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실의 문제 ①의 경우 ‘단일민족 국가의 타문화 수용과 
적응’에 관한 사실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 차원이지만, 여기에 ‘타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가치의 문제나 ‘타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와 같은 행위의 문
제가 논의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문제의 핵심은 사실 여부를 논하는 데 
있으므로, 이 논의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통한 사실 입증에 초점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
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사실의 문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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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2-상2]의 화는 ‘문제에 한 자신의 생각 표 (①)→의견에 한 반론(②～

⑤)→반론에 한 질문(미국과 유럽의 기술자, 스마트폰 사례 제시)과 응답(⑥～◯13 )→

반론에 한 재질문과 응답(정보보안 문가의 사례 제시)(◯14 ～◯28 )’와 같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 다.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①～⑤의 발화는 지식 검하기의 단계로, 

검하기 단계에서 나타난 생각들에 한 질의응답이 일어나는 ◯6 ～◯28 의 발화를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로 볼 수 있다. 

[M-사2- 1]의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개념 이해에 한 요청과 응답(①～③)→문제

에 한 각자의 생각 표 (④～◯10 )→제시한 근거(인터넷 사용과 직장인의 여가 시간)

에 한 문제 제기와 응답(◯11 ～◯16 )→제시한 근거(직장인 웹툰)에 한 문제 제기와 

응답(◯17 ～◯28 )’으로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념 이해와 생각 표 이 나타나는 ①～

◯10 의 발화는 지식 검하기로, 근거 제시를 통한 질의응답이 나타나는 ◯11 ～◯28 의 발화

는 지식 탐색하기로 볼 수 있다. 

세 집단 모두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쟁 을 가지고 질의응답이 

진행되므로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사

실 화의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객 인 자료를 통한 의

견의 제시가 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의 진보와 여가 시간’의 계를 설명하기 

해 각 소집단에서 사용한 근거들은 ‘컴퓨터를 통한 워드 작업, OMR카드, 트랙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 진보의 결과물들과 ‘미국과 유럽의 기술자의 삶, 정보

보안 문가의 일상, 우리 사회의 직장인’과 같은 개인의 삶의 모습에 한 것이었다. 

이  기술 진보의 결과물들은 학습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이기에 사 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개인의 삶과 련한 자료들은 사  조사를 통해 비한 

내용이었다. 화가 끝난 후에 작성한 학습지를 분석해 본 결과 [S-사2-상2]의 학습

자들은 ‘정보보안 문가’의 사례에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의 문제는 

객 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임을 고려하 을 때 사실의 

문제에서 의미 있는 공동의 지식을 얻기 해서는 객 이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

여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혹은 련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도자(이끔이)

를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우 에 있는 사람

의 생각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공동의 지식 구성은 쉽게 이루어지지만 탐구의 과정이 

하 는지는 검증해 보아야 한다. 

한 사실의 문제 논의 과정에서는 제시된 자료의 출처와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요구와 문제 제기 발화가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객 인 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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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문제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는 개인  지식의 사실성/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객 이고 명확환 자료를 조사를 통해 비한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생각을 달하는 것이 요하다.

 -구체 인 자료에 한 요구, 자료의 출처에 한 정보 요구, 자료의 진실성/사실성에 

한 문제 제기가 질의하기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주도자의 의견을 무비 으로 수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지식 구성하기 단계의 요성을 알고 해당 단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 논의된 지식을 정리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의 요성을 이해

한다.

 -정리하기와 완성하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발화 유형들을 익  활용한다. 

지식이 구성되는 것이 요한 만큼 다른 학습자가 제시한 자료의 사실 여부와 믿을 

만한 출처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실의 문제를 한 소통의 기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2) 가치의 문제

우리는 어떤 상, 사람, 생각, 사건 등에 하여 정 이거나 부정 인 반응 혹은 

태도를 표명한다. 바로 이러한 정  혹은 부정 인 느낌, 태도 등을 나타내는 표

들을 ‘가치’라고 부를 수 있다(배채진 외, 2008: 134). 가치의 문제는 ‘옳다, 그르다, 좋

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 등과 같이 ‘ 상이 인간과의 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요성’에 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의 문제에서는 어떤 상에 한 

‘가치 단’이 요한 쟁 이 되며, 그러한 단을 내리게 된 근거의 정당성을 확보하

는 것이 요하다. 가치의 문제를 자세히 이해하는 데는 토론에서 다루는 가치 논제

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가치 논제는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가치 을 고집할 경우 합의 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립되는 입장이 만나는 지 을 찾지 못하면, 토론의 과정 에 서

로의 가치 이 다르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토론이 끝나게 될 수도 있다. 첨 하게 

립하는 토론의 장에서는 어느 쪽이 논제에 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더 많은 

근거를 조사하 는지, 조사한 자료는 합한 것이며 이것이 주장을 효과 으로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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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가름이 나게 된다. 그런데 가치 논제는 가치

이나 신념과 한 련이 있으므로 상 방이 아무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해도 서로 다른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토론 자체가 무의미해지기도 

한다(정석환, 2013: 18-19). 즉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가치의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학습의 장에서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 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등의 가치

에 하여 이야기를 나 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다. 랜엄(Branham, 1991)의 지 처

럼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의 가치에 해 이야기를 나 는 것에는 익숙

하여(Snider & Schnurer, ; 민병곤 외 공역, 2014: 143 재인용) 가치 토론을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학습 화의 분석에서도 학습자들은 다른 문제들에 비하여 

가치의 문제에 비교  쉽게 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치를 평가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어 상 방과 립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가치의 문제

에 한 학습 화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 다.  

가치의 문제에 하여 학습 화를 진행할 때에는 릴리와 스타인버그(Freeley & 

Steinberg, 2005)에서 제시한 가치 토론에서의 필수 쟁 인 정의  쟁 (definitive 

issue)과 지시  쟁 (designative issue)의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의  쟁 이

란 가치와 련하여 주요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 가치 단의 기 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시  쟁 이란 가치와 련하여 제시된 사실이 개념 정의

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과 이 경우에도 동일한 가치 단이 용되는지 타당

성 여부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정석환, 2013: 24). 지식을 검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제시된 가치 문제의 쟁 이 무엇인지를 악하고 이에 따라 문제에 근

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의 문제로 ‘①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와 ‘②여

성의 삶에서 가장 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제시하 다. 학습자들이 소설《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고 시가《규원가》를 학습한 이후이므로, 이와 련하여 각각 

‘인간다운 삶’과 ‘여성의 삶’이라는 문제에 해 ‘좋다’, ‘ 요하다’, ‘바람직하다’ 등과 

련한 가치의 문제를 탐구해 보도록 한 것이다. 

총 52개의 소집단 에서 18개의 소집단이 가치의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 다. 이들 

집단이 보인 학습 화 진행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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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단계형 4 2

미 검형

미탐색형 2

미구성
논의형 3 5

소논의형 1 1

문제 학습 수 소집단 구성 자료 번호 유형

가치

①
상  집단

상  5명 S-가1-상1 단계형

최상  3명, 상  2명 S-가1-상2 미구성-논의형

가치

②
상  집단

최상  2명, 상  3명 M-가2-상1 단계형

최상 1명, 상  5명 M-가2-상2 미구성-논의형

<표 Ⅲ.5> ‘가치의 문제’에 한 학습 수 별 진행 양상 분석

<표 Ⅲ.5>를 보면 상  집단의 경우 단계형과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을, 상  집

단의 경우에는 주로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을 나타내었고, 하  집단의 경우에는 미

구성-소논의형과 미탐색형의 양상을 각각 한 개의 소집단과 두 개의 소집단에서 나타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실의 문제가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을 많이 나타낸 것에 비해, 가치의 

문제에서는 미구성-논의형뿐 아니라 단계형의 양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가치의 문제와 련하여서는 다음에 제시된 자료들을 심으로 구체 으

로 어떠한 양상들이 나타나는지 분석하 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 하여 학습 화를 진행한 [S-가1-상1]의 담화 

개 양상을 살펴보면 ‘문제에 한 각자의 생각 표 (①～⑩)→ 의견에 한 질의응답

1(2번 학생의 ‘돈’이 가장 요하다는 것에 한 논의)(◯11 ～◯39 )→의견에 한 질의응답

2(‘정신 인 가치 추구’에 한 논의)(◯40 ～◯54 )→논의에 한 정리(◯55 ～◯56 )’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화에서는 지식 검하기와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다음 발화에서 보듯이 정리하기를 시도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려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S-가1-상1]

◯55 3: 무 진 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서 정리를 해 시다. 모두 다 정신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에는 동의하는 바입니까? 인간의 삶의 기본조건은 정신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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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해서 동의합니까? 그리고 수단으로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56 2: 독단 일 수는 없죠. 항상 두 가치가 조화를 이 야 합니다. 

마지막 지식 구성하기의 발화가 미약하게 드러나기는 하 지만 학습 화를 진행하

면서 소집단의 의견을 한데 모아 공동의 지식을 만들어내고자 하 다는 에서 단계

형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가1-상2]의 화는 ‘문제에 한 각자의 생각 표 (①～⑩)→ 의견에 한 질의응

답(‘의식주’가 요하다는 3번 학생을 심으로 ‘정신 인 가치’도 요하다는 의견이 

립)(◯11 ～◯36 )’과 같이 진행되었다.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5명의 학생이 모두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 으며, 지식 탐색하기에서도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립되는 가치를 두고 활발한 질의응답이 벌어지는 모습이었다. 물질  가치인 의식주

가 요하다고 주장하던 3번 학생이 다음에 보이는 발화와 같이 정신  가치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 으나 본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의견이 그러한 것이었음을 항

변하는 것으로 발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식 구성하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화

가 종료되었다. 

[S-가1-상2]

◯24 3: 까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의식주가 포함이 다고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아니라 의식주

는 기본 으로 어떤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거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동물과 같이 생존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그게 000 학생이

나 계속 얘기했듯이 정신 인 측면이 당연히 거기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인데 기본 으로는 

물질 인 어떤 보장이 있고 그 에 정신 으로 어떤 행복이라든가 가족 간의 조화 그런 

어떤 정서 인 측면이 첨가가 돼야지 그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는 얘기한 것입니다. 

◯25 2: 맨 처음에도 그 게 하셨나요?

◯26 3: .

◯27 2: 맨 처음에는 의식주만.(모두 웃음)

◯28 3: 의식주 얘기를 할 때 동물 동물 삶과 반 가 되는 게 아니라 동물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동물 인 삶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의식주인 거고 거기다 당연히 어떤 정서 인 측면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는 얘기했습니다.

◯29 5: 근데 이러한 의식주가 충분히 충족이 되면은 인간다운 삶을 사 사는데 별로 어떤 불편한 

요소가 없으니까 의식주가 충족되면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신 겁니까?

◯30 3: 아이까.

◯31 2: 맨 처음에 그 게 말하지 않았나요?

◯32 3: 그것이 기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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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               ★기본이고?

◯34 3:                        ★기본이고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주어져야 될 조건인 거고 그 

에 당연히 뭐 계속 얘기하는 행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첨가가 되는 건 당연

한 것이고 다만 기본이기 때문에 좀 더 요하다고 는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어떤 게 아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에는 의식주 

쪽이 좀 더 요하다고 얘기한 거일뿐입니다.   

  

[M-가2-상1]의 화는 ‘문제에 한 각자의 생각 표 (①～⑧)→ 의견에 한 재진

술(◯9 ～◯14 )→ 질의응답(◯15 ～◯17 )→ 마무리 발언(◯18 ～◯24 )’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의 생각을 표 하는 ①～⑧을 지식 검하기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다음 과정에서 

상 방의 의견에 한 질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재진술하면서 정당화하기의 양상

을 보이는 이 특이하 다. 질의응답은 3, 4, 5번 학생 사이에 각각 1회로 매우 미약

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⑨～◯17 의 발화를 묶어서 지식 탐색하기의 단

계로 보았다. 지식 구성하기의 단계(⑱∼㉔)에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

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요약하기와 마무리 발언하기의 양상을 동시에 나타내

고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탐색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보여 주는 데 을 

두고 있는 모습이었다. 

[M-가2-상1]

◯18 교사: 끝났습니까? 네가 여성이잖아. 그러면 네의 삶에서 제일 요한 건 뭐야?

◯19 4: 자유. 리덤.

((학생들 산만해짐. 토론자들과 방청학생이 왁자지껄함))

◯20 4 : 여성분들!! 자신의 삶을 사세요… 

◯21 5: 는 지 의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 자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가 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22 3: 여성은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이… 요합니다.

◯23 2: 여성은 자신을 존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 1: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M-가2-상2]의 화는 ‘문제에 한 각자의 생각 표 (①～⑪)→ 의견에 한 질의

응답(6번 학생의 ‘돈이 요하다’라는 생각을 심으로 논의가 진행)(◯12 ～◯23 )’으로 진

행되어 지식 구성하기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을 보 다. ‘여성

의 삶에서 가장 요한 것’에 하여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각 학습자들은 ‘돈, 남

성과의 차별 지, 안정, 자기만족, 안 ,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사회’와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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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의 문제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문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의 문제는 개인의 주 인 견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므로 문제에 제시

된 기본 인 개념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의 을 잃기 쉽다는 

을 기억한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 립하는 가치 이 무엇인지를 악하여 갈등을 조 해 나

가야 한다. 

 -가치 이 립하는 지 을 찾고, 생각을 지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악한다.  

 -학습 화의 목 이 지식의 구성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와 응답을 통해 문제를 탐색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감정 인 갈등이 유발되기 쉬우므로 어휘의 사용이나 표  등에 유의한다. 

• (全) 과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화에 참여해야 한다. 

 -가치의 문제를 지식의 성격으로 이해해야지 개인 간 가치 의 립으로 이해하고 

화에 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양한 생각들을 이야기하 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주와 층 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돈’은 물질 인 요소이고, ‘안정, 자기만족’은 정신 인 요소이며, ‘남성과

의 차별 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사회’는 제도나 정책 인 것과 련한 요소

이다. 이 게 서로 다른 범주의 요소들을 내세우다 보니 논의가 화되지 못하고 

결국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돈’을 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

다. 

사례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치 문제의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가치의 문제

에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에 한 합의가 먼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가 진행

이 되어야 화된 문제를 통해 생산 이고 발 인 논의가 가능해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치의 문제는 개인의 가치 과 주 인 단이 논의의 요한 요

소로 작용을 하다 보니 학습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것으로 화에 참여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사실의 문제나 행 의 문제와 달리 가치

의 문제와 련된 지식이 ‘개인  지식’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므로 이 문제와 련

해서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 상 의 지식을 탐구해 가기 보다는 자신의 지식의 정당성

을 알리는 것이 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는 듯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가치의 문제를 한 소통의 기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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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문제 

행 의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실천과 련한 문제이다. 이때 실천  행

는 재 상태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향한다. 그

기에 행 의 문제는 앞서 언 한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의 바탕 에 성립하는 문

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황에 한 폭 넓은 이해와 그에 한 분석, 그리고 

실  가능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논의를 이끌어 가는 심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학습 화, 국어교육의 측면에서 행 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비 인 

시각과 안목을 기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 이고 실  가능한 안을 

찾아보는 연습을 통해 논리  사고력, 비  사고력과 사회 문제에 한 이해력, 인

식의 폭을 확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행 의 문제의 경우에는 비  읽기 

자료를 통해 텍스트를 비 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실  가능한 안을 제시

하는 방향으로 학습 화 상황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비문학 제재 읽기를 통한 공동

의 지식 구성에 한 경험은 나아가 사회 문제 해결을 한 공동의 지식 구성으로 확

장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행 의 문제의 특성은 토론에서의 정책 논제를 통해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볼 수 있

다. 사회나 개인의 행 를 다루는 정책 논제는 미래의 행동 방침이나 정책을 토론의 

상으로 삼는다. 사실 논제나 가치 논제가 신념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정

책 논제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정책 논제로 토론을 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바

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해 구체 으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재의 

정책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정석

환, 2013: 18). 따라서 정책 논제를 이해하고, 토론을 비하기 해서는 재의 상황

에 한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유용성 등에 한 조사와 단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 논제에서 찬성측은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  실천 

방안을 논하게 되고, 반 측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문제 과 도입 반  이유 등을 역

설하게 된다. 이러한 에서 정책 논제는 부분 으로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의 요소

를 포함한다(정석환, 2013: 19). 

정책 토론의 필수 쟁 은 문제의 배경과 용어  개념 정의, 정당화, 방안, 이익과 

부작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토론에 임할 때에는 논제에 한 주요 개념에 

한 정의를 입론 과정에서 밝 야 하며, 논제가 명시하고 있는 역사 인 배경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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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단계형 2 1

미 검형

미탐색형 1

미구성
논의형 3 3

소논의형 3 4

문제 학습 수 소집단 구성 자료 번호 유형

행

①

상  집단
최상  1명, 상  4명 S-행1-상2 단계형

최상  1명, 상  4명 M-행1-상1 단계형

상  집단 상  1명, 상  4명 S-행1- 1 미구성-논의형

념 인 근거 등에 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이상철 외, 2010: 307-308). 제

시된 문제가  상황 내에 지속 으로 내재하는 문제인지의 여부, 제시된 문제가 재

는 물론 미래에까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한 물음의 답은 ‘정당화’와 련

되고, 제시된 방안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제시된 방안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것인지 여부는 ‘방안’의 요소에 해당한다. ‘이익’  ‘부작용’과 련해서는 제시된 

방안이 사회 인 이익을 낳을 것인지, 정책 으로 야기될 불이익보다 클 것인지의 여

부에 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정석환, 2013: 24-25).  

본 연구에서는 행 의 문제로 ‘①사회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와 ‘②인터넷의 발달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까?’를 제시하 다.  

총 52개의 소집단 에서 17개의 소집단이 행 의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 다. 이들 

집단이 보인 학습 화 진행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6> ‘행 의 문제’에 한 학습 수 별 진행 양상 분석

<표 Ⅲ.6>을 보면 상  집단의 경우에는 미구성-논의형과 단계형의 양상을, 상  

집단의 경우에는 주로 미구성형의 양상을 나타내었고, 하  집단의 경우에는 미구

성-소논의형의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 사실의 문제나 가치의 문제와 비교하 을 때 

반 으로 미구성-소논의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행  문제의 구

체 인 양상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S-행1-상2]의 화는 ‘문제에 한 각자의 생각 표 (①～◯6 )→ 의견에 한 질의

응답(‘물질  지원’과 ‘일할 기회의 제공’으로 입장이 나뉘어서 논의가 진행됨)(◯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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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과 마무리 발언(◯31 ～◯37 )’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S-행1-상2]

①1: 우선 희 조의 논의 주제는 ‘사회  약자’에 한 것인데, 그냥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루즈한 토의가 될 것 같아서 희는 입장을 좀 나눴습니다. 우선 입장 차이는, 

한쪽 입장에서는 사회  약자를 해 배려할 때 물질 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다른 쪽 입장

은 기회 으로 지원해야 하는가로 나눴습니다. 우선 물질 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쪽이 먼  

얘기하겠습니다. 

①의 발화를 보면, [S-행1-상2]의 소집단에서는 사  학습을 통하여 ‘사회  약자를 

한 정책’에 하여 입장을 정하고 학습 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에 

한 이해와 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핵심 쟁 을 심으로 

질의응답이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 구성하기의 단계에서 공동의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M-행1-상1]은 다음 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약자에게 필요한 제도  지원이

나 방법이 무엇인지에 한 논의로 공유가 시작되었다. 발화의 진행 양상을 정리해 

보면, ‘각자의 의견 표 (①～⑩)→의견에 한 질의응답(‘마음’이 요하다는 의견에 

한 논의)(⑪～◯21 )→ 제시된 의견에 한 화된 논의 제안과 응답(◯22 ～◯28 )→각자

의 생각 정리를 통한 논의 마무리(◯29 ～◯32 )’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M-행1-상1]

①3: 제 생각에는 사회  약자하면 떠오르는 것이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생각이 나서… 건

강보험제도를… 지  잘 시행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좀 더 넓게 시행했으면 좋겠

습니다. 

②조원들: 어떻게요? (학생들 웃음) 

③3: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참여자들 서로 치 보다가 4번 학생이 하려고 시도함.))

④교사: 자 4번 이어서 가 보세요.

⑤4: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 어… 최소한 비인간 이고 비윤리 인 일탈행 를 하지 못하게 그

러니까 안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를 들어 먹을 것이 없

으면은 그냥 살기 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쳐서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기본 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인 제도. 먹을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⑥3: 그러면 그런 기본 인 게 갖춰지지 않아서 살려고 일탈하는 것을 막기 한 제도 요? 

⑦4: 네.

⑧3: 찬성이에요……. (학생들 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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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5: 는 사회  약자를 도와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가 많이 이 졌으면 좋겠어요. 를 들

어 다문화가정이 사회  약자잖아요. 다문화가정이 애기들 한  교육 시키는 거 힘들어 하

고, 그런데 지 은 그런 교육을 시키기 한 이  언어 표기가 나왔데요. *** 이런 걸 홍보

를 효과 으로 하면 모든 다문화가정이 배울 수 있잖아요.

⑩1: ((자신 없는 자세와 표정)) 는 일단 마음이 제일 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와 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 마음이 제일 요하다고 생각해요.

( 략)

◯22 교사: 논제가 사회  약자를 한 정책이잖아. 되도록이면 정책이라고 되어 있으니깐 정책이

나 제도로 맞추면 좋을 거 같은데…….

◯23 3: 아!! 아까 이야기한 거 계속 할게요. 건강보험제도 약간 말실수한 거 같애요. 제가 정확하

게 명칭을 지을 수는 없지만 를 들어 노인복지제도** 노인들이 다른 걱정도 많지만 건강

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 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랑… 장애인들에 한 

보조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는. 를 들어 장애인분들 지원 도 

제 로 안나 와서 이번에 다치신 분들 지원 제 로 못 받아서 한 달에 60만원인가 그 정도

로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한 물질 인 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24 조원들: (웅성거리며) 같지 않나?

◯25 3: 추가했어요, 추가. 를 들어 이런 게 있다, 보장제도.

◯26 조원들: (웅성거리며) 보험이나 보장이나.

◯27 3: 어 든 요한 건 물질 인 지원이에요.

[M-행1-상1]의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사회  약자를 한 지원 방법을 살펴보면, 3

번과 4번 학생은 제도 인 측면에서 근하고 있으나 5번은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1번은 마음이 요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문제에서 요구한 바

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어지는 논의가 ‘마음’을 심으로 진행되

면서 논의가 사회  약자를 한 정책에서 벗어나자 교사가 논의의 을 조정하면

서(◯22 ), 다시 정책에 한 이야기로 복귀하 다. 그러나 3번 학생이 제시한 정책에 

한 생각은 구체 이지 못하며, 사실에 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에 

학습 화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 다. 

[S-행1- 1]의 반 인 학습 화 진행 양상은 앞서 제시한 [S-행1-상2]와 비슷하

게 나타났다. ‘문제에 한 각자의 생각 표 과 개념 정의(①～◯24 )→의견에 한 질의

응답(‘  지원’과 ‘일할 기회 제공’으로 입장이 나뉘어 논의가 진행됨)(◯25 ～◯74 )’으

로 지식 구성하기 단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 지식 검하기의 단계에서 ‘사회  약자’에 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심을 잡은 상태로 화를 진행할 수 있었고, 양측에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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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의 문제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악해야 그에 한 이후의 논의(

안 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념 정의와 문제 이해하기를 통한 문제 분석하기가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문제에 하여 심을 가지고, 문제와 련한 자료들을 사 에 조사하여 내용

을 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  집단의 경우에는 문제와 련하여 사  비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상 방이 이야기하는 정책/제도/행 의 타당성 여부 즉 

실  가능성 여부를 집 해서 탐구해야 한다. 

 -정보 요구와 문제 제기는 타당성과 실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을 맞추어야 한다. 

 -개인  차원보다는 사회  차원에서의 이익에 을 두고 문제 해결을 한 방안을 

찾도록 한다. 

•지식 구성하기 단계의 요성을 알고 해당 단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정리하기와 완성하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발화 유형들을 익  활용한다. 

는 정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등을 지 하는 문제 제기가 나타남으로써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지식들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갔다.  

[S-행1-상2]와 [S-행1- 1]에서는 학습자들이 사  학습을 통해 문제를 충분히 이해

하고 비한 상태에서 화를 진행하 기에 지식 탐색하기 단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이에 따라 지식 구성하기의 단계로 나아가기가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

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천을 제하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제도

가 실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리기 쉽

다. 정책이나 제도의 실  가능성을 논하려면 그러한 정책이 마련되기 한 바탕 즉 

사회  상황에 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고, 다양한 정책들에 한 조사와 탐구, 비교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 기에 행 의 문제에 한 학습 

화는 사실의 문제 못지않게 화 참여자의 지식 수 (역량)과 사  비가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상  집단이나 상  집단의 경

우에는 행 의 문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를 펼칠 수 있으나 그 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 

탐색하기의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아  지식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행 의 문제를 한 소통의 기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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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화의 내용 구성 양상

1) 학습 화의 내용 구성 분석틀

학습 화의 내용 구성 양상은 ‘화제의 개’와 ‘논증 구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내용 구성 양상은 ‘지식 탐색하기’를 심으로 화제의 국면 개를 통해 심 화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석하 고, 논증 구성은 그 진행 과정에서 화제들이 어떠한 논

리  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가) 화제의 개

개인의 머릿속에 담겨 있던 지식이 ‘외면화(externalization)’되어 소집단 구성원들에

게 공유된 이후에는 논의를 거쳐 다시 개인의 지식으로 ‘내면화(internalization)’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때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가 어떻게 개되느냐에 따라서 내면화되

는 지식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피셔 외(Fischer et al., 2002)에서는 지식이 외면화

된 이후에 의문화를 통해 자극되며, 갈등을 통해 발 한다고 설명하 다. 사회 인지  

갈등은 지식의 변화와 순환을 진한다는 에서 요하며, 다양한 의견의 충돌과 갈

등을 통해 하나의 합일 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식의 형성 과정

이라는 것이다. 포스놋(Fosnot, 1989)이 설명한 구성주의의 네 가지 원리  하나인 

‘의미 있는 학습은 인식  충돌을 해결하고 반 하는 가운데 일어나며, 그런 학습은 

비교  빠르게 불완 한 이해를 고칠 수 있도록 해 다’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포스놋은 인지  불 화(Cognitive dissonance)가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도

록 충분한 불균형(disequilibrium)의 상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부정 인 것이 아니

며 오히려 학습 과정의 기본 인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 다. 구성주의자들

은 한층 더 깊은 학습은 오랜 기간의 혼란과 놀람의 상태를 통해 일어난다고 믿으며, 

이러한 인지  충돌은 학습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평가하고 이  지식(prior 

knowledge)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설명한다(Foote & Vermette, Battaglia, 

2001: 정희모, 2006: 53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학습 화의 지식 탐색하기 과정에서 

보이는 화제의 개 양상에서 ‘인지  갈등과 해소’가 요하다고 단하고, 이에 주

목하여 지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화의 양상을 찰해 보고자 하 다. 

학습 화에서 보이는 갈등과 해소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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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학습자들이 문제에 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 이 비슷하거나 문제에 한 입장이 동일하여 인지 이 갈등이 유발

되지 않는다. 둘째는 갈등이 발생하나 해소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

의 지식이 옳다고 확신하여 상 방의 지식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우와 

그 문제에 한 입장이나 가치 이 확고하여 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지식의 충돌과 입장의 립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나 합의 을 찾지 못

한 채 계속해서 논의가 평행선을 게 된다. 셋째는 갈등이 발생하나 논의를 통해 합

의 을 찾아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이해하

고 극 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지식을 도약시키는 발 으로 삼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무비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 으

로 인식하고 타당함과 정확성 등을 따져서 수용하게 되므로 비  사고력과 논리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자신의 지식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

다. 한 지식을 설명할 때에도 상 방이 나의 지식을 수용하게 하려면 그만큼 정확

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 으로 생각을 개해야하므로 자신의 지식을 검하고 이를 

보강하면서 내 으로 지식을 더욱 발 시킬 수도 있다. 

이는 머서(Mercer, 1995, 2000)가 교실 내에서의 학습 화의 범주로 제안한 세 가

지 화의 양상인   화(cumulative talk), 논쟁 화(disputation talk), 탐구 

화(exploratory talk)와 유사한 이다.90) 머서는  화와 논쟁 화의 문제 을 

주로 지 하고 탐구 화의 효용성을 강조하 으나91)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와 논쟁 화가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것은 

89) 피아제(Piaget)는 내적 불평형 상태에 응하는 학습자의 세 가지 경향에 해 설명하였다. 첫째 
이런 모순 상태를 무시하고 자신의 내적 스키마(schema)를 지속하는 것, 둘째, 두 가지 사고를 분
리된 채로 동시에 받아들여 동요하고 갈등하는 것, 셋째, 이러한 모순 상태를 극복하고 상반된 사고
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새롭고 포괄적인 사고를 구성하는 것이다(Fosnot, 1996: 16). 학습이 일
어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경우이며 인지적 모순의 상태가 존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학습이 가능하다(정희모, 2006: 57).

90) 강석진(2000)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진 소집단 토론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언어
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는 분석의 단위를 에피소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분석한 상호작용의 
유형을 누적형 에피소드, 논쟁형 에피소드, 탐구형 에피소드로 구분하였다.   

91) 머서(Mercer)는 누적 화에서는 자동적으로 합의가 형성되고, 논쟁 화에서는 논쟁이 생김으로
써 합의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논증 과정이 분명하고 학
생들이 적극적으로 타인의 생각에 해 질문하고, 형성과 확장이 유도되는 탐구 화와 누적‧논쟁 

화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그는 탐구 화의 참여자들이 협력적으로, 관찰 가능한 논증 과정에 참
여함으로써 지식을 발달시킨다고 설명하였는데, 탐구 화가 학습에 있어 가장 적절한 화법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700명의 어린이들 상으로 한 연구에서 탐구 화가 문제해결에 가장 성공적이었다
는 실험으로도 지지되었다(Atwood et al., 2010: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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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단하 다. 따라서 화제 개에서 보이는 학습자들의 화 양상을 분석하

고 각 화가 가지는 특성을 고찰하 다. 

(1) 누적 화

 화는 별다른 갈등 없이 상 방의 말에 동의, 수용, 반복 등의 반응을 보이면

서 화가 진행되는 것으로(Mercer, 1996; 윤 희, 2004: 97), 학습 과제의 완성을 

해 무비 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화는 참여자들이 공동의 이해와 지

식의 체계를 만들 때 주로 이루어지는데, 지식의 조각들이 비  없이 축 되는 형태

로 나타난다. 즉 화 참여자들이 각각의 생각이나 반응을 무비 으로 수용하거나 

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의 생각에 동의해 버림으로써 지식에 한 논의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의에 이르거나 결론을 맺기는 하지만 다른 참여자들이 

말한 것에 해 정 일 뿐 비 이지 않으므로, 발화 부분이 반복과 확인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주, 2013: 5).  화는 화 참여자 개개인의 생각

을 존 한다는 에서 동  상호작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동  상호작용이 무비

으로 타인의 기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  평가와 공

인 정당화가 동  상호작용의 심 개념인데,  화는 이러한 것이 부족하다

(Atwood et al., 2010: 366).

학습 화의 상황에서  화는 참여자들이 문제의 쟁 에 해 가지는 생각이 

동일한 경우에 나타났다. 이 경우라도 지식의 질과 양의 차이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지만 실제 학생들은 논의의 단계 없이 합의로 마무리해 버

리는 양상을 보 다. 즉 의견의 일치가 새로운 의견 제시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논의가 생산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지식으로 발 하지 못하 다. 

[S-사1-하2]

①4: 우선 는 다문화 국가가 아 단일 민족 국가가요. 조사를 해 봤는데 아이슬란드하고 우리

나라하고 포르투갈하고 아일랜드하고  세계에 몇 개 없는 국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

나라만 도 다른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일단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거기다 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을 보는 시선이 제 주 에서 보고 나면 살

짝 신기하다는 리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 받아들인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②3: 도 타문화가- 우리나라가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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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미국에서 보면 막 흑인? 흑인 흑인들이 길 길을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요 더럽다

는 생각으로 막 회피하고 말을 걸어줘도 막 말을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 뭐 그

다고 생각합니다.   

③2: 도- 단일민족이-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에 사례로 

보면 희나라가 뭐지? 옛날에 다른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인종차별의 문제나 많은 문제가 

생겨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다른 민족이 북한도 그랬는데 북한도 다른 문

화가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말로 바꿔 쓰거나 자신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들어왔을 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니다. 

④1: 도 타문화가 아니 단일국가가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를 들면은 복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복싱은 들

이 이해할 만큼 좋아합니다. 하지만 희나라에서는 복싱을 그 게 좋은 스포츠라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수의 백성들은 복싱을 좋다 생각할 수- 하겠지만 으로 

서 체 으로 서 복싱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단일국가가 

타문화에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3분가량의 화에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한 번씩 이야기하 는데, 이 이

후에는 더 이상 논의가 진 되지 않았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해서 [S-

사1-하2-4]의 학생은 다음과 같이 답하 다. 

[S-사1-하2-4㉣]

생각이 같아서 더 이야기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제시하는 사례가 다르므로 논의가 진

이 되면 다양한 사례들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례의 타당성이나 성 등에 해 함

께 생각해 으로써 논의를 발 시킬 수 있다. 한 3번 학생의 발화(②)에서 보듯이 

제시한 사례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 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 3번 학생이 부

한 사례임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해 나감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갖추도록 도울 수도 

있다. 즉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고 그에 

한 논의들을 통해 지식을 심화, 확장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사1-하2]의 학

습자들은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 논쟁 화

논쟁 화는 내용과 기능을 분석하는 언어  단계에서 지식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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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려는 시도 없이 주장이나 이의 제기 는 반박 등을 반복하는 갈등  말하기이

다(Mercer, 1996; 윤 희, 2004: 97). 참여자들은 서로를 경쟁 인 상 로 인식하여, 자

신의 생각을 철시키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근거나 안을 통하여 논리 이고 비 으로 서로의 의견을 탐색하기보다는, 상

의 지식에 해 이의만을 제기하고 논리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의견 일

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지속되는 형태로 화가 진행된다( 주, 2013: 5).

따라서 논쟁 화는 매우 구속 이고 경쟁  형태의 사회  상호작용으로서 타인의 

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에 해서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화는 을 이해하는 것도 요하지만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수용하

게 만드는 것도 요한데, 논쟁 화에서 나타나는 참여의 부족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과 통찰력을 습득하는 것을 제약한다. 화 참여자들은 지식을 발달시키고 확장하

기보다는 이를 속박하고 제한하기 해 수비 인 자세를 취한다. 논쟁 화의 핵심은 

‘반 ’로서, 참여자들은 극 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보호하려고 노력하며 집단  

정체성의 형성에는 반 한다. 공동의 지식에 한 존  하에 의견들이 탐구되고 정당

화되는 탐구  화와 달리, 논쟁 화와  화에서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분명하고 논리 으로 드러나지 않는다(Atwood et al., 2010: 366). 

학습 화에서는 찬성과 반 라는 입장에서 토론의 교환구조를 따르는 경우에 논쟁 

화의 양상을 나타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찬반 립을 통한 승패의 결정이

라는 토론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인의 

생각에 한 정당화와 상 에 한 공격 인 질의와 같은 발화 유형이 많이 나타났

다. 논쟁 화의 양상을 띠는 경우에는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내기 한 극  참여가 아니기에 학습 화의 본질로는 보기 어렵

고, 결과 으로도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내지 못한 채 기존의 생각을 확인하는 데 그

쳤다. 물론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학습자들이 그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강화, 

심화하거나 는 상 의 논리에 설득당하여 입장이 약화 는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

나는 경우도 있었다. 

[S-사2-상1]

◯23 5: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모내기도 손으로 하고 하루 종일 걸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진보해가지고 트랙터 같은 걸로 한 반나 이면 다 혼자서 심고. 여가의 질만 상승한 게 아

니라 여가의 양도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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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그 사람들이 트랙터로 한 다음 다 여가시간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5 5: 일이 끝났잖아요.

◯26 3: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손으로 했을 때 보다 트랙터로 했을 때 생산량은 비교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그 게 비교하면 안 될 거 같아요(자신 없이 목소리 작아짐).

◯27 5: 어차피 같은 면 이라면 손으로 하나 트랙터로 하나 양은 같은데.. 

◯28 3: 트랙터로 하게 되면 면 을 그만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29 1: 를 잘 못 드신 거 같은데 트랙터와 손으로 하는 건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이지 여가시간이 었나 늘었나의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30 5: 아 그런데 손으로 하는 게 기술이 진보한 겁니까 트랙터로 하는 게 진보한 겁니까?

◯31 2: 트랙터로 하는 게 진보한 게 맞는데 지  본인이 말 하신 것은 농사는 손으로 하니까 

시간이 게 든다는 것이죠.. 아니 많이 들고. 트랙터로 하면 시간이 게 들죠, 그런데 하

나의 제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토지의 면 이 같다는 바탕을 두신 것 아닙니까. 농부

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개간하고 경작하고 그 게 해서 면 이 더 

넓어지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효율성이 높아졌다면 돈을 더 벌려고 하면 면 을 더 

늘려 나갈 수도 있고 면 을 늘려나가면 같은 시간에 ... 효율성이 늘어나지만 시간이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트랙터로 일을 하면 일의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32 5: 그러면 손으로 하면 욕심이 생기지 않고 트랙터로 하면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까?

◯33 2: 손으로 하는 게 노동량이 정해져 있고, 트랙터로 하는 게 노동량이 정해져 있으면 그 노

동량만큼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4 4 : 아무래도 기술이 발달하면 할 일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토지면 을 넓 서 더 하

는 게 일반 인 사람의 심리니까 언젠가는 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하겠지만 어 든 옛

날의 비해서 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35 2: 지  5번은 토지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36 5: 같은 양을 한다고 봤을 때는 기술의 진보가 당연히 여가시간에 향을 미치는 거 아닙

니까.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37 4: 근데 그것이 과학  실험이면 딱 그 로 같은 토지에다 하겠지만 이건 사회 인 문제

가 아무래도 기술이 발달하면 더 늘리는 게 당연한 거고. 상을 야지. 이 게 딱 가정하

면 그건 아닌 걸로 보는데요.

[S-사2-상1]은 ‘기술의 진보가 여가 시간을 늘려 다’라는 사실의 문제에 한 학

습 화이다. 여기에서 학습자들은 ‘늘려 다’는 입장과 ‘늘려 주지 않는다’는 입장으

로 나뉘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5번 학생이 사례로 든 ‘트랙터’를 

가지고 각각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면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상

이다. 5번 학생은 같은 농사일을 하는 데 기계를 사용하면 훨씬 빨리 끝낼 수 있기

에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생각인 데 비해, 상  학습자들은 일을 빨리 하기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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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많이 하게 되므로 여가 시간이 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트랙터’라는 기술 

문명을 보는 기본 인 시각을 달리한 채로 자신의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할 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유동엽(2004b)은 하나의 개념에 한 의 차이를 ‘해석 구도’의 차이로 보았다. 

논쟁에서의 의견 충돌을 연구한 그는 논쟁 참여자들은 논쟁의 핵심 개념에 한 해석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나름의 해석 구도에 비추어 주장을 생성하고 상 의 주

장을 평가한다고 설명하 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해석 구도의 차이가 명시 으로 논

의되지 않은 채 불일치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불일치가 해소되지 못하므로, 참여자들 

서로가 가진 핵심 구도에 한 악과 차이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

다(유동엽, 2004b: 129, 140). 유동엽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S-사2-상1]의 학습 화 

참여자들은 해석 구도의 차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의견 조

정을 이루지 못하고 립하는 양상을 보 다. 

이러한 갈등의 지속과 립의 이면에는 해석 구도의 차이 외에도 장르에 한 인식

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92) 학습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소집단 

화를 ‘토론’이라는 장르 인식에 따라 근하고 있었는데, 상 의 논의를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경쟁  담화로 토론을 인지함으로써 갈등과 립의 해소에 

소극 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합리 인 비 에 의한 경쟁이 아닌 무조건 인 거부나 

부정의 상황에서는 지식이 발 으로 구성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탐구 화 

탐구 화는 력 인 상호작용으로서 화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즉 논증을 하여 사용하는 방법들이 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논증의 방법으로는 

자신과 상 방의 가정에 해 질문하기, 주장에 한 근거 설정하기, 평가와 비 을 

분명히 하기, 설득에 참여하기 등을 들 수 있다. 화 참여자는 자신의 의견에 해 

의문이 제기되면 근거를 설명하고 안을 제시하고, 논증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제기와 련하여서는 정교화와 정당화의 노력을 통하여 이에 응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목표를 하여 화 참여자들이 서로 력하면서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화 참여

자들이 극 으로 상 방의 생각에 질문하고 응답함으로써 지식의 형성과 확장이 이

92)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Ⅳ. 2. 1) 가)’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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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게 되는 것이다(Atwood et al., 2010: 365-366). 이러한 에서 머서(Mercer, 

1995)는 좋은 화는 경쟁이 아닌 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화의 참

여자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화를 나눔으로써 함께 배움을 확장해 나가는 

력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머서와 동료 연구자들(Mercer et al., 1999; Wegerif et al., 1999 등)은 탐구 화가 

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한 가장 효과 인 화임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 다. 탐

구 화는 특히 지식의 구성을 돕는 데 있어 가치 있는 화의 방법으로서, 언어를 

통한 논증  이해, 문제 해결을 진한다. 탐구 화는 교양 있는(educated) 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건설 인 비 을 비롯하여 학문 ·사회  맥락에서 가치 있는 담화

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탐구 화가 논증 인 토론을 진하고 상 방

이 자신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장에서 극 

장려되어야 하는 화의 방법이기도 하다(Rojas-Drummond & Zapata, 2004: 

541-542). 화의 참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 하며, 상 가 받아들

일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내용 ·방법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과 력, 갈등과 해소의 에서 학습 화를 바라보면  화는 력이 지

나치게 강조된 것, 논쟁 화는 경쟁 혹은 갈등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탐구 화의 특성은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쟁 이고 력 인 

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인지  갈등이 있으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수용하도록 하기 한 경쟁이 드러나는 한편,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학습 

화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력 으로 화에 참여하는 태도가 요구되기도 한

다. 따라서 탐구 화는 경쟁을 통하여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고, 력을 통하여 조정

된 혹은 합의되고 수렴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93)  

[S-사1-상1]

◯14 2: 는 교류를 서로간의 문화를 교환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

화를 서로 교류를 하는데 그걸 그사이에 서로 무역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타문화에 해서 부정 인 생각을 어느 정도 배타 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

93) 전영주(2013: 7-8)는 탐구 화와 관련한 기존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는 화,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화, 논증을 촉진하는 화’라는 탐구 화의 세 가
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는 탐구 화의 이해 및 교육적 적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
공해 주는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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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는 교류 자체가 서로의 문화에 해 우호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5: 지  문화가 교류되는 게 우호 이라고 하는데 일제 강 기 때는 일본문화가 그 로 우

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우호 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나? 

◯16 2: 교류는… 일본 측에서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교류와 그 교류

는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교류는 서로의 합의 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일본이 우리에게 문화를 수용하게 했던 것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기간이

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요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교류라기보다는 일방 인 거래

라고 생각됩니다. 한 아까 역사 이야기만 한다고 말하셨는데 그러면 에 들어와서 제

가 최근에 본 TV 로에서 원주민에 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원주민은 단일민족이

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민족이 섞여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원주민에게  문물을 소개

해줬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 같은 경우 약 세 부족이 나왔었는데 모두들 문물을 처음 

보고 신기해하면서 우호 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걸 생각해봤을 때 단일민족이 타문화에 

해서 배타 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7 1: 물건이 신기할 수는 있어도 그 나라에 문화자체는 우호 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희 나라도 옛날에 나침반이 만들어져서 들어왔을 때 신기해하긴 했지만 문화자체는 우호

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18 2: 왜 우호 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19 1: 우호 이지 않았다는 게 타문화에 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 4: 비슷하게 1500년쯤 콜럼버스가 신 륙을 발견할 때 어떤 원주민은 그거에 해서 극렬하

게 항했지만 어떤 원주민은 받아들 거든요. 그러니깐 Case by case 인거죠. 어떤 부족은 

이거에 해 배타 이고 어떤 부족은 수용 이고. 그걸 갖다가 일반화시켜가지고 이 부족이 

이 게 강력하게 항했으므로 단일민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게 보기는 무 성 한 

것 같습니다.

◯21 5: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방  원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단일민족이 타문화 수용을 하기 쉽다고…

◯22 4: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23 5: 근데 그 반 도 아닌 거 같은데요. 

◯24 4: 어렵다는 거에 해서 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렵다 이 게 정의를 내리는 거에 

해서 반 하는 거지. 

◯25 2: 타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서로 양 문화 간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서로의 표 인 사람들이 그 이 문화에 서로 어느 

정도 간섭을 해주면. 물론 간섭이라고 설명하긴 좀 그런데. 이 두 개에 해서 각국의 표

들이 이거에 해서 향을 주게 된다면 이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색함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그 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타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부감은 어떻게 보면 흥선 원군 이야기를 아까 하셨었는데 흥선 원군 같은 경우에는 

그 흥선 원군 혼자서 척화비를 세워서 외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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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했었는데 흥선 원군의 입장을 지지하는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겠지만 조선시 의 시

민? 국민들은 설사 외국 사람들에 해서 큰 거부감이 없거나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거든요. (후략).

[S-사1-상1]의 학습 화를 보면, 단일민족이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

는 문제에 하여 학습자들이 화를 나 고 있다. 이들은 ‘그 다’와 ‘그 지 않다’라

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함에 있어 분명하

게 의견을 밝히고, 텔 비  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콜럼버스의 역사  사실, 

흥선 원군의 쇄국정책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한 상 의 주장을 비난하거나 거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논

의가 생산 이고 발 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 논증94)의 구성   

일반 화와는 달리 학습 화는 ‘학습’의 장에서 ‘지식 구성’이라는 목 을 해 이

루어지는 화이기에 무엇보다 자신의 앎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 으

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논증이 주장을 통해 상 를 움직이고 상 에게 

향력을 행사하려는 것(홍종화, 2006: 399)임에 비해 학습 화는 설득이 아닌 공동

의 지식 구성을 목표로 하므로 논증 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2013)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탐구 화의 특성을 ‘미분화된 논증 화’로 설명하 는데 학습 화

도 이러한 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로하스-드루몬드와 사 타

(Rojas-Drummond & Zapata, 2004)에서는 학습 화 특히 탐구 화가 논증 능력의 

향상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탐구 화 훈련이 학생

94) 논증(argument)은 본래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혹은 발생된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적이고 언어적인 수단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믿음, 태도, 가치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제공하는 추론’(이선영, 2002: 12)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추론이나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와 관련된 일
련의 개념’(이선영, 2002: 13)이라는 폭넓은 정의로 논증에 접근하고자 한다. 즉 ‘지식 구성을 위한 
소집단 화의 장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지식(생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조직’으로 조
작적으로 정의한다. 쿤(Kuhn, 1992: 157)은 논증을 ‘어떤 것의 진실 및 거짓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
로 행하는 일련의 추론 과정’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따르는 ‘수사적 논증(rhetorical argument)’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의 화로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려고 노력하는 ‘ 화적 논증(dialogic argument)’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논증
에 한 관점은 쿤이 제시한 화적 논증의 관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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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용하는 논증의 양과 질, 논증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에 향을 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논거를 질  수 에 따라 기  논거

(Rudimentary arguments), 암시  논거(Implicit arguments), 반-명시  논거

(Semi-explicit arguments), 명시  논거(Explicit arguments)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탐구 화를 통한 논증 능력 향상을 실증 으로 발견하 다(Rojas-Drummond & 

Zapata, 2004: 주, 2013).

학습 화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표 하고, 상 방이 이해하

기 쉽도록 달하며, 상 방이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기 해서는 생각을 뒷받

침하는 타당한 논거와 그 논거의 논리 인 제시 방법이 필요하다. 학습 화에서 나

타나는 이와 련한 양상을 본 연구에서는 논리  일 성과 근거의 충실성 측면에서 

분석하 다. 

(1) 논리적 일관성

논리  일 성(logical consistency)이란 논리 체계의 한 조건으로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그 체계 속에서 용납되는 일이 없음을 가리킨다(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1995). 즉 서로 다른 주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습 

화의 상황이라면 한 학습자가 동시에 다른 두 개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논리  일

성을 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행1-상2-4◯ㄷ ] 

토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계속 바 는 바람에 구의 의견도 나에게 와 닿지 

않아서 아쉬웠다.   

학습 화는 다양한 개인 (주 ) 지식의 나눔을 통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

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화의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에게 생각의 변화가 발생할 가

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앞선 항에서 학습자들이 입장에 따라 기존의 지식을 유지

하거나 새로운 지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다양하게 나타냄을 이미 확인하 다. 생각

이 바 다고 하여, 논리  일 성을 배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의 과정

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침에 있어서 ‘왜 그 게 생각하 는지’, 생각이 바 었다면 ‘왜 

생각이 바 었는지’를 타당한 근거를 통해 풀어낼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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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근거의 이러한 계 맺음을 제 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논리는 타

당성을 잃게 되고, 결국 타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생각이 변한, 즉 논리  일 성을 

상실한 화 참여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M-행1-상2-4◯ㄷ ]에서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 화가 공동

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M-사2-하2]

⑧1: 요즘은 기계가 발달했다 해도 옛날 같은 손-손빨래나 그런 것은 기 기계가 해주고 있지

만 뭐 그 기-계가 해주는 동안을 사람이 여가 시간을 쓴다고 해도 요즘은 다른 활동이라고 

해 봤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고 일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가 시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여가 시간이  좋아지는 게 아

니니까 간단한 뉴스나 책 몇 장 보거나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⑨3: 근데 기술에 기술이 발달해서 뭐지? 놀거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 

시간에 화를 보거나 쉬거나 놀이기구를 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쉴 수 

있는 놀거리나 쉴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가-시간을-늘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⑩1: 여가 시간이라 해도 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본 으로 여가 시간을 가지려면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해 놓고 여가 시간을 갖기 때문에 아 그게 일방 이기 때문에 처럼 달라졌

다고 보기는 아니고 그거와 별로 상 이 없다고 니다. 

⑪3: 요즘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집에서 근무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일거리가 들어오면 그런 시

간들이 여가 시간을 어들게 만들지 않을까요?

⑫2: 응? 뭐야?

⑬1: 어든다는 거야?

⑭3: 아냐, 바꿨어. 의견을 바꿨습니다.

(조원들: 뭐야? 뭡니까?)

⑮3: 할, 말이 없어. 

⑯1: 결론 으로 000 씨((3번 학생))는 그냥 여가 시간도 개인의 생활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

네요?(웃음)

⑰2: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이 기술이 별로 없다고 해도 여가 시간이 없다고 

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뭐  여가 시간을 갖는 거랑 지 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까 

지  기술이 더 발달한다고 해도 여가 시간을 늘려 다고 본- 한다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⑱4: 앞에 연재랑 가연이가 말했듯이 모든 일에도 장 이 있으면 단 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

로 는 간인 것 같습니다. 

⑲1.2: 어? 흐흐

⑳4: 아니 단  단 도 있으니까 나는 간인 것 같다고…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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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학생이 입장을 바꾼 후 논의가 단 됨. 12 가량 침묵)

◯21 1: 기술의 진보가 어-(3 ) 여가 시간도 결국 개인의 (웃음) 궁극 인 행복 추구니까 (웃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따로 여가 시간을 갖지 않아

도 ***(웃음).  

◯22 3: 주제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 것인가 는데 많이 벗어났네요.(웃

음)

[M-사2-하2]의 화를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이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1번과 2번 학생

은 기술의 발달이 여가시간을 늘려주지 않음을, 3번과 4번 학생은 기술의 발달로 인

해 여가 시간이 늘어났음을 이야기하 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되자 3번 학생은 갑자

기 자신의 기존 생각과 정반 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⑪). 여기

에서 문제는 이 게 생각이 바 게 된 것에 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⑭, 

⑮). 다른 학생의 설명을 듣고 자연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이유

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3번 학생이 새로운 지식을 형

성하게 되었다고 보거나 그 지식이 한 것이라고 단하기는 어렵다. 4번 학생은 

논의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발언 차례가 오자95) 립 인 입장임을 이야기하면서(⑱), 

그 근거로 ‘모든 일에는 장단 이 있다.’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여

가 시간을 늘려주는가’라는 사실의 문제를 놓고 나  학습 화에서, ‘늘어나는 면도 

있고 늘어나지 않는 면도 있다’도 아닌 장단 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발 양보해

서 기술의 진보가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 면도 있고 그 지 않은 면도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면 그 게 생각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고 결론지어 버리는 양시론(兩是論)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논의가 이 게 진행이 되자 기술의 진보와 여가 시간의 증가는 련이 없다고 주장

하던 1번 학생의 경우 갑자기 개인의 행복과 여가 시간의 계를 이야기하면서 논의

와  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3번 학생이 화가 본래의 주제에서 

벗어났음을 언 하면서 화를 마무리하 고(◯22 ), 이 화를 통해 참여자들이 ‘기술의 

진보가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가’에 해 올바른 지식을 구성하기를 기 하기는 힘들

어 보인다. 

이와는 달리, 학습자들이 논리  일 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경우

95) 4번 학생의 경우에는 지식 점검하기 단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한 이후(②) 화에 참여하지 않
다가 ⑱발화에서 갑자기 중립적인 입장임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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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학습 화의 목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화가 진행될 수 있다. 

[S-사2-상2]

 ⑥4: 그 첫 번째 입론에서 질문 있는데 인류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더 질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따라 사람들이 그 연구에만 몰두

하다 여가 시간이 다고 하셨는데 모든 인간들이 그런 게 아니라 를 들어서 미국과 유

럽을 비교해 보면 유럽 사람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좀 바

쁘게 빨리빨리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기 기술 발 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게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좀 주 으로 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

류가 기술 발 을 해서 노력한다, 노력함으로 인해서 여가 시간이 어든다고 보지 볼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⑦3:  모든 모든 사람들에 해서 그 게 여가 시간이 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시 에 따

라서 시 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평균 으로 더 높은 수 의 기술을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⑧2: 어 제가 한번 한 가지 말 드리고 싶은데, 아까 유럽과 미국의 를 들으셨는데 유럽이 

더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산다면은 그거는 좀 음 그거 한 주 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유럽의 어느 기술자나 그런 사람들도 어 기술 발 을 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여유가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⑨5:   그거는 일단 희가 말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기술을 갖고 같은 에 살고 있

으면서도 같은 비슷한 수 의 기술에서도 상 으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을 비교했

을 때 유럽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기는 여가 시간이 통계 으로 더 높게 나왔듯이 그건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 기술의 진보가 무조건 으로 더 높여 다

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 드리고 싶

습니다.    

( 략)

⑮3: 까 그 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진보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를 들어서 노동- 시간 나 이런 것들이 그 에 비해서는 좀 더 유연해지고 

불확실해 진- 불확실해 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의 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⑯5: 제 생각에는 더 나은 기술을 해 노력하게 되고 더 높은 기술을 해서 발달하게 되는 

반 측 입론의 말 말 은 맞지만 이 말이 곧 인들의 여가 시간을 여 다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 기술은 기술 로 사람들이 계속 발 하면서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

는 여건은 번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들의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났, 기술

은 기술 로 계속 발 하면서 여가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는 생각합니다.   

⑰3: 그 정보보안 문가라는 직종에 해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정보보안 문가는 네트워

크나 서버를- 서버의 보안을 해서 리를 하는 직종인데요. 정보보안 문가의 경우 회사

에서 호출을 할 경우에는 그 자기가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복귀할 수 있어야 되고 

주말이나 명  때 어 그- 순환하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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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발달이 꼭 이 게 여가 시간을 꼭 늘려주고 삶의 질을 이 게 향상시켰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S-사2-상2]에서는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그로 인해 인간은 보다 더 많은 일들

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라는 생각과 ‘기술 발달이 인간의 노동 시간을 단축해 주었

으며 그로 인해 인간은 이 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으로 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를 주장하는 3번 학생은 ‘평균 으로 보았을 때 일

을 하기 한 시간은 늘었다(⑦), 근무 시간 가 더 불확실해졌다(⑮), 정보보안 문가

는 근무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⑰)’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달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4번과 5번 학생은 ‘모든 인류가 기술발 을 해 노력하

는 것은 아니다(⑥),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달린 문제이다(⑨),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

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좋아졌다(⑯)’와 같은 근거를 통해 기술 발 이 

여가 시간을 늘려주었다는 을 주장하고 있다. 

이 화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학습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나름의 근거와 함

께 제시하고, 상 의 질의에도 충실히 답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행2- 3-2◯ㄷ ]

처음에는 기술의 진보가 인들에게 여가 시간을 늘려 다고 생각했는데, 기술이 진보되면

서 일하는 시간도 늘었고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 살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아 여가 시간을 늘

려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바 게 되었다. 

[S-가2-상1-1◯ㄷ ]

기술이 진보될수록 여가(ex: TV, 컴퓨터)를 빠르게 즐길 수 있으므로 늘려 다고 생각했다. 

기술이 진보되려면 기술자들의 노동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결국 기술의 진보가 인들의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 차이라

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술자들을 로 든 사례 덕인 것 같다. 

토의 후의 소감을 은 기록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학습자들이 ‘기술의 

진보와 여가 시간의 계’에 하여 지식을 구성할 때 [S-사2-상2]의 논의가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일 성 있게 논리 으로 

잘 드러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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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의 충실성

근거의 충실성(充實性)은 근거의 질 인 측면과 양 인 측면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다. 질 인 측면에서는 근거의 명확성을, 양 인 측면에서는 근거의 다양

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근거의 명확성

근거의 명확성은 근거가 주장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의 문제로 합한 근거를 

사용하여 생각을 개하고 있는지와 련한 것이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만을 되풀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용한 근거가 생각과 련이 없거나 뒷받침하기에 부

족하다면 이 한 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바른 지식을 구성하는 데 기

여하기 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것이 요하다. 

이는 로하스-드루몬드와 사 타(Rojas-Drummond & Zapata, 2004)가 주장한 기

 논거, 암시  논거, 반-명시  논거, 명시  논거와도 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가 생각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명시 인 논거를 사용하는 것이 요

하다. 기 인 논거는 학습자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 때문이야’ 등과 같은 

직시어(deixis)를 사용하여 표 하는 것이다. 이는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의미를 공유하거나 공동 지식 구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암시  논거는 지시 상을 생략한 채 그와 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진술을 이

해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기  논거와 마찬가지로 의미 구성이나 지식 구성을 

어렵게 한다. 반-명시  논거는 주장과 근거가 알맞고 거의 완벽한 형태로 표 이 되

지만 부분 으로 불완 한 요소(암시 인 요소)를 가진 경우이며, 명시  논거는 주장

과 근거가 완벽하게 알맞은 진술로 표 되고 모든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명시  논거에서는 개념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의미의 공유와 지식의 공동 구성 가능

성도 높아지게 되므로, 학습 화에서는 명시  논거를 사용하는 것이 장려된다

(Rojas-Drummond & Zapata, 2004: 546-548).  

[S-사1- 1]

◯1 3: , 희 조의 주제는 단일민족 국가는 다른 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가에 한 질문입

니다. 단일민족 국가란 하나의 순수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일민족 속에 소수의 다른 

민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수가 극히 어 국가의 구성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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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합니다. ( 략) 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94 로가 단일

민족 국가이며 외국인은 약 1 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승 문학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조각가는 아스문더 스베인슨으로 그의 작품 부분이 아이슬란드의 

래민요나 시가로부터 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는 단일민족 국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2 2: 제가 보기에는- 무 편 된 생각 같은데요. 아이슬란드는 희에게 많은 것을 알지 못

합니다. 희는 아이슬란드에 아는 것에 해 무엇이 있습니까?

◯3 4: (웃음)

◯4 2: 무엇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1퍼센트밖에 없는 것은 제, 희처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그- 수용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그 외국인이 1퍼

센트만 있다는 걸로는 알 수 없는 일, 일이기 때문에 는 반박합니다.   

◯5 4: 희가 주장한 지-가 외국인 1퍼센트가 그것보다 더 핵심 인 거는 많은 승문학이란 

이유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여기 이제 유명한  조각가 아스문더 스베인슨은 이

제 래민요나 *으로부터 감을 받은 건데, 굳이 외국, 외국인이 받아도 이것 이이, 이 

승이랑 민요나 사*으로부터 감을 받는 것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2: 는 그러니까 왜 외국인을 여기에다 집어, 말하면서까지 그, 그 게 말했는지 의문이 든

다는 말입니다. 왜 1퍼센트를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7 4: 그냥 외국인이 1퍼센트라는 거는 단일민족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해서 넣은 

거지 그 게 희도 을 둔 건 아닌지 그 게 이해해 주셨으면…(웃음) 그럼 좋겠습니

다.

◯8 2: 으, 흐흐 (작은 소리로)그럼 뭐라 해야 하지. , 희도 주장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우리나

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 국인이 국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인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지만 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보입니다. 

[S-사1- 1]에서는 ‘①단일민족 국가는 타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응하는 능력

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에 하여 화를 나 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사용하는 근거들을 보면, ‘ 멘’, ‘아이슬란드’, ‘차이나타운’ 등

과 같이 구체  자료를 통한 것이 많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근거들이 주장

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자료 자체가 잘못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단일민족 국가인 멘에 승문학이 많다는 것과 유명한 조각가가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①, ⑤)은 단일민족 국가의 경우 오랜 통을 가진 

문화가 존재하고 문화의 수 이 높다는 것의 근거는 될 수 있더라도, 다른 문화를 받

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의 근거가 되기에는 논리  연결이 부족하다.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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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타운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인을 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는 설명(⑧)은 완

한 오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을 떨어뜨림은 물

론이거니와 잘못된 생각을 상 방에게도 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96) 

[M-가2- 1]

⑨1:(좀 머뭇거리다가 창밖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 는… 가족이 되게 요해요. 엄마랑 아

빠가 되게… 그러니까 의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같아요. 

막… 인생에서 되게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불안정하면은 

목표도 정확하게 잡기 힘들 수도 있고, 자신감을 갖기도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는 가족이 요하다고 생각해요.(계속 창 쪽으로 보고 이야기 함) 

⑩4: 00(1번)이 가족이 없으면은 목표가… (1번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지?… 자신감이 떨어

진다고 했는데 꼭 그 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주 에도 소년소녀 가장이지만 성공한 사례

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은 가족이… 가족 요하긴 하지만 가족이 최우선으로 내 인생에

서  요하다고는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⑪3: 소년… 그 가장이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⑫4: 도 사 조사 한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다… 많지 않나요?

⑬5: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고개를 끄떡임)

⑭4: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서 더 좋은 기회가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는-.

⑫와 ⑬의 발화를 보면 구체 이고 명확한 근거를 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다 

많다’ 혹은 ‘그런 사례도 있다’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반명시 인 근거는 논

의를 논리 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M-사2-하1]

①2: 는 기술의 진화가 인의 여가시간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비록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나오면서 여가시간을 늘려  것도 있는데- 

희한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 독이나 막… 그… 목 디스크 같은 게 많이 늘

어났다고 하는데 는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②1: 는 기술의 진보가 인에게 여가 시간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술이 

진보하면은 어- 그게… 기계가 기계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실업자가 되잖아요. 실업자가 

96) 이는 학습 화의 문제점(부작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학습자가 사용하는 근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수정해 준다면 해당 학습자는 오히려 올바른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학습자도 오류를 알지 못하여 잘못된 근거가 계속해서 화에 사용이 된다면 오히려 
다른 학습자들도 오개념을 학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134 -

되면 경제 으로 어려워 질 것입니다. 경제 으로 어려워지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가시간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 략)

◯22 2: 물어 도 돼요? 인터넷 이런 거 많이 하면 여가 시간 이는 거 아닌가? 재 시간이랑 

가상 미래 시간이랑 착각하는 것도 있고.

◯23 3: 그건 여가시간 이랑 아무 상 없는데... 

◯24 2: 어-인터넷을 많이 하면서 의 여가 시간을 여서… 막 방해돼서- 뭐라 해야 되지.. 정

리가 안 되네. 

◯25 4: 인터넷 하는데 시간을 무 할애해서 다른 여가 하는 데 방해받는다는 거 아냐? 인터넷

이 여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다는 거지. 

◯26 3: 어-그런 거 아냐? 세탁기가 막 발달이 돼서 세탁기가 빨래하는 동안에 나는 다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깐 막 기술이 발달하면 제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요? 아니에요? 흐흐 는 그 게 생각해요.  

[M-사2-하1]의 화를 보면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기술 발달의 표  사례로 컴

퓨터와 스마트폰을 들면서(①) 그 이후의 논의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여가가 

었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여가

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논의가 성립을 

하려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기술 진보의 표 인 사례라는 제가 받아들여져야 하

고, 다음으로 컴퓨터(인터넷)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여가(餘暇) 즉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어떻게 향을 주었는가를 논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논

리 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 ◯26 에 나타난 3번 학생의 ‘세탁기’ 사례

는 이 과 달리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노동 시

간이 어들어 그로 인해 남는 시간(餘暇)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그  논의들과는 달리 ‘기술의 진보에 따라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문제와 련

해서 생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한 사례이다.      

 

[M-가1-상1-2◯ㄷ ] 

00이의 의견을 듣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세탁기로 인해 여가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시를 

들어  것이 나의 생각이 바 게 된 결정 인 이유이다. 

[M-가1-상1-2◯ㄷ ]의 학생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장과 련이 있는 명확한 근거

는, 생각을 달하고 나아가 생각이 수용되도록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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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거의 다양성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달하는 것은 생각을 뒷받침하여 생각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학습 화에서는 다양한 근거나 

자료들이 지식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에서 특히 더 요하다. 

[M-사2-하2-3◯ㄷ ]

토의를 하면서 00 덕분에 내 의견이 더욱 확실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시들을 많이 비해 

와서 의견이 더욱 확실하게 되었던 것 같다. 

[S-행1- 2-1◯ㄷ ]

배경지식이나 근거를 충분히 조사해서 열정 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규원가, 페미니스트, 박

근혜 통령 등 다양한 사례를 토론에 제시하여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사실 이 

주제에 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본 이 없었는데 논의를 따라가면서 내 입장을 정리하

게 되었다. 

에 제시한 학생들의 생각에서도 다양한 근거의 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는데, 다양한 생각의 나눔을 통한 지식의 발견과 확장은 학습 화의 본질 인 목표

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S-가2-상1] 

⑥5: 한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사회에서 많아졌다고 하지만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 

슬 지만 여성 성차별에 한 그런 문제도 남아있고 그리고 출산문제에 해서 여성들이 

직장에 다닐 때 비정규직 정규직 환도 굉장히 어렵고요 고 직으로 승진하는 것도 굉장

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자아실 을 하기 해서 뭐 알바나 

그런 걸로 연명할 수는 없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물질  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커리

어 우먼이 돼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 직 리로 ?? 가 박 박근혜 

통령을 들 수 있지만 박근혜 통령님도 박정희  통령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해서 

그래서 통령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으로는 통령이 된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주  여성상은 그 게 따지면 별로 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략)

⑪2: 네, 제가 김00(4번)군의 의견에 반론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김00군의 의견은 페미니스트들

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 들이 되고 있다 그런 말 하신 것 같은데 맞, 맞으시죠?

⑫4: 문제 은 아니고 신여성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⑬2: 하지만 그런 페미니스트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희 뭐 어 여성-들을 보더라도 **직

장 내에서 상사의 치가 보이기 때문에 뭐 휴가라든지 이런 걸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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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화 2 5 9

논쟁 화 4 11 5

탐구 화 11 5

일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을 체 여성들의 그런 성향으로 일반화하는 건 그 다고 생각합니

다.

⑭1: 그리고 뭐 아까 00이(2번) 말했듯이 여성 할당 그런 정책에 해 말 하셨는데 물론 과거

에는 구나 인정하듯이 남성 심의 사회 습니다. 그리고 지 처럼 사회가 됨으로써 

아직 주변의 그런 정신 인 생각이 아직 과거와 많이 달라지지 못하고 남성 심사회 그 사

고방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해서 정부차원에

서라도 약간의 정책을 더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S-가2-상1]은 여성의 삶에서 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해 상  집단 학습자들이 

나  화이다. 화는 ‘ 통 인 모양처 상의 여성이 필요하다’와 ‘자아실 을 한 

능력을 갖춘 의 신여성상이 필요하다’는 두 에서 진행되고 있다. 

2) 학습 수 과 문제 성격에 따른 내용 구성 양상

가) 학습 수 에 따른 내용 구성 양상

(1) 화제 전개 양상 

<표 Ⅲ.7> 학습 수 에 따른 내용 구성 양상

학습 수 에 따른 화제 개 양상의 분석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표 Ⅲ.7>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  집단은 주로 탐구 화의 양상을, 상  집단은 논쟁 

화의 양상을, 하  집단은  화의 양상을 보 고 특히 하  집단에서는 탐

구 화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고찰하기 하여 동일한 문제에 해 상 , 상

, 하  집단이 각각 탐구 화, 논쟁 화,  화의 양상을 나타낸, 다음 <표 

Ⅲ.8>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Ⅲ.8>의 세 사례는 S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의 문제 ‘①단일민족 국가는 타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응하는 능력이 떨어

진다.’에 해 논의한 화로서, 학습 수 만을 달리한 것이다. 



- 137 -

자료번호 S-사1-상1 S-사1- 1 S-사1-하2

내용 구성 양상  탐구 화 논쟁 화  화 

<표 Ⅲ.8> ‘사실의 문제’에 한 학습 수 별 내용 구성 분석 사례

[S-사1-상1]은 미구성-논의형의 양상으로 개된 학습 화 는데97), 지식 구성하

기의 단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 지식 구성을 한 의미 있

는 화의 양상을 보 다. ‘사실의 문제’에서의 주요 소통 기제는 ‘객 이고 명확한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 논의의 과정에서 구체  자료를 요구하고 제시된 자료

에 하여 진실성·사실성을 따져 묻는 것’이었는데, [S-사1-상1]은 이와 련한 발화

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화 참여자들은 다음 

화에서 알 수 있듯이, ‘흥선 원군의 쇄국 정책, 조선시  명·청과의 교류’ 등과 같

은 자료를 통해 자신의 논의를 펼치고 있다. 한 자료에 근거한 입장 표명에 하여 

상 는 이를 무비 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통해 명확화를 요구하

고,  그에 하여 응답하는 과정으로 화가 진행되고 있다.  

[S-사1-상1]

②1: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단일민족은 **유 감이 강하기 때문에 타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항하기 쉽고 과거에 흥선 원군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 문화에 해서 지키려고 

하고 해외문화에 해서는 배척하려했기 때문에 이 주장에 해 찬성합니다.( 략) 

⑧2: 그 다면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재 시 에서는 다른 문화들이 많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 게 볼 수 없다고 말하신 건데 그러면 더 으로 돌아갔을 때 아직 일제 강 기가 되

기도 에도 우리나라는 청나라든가 명나라와는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나라와의 

계는 상당히 우호 이었고요. 명나라도 타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조선과 우호 인 

것으로 서 우리 조선이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타문화를 배타하고 있었다, 그건 일본에 

해서 허용된 것이었지 명나라와의 우호 인 계를 서 단순히 타문화를 배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⑨1: 교류자체는 상 이 없는데 청나라의 문화를 **********?

⑩4: 일단 교류라는 자체가 서로 무역을 하게 되고 청자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왔

다갔다하는 것이기 그 안에 삶의 방식이라든가 가치 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

나라와 교류를 했다는 것 문화를 교류했다는****.

( 략)

⑭2: 는 교류를 서로간의 문화를 교환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

화를 서로 교류를 하는데 그걸 그사이에 서로 무역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97) 구체적인 발화 내용은 ‘Ⅲ. 2. 1) 가) (3)탐구 화’를 설명할 때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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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에 해서 부정 인 생각을 어느 정도 배타 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는 교류 자체가 서로의 문화에 해 우호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⑮5: 지  문화가 교류되는 게 우호 이라고 하는데 일제 강 기 때는 일본문화가 그 로 우

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우호 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나? 

[S-사1- 1]과 [S-사1-하2]는 각각 논쟁 화와  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

데, 구체 으로 학습 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사- 1]

①3: , 희 조의 주제는 단일민족 국가는 다른 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가에 한 질문입

니다. 단일민족 국가란 하나의 순수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일민족 속에 소수의 다른 

민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수가 극히 어 국가의 구성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

를 의미합니다. 를 들어 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멘은 고 로부터 형성된 독특한 

문화유산이 많고 신화, 민속 등의 문학도 다양한 편이다. 구비 문학 시 문학의 통이 강합

니다. 그리고 한 멘은 고 에 번 한 왕국의 후손으로서 특히 아랍인의 원형이라는 자

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 제도가 깊게 뿌리내려 오늘날까지 정치 경제에 단한, 요한 

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94 로가 

단일민족 국가이며 외국인은 약 1 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승 문학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조각가는 아스문더 스페인슨으로 그의 작품 부분이 아이슬

란드의 래민요나 시가로부터 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는 단일민족 국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②2: 제가 보기에는- 무 편 된 생각 같은데요. 아이슬란드는 희에게 많은 것을 알지 못

합니다. 희는 아이슬란드에 아는 것에 해 무엇이 있습니까?

③4: (웃음)

④2: 무엇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1퍼센트밖에 없는 것은 제, 희처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그- 수용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그 외국인이 1

퍼센트만 있다는 걸로는 알 수 없는 일, 일이기 때문에 는 반박합니다.   

⑤4: 희가 주장한 지-가 외국인 1퍼센트가 그것보다 더 핵심 인 거는 많은 승문학이란 

이유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여기 이제 유명한  조각가 아스문더 스베인슨은 이

제 래민요나 **으로부터 감을 받은 건데, 굳이 외국, 외국인이 받아도 이것 이이, 이 

승이랑 민요나 사*으로부터 감을 받는 것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⑥2: 는 그러니까 왜 외국인을 여기에다 집어, 말하면서까지 그, 그 게 말했는지 의문이 든

다는 말입니다. 왜 1퍼센트를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⑦4: 그냥 외국인이 1퍼센트라는 거는 단일민족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해서 넣은 

거지 그 게 희도 을 둔 건 아닌지 그 게 이해해 주셨으면…(웃음) 그럼 좋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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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1- 1]은 3번 학생의 생각에 하여 바로 2번 학생의 질의가 이어짐으로써, 지

식 검하기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부터 시작하는 미 검형의 

담화 개 양상을 보 다. 3번 학생은 사 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해

가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 다. 그런데 이에 한 2번 학생의 문제 제기를 보면 3

번 학생이 제시한 아이슬란드의 사례와 련하여 ‘아이슬란드에 해서 내가 아는 것

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주장한 3번의 생각은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

다. 그리고 4번 학생의 부가 인 설명(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강조하여 주장을 

하 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의 문제 소통 기제의 측

면에서 보면, 자료를 통한 의견 제시와 제시된 자료의 사실성, 합성에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번 학생의 문제 제기가 상 의 생각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 자신의 생각에 한 근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와 같은 비합리 인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화가 주장과 반박이 되풀이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S-사1-하2]

①4: 우선 는 다문화 국가가 아 단일 민족 국가가요. 조사를 해 봤는데 아이슬란드하고 우리

나라하고 포르투갈하고 아일랜드하고  세계에 몇 개 없는 국가더라고요. ( 략) 아직 우

리나라에서는 우리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 받아들인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②3: 도 타문화가- 우리나라가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서 보면 막 흑인? 흑인 흑인들이 길 길을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요 더럽다

는 생각으로 막 회피하고 말을 걸어줘도 막 말을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 뭐 그

다고 생각합니다.   

③2: 도- 단일민족이-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에 사례로 

보면 희나라가 뭐지? 옛날에 다른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인종차별의 문제나 많은 문제가 

생겨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다른 민족이 북한도 그랬는데 북한도 다른 문

화가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말로 바꿔 쓰거나 자신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들어왔을 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니다. 

④1: 도 타문화가 아니 단일국가가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를 들면은 복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복싱은 들

이 이해할 만큼 좋아합니다. 하지만 희나라에서는 복싱을 그 게 좋은 스포츠라 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수의 백성들은 복싱을 좋다 생각할 수- 하겠지만 으로 

서 체 으로 서 복싱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단일국가가 

타문화에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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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학습자로 구성된 [S-사1-하2]의 학습 화 양상을 살펴보면, 지식 검하기

의 단계만 겨우 나타나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학습자들과의 면담 결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응답을 하 는데,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생각이 같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의 생

각이 타당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할 것이다. 제시된 사례

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근거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본인의 주 인 단에 의한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을 인지하 다면 자료의 출처와 성 여부 등에 한 질의응

답을 수행함으로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질의

응답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한 번의 발화로 학습 

화가 종료되었다.

정리하자면, 상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객 이고 다양한 근거 자료들을 통해서98) 

자신의 생각을 표 하며, 이에 한 극 인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논의가 발

으로 이루어지기에 탐구 화의 양상을 띠게 된다.  학습자들은 근거 자료를 통

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 하며 정보 요구와 문제 제기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근거의 성이나 문제 제기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논쟁 인 경향을 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하  학습자들은 객 이고 타당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것이 부족

하며, 상 방의 생각을 비 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하여, 논의가 구성

되지 않는 양상을 보 다.  

(2) 논증 구성 양상 

논증의 구성 양상은 앞서 살펴본 화제의 개 양상과 련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

었다. 탐구 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  집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례들([S-사2-

상1], [S-행1-상2], [S-가2-상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논리  일 성과 근거의 충실

성을 잘 지키면서 논증을 구성하고 있었다. 

98) ‘사실의 문제’에 관한 사례만을 분석한 것으로 ‘가치의 문제’나 ‘행위의 문제’로 전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정치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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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2-상1]

◯23 5: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모내기도 손으로 하고 하루 종일 걸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진보해가지고 트랙터 같은 걸로 한 반나 이면 다 혼자서 심고. 여가의 질만 상승한 게 아

니라 여가의 양도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S-행1-상2]

⑨1: 우선…그걸 나눠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 을 내지 않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국가에 자원을 계속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할 의사가 없고, 국가를 해 뭔가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계속 복지만 해 

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지만 받아먹고 살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업수당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을 하지 않

고 수당만 받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 발생하는데 과연 일할 

의사도 없고 아무런 재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물질  지원만 한다고 도 체 무슨 의미

가 있겠습니까?

[S-가2-상1]

⑦1: 제가 먼  김00군((4번))의 말에 해 반론하겠습니다. 김00군이 맞벌이 부부가 노인 공경

을 무시한다고 완 히 무시하는 행 라 하셨는데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

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노인 공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 하면서 

 사회가 바 면서 핵가족화가 이 졌고 이로 인해서 뭐 경제 이나 여건 때문에 맞벌

이 부부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핵가족화나 농경사회에서 사회-도시 심

의 사회로 바  것이 노인 심의 세계 을 약간 그 게 이해 계가 바  것 같지** 맞벌

이 부부 때문에 노인 공경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  집단([S-사2- 2])의 경우에도 체로 논리  일 성을 잘 지키고, 근거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논리 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려는 양상을 보 다.  

[S-사2- 2]

⑥3: 제가 먼  말해 보겠는데, 아까 김00 학생이 말한 것에서 그 직장 생활에서 업무- 시간

을 기술 진보가 여가 시간을 직 으로 늘려주지 못한다라고 말 하셨는데요. 그 기술진

보?? 고도의 집 력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입장에 해서는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지 개인

이 맡은 일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그 일처리를 한 어떤 비- 시간도 지  기술-진

보로 하여  어들었으며 보편 인 사람들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조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⑦4: 네 말  잘 들었고요 이게 보편  물론 이게 모든 직업이 세상에 모든 직업이 손에 꼽는 

것도 아니고 뭐 충 13만 9천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직업에 해서 어떤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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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어들고 어떤 거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이 게 물론 이 게 보편화하기는 힘들

겠지만  이게 경남 학교 사회학과 이은진 교수가 통계청에 생활시간 조사 자료로 토

로 직업별 노동시간의 변화를 조사해 봤는데 이게 90년  후반에 들어서 정상 근무 노동자

의 수는 계속 고 밤이나 새벽 주말 등의 보통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

간의 노동 노동률이 뚜렷이 확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으로 밤 

9시에 일하는 노동자는 1985년에 6.7퍼센트에서 99년에 14.6퍼센트로 늘었고 밤 12시는 19.7

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새벽 두시는 1.1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늘었고요 특히 사무기술직

과 경 문직을 심으로 주말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토요일은 

다섯 시간 오십팔 분에서 여섯 시간 삼십칠 분으로 일요일은 세 시간 이십이 분에서 네 시

간으로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⑧1: 그럼 000 군 그럼 그 게 진보된 기술로 고  생산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나 에 은퇴를, 

은퇴를 일  하면 그 남는 시간에는 평생 교육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S-사2- 2]에서 문제와 련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의 요성과 근거 제시의 필요성에 한 인식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조

사한 자료가 주장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를 제 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등과 같이 

근거의 명확성과 련한 부분은 다소 미흡한 양상을 보 다.   

하  집단은  화의 양상을 많이 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다른 사람의 주

장에 쉽게 동의하는 편이었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 으며 주장에 합한 근

거를 제시하거나 합성을 평가하는 논의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S-행1-하1]

◯23 1: 보편  복지를 하면 여러 가지 ((4번 학생이 계속 웃자 1번 학생도 웃음을 터뜨림)) 정숙

해 주십시오.(웃음) 네 다시 한번 말  드리겠습니다. 보편  복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것  한 개- 문제가 되는 게 이건희 회장의 

손자, 손자께서 사회  약-자 사회  배려 상자로 학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것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에 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를 해야 될지, 

책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4:((1번의 말을 듣고 웃음))

◯25 5:(웃음) 솔직히 이건희는 **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필요도 없는데, (모두 웃음) 아니 왜 웃

어? 근데- 그 게 하면은 (4번 학생을 가리키며) 어떻게 했으면, (웃음) 모르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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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 의 문제 

 화 4 6 6

논쟁 화 9 6 5

탐구 화 5 5 6

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화 1 3

논쟁 화 1 5 3

탐구 화 4 1

[S-가1-하2]

⑦1: 어, 제 생각에는 맨 처음, 입양 입양을 보낸다고 말 을 하셨는데 그 아이가 부잣집에 간

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한테 새엄마 새아빠가 될 텐데 나 에 크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아이는  정신 으로 충격을 받고  그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고 꼭 물질 인 것만이 그 아이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⑧2: 동의합니다.

하  집단인 [S-행1-하1]과 [S-가1-하2]의 화를 보면, [S-행1-하1]은 ‘사회  약

자’를 한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 사회  배려 상자 정책이 제 로 운 되는지와 

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마 도 논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S-가1-하2]는 ‘인간의 삶에서 물질이 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부잣

집에 입양된 아이의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경험 인 단에 지

나지 않으므로 객 인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생각을 뒷받침하기에 한 사례로 보

기도 어렵다. 

나) 문제 성격에 따른 내용 구성 양상 

(1) 화제 전개 양상 

<표 Ⅲ.9> 문제 성격에 따른 내용 구성 양상

사실의 문제에 하여 논쟁 화가 높게 나온 이 특이하 다. 사실의 문제는 객

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화에 참여하여 실증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지식을 구

성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무엇보다 탐구 화의 양상이 높게 나오리라 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랐다. 

<표 Ⅲ.10> ‘사실의 문제’에 한 학습 수 별 내용 구성 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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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 Ⅲ.10>에서 보듯이 상  집단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의 문제에 하여 

탐구 화의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상  집단의 경우에는 주로 논쟁 화를, 하  

집단에서는 논쟁 화와  화의 양상을 보 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 수 에 따

른 내용 구성의 양상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상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의 경우, 

사실의 문제에 하여서는 학습 화를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M-사2- 1]

⑪4: 인터넷조차도 여가시간이라고 했는데 학생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직장에 나가서 직장일 

하다 보면은... 컴퓨터 게임하다가 메시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지  당장 결재 문서 안 

올리면은 막 짤린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수 있잖아요. 학생일 때는 그럴 수 있는 학생

은 이제 2년 있으면 끝나고 이제 사회생활 나가면…….

⑫5: 사실 직장에서 게임하는 건 좀 무한 거 같아요.

⑬4: 아니 아니 직장에서 게임한다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이제 밤에 야근까지 하고 이제 와

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막 메신 가 와요.  지  이거 안올리면 큰 일 난다고. 밤 11시 

넘었는데, 게임해야 하는데 

⑭5: 신 야근 수당을 주겠죠.

((학생들 : 아, 진짜.))

⑮3: 그 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일은 어차피 내일 해야 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일의 양이 늘어

나니깐, 그건 상 이 없지 않나요?

((4번 학생이 3번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조용히 물어 ))

◯16 3: 지  하는 거나 내일 하는 거나 어차피 하루의 시간을 쓸 거 아니야? 

◯17 4: 그리구요 얼마 에 웹툰을 하나 봤는데요. 직장인 웹툰이었는데 거기서 뭐지? 면 을 보

는데 A랑 B한테 물어봤어요. 희는 여가시간에 뭐 하냐고. 한명은 수상스키 이런 거 막 

즐긴다고 했는데 한명은 집에만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집에 있는다는 사람 뽑았

는데 그 이유가 주말에 일 있으면 잘 나와서 할 거 같으니까 애 뽑았다고 그런 식으로 말

할 정도로 지  여가시간이 침투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기술의 발달이 좋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18 5: 집에 있는 게 여가시간이 아니잖아요.

((4번 포함 학생들 박장 소))

◯19 4: 집에 있는 게 여가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여가시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집

에서 쉰다라고 말하는 것은 집에서 쉬면서 여가활동 같은 거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상  집단인 [M-사2-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의 문제의 경우에 논쟁 화

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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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화 1 2 3

논쟁 화 3 3

탐구 화 3 2

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화 1 2 3

논쟁 화 3 2

탐구 화 4 2

이고 확실한 자료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다른 사

람의 생각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논의에 확신을 가지기도 어려워 결국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문제에 따른 소통 기제를 악하여 

화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1> ‘가치의 문제’에 한 학습 수 별 내용 구성 양상 분석 

가치의 문제의 경우에는 상  집단도 탐구 화뿐 아니라 논쟁 화의 양상을 보이

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가치’라는 것은 개인의 가치  즉 기본 인 입장과 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

기 때문이다. 

<표 Ⅲ.12> ‘행 의 문제’에 한 학습 수 별 내용 구성 양상 분석 

 행 의 문제의 경우에는 상  집단은 탐구 화의 양상을 보인 데 비해, 상  집

단에서는 논쟁 화의 양상을, 하  집단에서는  화의 양상을 많이 보 다. 

행 의 문제는 정책을 두고 립하기 쉬우므로 논쟁 화가 많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

의 의견에 한 비  없이 수용하는 양시론  입장, 립  견해를 표하는 경우(  

화의 양상)가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행 의 문제도 사실의 문제와 유사하게 상황

에 한 정확한 단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와 명확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화가 진행되기가 어렵다.

(2) 논증 구성 양상 

사실의 문제는 정보(근거, 자료)의 양과 질이 지식의 구성에 결정 인 향을 미치

므로 근거의 충실성 정도에 따라 논리  일 성이 향을 받는 모습이었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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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문제의 경우는 다음 [S-가1-상1]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인 경험이나 가치 

단을 근거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 근거의 질 , 양  측면이 다소 부실한 모습을 

보 다. [S-가1-상1]은 상  집단이지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논하는 문제와 련

하여서는 근거의 명확성이나 근거의 다양성과 같은 근거의 충실성을 만족시키지 못하

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S-가1-상1]

⑪3: 돈이 세상의 심입니까?

⑫1: 그 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세상의 심입니다. 

⑬4: 아까 1번이 의식주만 갖춰지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의식주를 갖춘다

고 했을 때 는 그 에 식을 좋아합니다. 는 항상 맥도날드 가거든요. 는 빅맥을 먹

고 의식주에서 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식을 원했죠. 그래서 맥 겟을 먹었고 

그 다음날에는 빅맥과 맥 겟과 콜라를 더 먹고 싶어서 더 먹었어요. 그 다음날엔 더 계속 

먹고 싶은 거 요. 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식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있

고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충족이 안 되니까 인간 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비인간 으로 먹는. 

오히려 비인간  행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의식주에서 식이 충족되었을 때 오히려 인

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⑭2: 빅맥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빅맥을 사기 한 기본조건이 뭡니까? 

⑮4: **식을 하기 한 욕구죠. 

⑯2: 돈이 있어야 그걸 충족할 수 있는 거죠. 

⑰4: 그런데 그 욕구가 없으면 제가 돈이 있든 없든 빅맥을 사고 싶지 않겠죠. 돈이 필요하긴 

하겠죠.

⑱2: 그 죠. 최소한의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⑲4: 그래서 제가 아까 첨에 육체  정신  측면에서 하게 유지가 되는 게 인간 인 삶의 

기본조건이고 육체 인 면에서 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행 의 문제는 실제 인 자료에 근거하여 실 가능한 안을 제시해야 하므로 근거

의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양상이 나타나며, 사실의 문제와 비슷하게 이에 따라 논리  

일 성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M-행1-상1]

◯23 3: 아!! 아까 이야기한 거 계속 할게요. 건강보험제도 약간 말실수한 거 같애요. 제가 정확하

게 명칭을 지을 수는 없지만 를 들어 노인복지제도** 노인들이 다른 걱정도 많지만 건강

99)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Ⅲ. 2. 1) 나) (1)논리적 일관성’ 부분의 사례와 해설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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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 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랑… 장애인들에 한 

보조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는. 를 들어 장애인분들 지원 도 

제 로 안나 와서 이번에 다치신 분들 지원 제 로 못 받아서 한 달에 60만원인가 그 정도

로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한 물질 인 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24 조원들: (웅성거리며) 같지 않나?

◯25 3: 추가했어요, 추가. 를 들어 이런 게 있다, 보장제도.

◯26 조원들: (웅성거리며) 보험이나 보장이나.

◯27 3: 어 든 요한 건 물질 인 지원이에요.

◯28 4: 도 3번 말에 동의하는데. 3번은 약간 포 으로 이야기했는데 는 구체 으로 더 이

야기하자면 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식이 있긴 한데 자식이 자기를 

버리고, 근데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는데 돈을 버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

이 안 되는 거 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깐- 이런 경우는 이 게 한다. 확실한 정책이 정해

졌으면 좋겠어요.

◯29 3: (1번을 바라보면서) 동의해?

◯30 1: 그래- 번에 사회문화시간에 부자인 사람들이 정기 인 검진도 받고 해서 더 오래 산다

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약자들한테 돈을 지원해주면 검진을 받아서 더 오래 살 수 있잖아.

◯31 2: 지하철 타도 노인들 있어도 핸드폰 보고 안 비켜 주고 그러잖아, 기본 으로 배려하는 자

세가 있어야…….

상  집단인 [M-행1-상1]의 화를 보면, ‘사회  약자를 한 정책’에 하여 논의

를 하면서, ‘장애인 지원 , 다큐멘터리의 내용, 사회문화 시간의 학습 내용’ 등을 바탕

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제시함

으로써 근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근거의 출처와 객 성, 확실성 면에서 근

거의 명확성을 갖추지는 못하여 한 안을 제시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하 다.

3. 학습 화의 상호작용 양상

이 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소집단 내 계

의 구조와 역할을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어떻게 화에 참여하여 공동 지식의 구성이

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 화의 개념 형성이

라는 인지  측면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고, 학습자의 역할 

 태도 면에서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습 화의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은 인지  활동이 일어나는 바탕이자 이를 활성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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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소집단 1 소집단 2 소집단 3

소집단 4 소집단 5 소집단 6

는 요한 기제이다. 따라서 상호작용 양상이 어떻게 일어나며, 이 가운데서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과 어떻게 계를 맺으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연구의 요한 측면이다.

 이를 해 우선 화 참여도와 여도를 통해 학습자들이 형성하는 참여 유형을 

도출해 내고, 학습자들이 소집단 내에서 상 방에게 보이는 태도를 분석하여 상호작

용 양상을 구체화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학습 화의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화가 성공 으로 진행되기 

해 필요한 상  인지  지식을 제안하고자 한다(유동엽, 2004b: 141). 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인 학습 수 과 문제 성격에 따라 학습 화의 상호작용 양상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고찰하여 실제 인 교수‧학습 내용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 다.     

1) 학습 화의 상호작용 분석틀 

가) 학습 화의 참여자 틀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를 교실 내에서 학습을 목 으로 이루어지는 소집단 내 의

사소통이라고 보았으므로, 학습 화의 참여자는 소집단의 구성원인 학습자와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교사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학습 화가 일어나는 교실에서의 소

집단 구성과 교사의 치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그림 Ⅲ.10] 소집단 구성과 교사의 치 

[그림 Ⅲ.10]에서 교사는 소집단 내 활동에 개입하기보다는 소집단 활동이 잘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소집단 외부에서 찰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그런데 교사는 소

집단 활동이 일어나는 내내 망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소집단 

화를 찰하고, 학습자들의 요청에 응답하고, 학습 화의 진행을 돕는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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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교사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학습자들도 소집단 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존재

를 항상 인식하고 있기에100) 교사는 소집단 활동에서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실제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집단 화에서의 참여자 틀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Ⅲ.11] 학습 화에서 소집단과 교사의 계 

 

그리고 소집단 화가 소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견 교환으로 끝나지 않고 소집단 내

에서 새롭게 구성된 지식을 다른 소집단 즉 반 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단계까지 나

아간다면 다른 학습자의 역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학습 방안에서도 논의하

겠지만 학습 화의 본래 목 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학습 화가 해당 소집단 내 지

식의 공유와 구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를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고 다른 소집단

의 결과에 한 공유를 통해 지식을 더욱 확장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집단에서 구성된 지식을 발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그때에 미치는 

다른 학습자들의 향  역할도 학습 화 참여자 틀에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   

소집단 내, 소집단과 교사, 소집단과 체 학 의 계를 고려하여 학습 화의 참

여자들과 그들 사이의 계와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 [그림 Ⅲ.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소집단 내 구성원은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화의 참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는 해당 소집단 활동의 찰자이자 활동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다. 그리고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은 소집단 활동이 끝난 후에는 청 이자 질의자로서

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사와 청 이 동시에 맡고 있는 ‘의도된 수신자’는 유동엽

(2004b: 144-145)의 논의를 참고한 것으로, 그는 논쟁에서 인정된 참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기를 갈망하는 수신자를 가리켜 ‘의도된 수신자’로 명명하 다. 본 연구

에서도 소집단 구성원들이 지켜보는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화를 

100) 서현석(2004)을 보면 초등학교 소집단 학습 화에서 학생들은 교사를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나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소집단 활동 가운데서도 교사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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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고 보아 이를 의도된 수신자로 단하 다. 

[그림 Ⅲ.12] 학습 화의 참여자 계  역할 

나) 참여자의 계 형성

소집단 내 학습 화에서 학습자들의 발화의 수와 양, 발화 상 자와의 계, 화 

참여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형성하는 계 유형을 분석하 다. 

(1) 화의 참여도

화의 참여도는 학습 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 학습자의 발화의 횟수

와 양, 발화 상 자와의 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S-가1-상2]에서 나타난 화의 양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3] [S-가1-상2]의 학습 화를 통한 학습자 간 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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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에서는 3번 학생의 발언 횟수가 총 36회  16회로 가장 많았으며 5번이 10

회, 2번이 6회, 1번과 4번 학생이 각각 2회씩 발언을 하 다. 3번 학생은 다른 학생의 

생각에 한 정보 요구나 문제 제기 발화를 많이 하 고, 한 다른 학생에게 질의도 

많이 받아서 응답 발화의 횟수도 많았다. 화가 체 으로 3번 학생을 심으로 이

루어지는 양상을 보 으며, 나머지 학습자 간에도 상호작용이 나타나면서 화가 진

행되어 가는 모습이었다.

[그림 Ⅲ.14] [S-행1-상2]의 학습 화를 통한 학습자 간 계 형성

[S-행1-상2]에서는 총 37회의 발화  1번 학생의 발화 횟수가 14회로 가장 많았고, 

4번 학생이 9회, 5번 학생이 6회, 2번과 3번 학생이 각각 4회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

음 발화에서 보듯이(⑦, ⑰, ◯30 , ◯33 ) 1번 학생의 경우에는 설명하기, 사고 자극하기와 

반응하기를 한 발화 외에 진행을 한 발화를 많이 수행함으로써 체 인 발화의 

횟수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행1-상2]

⑦1: 그럼 자유롭게 질문하고 반론하겠습니다. 

⑰1: 잠깐 잠깐만, 이 의견을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물질 으로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

니면 기회를 동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회도 같이 제공하는 것.

◯30 1: (끼어듦) , 그게 희 입장입니다. 차별  복지를 하자는 것이 무조건 인 물질  지원

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각자 어떤 정책을 펼치

면 사회  약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33 1: 자, 자기가 복지에 한 정책을 말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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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중앙집중형Ⅰ 중앙집중형Ⅱ 그물형

따라서 이러한 진행 발화를 제외하고 설명, 질의, 응답과 련한 발화는 다른 학생들

과 큰 차이가 없었다. 1번 학생 외에 4번 학생과 5번 학생도 화에 극 으로 참여

하 으며 2번과 3번 학생도 자신의 생각을 표 하거나 질의를 하는 데 주 함 없이 

화의 참여자들이 모두 극 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Ⅲ.14]에서 보듯이 서로 간

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학습 화도 성공 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소집단 학습자들이 보인 학습 화를 분석하여 다음 [그림 Ⅲ.15]와 같이 분

산형, 앙집 형Ⅰ, 앙집 형Ⅱ, 그물형의 계 유형을 도출하 다.101)

[그림 Ⅲ.15] 학습 화 참여자 간 계 형성 유형 

분산형은 소집단 구성원  일부가 화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원 간 상호작

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침묵하는 구성원이 있으므로 화에 활기가 없으

며, 화를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논의가 진행된다. 침묵하는 구성원에 해 참여

를 유도하는 발언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참여를 거부하거나 주 하는 경우가 많다. 

앙집 형Ⅰ은 주도자를 심으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101) 소집단 상호작용의 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쇼(Shaw, 1976), 베이커 외(Baker et al., 1987) 
등이 있다. 소집단 상호작용의 유형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과 그 형태를 일컫
는 것으로, 집단 내에서 메시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가 하는 경로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
집단 상호작용 유형의 특징을 이해한다는 것은 소집단 의사소통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소
집단 의사소통의 정보망(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이기복, 1997: 406-407). 
쇼(1976)는 5가지 유형의 소집단 의사소통의 정보망을 제시하였는데, 수레바퀴(Wheel)형, 사슬
(chain)형, Y자(Y-shape)형, 원(circle)형, 개방형(all-channel/ com-con)형이 그것이다. 유동엽
(2004b: 165-171)도 이를 바탕으로 논쟁에서의 의사소통 통로구조를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유형들을 선행 연구와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해 보면, 수레바퀴형은 중앙집중형Ⅰ과, 
개방형은 그물형과 유사한 소통의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다. 그러나 소외된 구성원이 나타나는 분산
형이나 주도자를 중심으로 각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중앙집중형Ⅱ는 선행 연구와 일치
하는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습 화가 일반적인 소집단 의사소통과는 달리 교실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학습이라는 특정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의사소통이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
고, 명칭 또한 각 유형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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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경우이다.102) 주도자는 자신의 의견을 극 으로 표 함으로써 나머지 구성

원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르도록 설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성원들도 주도자에게 정

보 요구나 문제 제기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논의에 참여한다. 

앙집 형Ⅱ는 주도자 심으로 화가 진행이 되되, 나머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

용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주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극 으로 제시하

는 참여자이기도 하지만, 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발언 순서를 지정 는 조정 하는 등의 진행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S-가1-상2]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물형은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양상

을 보인다. 특정한 주도자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구성원 모두가 극 으로 화에 참

여하므로 모두가 화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103) 상호작용을 통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에서 학습 화의 가장 이상 인 양상으로 설정할 수 있

다. 앞서 분석한 [S-행1-상2]의 학습 화가 그물형의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

물형의 양상을 나타내는 소집단에서 탐구 화의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평등한 계에서 다양한 의견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에 

정 인 역할을 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104) 

화 진행자의 존재와 집단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련하여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면이 있다.105) 그런데 집단의 경우에는 언제나 화 진행자, 즉 사회자가 필

102) [그림 Ⅲ.15]는 시각적 편의상 주도자를 한 명으로 하여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주도자가 반드시 한 
명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논쟁 화의 경우에는 두 명의 주도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103) 이는 최영인(2007)이 주장한 토의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사회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도 한 사람의 주도자에 의해서 화가 진행되는 것도 효율적이
지만, 모두가 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지식 구성이 
가능해 진다고 보았다. 

104) 강석진 외(2000)에서는 과학 시간 소집단 토론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여 학습자
들의 참여 형태 측면에서 일인 주도형, 부분 참여형, 다수 참여형의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였다. 
일인 주도형은 여러 학생이 상호작용에 참여하지만 주도적 역할은 한 학생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단
순한 찬성이나 반  등의 수동적 역할을 맡는 형태이다. 부분 참여형은 4명의 조원 중 2명이 참여
하여 상호작용의 진행에서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다수 참여형은 3명 이상의 구성원이 
상호작용의 진행에 기여하는 형태이다(강석진 외, 2000: 356-357).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상호
작용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형태가 부분 참여형이었음을 밝히면서 소집단 토론이 보다 많은 학생
들의 능동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강석진 외, 2000: 362).  

105) 쇼(Shaw, 1976)가 제시한 소집단 의사소통 정보망의 유형 중, 수레바퀴 형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집단 과업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즉 리더를 중심으로 발언권의 지정이나 중재, 의사 결정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으로 보자면 중앙집중형(본 연구
에서는 중앙집중형을 Ⅰ과 Ⅱ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쇼(Shaw)의 수레바퀴 형에는 이러한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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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만 소집단 화에서는 반드시 그 다고 보기 어렵다(박용익, 2001). 그물형의 

양상에서 보았듯이 학습 화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평등한 치에서 상호작용

할 때 공동의 지식 구성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물형이 효과 이라고 보는 

것이 하다. 하지만 진행 발화가 담화 개  내용 구성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부분에 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2) 화 상 자에 한 태도

알 산더(Alexander, 2008: 43)는 력 인 소집단 내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화의 지도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 다. 

•학습자들은 상 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서로서로 화에 참여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기여와 다른 학습자들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다. 

•학습자들은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고 결론에 동의하도록 노력한다. 

•학습자들은 소수의 을 존 한다. 

각 항목들을 보면,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함양해야 할 태도를 지도의 내용으

로 삼고 있다. 그만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화에서는 화에 참여하는 각 학

습자가 어떠한 자세로 화에 임하느냐가 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일례로 학습 화의 목표인 공동의 지식 구성과 련하여 이에 도달하려

면 학습 화의 방법이나 략을 이해하는 것도 요하지만, 력 인 자세를 견지하

지 않는다면 학습 화가 의미 있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미향‧ 석(2010)은 등학교 과학 재수업 속에서 학습자들의 담화를 찰하

는데, 재들의 경우 자기 주도 인 성향이 강한 반면에 상 의 반응에 따라 소집단 

없으므로 리더를 중심으로 소집단 의사소통이 전개되는 경우는 Ⅰ과 Ⅱ를 포함한 중앙집중형으로 
보고 설명하였음을 밝혀 둔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효율성만을 놓고 본다면 중앙집중형이 지식 구
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을 단지 속도나 효율로만 따지기에는 인지적, 심리
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존재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물형(Shaw의 모형에서는 개방형)의 경우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지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
방형은 정보를 유통시키는 데는 가장 빠르며, 복잡한 과업을 해결할 때에는 리더가 없는 네트워크가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강길호‧김현주, 1995; 194 재인용). 그리고 상위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효능감)을 얻을 수 있고, 중하
위 학습자의 경우에도 지식의 구성에 기여했다는 인지적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학습에 한 흥미를 
기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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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재들의 태

도가 소집단 활동의 결과에도 향을 미치므로, 이들에게는 상 와 의사소통하는 방

법에 한 학습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최미향‧ 석, 2010: 284). 재

와 상  학습자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학습 화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학습 수 에 따라서는 상  학습자가 비우호 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상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토론에서 패하는 것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치의 문제를 놓고 감정 으로 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제에 따른 등학생의 토의 담화를 연구한 박소령(2013)에 따르면, 가치의 문제를 

주제로 다룬 토의에서 가장 열띤 참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

가 과열되어 의견의 립이 감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갈등 조정과 

련한 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박소령, 2013: 63-64). 가치의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사실의 문제나 행 의 문제는 실제 이고 명시 인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가진 이가 화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반면에 가치의 문제는 

개인이 가진 고유한 가치 이나 신념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양

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학습 화를 한 역할 형성

학습 화릍 통해 력 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 구성

원 간의 역할 분담과 련된 연구로는 호간(Hogan, 1999)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토론 주의 력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사회인지  역할은 다음과 같이 두 가

지로 나 어 볼 수 있다(Hogan, 1999: 861-866). 첫째, 력을 통한 지식 구성 과정을 

진하는 역할은 성찰 진자(prompter of reflection), 기여자(contributor of content 

knowledge), 생성자(creative model builder), 재자(mediator of group interaction and 

ideas)가 있다. 둘째, 력을 통한 지식 구성을 방해하는 역할로는 비 자(promoter of 

acrimony), 방해자(promoter of distraction), 회피자(promoter of simple task completion 

or unreflective acceptance of idea), 침묵자(reticent in 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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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기능 역할 구체  행

지식 

구성 

련 

역할

지식 

생성

안내자 학습 화가 본국면106)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문제 제기자
상 가 설명한 내용  잘못되거나 근거가 부족하

다는 단이 들 경우 질의하기

정보 탐색자
발언을 뒷받침할 자료나 근거를 요구하기, 발언의 

내용에 한 명료화 요구하기

정보 제공자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의견 탐색자 다른 참여자들의 생각을 물어보거나 발언 유도하기 

의견 제시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설명하기

지식 

검

검토자

다른 참여자의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풀어

서 설명해주기 혹은 재진술함으로써 발언의 의도 

확인하기 

조정자 서로의 의견, 주장, 논거를 서로 연결해주기

평가자 제시된 의견들을 공유된 기 에 따라 평가하기

이경순(2004: 50)은 호간(Hogan)의 제안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사회인지  역할이 

력  지식창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사고와 추론 과정이 심화된 집

단에서는 력  지식창출을 진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많이 나타났다. 그 에

서도 특히 성찰 진자가 많은 집단이 보다 깊은 추론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반 로 단순 추론을 펼치는 집단에는 회피자나 방해자가 보다 많이 포함되

어 있었다.

소집단에서 화 참여자들의 역할에 한 연구로는 베니와 쉬츠(Benne & Sheats, 

1948)의 연구가 표 이다. 그들은 소집단 화 참여자의 역할을 ‘집단의 과제와 

련된 역할’, ‘집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련된 역할’, ‘개인 인 역할’로 범주화

하고 각각의 항목에 따른 역할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 

유동엽(2004b: 152-153)은 베니와 쉬츠(1948)의 논의를 바탕으로 논쟁에서 불일치 

해소에 기여하는 자와 기여하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도 베

니와 쉬츠(1948)의 집단 참여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유동엽(2004b)과 호간(1999)의 논

의를 참고하여 학습 화 진행 과정에서의 학습자 역할을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

하는 역할’과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로 나 어 분석하 다. 

<표 Ⅲ.13>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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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호작용 

련 

역할 

갈등 

재

기  제시자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 을 제시하기 

수렴자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 지식 구성하기

동조자
다른 참여자의 의견 비 으로 수용하기, 구성된 

공동의 지식 수용하기 

력  

분 기

조성 

진행자
학습 화의 과정을 이끌어가기(주로 각 단계에 맞

는 담화가 구성되도록 함.) 

분 기

조성자

우호 인 분 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유머 등

을 사용하여 경직된 분 기 완화시키기 

격려자
다른 참여자의 의견에 정 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허용 인 분 기 조성하기 

범주 기능 역할 구체  행

지식 

구성 

련 

역할

지식 

생성 

해

공격자
다른 참여자들의 생각에 하여 문제 을 지 하거

나 비난하기 

거부자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의견 수용

을 거부하기 

사회  

상호작용 

련 

역할

계 

형성 

해 

화 지배자
자기 이야기를 무 길게 하거나 다른 참여자가 말

하는 데 끼어들어서 말을 자르기 

은둔자 
화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무비 으로 동의하기 

<표 Ⅲ.14>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식 생성 해와 계 형성 해로 

나 어 분류하 으나 사실상 여기에 제시한 네 가지 역할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

하므로 지식 구성은 물론 계 형성도 해한다. 를 들어 공격자의 경우 자신의 생

106) 유동엽(2004b: 73-74)은 논쟁의 불일치 조정 과정에서 논제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본 국면’, ‘보
조 국면’, ‘곁가지 국면’을 제시하였다. 본 국면은 논제와 논제를 구성하는 쟁점에 해서 불일치 조
정이 이루어지는 국면을, 보조 국면은 논제와 상관이 있는 화제에 해서 불일치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면을, 곁가지 국면은 논제와 상관이 없는 화제에 해서 불일치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면을 가리킨
다. 학습 화에서 본 국면은 유동엽이 제시한 본 국면과 보조 국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문제와 관련 있는 내용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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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분산형 6 3

앙집 형Ⅰ 1 8 11

앙집 형Ⅱ 8 3

그물형 8 4

각만이 옳다고 여겨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 (혹은 비난)만 하기 때문에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태도로 화에 임한다면 소집단 구성원

들 간에 력 인 분 기를 형성하기도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 형성(지식 구성)

과 사회  상호작용으로 나 어 역할을 고찰해 보고자 하 으므로 보다 문제가 되는 

역할에 을 두어 분류한 것일 뿐 인 기 은 아님을 밝 둔다. 

학습 화 참여자들이 공동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들을 앞 항에

서 제시한 계 유형과 련지어 분석해 보면, 학습 화의 진행 양상이 왜 그 게 나

타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행한 역할을 개선시켜 학습 화의 본질  목

표인 공동의 지식 구성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유동엽, 2004b: 153). 

2) 학습 수 과 문제 성격에 따른 상호작용 양상 

가) 학습 수 에 따른 상호작용 양상

(1) 관계 형성 양상

상  집단은 그물형과 앙집 형Ⅱ의 양상을 주로 나타낸 데 비해, 상  집단은 

네 유형이 고루 나타난 편이었으나 그 에서 앙집 형Ⅰ과 분산형의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 하  집단은 앙집 형Ⅰ의 유형이 부분을 차지하 으며, 분산형의 양

상도 일부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 

<표 Ⅲ.15> 학습 수 에 따른 화 참여 양상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담화의 진행, 내용의 구성 양상과 무

하지 않다. 지식은 담화 개와 내용 구성이라는 ‘개념 형성’과 계 형성과 진행을 

한 역할 형성이라는 ‘사회  상호작용’의 역동 인 련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이 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참여 양상을 다시 들여다보면, 상  집단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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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합계

발화 횟수(회) 2 4 5 7 4 22

자의 경우에는 단계형과 미구성-논의형, 탐구 화의 양상을 주로 나타내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집단 구성원들이 화에 극 으로 참여하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107)  

<표 Ⅲ.16> [M-가1-상1]의 학습자별 발화 횟수 

상  집단인 [M-가1-상1]은 단계형, 탐구 화의 양상을 보 으며, <표 Ⅲ.16>의 

학습자 별 발화 횟수를 살펴보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자들의 발화가 4∼7회로 

비교  균일하게 나타났다. 

[M-가1-상1]

⑫1: 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랑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만족을 하기 해서는 군가를 사랑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건강해지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런 동기 없이 하면 신도 안 

나고 그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연인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족 이런 거. 

⑬3: 제가 반론할게요.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해서 암이 치료될 확률이 높아요?((학생들 웃음, 웅

성웅성 소란스러움))

⑭4: ** 의견에 반론하겠습니다.( 략)

◯16 5: 는 **학생 의견에 반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행복하다 이런 말은 되게 이상

인 말인 거 같애요. 사랑한다고 해서 3번 학생이 이야기한 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 이상 인 생각인거 같

아요. 

◯17 1: 사랑을 해서 건강해 진다는 것이 아니라 몸 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으로 건

강하면 죽더라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 요.

◯18 5: 정신 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물질 으로 부족하면 그건 약간 불행하지 않을까요?

◯19 4: 간디 같은 경우도 가난했지만 굉장히 평화롭게 사셨거든요.

◯20 5: 그런 분들은 마인드가 일반 인 사람들과 다른 거구요.

107) 학습자들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탐구 화가 가능했던 것인지, 논의가 탐구 
화의 양상을 띠어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해서는 보다 정치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소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화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가지 측면이 강조되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에 학습 화의 양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습 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하여서는 Ⅳ장에서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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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합계

발화 횟수(회) 10 4 6 3 10 33

1번 학습자의 경우에도 발화의 횟수는 었지만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와 련된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설명(⑫, ⑰)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논의들이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화들이 해당 학습 화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

는 데 기여하 으므로 단순히 발화 횟수로만 참여 정도를 단하는 것은 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1번 학습자는 화가 진행되는 동안 화에 집 하는 태도를 

보여 력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데 기여하기도 하 다. 

참여자들이 극 인 자세로 화에 임하고, 력 인 분 기 속에서 설명, 질의응

답 등의 과정을 거쳐 지식 구성에 근하고 탐구 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러한 

학습 화는 그물형의 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상  집단 학습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소집단 구성원이 화에 극 으로 참여하면

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비해, 상 와 하  집단에서는 학습 수 이 뛰어난 

학습자 한두 명을 심으로 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  집단

에서는 앙집 형Ⅰ이 압도 으로 많이 나타남을 확인하 는데 이를 통해 소집단 내

에서  수 의 학습자를 심으로 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17> [S-행1-하1]의 학습자별 발화 횟수 

미구성-소논의형, 논쟁 화의 양상을 보인 [S-행1-하1]의 학습자 별 발화 횟수는 

<표 Ⅲ.17>과 같다.  수  학습자인 1번과 5번 학습자의 발화가 체 발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화도 이 두 학습자가 논의를 주고

받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동 상에 나타난 나머지 학습자들의 참여 태도를 보면, 논의

에 심이 없거나 소외되어 있기보다는, 발화하는 학습자를 바라보거나 논의를 경청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비록 하  학습자들의 발화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1번과 

5번 학습자 심으로 진행되는 화 에 자신의 의견을 표 하면서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앙집 형Ⅰ의 양상으로 분류하 다.108)   

108) [S-행1-하1]의 소집단 구성원 중 4번 학습자는 실제로 논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⑦4: (( 화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음.))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치심을 느
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낙인효과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⑩4: ((5번의 어깨를 치며 발언하라는 손짓을 하고 표정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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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상 자에 한 태도를 보면, 학습 수 에 따라서는 상  학습자가 비우호

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신의 견해를 철시키려는 목 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데 상  학습자의 경우에는 상 의 의견을 존 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

어 보인다. 특히 상  집단에서 논쟁 화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상  집단에 

속한 상  학습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생각을 배척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학습자의 경우 우호 인 분 기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서 [S-행1-하1]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  학습자가 화에 극 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2) 역할 형성 양상

학습 화를 한 소집단 상호작용에서 각 학습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지 분석해 본 결과, 상  집단의 경우에는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이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격자나 방해자 같이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학습자

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S-행1-상2]

①1: 우선 희 조의 논의 주제는 ‘사회  약자’에 한 것인데, 그냥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루즈한 토의가 될 것 같아서 희는 입장을 좀 나눴습니다. 우선 입장 차이는, 

한쪽 입장에서는 사회  약자를 해 배려할 때 물질 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다른 쪽 입장

은 기회 으로 지원해야 하는가로 나눴습니다. 우선 물질 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쪽이 먼  

얘기하겠습니다.                                                            【진행자】

②5: 일단 사회 인 약자를 배려하기 해서는 물질 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의 경우에는 개인이 원하는 기회를 하나하나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물질 으로 가

장 공통된, 공통 으로 보편 으로  수 있는 물질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제시자】

( 략)

⑦1: 그럼 자유롭게 질문하고 반론하겠습니다.                                   【진행자】

◯244: ((1번의 말을 듣고 웃음.))

4번 학습자의 세 번의 발화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데, 실제 언어적 메시지를 표현한 것은 ⑦번 1회였고, 
나머지 두 발화는 자신의 발화 순서(말차례)에 4번 학습자가 보인 반응이다. 4번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지식 점검하기 단계에서 1회 표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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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구분

학습자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 

개념 형성 상호작용 개념 형성 상호작용

지식 

생성

지식 

검

갈등 

재

분 기 

조성
지식 생성 해 계 형성 해 

1번
①②④⑤

⑥
⑦⑧ ⑫ ⑬ ⑱

2번 ④⑥ ⑫

3번 ④⑥ ⑫

4번 ②③⑤⑥ ⑧⑨ ⑫ ⑮

5번 ②③④⑥ ⑦ ⑪⑫

⑧4: 어, 아까 에 김도형 학생이 그- 진정한 복지라는 것은 기회를 줘서 재기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용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지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거라고 는 알아 왔거든요. 근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에 재기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 나라에 세 을 내고,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

에 최소한의 인간 인 삶은 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 재기할 의

지가 없더라도 물질 인 혜택을 으로써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제 제기자】【의견 제시자】【의견 탐색자】

⑨1: 우선…그걸 나눠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 을 내지 않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국가에 자원을 계속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할 의사가 없고, 국가를 해 뭔가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계속 복지만 해 

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지만 받아먹고 살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업수당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을 하지 않

고 수당만 받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 발생하는데 과연 일할 

의사도 없고 아무런 재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물질  지원만 한다고 도 체 무슨 의미

가 있겠습니까?                         【정보 제공자】【의견 제시자】【의견 탐색자】

⑩4: 그 다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굶어죽든 국가가 상

하지 않고, 상 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평가자】

( 략)

⑰1: 잠깐 잠깐만, 이 의견을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물질 으로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

니면 기회를 동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회도 같이 제공하는 것.

【조정자】【의견 탐색자】

의 사례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본을 바탕으로 각 발화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하는지를 분석하여, 단계형, 탐구 화, 그물형의 양상을 나타낸 상  집단 [S-행1-상

2]에서 각 학습자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표 Ⅲ.18> 상  집단([S-행1-상2])의 학습자 역할 형성 양상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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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구분

학습자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 

개념 형성 상호작용 개념 형성 상호작용

지식 

생성

지식 

검

갈등 

재

분 기 

조성
지식 생성 해 계 형성 해 

1번 ④⑤⑥

2번 ②④⑥

3번 ③④⑥ ⑬ ⑰

4번 ②④⑥ ⑰

5번 ③④⑥ ⑯

6번 ⑥ ⑲

앞서 분석을 통해 상  집단은 단계형과 탐구 화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공동의 지

식을 구성해 나감을 확인하 는데, 이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소집단 구성원

들이 공동 지식의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들을 수행하 기 때문이다. <표 Ⅲ.18>에 정리

된 상  집단 [S-행1-상2]의 학습자들의 역할을 보면 지식의 생성과 갈등 재와 련

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식의 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상  집단에서는 검토자, 조정자, 평가자와 같이 지식 검과 련한 역할을 수행하는 

발화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반성  사고와 발화에 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 논의를 검하여 타당한 방향으로 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 다. 

<표 Ⅲ.19> 상  집단([M-사2- 1])의 학습자 역할 형성 양상 

상  집단인 [M-사2- 1]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지식 

생성의 역할은 부분의 학습자가 수행하고 있지만, 지식 검이나 그 외 상호작용과 

련한 역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참여자가 있었고, 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은둔자도 존재하여 지

식 구성에 이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110)   

109) 표 안 공간의 제약 상 역할의 이름을 명시하지 못하여 번호로 표기를 체하였다. 각 역할에 따른 
번호 표기는 다음과 같다. ①안내자, ②문제 제기자, ③정보 탐색자, ④정보 제공자, ⑤의견 탐색자, 
⑥의견 제시자, ⑦검토자, ⑧조정자, ⑨평가자, ⑩기준 제시자, ⑪수렴자, ⑫동조자, ⑬진행자, ⑭분
위기 조성자, ⑮격려자, ⑯공격자, ⑰거부자, ⑱ 화 지배자, ⑲은둔자.

110) [M-사2-중1]의 사례를 본 연구에서는 그물형의 양상을 분류하였는데. 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6번 학습자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주도자 없이, 나머지 5명의 학습자가 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둔자가 나타난다고 하여 분산형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수의 학습자가 활발하게 논
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그물형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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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구분

학습자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 

개념 형성 상호작용 개념 형성 상호작용

지식 

생성

지식 

검

갈등 

재

분 기 

조성
지식 생성 해 계 형성 해 

1번 ⑥ ⑲

2번 ①②④⑥ ⑯

3번 ④⑥ ⑬ ⑯

4번 ⑥ ⑲

<표 Ⅲ.20> 하  집단([S-가1-하1])의 학습자 역할 형성 양상 

하  집단인 [S-가1-하1]의 경우에는 1번과 4번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두 번 정

도 이야기한 것 외에는 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자 4명  두 명이 은둔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논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S-가1-하1]

◯18 2: 그- 사람이 먹고 싸고 자고 그 게 하면은 완 히 동물과 같잖아요? 

◯19 3: 그래도.

◯20 2: 그게 정말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21 3: 일단 물론 동물도 먹고 싸고 자고 하죠.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삶이란 그

래도 생명이란 게 소 한 거니까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는. 그래서 (1 ) 뭐 일

단은 먹고 싸고 자고 하면 기본 인 삶의 의지는 생기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 아 뭐라 말

하는 거지? (웃음) 에- 는 그 게 생각해요. (웃음) 그니까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화를 주도하면서 극 으로 참여하고 있는 2번과 4번 학습자도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면서 상 방의 의견에 해서는  사례에서와 같이 비난조의 문제 제기를 함

으로써 공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문제 성격에 따른 상호작용 양상 

(1) 관계 형성 양상 

문제의 성격에 따른 화 양상을 살펴보면, 사실의 문제와 행 의 문제는 앙집

형Ⅰ의 양상을 주로 보 고, 가치의 문제는 모든 유형들이 3～5회로 유형 간 빈도에

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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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 의 문제 

분산형 3 3 3

앙집 형Ⅰ 9 5 7

앙집 형Ⅱ 2 4 4

그물형 4 5 3

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분산형 3

앙집 형Ⅰ 1 1 3

앙집 형Ⅱ 3 1

그물형 3 2

<표 Ⅲ.21> 문제 성격에 따른 화 참여 양상

사실의 문제의 경우에는 객 인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이 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므로, 정보와 지식을 비교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상  집단에서는 그

물형의 논의를 보 다. 이에 비해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상 나 하  

집단에서는 정보를 가진 권력자에게 쏠림 상(의존 상)이 나타나므로 앙집 형

Ⅰ의 양상으로 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행 의 문제의 경우에는 재 상황에 한 정확한 이해와 실  가능한 안을 제시

하는 것이 요하므로 가능한 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가장 그럴듯한 안을 이야기한 사람을 심으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 고, 그러한 안을 주장한 학습자가 화의 주도자가 되어 

화를 진행하 기에 앙집 형Ⅰ의 양상이 비교  많이 나타났다. 

화 참여 양상의 유형들이 거의 동일한 빈도로 나타난 ‘가치의 문제’를 학습 수

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 Ⅲ.22>와 같다.  

<표 Ⅲ.22> ‘가치의 문제’에 한 학습 수 별 화 참여 양상 분석 

상  집단 학습자들이 그물형과 앙집 형Ⅱ의 양상을 주로 나타낸 것에 비해서 

상  집단 학습자들은 분산형이, 하  집단 학습자들은 앙집 형Ⅰ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집단마다 다른 참여 양상을 보 기에 가치의 문제의 참

여 양상이 네 가지 유형 모두에 고르게 분포한 것이다. 

가치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의 문제나 행 의 문제처럼 객 이고 사실 인 다양한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이 가진 가치 단이나 경험  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학습 수 과의 련성이 낮은 신 개인의 가치 이나 태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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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구분

학습자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 

개념 형성 상호작용 개념 형성 상호작용

지식 생성
지식 

검

갈등 

재

분 기 

조성
지식 생성 해 계 형성 해 

1번 ④⑥

2번 ⑥ ⑲

3번 ②④⑤⑥⑧ ⑨⑩ ⑯

4번 ④⑤⑥

5번 ④⑥

화의 진행이 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앞선 항들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치의 문제는 논쟁 화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화 참여자들 간의 갈등이 발

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가치 단과 련한 논의가 벌어지다 보니 논쟁  

화의 양상을 띠게 되며,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진행자가 있는 것이 갈등을 조정

하면서 화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주도자를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나간 

것이다. 

상  집단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 특히 가치 단에 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

내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화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많이 찰되었다. 하  집단의 경우에는 주도자가 화를 이끌기는 하 으나 학습

자들이 화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 다.  

(2) 역할 형성 양상 

문제의 성격에 따라 역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상  

집단을 상으로 삼아 역할 형성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세 집단은 모두 미구성-논의

형과 논쟁 화의 양상을 보 으며, [M-사1- 1]과 [S-행2- 1]은 앙집 형Ⅰ, [S-

가2- 2]는 분산형의 계 형성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Ⅲ.23> 사실의 문제([M-사1- 1])의 학습자 역할 형성 양상

사실의 문제①에 하여 논의를 진행한 [M-사1- 1]의 학습 화 양상을 보면, 3번 

학습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다른 학습자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3번과 4번 학습자의 의견 주고받음으로 화

가 진행되었으며, 1번 학습자가 간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양상이었다. 

사실의 문제는 객 인 사실과 자료에 기반하여 의견 제시가 이루어져야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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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구분

학습자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 

개념 형성 상호작용 개념 형성 상호작용

지식 

생성

지식 

검

갈등 

재

분 기 

조성
지식 생성 해 계 형성 해 

1번 ④⑥ ⑰

2번 ③④⑥ ⑨ ⑬ ⑯⑰

3번 ④⑥ ⑲

4번 ④⑥ ⑲

5번 ④⑥ ②

람을 설득하거나 올바르게 지식이 구성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데, 3번 학습자가 다

른 교과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주도 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한 3번 학습자의 경우에는 4번 학습자가 로 든 ‘인육 캡슐’ 등이 타당

한 사례가 아님을 지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언 함

으로써 자신의 논의에 힘을 싣고 있었다. 따라서 사실의 문제는 지식의 생성과 검

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만 생산 인 논의가 가능해짐을 알 수 있다. 

<표 Ⅲ.24> 가치의 문제([S-가2- 2])의 학습자 역할 형성 양상

[S-가2- 2]는 상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반 으로 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

다. 체 11분가량 진행된 소집단 화에서 나타난 총 발화 횟수는 5명 모두 합해 12

회에 지나지 않았다. 진행자의 역할을 한 2번 학습자의 발화 횟수가 5회로 가장 많았

으며, 1번이 3회, 5번이 2회, 3번과 4번 학습자는 각각 1회씩이었다. 3번과 4번 학습자

의 경우는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한 번씩 표 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3번 학습자는 2번 학생이 순서를 지정해 주었음

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 다. 2번 학습자가 자신

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이 화의 주를 이루었으며, 1번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설명

한 데 해 2번 학습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1번 학습자의 근거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 다. 비 인 논의나 생각의 공유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여 논쟁 화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류하 다. 가치의 문제는 

이와 같이 개인의 가치 에 따른 단이 주요한 논의의 제 혹은 바탕이 되어, 갈등

이 일어나기 쉽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립하는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다. 

한 3번 학습자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사

람의 생각을 지지해 주고 수용해 주는 력 인 분 기를 형성하는 것이 학습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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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구분

학습자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 

개념 형성 상호작용 개념 형성 상호작용

지식 생성
지식 

검

갈등 

재

분 기 

조성
지식 생성 해 계 형성 해 

1번 ④⑥

2번 ②⑥

3번 ④⑥ ⑲

4번 ②③④⑤⑥ ⑬ ⑯ ⑱

5번 ⑥ ⑲

진행에 도움을  수 있다.  

<표 Ⅲ.25> 행 의 문제([S-행2- 1]의 학습자 역할 형성 양상

[S-행2- 1]에서는 4번 학습자가 진행자의 역할을 맡아 주도 으로 화를 이끌었

다. 그런데 순서를 지정하거나 발화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과 같이 화의 

진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화를 완 히 지배함으로써 오히려 원활한 의

사소통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4번 학습자 본인이 의견 제시를 함에 있어서, 지나

치게 길게 오랫동안 설명하 고, 다른 참여자의 의견에 공격 인 태도로 문제를 제기

하기도 하 다. 1번 학습자가 다소 느린 속도로 설명을 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채

로 발화를 시작하여 표 을 잘 하지 못하 는데, 발화를 지원해 주거나 돕기보다는 

간에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공격자, 거부자의 역할을 보이기도 하

다. 이러한 4번 학습자의 주도 이고 지배 인 화 진행에 결과 으로 3번과 5번 

학습자는 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양상을 보 다. 

행 의 문제는 상황에 한 정확한 단과 실  가능한 안 제시가 요하기에, 객

이고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개인의 극 인 의견 표명이 화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에서 4번 학습자가 해당 화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어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습 화의 목 이 다양한 의견의 공유와 합리 인 

논의 속에서 생성되는 학습, 즉 지식 구성에 있으므로 상호작용과 련한 역할들에 

보다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69 -

4. 논의

본 장에서는 학습 화의 분석틀에 비추어, 담화 개‧내용 구성‧상호작용의 구체  

양상을 밝히고, 학습 수 과 문제 성격에 따라 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담화 개는 지식 검하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하기의 세 단계를 거쳐서 진

행될 때 의미 있는 지식의 형성이 가능해진다고 보았으며, 각 단계 아래에 구체 인 

발화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화 교육을 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 다. 

내용 구성은 제시된 문제에 따른 화제의 진행 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화제의 개와 

논증의 구성을 심으로 고찰하 다. 상호작용은 담화 개와 내용 구성이라는 개념 

형성 과정의 바탕이 되는, 소집단 내 학습자들 간의 계  역할 형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화의 참여도에 따른 유형과 학습자의 태도, 학습 화에 기여하는 역할들에 

해 탐구하 다. 

학습 화는 기존의 개인  지식을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공유된 지식을 발 시킴

으로서 발 된 형태의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으로 

‘학습’을 제하고 있기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인 학습 수 에 따른 차이가 크

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수 에 따른 양상들을 정리해 보면, 상  집단은 

단계형, 탐구 화, 그물형의 양상을, 상  집단은 미구성(논의, 소논의)형, 논쟁 

화, 앙집 형Ⅰ의 양상을, 하  집단은 미구성-소논의형, 미탐색형,  화, 

앙집 형Ⅰ과 같은 양상을 주로 나타내었다.   

학습 수  외에 제시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도 학습 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

다. ‘사실의 문제, 행 의 문제, 가치의 문제’의 순으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문제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학습 화의 양상이 향을 받았다. 사실의 문

제는 사실에 한 입증 혹은 실증의 책임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밝 야 하는데, 학습자들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 다. 특히 상  집단과 하  집단

에서 사실의 문제에 하여 논쟁을 벌이거나 명백히 사실이라고 단을 해 버리는 경

우에는 문제를 탐구하기보다 무비 으로 상 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여 

 화의 양상도 많이 나타났다. 가치의 문제는 주 인 단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많고, 문제에 한 개인의 가치 과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화가 진행되므

로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문제에 근하는 양상을 보 다. 학습의 수 에 계없이 가



- 170 -

치의 문제를 선택한 집단에서는 체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가치 이

나 신념과 련된 문제이다 보니, 개인의 주장을 철시키려는 의도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 논쟁  화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한 소집단 내에서 

의견의 립이 나타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 다. 

Ⅲ장의 양상 분석은 수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 화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에 한 경향을 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지 까지 ‘학습 화’에 한 구체 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분석은 학습 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 화 교육에서 요하게 다

루어야 할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습 화의 경향을 악하는 것만으로 학습 화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 학습 화가 학습의 수 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

타냄을 분석해 보았는데, 사실 이 과정에 작용하는 수많은 향 요인들이 존재하여 

학습 화의 양상이 한층 다양하고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문제를 다룰 때에는 넓고 큰 시각으로 체 자료를 조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좁고 깊은 시각으로 자료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료에 한 온 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연구 문제를 정 하게 다룸으로써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어지는 본 연구의 Ⅳ장에서는 

분석한 자료를 깊이 있게 들여다 으로써 학습 화의 양상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

들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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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습 화의 향 요인 고찰 

이 장에서는 학습 화의 양상들 즉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에 향을  

요인들을 탐구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수 과 문제 성격에 따른 양상의 변화

를 분석하 는데, 이 게 변인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향을  요인111)

이 무엇인지를 구체 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112) 

1.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향 요인의 탐색은 형 이고 의미 있는 사례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형 이라

는 것은 Ⅲ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 사례를 선정함을 가리

키며, 의미 있다는 것은 학습 화의 향 요인을 올바르게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의 양상을 두 가지 변인을 통해 살펴보았으므로 각각의 변

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 즉 학습 수 과 

문제의 성격이 복합 변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 는지를 

엄정하게 악해 내기가 어려우므로, 학습 수 과 문제 성격 각각 하나의 독립 변인 

아래에서 요인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수 을 상, , 하로 나

고 ‘상’, ‘ 상’, ‘ 하’의 세 집단으로 나 어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 장의 요인 탐색

에서는 상  집단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상  집단의 사례 수가 가

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제하고 있는 비계 학습 즉 근

111) 이때의 요인(要因)은 중개변인(仲介變因, intervening variables)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그 관계를 다르게 만드는 제3의 변인을 의미하는데, 예
를 들어 개인의 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성적도 높아지나 이는 학습동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때, 지
능(독립변인)과 학업성적(종속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동기나 학습 준비도 등을 중개변
인이라고 한다(차배근‧차경욱, 2013: 30-31). 본 연구에서는 학습 수준에 따라 학습 화의 양상이 
달라졌는데, 이 관계에 학습자의 성격이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중개변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학
습 화가 이루어지는 소집단 활동은 다양한 중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탐구를 통
해 학습 화의 양상을 보다 정치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112) 문향숙(2011: 32)은 소집단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들(Grugeon, 
2001; 한재영, 2003; Johnson & Johnson, 1997; 강석진, 1999; Ward, 1987; Webb, 1984; 
Stahl, 1996 등)을 바탕으로, 과제, 학습 환경, 학생 개인적 특성, 교사의 특성, 소집단의 크기, 소
집단의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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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분  사례 
양상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

상  

집단

사실의 문제
[M-사2- 2] 미구성-논의형 논쟁 화 앙집 형Ⅰ

[S-사2-사2] 미구성-논의형 탐구 화 앙집 형Ⅰ

가치의 문제
[M-가2- 1] 단계형  화 분산형

[S-가2- 2] 미구성-논의형 논쟁 화 분산형

행 의 문제
[M-행1- 1] 미구성-소논의형  화 분산형

[S-행1- 1] 미구성-논의형 탐구 화 앙집 형Ⅱ

행 의 

문제

상  집단 [S-행1-상2] 단계형 탐구 화 그물형

상  집단 [S-행1- 1] 미구성-논의형 탐구 화 앙집 형Ⅱ

하  집단 [S-행1-하1] 미구성-소논의형 논쟁 화 앙집 형Ⅰ

발달 역에서의 학습자의 발  양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집단이라고 단하 기 때

문이다. 따라서 상  집단을 기 으로 문제의 성격에 따라 M고와 S고에서 의미 있

는 사례를 선정하여 향 요인 탐색을 한 사례로 제시하 다. 상  집단은 담화 

개에 있어서는 ‘미구성-논의형’,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논쟁 화’, 상호작용에 있어

서는 ‘ 앙집 형Ⅰ과 분산형’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를 조합해 보면 [미구

성-논의형] + [논쟁 화] + [ 앙집 형Ⅰ/ 분산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세 조

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는 [M-사2- 2], [S-가2- 2], [S-행2- 1]이 있으며, 두 조

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M-사2- 1], [M-가1- 1], [M-가2- 2], [M-행2- 1], [S-사

1- 1], [S-사2- 1], [S-사2- 2], [S-행2- 3]이 있었다.

문제 성격의 경우에는 행 의 문제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 성격을 아우르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 의 문제를 심으로 상  집단, 상  집단, 하  집단을 선

정하여 분석 상으로 삼았다. 행 의 문제를 통한 향 요인 분석을 해서는 <표 

Ⅰ.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고의 행 의 문제①의 경우가 집단의 배분이 균일

하 으며, Ⅲ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반 하는 양상이 나타난 사례들이었으므로113) 이

를 요인 탐색 상 자료로 선정하 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선정된 향 요인 탐

색을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Ⅳ.1> 향 요인 탐색을 한 사례114) 

113) 집단의 배분이 균일하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에 하여 ‘상, 중상, 중하’ 집단이 모두 존재함을 의
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Ⅰ.8>과 <표 Ⅰ.9>를 참고할 수 있다. Ⅲ장의 분석에 따르면 행위의 문
제의 조건은, 상위 집단은 [단계형/ 미구성-논의형] + [탐구 화] + [그물형/ 중앙집중형Ⅱ], 중상
위 집단은 [미구성형] + [논쟁 화/ 탐구 화] + [중앙집중형Ⅰ‧Ⅱ/ 분산형], 중하위 집단은 [미구
성-소논의형]+ [누적 화/ 논쟁 화] + [중앙집중형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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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 탐색에는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거이론과 질  내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근거이론과 질  내용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면

히 검토하여 자료로부터 개념 혹은 이론을 찾아낸다는 에서 유사한 을 지닌 

연구 방법이다. 근거이론에서 연구자는 사건과 사건을 비교하여 개념을 생성하고 생

성된 개념을 다시 다음 사건과 비교 분석하여 개념을 계속 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러한 과정을 코딩(coding)이라고 명명한다. 질  내용분석에서도 자료를 반복해서 읽

으면서 공통된 개념을 찾아 명명하고 이를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범주와 상  범주

를 구성해 나가는데, 이는 근거이론의 코딩과 비슷한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Ⅲ장의 화분석 내용과 학습지의 기록, 텍스트화된 학습자와 교사에 한 면담 내용

을 반복 으로 읽으면서 코딩의 과정을 거쳐, 학습 화의 향 요인을 추출하 다.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명명을 하고 범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객 성

(objectivity)과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 다. 우선 원자료(raw 

data)를 세 히 살피면서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명확히 악하려 하 으며,115) 오자나 

탈자를 수정하여 응답 내용을 일로 재정리하 다. 의미가 명료하게 기록된 일을 

반복하여 검토하면서 의미 있는 단어, 구,  등을 추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면서 

복되는 것은 통합하여 131개의 유사 개념을 설정하 다. 그리고 이들 유사 범주를 

련성 있는 범주로 묶어내는 과정을 거쳤는데, 본 연구에서는 131개의 유사 개념을 상

 범주인 22개의 주요 개념으로 코딩하 다. 근거이론 분석 방법에서 코딩은 자료에 

한 연구자의 반복 인(iterative) 이해와 단, 즉 연구자의 ‘의식 인 선택’을 통해

서 자료가 분류되고 체계나 패턴 등을 확정해 나간다(성시경, 2013: 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료를 반복 으로 읽고 이해함으로써 향을 미친 요인들을 추출하여 

련성 있는 요소들을 범주화, 체계화하기 해 노력하 다. 주요 개념을 설정한 다음에

는 다시 연 성 있는 개념끼리 묶어 14개의 하  범주를 구성하 다.116) 핵심 인 속

114) 학습 수준과 문제 성격이라는 두 변인을 각각 통제하고 요인 분석을 위한 최적화된 사례를 선정
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9개였는데, 실제로는 [S-행1-중1]이 중복 선정되어, 총 8개의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기술하였다. 

115) 연구자가 직접 실시한 면담의 경우에는 의미 해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면담 과정에서 즉
시 해소하였으나, 교사가 실시한 면담이나 학습지에 기록한 내용의 경우 의미가 모호한 부분은 학습
자의 확인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쳤다. 

116) 근거이론에서는 개방코딩 이후에 축코딩 단계에서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bin, 1998)이 
제시한 ‘현상, 상황(인과적/중재적 맥락), 작용/상호작용, 결과라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입력
된 개념들을 범주화하고 이에 따른 속성으로 분류하는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학습 화라는 담화 구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습 수준과 문제 성격을 설정하고, 이러
한 변인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을 코딩의 목적으로 하므로, 패러다임 범주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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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범주
하  범주

(속성)

주요  

개념
유사 개념(표 )

학습자 인지

선지식

배경

지식

근거의 향력, 선지식의 향력, 자신의 사고에 

한 메타인지, 선지식의 정교화, 선지식 떨어짐, 

배경지식 활용, 배경지식의 요성

사회  약자, 차별받는 집단, 최소한의 기 , 선

택  복지, 차별  복지

사  

비

생각 정리, 자료 조사, 말하기 비, 

주제에 한 숙고,  내용 마련 노력

장르 인식

다른 

장르로 

인식 

토론, 토의, 소집단 활동, 모둠 학습, 동학습, 가

장 좋은 해답 찾기, 진행자가 필요함.

성을 담고 있는 (상 ) 범주는 하  범주의 계를 체계 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여 6

개를 선정하여 제시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연구자 외 문가 2인117)의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고, 최종 으로 <표 Ⅳ.2>와 같이 명명과 범주 

구성을 확정하 다. 

학습 화의 향 요인은 크게 학습자 요인, 과제118) 요인, 교수 환경  요인의 세 

역(domain)과 그 아래 같은 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범주(category)와 하  범주

(subcategory)로 구성된다. 학습 화가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학습’을 제로 ‘학

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화이기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역의 향을 받게 되는 것으

로 보이며, 특히 교수 환경  요인은 학습 화가 이루어지는 바탕을 구성하므로 학

습 화의 반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 화의 향 요인 분석

은 ‘학습자’, ‘과제’, ‘교수 환경’의 3가지 요인을 심으로 각 요인이 학습 화의 양상

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하여 구체 으로 탐색해 보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다. 

<표 Ⅳ.2> 학습 화 향 요인의 구성 범주 

하지 않았다.  
117) 전문가 2인은 Ⅲ장의 양상 분석에도 참여한 화법 교육 전문가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연구 내

용에 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질적 연구 방법론에 한 안목도 가지고 있기에 본 연구의 연구 
설계와 자료 분석을 검증하고 평가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118) 앞서 논의한 것처럼 ‘문제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나, 문제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
기다’에서처럼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기 쉬워 여기에서는 학습 
과제 차원에서 ‘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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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없음 
모르겠음, 생각해 보지 않았음. 

정서

말하기 

경험

기회 토론 동아리, 발표, 수행평가, 말할 기회 별로 없음.

태도

자신감, 즐거움, 편안함, 거부감은 없음, 말하기 

불안 없음. 

자신감 낮음, 두려움, 꺼려짐, 별로임, 참여 조  

성격

극 말하기 좋아함, 활발함, 극 , 배려하는 성격 

소극
말하기 싫어함, 말수 음, 소극 , 가만히 있는 게 

편함, 조용함, 차분함, 남을 의식함, 갈등 회피

소집단 

활동 인식

정

사고의 다양성, 다양한 의견 공유, 용성 높임, 

메타 인지 높임, 다양한 지식과 을 이끌어 

내야 함, 치 한 논리  사고 필요, 논리의 폭과 

깊이가 모두 필요함, 소집단 화의 증진, 논리  

사고에 도움, 사고의 보완, 의견 수렴, 학습에 

정 인 향, 이견 확인의 장

학습 효능감 향상, 자신감 높임, 자신의 발  가

능성

부정

갈등 처리의 어려움, 기존 입장 철회 거부감, 합

의의 어려움, 갈등의 심화, 반박에 한 두려움, 

이견 표 에 한 두려움, 의견 립

감정  논의, 부담스러움, 불편함, 필요성을 모르

겠음, 같이하는 게 싫음, 시간 낭비, 소란스러움.

구성원 간 

친 도

분 기
맥락의 요성, 말하는 태도나 분 기에 향, 

별로 향을 받지 않음, 신경 안 쓰임.  

친 함
친할수록 이야기를 편하게 함, 어색한 친구들

과 말할 때보다 자유롭게 화할 수 있음.

친하지 

않음

그  그런 계라서 말하기가 어려움, 친하지 

않으면 말을 가리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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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특성

문제 속성

문제 

속성에 

따른 

차이 

사회  이슈, 의견을 다양성을 꾀할 수 있는 주

제, 포  주제, 사실 계를 따지기가 어려움, 

사실 문제가 제일 어려움, 입장이 다양함, 일상과 

련성이 낮음, 찬반형 주제  

문제 

친숙도

주제 

인식

생각해 본  있음, 주제에 친 함, 평소 심 있

음, 주제에 한 선호도 높음.

련도

성별 

심도

성별에 

따른 

차이

여성에 한 문제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음, 정책은 잘 모르겠음, 생각해 본  없음, 

심 없음.

개인  

련성

련성 

높음

더 알고 싶음, 생각해 보는 것이 가치 있음, 개인

인 심,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흥미,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 선정

련성

낮음
심, 상 없음, 주제에 한 공감도 떨어짐.  

교수  

환경

교수자

교육 철학
구성

주의

구성주의, 소집단 활동의 필요성, 언어사용 능력 신

장, 학습자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활동 주의 

수업

역할 인식
학습의 

지원자

조력자, 학습자의 삶에 한 소통과 성찰을 유도, 

창의성을 자극하기 한 노력, 교사 심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기존의 

장르성 

반

토의, 토론, 소집단 활동, 동 학습, 모둠별 활동, 

듣기·말하기, 화법

수업 환경 
입시 

주

학 입시에 , 학 의 인원수, 소집단 활동은 

비효율 이라는 인식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는 <표 Ⅳ.2>에 제시된 요인들을 구체 으로 살펴

볼 것이다. 향 요인에 한 구체 인 탐색은 Ⅲ장에서 나타난 양상에 한 깊이 있

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상 인지  지식과 략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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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화의 향 요인 

1) 학습자 요인

가) 인지  요인

학습 화는 일반 화와는 달리 ‘학습’의 상황에서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목표를 

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습 화에 참여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요인이 

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에 한 선지식’과 ‘장르

에 한 인식’을 인지  요인으로 추출하 다. 

(1) 문제에 한 선지식

문제에 한 선지식은 학습자들이 학습 화에 참여하기 에 해당 문제의 내용에 

하여 배경지식이나 선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자료 조사 같은 내용 구성 노

력 외에 문제에 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 말하기(표 )를 한 비와 같은 사  

비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행 의 문제①에 한 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S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로 입장을 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양상을 보 다. 

[S-행1-하1]

①3: 선별  복지에는 김00, 신00 학생, 보편  복지에는 박00, 이00 학생으로 나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 선별  복지를 해야 한다는 측의 발언을 먼  시작하겠습니다. 

[S-행1-상2]

①1: 우선 희 조의 논의 주제는 ‘사회  약자’에 한 것인데, 그냥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루즈한 토의가 될 것 같아서 희는 입장을 좀 나눴습니다. 우선 입장 차이는, 

한쪽 입장에서는 사회  약자를 해 배려할 때 물질 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다른 쪽 입장

은 기회 으로 지원해야 하는가로 나눴습니다. 우선 물질 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쪽이 먼  

얘기하겠습니다. 

②5: 일단 사회 인 약자를 배려하기 해서는 물질 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의 경우에는 개인이 원하는 기회를 하나하나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물질 으로 가

장 공통된, 공통 으로 보편 으로  수 있는 물질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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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④1: 복지는 차별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회 재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

에게 물질 으로 지원하는 것은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재기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복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최근 다른 교과에서 ‘복지’와 련한 내용

을 학습하 고, 학습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을 확인할 수 있었다.

[S-행1-하1-3-◯ㄹ ]

연구자: 왜 사회  약자에 한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로 입장을 

나 었나요?

학습자: 사회문화 시간에 복지에 해서 배웠거든요. 거기서 복지에는 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도 그 게 입장을 정하고 시작하면 더 논의가 잘 될 것 같았어요. 

연구자: 문제에 하여 알고 있는 것이 화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학습자: 음, 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배웠으면 런 말을 몰랐을 거고 

게 입장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학습자와의 면담 내용을 보면 최근의 학습 내용이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입장을 

정하는 데, 화를 구성하고 진행하는 데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문제에 한 선

지식은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자가 문제를 다루고 문제에 

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에서 학습 화의 요한 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M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선별  복지’나 ‘보편  복지’와 련된 개념이 화에 한번

도 등장하지 않았는데119), 화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나열하는 

양상을 보여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하 다. 다음의 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책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 이거나 반 로 추상 인 내용이 많아서, 해당 문제에 

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M-행1- 1] 

①4: 경제  지원이나 그 **같은 것을-강화할 필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3: 제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은요,(머리 임, 머뭇거림)(3 ) 어, 

119)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는 일
정 집단을 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모든 사람을 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국가가 개입하여 
복지 상자가 스스로 일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와 같은 기본 개념이 바탕이 되
어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논하는 문제에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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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경제  지원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약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희는 막, 장애인 지나가면 막, 쳐다보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잘못

된 거 같고요, 좀 무시하는 경향,  말고 다른 사람이 사회  약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

는데, 일단 돈 이런 것보다는 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

각을 해요.  

③2: 사회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웃음)데요. 보면- 

막 가난한 사람, 집안이 조 , 가난한 사람들도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만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④1: 제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방법은 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동정하지 말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들: 끝이야? 흐흐흐))

⑤5: 사회  약자라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가난하거나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식을 지원을, 지원을 해 주거나, 지원, 등록 을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데요. 근

데, 사회  약자를 한 정책이라 하면 00이 말처럼(2번 학습자, 고개 끄덕임) 이미 많은 것 

같아요. 노인들이나, 이미 양로원? 그런 데도 있고- 노숙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알게 모르

게 조 씩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식? 무료 식이라든가 그런 게 많단 말이죠.

⑥3: 근데 무료 식이 삼일에 한 번씩 있는데요, 삼일 동안 노숙자들은 밥을 굶는 거 요?

((조원들: 하하하))

⑦5: 근데, 이 정책이- 못 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⑧4: 그럼 삼일에 한 번이면 이틀 동안은 밥을 못 먹는 거 요?

⑨5: 못 먹지는 않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밥이 없어요. ((3번이 “집이 없

는데”라고 말함.)) 그러니까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

도 없어요. 여러분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해요? 

⑩3: 쓰 기통 뒤져요 (웃음)

[M-행1- 1]의 화는 자신의 경험담과 개인 인 생각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약자를 한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 3번 학습자와 1번 학습

자의 경우에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는 5번 학습자가 제시한 ‘노숙

자’에 한 이야기에 집 하는 양상을 보 다. 

행 의 문제도 사실의 문제와 같이 명시 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구체 이고 실제 인 의사 결정에 한 논의가 가능해지므로 문제에 한 선지식이 

화의 구성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 화와는 달리 학습 

화는 학습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화이며, 화의 목표가 공동의 지식 구성에 있으

므로 학습자가 가진 문제에 한 선지식은 화의 개 양상은 물론 구성되는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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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도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M-행1-상1]

◯27 3: 어 든 요한 건 물질 인 지원이에요.

◯28 4: 도 3번 말에 동의하는데. 3번은 약간 포 으로 이야기했는데 는 구체 으로 더 이

야기하자면 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식이 있긴 한데 자식이 자기를 

버리고, 근데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는데 돈을 버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

이 안 되는 거 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깐- 이런 경우는 이 게 한다. 확실한 정책이 정해

졌으면 좋겠어요.

◯29 3: (1번을 바라보면서) 동의해?

◯30 1: 그래- 번에 사회문화시간에 부자인 사람들이 정기 인 검진도 받고 해서 더 오래 산다

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약자들한테 돈을 지원해주면 검진을 받아서 더 오래 살 수 있잖아.

◯31 2: 지하철 타도 노인들 있어도 핸드폰 보고 안 비켜 주고 그러잖아, 기본 으로 배려하는 자

세가 있어야…….

◯32 3: (1, 2번 가리키며) 둘이 비슷하다.  

◯33 3: ((정 이 계속되자 교사를 보면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 같은데요. 

[M-행1- 1]과 비교하여, 상  학습 집단인 [M-행1-상1]의 지식 구성하기 단계의 

화 내용을 보면 ‘물질  지원’으로 학습자들의 생각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

나 여 히 개인 인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 1번 학습자가 사회문화 시간의 

학습 내용을 언 하 으나 ‘약자들에게도 돈을 지원하면 검진을 받아서 오래 살 것이

다’라는 주장과의 논리 인 연결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어지는 2번 학습자의 발화가 

이를 연결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에 한 선지식은 S고등학교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화의 방식에도 향을 미

친다. [S-행1-상2]와 [S-행1-하1]을 보면,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라는 입장으로 나

고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토론의 형식을 취하 고,120) 그러다 보니 경쟁 인 계에

서 논쟁 화가 벌어지는 사례([S-행1-하1])가 찰되었다. 선지식은 문제 이해와 내용 

구성에 도움을 주며, 특히 사실의 문제와 행 의 문제 같이 문제에 한 정확하고 구

체 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식의 구성에 결정 인 

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러나 [S-행1-하1]과 같이 선지식이 오히려 선입견으로 작용하

여 찬반이라는 고정 인 틀에 갇힘으로써 논의가 다양하게 발 하지 못하게 될 수도 

120) [S-행1-상2]에서는 진행의 역할을 맡은 학습자가 ‘토의’라고 언급하였으나 립되는 입장으로 나
누어 화를 진행하여 실제로는 토론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 181 -

있다. 문제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토의나 토론의 형식을 취하게 될 수는 있지만, 학

습 화가 토의나 토론의 방식에 매몰될 경우에는 학습 화 본연의 목 을 달성하기

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선지식이 학습 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장르에 한 인식  

학습 화에 한 장르 인식은 학습자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소집단 화

의 방법이나 략에 해서도 학습자들은 학습한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는 과제를 제시한 후,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문제에 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내에서 

화를 통하여 의견을 나 고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 는데 토론이나 토의 장르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121) 이는 소집단 학습이라고 하면 흔히 토론이나 토의를 떠올

리는 학습자들의 경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S-행1-하1-2◯ㄹ ]

연구자: 소집단 화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학습자: 소집단 화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수업 시간에 했었던, 제시된 문제에 하여 소집단 내에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요.

학습자: 음, 토론? 아니 토의랑 비슷한 거 같아요. 

연구자: 왜 그 게 생각하나요? 

학습자: 소집단 활동하면 토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요. 

121) 다음의 사례를 보면, 학습자들이 사회자를 중심으로 토론의 형식에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사실의 문제②에 하여 화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현행 교육과정 
내 토론에서 주로 정책 논제와 가치 논제를 다루고 있기에 사실 논제를 토론에서 경험할 기회가 거
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문제에도 토론의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S-사2-상2]
①5: 기술의 진보가 현 인들의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가에 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기술의 진보가 현 인들의 여가 시간을 늘려준다에 찬성하는 입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후략)
②2: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③3: (2번 학습자에게 뭐라고 함)
④2: 응? 너 해? 
⑤3: 반  입론을 흠, 먼저 할게요.(후략)
⑥4: 그 첫 번째 입론에서 질문 있는데 인류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더 질이 좋은 기술

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요.(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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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반응  정리  

토의, 토론, 회의, 토의를 가장한 토론   토의, 토론으로 인식

동학습, 모둠 학습, 몇 명(5명 이내)이서 화하는 것  
소집단 활동의 다른 

형태로 이해 

주제 하나를 가지고 틀에 박히지 않은 분 기에서 자유롭게 자

기 생각을 말하는 것, 토론 회나 경쟁을 통한 력  결과 

도출, 자유로운 분 기에서 반박하는 것, 의견의 공유  의견

의 확장, 작은 집단이 서로 상세하게 한 가지 문제에 하여 

최선의 결론을 내는 과정

새로운 인식 

연구자: 그 구나. 그럼 토의의 방법에 해서는 알고 있나요?

학습자: (잠시 생각함.) 아니, 잘 모르겠어요.(웃음) 그냥 싸우지 않고 같이 의논하는 거?

[S-행1-하1-2]의 면담에서도 학습자는 소집단 화를 토의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정

작 토의의 방법에 한 이해도 충분하지 않아서 소집단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3> ‘소집단 화’의 개념에 한 인식  

<표 Ⅳ.3>은 학습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소집단 화에 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을 정리한 것이다. 부분의 학습자들이 소집단 화를 토론이나 토의와 같은 장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몇몇의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의 다른 형태로 이해하거나 새로

운 인식을 통한 확장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토론의 경우에는 토론 회나 토론 동

아리 등의 경험을 통해 토론의 방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토론의 형식에 따르려

는 경향을 보인 반면 토의는 ‘합의하기’ 정도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상태여서122) 토의

의 방법이나 차에 따라 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A교사와의 면담 기록]

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알게 된 것, 느낀 , 필자의 생각에 한 자신의 단 등을 학생들

이 화를 통해 교환하는 활동(토의‧토론을 통한 교수‧학습) 

122) 토론은 최근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토론 회, 독서 토론 등이 강조되면서 학습자들이 토론을 경
험하고, 토론의 방식에 해 학습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토의는 토론에 비해 관심이 덜 하며, 교육
과정 상 중학교에서 학습이 끝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화법과 작문Ⅱ에 ‘토의’ 장르와 관련한 학
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학습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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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토론 등 화법 장르별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한 모의 토의‧토론 등의 활동(토의‧토

론을 한 교수‧학습)  

                                                  

[B교사와의 면담 기록]

토의, 토론 활동이 가장 먼  떠오르며 소집단 문가 력학습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수업에 

용해 본 이 있습니다. 

교사와의 면담 기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집단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교

사의 경우에도 소집단 화를 토론이나 토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A교사는,  그

은 부분과 같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하여 각자의 생각을 나 어 본다는 에서 

학습 화와 유사한 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화의 방법을 토의와 토론으

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사가 시행하는 소집단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생각을 

교환하는 화가 학습 화의 본질에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토론이나 토의의 방법이 합하거나 효율 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을 고려하지 않고 그  ‘소집단 학습 = 토의, 토론’으로 인식하고 근하는 것은 결과

으로 토의와 토론이라는 장르  틀 속에 인식을 가두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S-행1-상2]

①1: 우선 희 조의 논의 주제는 ‘사회  약자’에 한 것인데, 그냥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루즈한 토의가 될 것 같아서 희는 입장을 좀 나눴습니다. 우선 입장 차이는, 

한쪽 입장에서는 사회  약자를 해 배려할 때 물질 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다른 쪽 입장

은 기회 으로 지원해야 하는가로 나눴습니다. 우선 물질 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쪽이 먼  

얘기하겠습니다. 

한 [S-행1-상2]를 보면, 1번 학습자가 ‘토의’라고 언 하 지만 실제 화는 립

되는 양측의 입장으로 나  채로 토론에 가까운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상  집단 학습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토의의 개념이나 차에 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123) 이처럼 학습자들이 소집단 화를 토의나 토론으로 인식하여 문제의 

123) [S-행1-상2]는 크게 립되는 양측으로 입장을 나누었지만 세부적으로는 개인별 지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한 적절한 근거와 상 의 생각에 한 타당한 문제 제기 등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장르에 한 인식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상위 집단 학습자들이어서 문제에 
한 이해도와 해결력이 높았기에 이와 같은 양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의와 토론이라는 
장르를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진행되는 화에 장르에 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학습 화에 가까운 양상을 나타낼 수 있었으므로, 학습 화에 장르에 한 인식이 더
해지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화의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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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근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장르에 한 인식도 명확히 갖추지 못한 상태

이므로 소집단 활동이 제 로 이루어지기를 기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S-행1-하1]

①3: 선별  복지에는 김00, 신00 학생, 보편  복지에는 박00, 이00 학생으로 나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 선별  복지를 해야 한다는 측의 발언을 먼  시작하겠습니다.

 

⑥3: 네, 그러면 다음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⑫3: 네, 그럼 지 부터 각자 입장에 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S-행1-하1]의 사례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 화에 한 개념 즉 장르 인식을 가지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해 토론의 형식을 빌려오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①, ⑥). 그러나 ‘자유롭게 토론하라’는 발화(⑫)에 나타난 것처럼 

‘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실제로는 생각을 주고받는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만을 

반복 으로 제시하는 양상을 보여 제 로 된 토론으로 보기 어려웠다. 한 기본 으

로 토론은 경쟁  계에서 설득을 목 을 하므로 화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람의 

견해를 수용하기보다는 비 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자유

롭게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이해하면서 나의 지식을 확장해 나간다는, 

즉 력을 통해 함께 지식을 만들어나간다는 입장에서의 근과는 완 히 다른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S고 학습자들이 토론으로 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M고 학

습자들은 토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남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

시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화가 마무리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난 데 비해, 여학생

들은 다음 [M-사2- 2], [M-가2- 1]과 같이 합의의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M-사2- 2]

◯24 5: 어, 정리를 하자면 희 모두가 다 기술의 진보가 인들의 여가 시간을 늘려주지 않는

다고 말해-(다른 학생들을 돌아보며 의견을 다시 확인함)

◯25 4: (3번을 가리키며)얘 빼고 나는 **다고 말했**.

◯26 5: (3번을 보며) 여가 시간을 늘려 다고?

◯27 3: (고개를 끄덕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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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가2- 1]

◯22 4: 그러니깐 우리가 지  2년인가? 1년?(웃음)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학에 입학했을 때 

얻는 기쁨이랑 밥을 먹었을 때 얻는 기쁨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 같아요. 

◯23 2: 그러니까 4번 말에 추가 으로 제 생각을 보태면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막, 가족이나 

주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요한 거 같아요. 

이상의 사례에서 장르에 한 인식이 담화 개와 내용 구성, 특히 화제의 개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 화의 진행  결과에도 상당한 

향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학습 화’에 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할 것으로 단된다.   

나) 정서  요인124)

학습 화를 구성하는 요한 부분 의 하나는 소집단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다. 학습 화의 기 를 형성하는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  의

미 형성의 과정 즉, 사회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구성을 학습이라고 보았다. 따라

서 학습 화에서는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들이 가진 특성, 특히 

정서  요인의 요성에 주목하 으며 분석을 통해 ‘말하기에 한 경험’, ‘참여자의 

성격’, ‘소집단 활동에 한 인식’, ‘구성원 간 친 도’라는 네 가지 요인을 발견하 다. 

(1) 말하기에 한 경험

말하기에 한 경험은 학습자들이 학습 화에 참여하기 이 에 다른 상황에서 말

하기에 참여하면서 쌓은 경험에 한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른 상황은 수업 내

 상황일 수도 있고 수업 외  상황일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상황일 수도 

있다. 수업 내  상황에서의 경험이 학습 화에 미치는 향이 가장 요할 수 있는

124) 지식은 인지(認知)의 산물로 생각되기 쉬우나, 사실 지식은 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신체적 능력
이 공동으로 작용한 인간 능력의 산물이다. 체로 모든 지식은 그것이 참조하고 있는 실재에 한 
다소의 정서적 태도를 포함하며, 동기, 욕구, 호기심 같은 정의적 요소는 지적 능력이 발동되기 위
한 원인을 제공하고 발동된 지적 활동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식, 특히 지식
의 생산과 관계가 있다(허경철 외, 200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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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발표나 소집단 활동에의 참여, 교사의 질문에 한 답 등 학습과 련한 발화의 

기회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 상황에서 발표 등의 수행평가나 토론 

참여 등에서 교사나 동료로부터 호의 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에는 말하기에 한 

정 인 인식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후속 말하기에도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125)  

 

[S-행1-상2-4㉣]

발표에 한 두려움은 없는 편이에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토론 동아리는 아닌데 학교에

서 하는 교내 토론 회 같은 데는 참가해 본 도 있어요. 

학습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  학습자들의 경우 평소에 발표나 교사의 질문에 한 

응답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며, 정 인 경험의 

으로 발표나 응답 자체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행1-하1]

⑦4: (( 화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음.)) 선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불 한 사람들이라는 낙인효과를 심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⑩4:((5번의 어깨를 치며 발언하라는 손짓을 하고 표정을 지음.))

◯24 4:((1번의 말을 듣고 웃음.))

[S-행1-하1]의 4번 학습자는 화 에 총 3번의 발화 기회를 가졌는데, 지식 검

하기 단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화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웃음으로 넘어가는 등과 같이 화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다. 

[S-행1-하1-4㉣]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별로 생각을 안 해 본 문제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

고. 소집단 활동하면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편해요. 

125) 고등학생의 말하기 효능감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에는 5가지가 있다. 그중 ‘발표 수행’ 요인을 살
펴보면, 학습자가 자신의 발표에 하여 타인(학급 동료, 교사)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의 발표에 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서영
진, 2011: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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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학습자들은 문제에 한 이해도도 낮지만 무엇보다 말하기 자체를 좋아하지 않

는다는 것에서 문제 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소집단 활동에서는 소외자로서의 역할

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편하다는 반응까지 보 다. 그동안 하  학습자가 말하기에 

해서 가졌던 경험의 부분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

는 부분이다. 이러한 말하기 경험의 차이가 학습 화의 상황에서도 그 로 반 되어

서 화 참여도나 역할 형성과 같은 사회  상호작용 양상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참여자의 성격

앎의 여부를 떠나서 소극 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여 표 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S-가2- 2]의 

학습 화에서는 상  학습 능력을 가진 3명의 학습자가 논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양상을 보 다. 이들은 상  학습자로 구성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학습

자들이 은둔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나머지 두 사람의 일 일 화로 소집단 화

가 진행되었고, 의견의 교환은 이루어졌으나 공동의 지식 구성으로 나아가지는 못하

다. 

[S-가2- 2]

④3: ((2번이 순서를 발언 순서를 넘겨 .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음. 한숨. 2  정도 침묵 후 

천천히 입을 염.)) 도… 여성의 삶에서 외모가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경쟁력이 

되어가지고 요즘 성형수술도 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좀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요즘 사람

들이 성형수술을 그 게 많이 한다면 그 외모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모를 가꾼다면 그만

큼 외모가 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성들의 삶에서 외모가 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그게 

그들의 삶에서 되게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략)

⑪2: 00((1번))이 한 말은 선천 으로 못생긴 사람들이 나 에 후천 으로 성형수술 한다는 것

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천 으로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후략)((3번을 

향해 발표하라는 짓을 보냄))

⑫3: ((수 어하며 발표를 하지 않으려함, 머뭇거림. 5번을 바라 .))

⑬5: 성형수술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후략) 

화에 나타난 구체  발화를 살펴보면 3번 학습자는 총 2번의 발언 기회를 가졌는

데, 자발 으로 발언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진행을 맡은 2번 학습자가 순서를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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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화는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학습자의 발화가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자신의 발언 

차례가 오자 머뭇거리면서 선뜻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하 다. 이야기를 하는 간에

도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메모지를 들여다보면서 낮고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에서 2번 학습자가 다시 발언

권을 넘기면서 3번 학습자에게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계속 머

뭇거리다가 5번 학습자에게 암묵 으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말차례에서 발언

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 다.  

   

[S-가2- 2-3㉣]

연구자: 화를 하는 내내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고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이유를 말해  수 

있나요?

학습자: 별로, 그건 생각 안 해 봤는데… 그냥 어디를 야 할지 모르겠는 거? 

연구자: 음,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에 해 말해  수 있나요? 

학습자: 어…조용한? 차분한 편…이요. 

연구자: 그 군요. 그럼 말하기는 어때요? 말하는 거는 좋아하는 편인가요? 를 들어 내 생

각을 표 하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좀 꺼려한다든지…. 

학습자: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 말하라고 시키면… 하는 

정도? 

3번 학습자는 말하기에 한 거부감은 없었으나 조용하고 다소 소극 인 성격으로 

인하여 말하기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화에서는 학습자

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 는 소통의 장에서, 학습자들이 

가진 개인  지식이 공유되고 발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 인 

문제로 인하여 학습 화에 주체 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가르침의 주체가 교사에서 

동료 학습자로 바 었다는  외에 능동 인 지식 구성의 경험을 가지기는 어렵다. 

과학 재 탐구활동에서 MBTI 성격을 고려하여 소집단을 구성한 후 학습자들이 어

떠한 언어  상호작용을 보 는지를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의 성격이 화의 

진행  언어  상호작용 유형에 상당한 향을 미침126)을 알 수 있다(유미 , 2012: 

126) 예를 들어 ENTP 성격을 가진 두 학습자의 화를 분석해 보면, 화의 횟수는 많으나 상 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화가 매끄럽게 이어지기보
다는 짧게 형식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NTP와 INFJ의 성격을 가진 학습자 간의 소집단 

화는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어졌으며 화의 내용 중에 과제 해결 관련 의견 제시나 정교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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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하  학습자들이 화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 인 성격을 가

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체로 그러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상  학습자의 경우에는 소극 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 인 발

표 경험의  등으로 소극  성향이 그러질 기회를 하  학습자에 비해 많이 가

질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하  학습자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 으로 소극 인 성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도 태생 인 성격이 있어서 

[S-가2- 2]의 3번 학습자처럼 상  학습자라도 화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

고, [S-행1-하1]의 2번 학습자처럼 하  학습자라도 말하는 것을 즐기며 화에 극

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S-행1-하1]

③5: 어, 지  재 세 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지  서민들의 세 을 조 이라도 더 받아

내서 당장의 돈은 부족하겠지만 미래를 보고 더 넓게 서 미래? 그 나 에 다시 다 돌아

올 이득을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④1:(2번에게 발언하라고 손짓함)

⑤2:(머뭇거림, 겸연쩍은 웃음)(1 )

⑥3: 네, 그러면 다음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⑦4: (( 화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음)) 선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불 한 사람들이라는 낙인효과를 심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⑧2: 가난이 수치스럽습니까?( 원 웃음)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해 굶어죽

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 략)

㉙1: 어- 흔히들 생각하시는 걸로는 선별  복지는 약간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

는 것 같은데요 만약 모두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주게 되면은 과연 그- 차이가 메워질 

것인지에 한 문제도 생기고 재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한민국에서 돈에 돈 같은 문제

로 계 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아닌지. 

㉚2: 그리고 서민들 에는 돈이 많아서 세 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분명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세 을 내

라는 것은 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정교화 설명 같은 상위 수준의 인지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 방의 의견을 수용하
거나 권유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의 상호작용도 두 사람이 협동해서 하나의 팀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유미현, 2012: 60).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의 성격을 이 연구와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외향적-내향적/ 적극적-소극적’의 관점에서 화 참여자의 
성격과 학습 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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㉛5: 아니,  *** 처음에 말했듯이 지 , 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미래를 서 세

을 조 이라도 더 거둬서 일을 ** 나 에 우리들 아이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㉜2: 지  당장 아이는커녕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모두 웃음))

[S-행1-하1]의 2번 학습자는 실질 으로 발화 횟수는 3번 정도 지만, 화가 진행

되는 내내 밝은 표정으로 화에 집 하 다. 최하 권 학습자이기에 2번 학습자의 

발화 내용이 논리 이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화의 흐름에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모습이 인상 이었다. 2번 학습자

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참여자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2번 학

습자의 발언이 엉뚱하게 들리므로 자연스럽게 웃음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웃음이 자칫 2번 학습자 본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학

습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면도 있었다. 

[S-행1-하1-2㉣]

연구자: 소집단 화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 같던데, 화를 한 소감? 느낌이 어떤가요? 

학습자: 어, 뭐, 그냥- 재 었어요.(웃음) 

연구자: 어떤 이 재미있었는지 말해  수 있나요? 

학습자: 어- 흐흐.(웃음) 그냥 얘기하는 거? 수업 시간에는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거요. 

연구자: 평소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요? 

학습자: 네, 수업 시간은 잘 모르겠고(웃음) 애들이랑 이야기하는 건 좋죠. 

연구자: 이 게, 수업 시간에 소집단 화를 하는 게 좋은 이 있는 것 같나요? 

학습자: 일단은- 수업만 듣는 것보다는 좋아요. 지루하지도 않고. 다른 애들 얘기도 듣고. 새

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2번 학습자는 논리  사고력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에 집 하고 극 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 화의 참여 

경험이 되고 정 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학업의 성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  학습자는 극 으로 학습 화에 참여하고 하  학습자

는 소극 이어서 화 참여를 꺼려한다는, 일반 으로 가지기 쉬운 편견에서 벗어나 

각 학습자가 가진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지, 정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한지 등을 악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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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집단 활동에 한 인식

학습 화는 소집단 내에서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화 참여자인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하여 연구 상 학습자들의 소집단 활동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이러한 인식이 학습 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소집단 활동은 동료 학습자와 상호 력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자 개인이 가지는 문제 해결에 한 인지  부담을 이고 동심

을 기를 수 있으며(Johnson & Johnson, 2002; 박인우 외 공역, 2004; Slavin, 1995), 

서로 다른 시각과 들을 함으로써 자신이 구성한 지식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장 이 있다(Palincsar, 1998; Rogoff, 1994). 소집단 활동의 효과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집단을 통한 동학습은 인지  역의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정의  

역인 학습 태도, 자기 효능감, 동료들에 한 이해 등에 기여하는 것(Cohen, 1994; 

Johnson & Johnson, 2003 등)을 알 수 있다(박재용‧이기 , 2012: 687 재인용).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로 말고 내가 혼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

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아, 게 생

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혼자서 생각할 때보다 좀 더 다양한 해결책이 나와서… 진짜로 결과를 도출할 때는 더 많

은 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이 게 막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소집단 활동에서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이 있는 건 맞는데, 솔직히 시간 

낭비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편하잖아요, 정확하고. 애들이 하는 말은 정확하지도 않고, 뭐 별로도

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계속 련 없는 이야기를 해서 잡담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무 시끄럽고, 같이 하자고 하는 데 계속 잘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요, 그냥, 왜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좀 부담스러워요. 조별 토의? 이런 거는, 어-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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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활동을 정 으로 인식하는 학습자들은 소집단 화가 학습에 기여할 수 있

는 부분을 상미(賞美)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는 ,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

지게 되는  등과 같이 한층 깊고 넓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소집단 활동을 부정 으로 인식하는 학습자들은 소집단 활동의 효용성에 

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127) 즉 교사를 통해 즉각 으로 지식을 

달받는 것이 아니라 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비효율 이라는 인식과 학습자들의 

활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집단 활동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

다. 소집단 활동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거나 학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

는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극 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

한 인식을 가진 학습자들이 많은 집단 내에서는 학습 화가 효율 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소집단 화를 효율 으로 이끄는 데는 소집단 활동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매

우 요하다. 학습자들과의 면담  실제 학습 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은 

집단 활동에 한 독특한 경험이나 신념, 태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집단에

서의 상호작용이나 활동의 결과에 많은 향을 미친다(Freeman, 1996; 한재 ‧노태희, 

2002: 500 재인용). 따라서 소집단 활동에 한 부정 인 인식은 소집단 활동이 학습

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학습자들 간의 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원인에 한 처가 요구된다 하겠다. 소집단 학습

에 향을 주는 요인은 본 연구에서 제하 던 학습 수 과 문제 성격 외에도,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학습자의 인지 , 정서  요인, 과제에 한 이해 정도, 교수자와 

교육과정 등의 사회문화  배경과 같이 다양하다. 따라서 소집단 활동을 한 소집단

을 편성할 때에는 이러한 특성들을 신 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7) 학생들을 단순히 소집단으로 조직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상호작용
을 기 하기 어렵다. 소집단 학습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집단 내의 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적
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성과를 공유하는 ‘무임승차 효과(free 
rider effect)’나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자기의 노력이 다른 학생들과 공유되기 때문에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봉효과(sucker effect)’,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끼리 소집단 활동을 
점유하고 의사소통의 중심이 됨으로써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상 적으로 소외되는 ‘신분차별효과
(status differential effect)’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존재한다(박재용‧이기영, 2012: 687). 학
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에 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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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원 간 친 도  

구성원들 간의 친 도도 학습 화에 향을 주는 요인이었는데, 허용 이고 개방

인 분 기는 교수자의 태도128)에서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계에서도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하  학습자에게도 발화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으며, 하  학

습자 본인도 화에 극 으로 참여하는 양상이다. 하  집단인 [M-사1-하2]의 

화를 살펴보면, 하  학습자인 3번 학습자가 4번 학습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M-사1-하2]

⑥3: 어- 어- 나는 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⑦4:((3번 학습자에게 주제에 해 작은 목소리로 다시 설명해 주다가 자기가 먼  하겠다고 

함.)) 단일민족 국가라는 게 일단 한 한 민족이 이루어진 국가이거나 소수의 민족이, 민족이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런 민족 국가가 그-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응하는 능력이 떨어

진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 ( 략) 단일민족 국가라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역량으로 인해서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나는.     

⑧3:((4번 학습자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 .)) 아, 나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조원들 모두 웃음.))

⑨3: 어- 나도 나도 단일민족 국가가 우리는…(4번 학습자에게 물어 .)

⑩4: 단일민족이나 두, 그니까 소수의 민족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야. 

⑪3: 아- 아.

⑫4: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 만나서 단일민족 국가가 되는….

⑬3: 아-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응. 단일민족 국가는 아무래도 어 이 게 뭐 미국이나 이

런 데처럼 다른 인종들이 모이지 않았으니까…맞지?(4번 학습자를 보면서 물어 .)

⑭4: (고개 끄덕임.)

⑮3: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다른 타문화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의 문제①에 한 화에서 3번 학습자는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당 소집단 학습자들은 3번 학

습자를 비난하거나 빨리 답하기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기다려 주고 있

다. 특히 3번 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한 4번 학습자는 비언어  행 로 3번 학습자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⑧), 3번 학습자의 질문에 답을 해 주면서 3번 학습자가 문제의 

128)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3) 가) 교수자의 특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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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고 S 고

 화 11 5

논쟁 화 9 11

탐구 화 9 7

계 29 23

내용을 이해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 로 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교사와의 면담에 따르면129) 해당 조의 구성원들은 모두 친 한 사이이고, 3번 학습

자는 밝고 거리낌이 없는 성격으로 평소 친구들과의 화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

다. 소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친 한 사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생각을 표 하는 데 

있어 주 하거나 꺼려하는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 수 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하  집단이어서 논의가 논리 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소외되는 구성원 

없이 모두 극 으로 화에 참여함으로써 화가 진행되는 내내 활기찬 분 기가 

형성되었다. 

이 게 구성원 간의 친 도가 높았던 이유는 교사가 소집단 구성 단계에서 친 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130) 소집단 구성과 

련한 선행 연구(한재 ‧노태희, 2002)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조 편성의 기

은 교우 계(46.2%), 성 (25.3%)의 순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 편성이 주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들이 조 편성에 불만을 가지고 다른 조의 학습자들과 함께 

학습하기를 원하며, 그 이유로는 다른 집단의 학습자  친하거나 재미있고 편한 친

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 다(한재 ‧노태희, 2002: 502). 

이와 더불어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학생들의 

경우 정서 인 면을 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 에게 친근감을 표 하

거나 상 를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쳤다. 

<표 Ⅳ.4> M고와 S고의 화제 개 양상 

M고와 S고의 학습 화에서의 화제 개 양상을 분석해 보면, M고에서는  

화가 S고에서는 논쟁 화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집단 구성원 간

의 친 도와 상 에 한 태도가 화제 개 양상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131) 논쟁 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가치 문제의 경우에도 [M-가2- 1]

129) 해당 학습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교사를 통하여 해당 학습자 및 조원들에 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30) 학습자 간 친 도를 반영하되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고려하여 학습 수준에 따른 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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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의 양상을 보인 데 비해, [S-가2- 2]는 논쟁 화의 양상을 보 다. 구

성원 간의 친 도나 정서 인 교류가 학습 화의 양상에도 향을  수 있다는 

을 소집단 구성의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고는 성 에 따라 교사가 임의로 집단을 구성하여서 학습자들 간에 특별히 친 한 

양상이 찰되지는 않았다. 

[S-행1-하1]

③5: 어, 지  재 세 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지  서민들의 세 을 조 이라도 더 받아

내서 당장의 돈은 부족하겠지만 미래를 보고 더 넓게 서 미래? 그 나 에 다시 다 돌아

올 이득을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④1:(2번에게 발언하라고 손짓함)

⑤2:(머뭇거림, 겸연쩍은 웃음)(1 )

⑥3: 네, 그러면 다음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⑦4: (( 화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음)) 선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불 한 사람들이라는 낙인효과를 심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⑧2: 가난이 수치스럽습니까?( 원 웃음)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해 굶어죽

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S-행1-하1]은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로 입장을 나 고, 1번과 2번 학습자가 같

은 , 4번과 5번 학습자가 같은 을 구성하고 3번 학습자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화를 진행하 다. 5번 학습자의 발언을 듣고, 1번 학습자가 2번 학습자에게 발언을 

하라는 손짓을 보내는데, 친근감이나 지지는 느껴지지 않는다.132) 진행을 맡은 3번 학

습자의 경우에도 2번 학습자가 빨리 답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자 기다려주거나 

발언을 독려하는 등의 특별한 언  없이 발언 순서를 넘겨버리고 있다. 이 소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도 화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고 조용한 4번 학습자를 향한 격려나 

지지를 나타내지 않았다. 2번과 4번 학습자의 발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1번

과 5번 학습자의 논쟁으로 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 다. 

131) 구성원 간 친 도와 화제 전개 양상에 한 보다 정치한 연구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132) 1번은 중위권, 2번은 최하위권 학습자이며, 면담을 통해 실제로도 두 사람은 친근한 사이가 아니

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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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요인

가) 과제의 특성

(1) 문제의 근원적 속성

문제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과 학습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많

은 연구를 통해 밝 져 왔으며, 따라서 국어과에서도 이에 한 구체  논의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서 석, 2004; Roy, 2000; 최 인, 2007; 박소령, 2013: 40 재인용). 수

학 수업에서 소집단 상호작용을 연구한 최지 ‧이 (2009)은 문제의 유형을 달리 제

시하여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양상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따르면 문제의 구조가 단

순한 경우에는 설명과 질문, 정 반응과 응답의 발화가 주를 이룬 반면에 복잡한 문제

의 경우에는 제안, 제시된 해결 방법에 한 의견, 정 ‧부정  반응 등 여러 가지 형

태의 발화와 다수의 참여, 다양한 합의의 양상이 나타났다. 즉 문제의 성격에 따라 소집

단 내 발화  상호작용이 달라지므로, 높은 수 의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유의미한 

수학  합의를 진하기 해서는 문제 해결 방법이 다양하고, 다양한 정당화 과정이 

나타나는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최지 ‧이 , 2009: 262-263). 

주의해야 할 은 교과와 학습의 상황, 문제의 유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문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소집단 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 지식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의 성격을 

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 의 문제로 제시하고 교과 내용과의 련성을 고려하여 

문제의 내용을 구성하 다. 이와 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상철(2006)은 각 논

제의 분석 요소를 사실  문제는 ‘실재성’과 ‘개념 정의’, ‘책임성’으로, 가치  문제는 

‘개념 정의’, ‘가치 사이의 충돌’, ‘가치의 단기 ’으로, 정책  문제에서는 ‘개념 정

의’, ‘논제 련성’, ‘내재성’, ‘문제 해결 가능성’, ‘실천 가능성’, ‘결과 측’, ‘ 안 가능

성’ 등으로 정하고 있다. 박소령(2013)은 토의의 주제에 따른 소집단 토의의 양상을 

연구하 는데, 토의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주제로 ‘인식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

동의 문제’를 제시하 다. 그리고 인식의 문제는 ‘용어의 조정’, ‘의견의 조정’, ‘실재성

의 확인’ 양상이, 가치의 문제는 ‘신념의 충돌’, ‘합리성의 부재’, ‘열정  참여’ 양상이, 

행동의 문제는 ‘실천성 검토의 부재’ 양상이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문제에 따른 학습 화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의 문제는 가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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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행 의 문제와는 내용 구성  상호작용 양상에서 다른 이 발견되었다. 사실의 

문제는 내용 구성에서는 논쟁 화의 양상이, 상호작용에서는 앙집 형Ⅰ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M-사2- 2]

⑥4: 근데,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 자체가- 쎄요- 기술이 얼마든지 발달하든 간에, 제 

입장은 그런 건데 그냥, 여가시간이 그 게 늘어난다고 보지 않아요. 그 물론 기계로 인해

서 일하는 게 더 쉬워지고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어- 무 계층을 구분했나? 돈이랑?(웃

음) 근데, 어, 는 그 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 략)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았네요. 

네, 다음에, 다음 하실 분?

⑦3: 는 짧게 말한 건데요. 여가 시간이라는 거 자체가 는 뭐랄까? 희 뭐 다들 드라마를 

보고 티비를 보고 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이런 것이 다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어- 기술의 진보라는 거 자체는 뭐랄까, 어-흐(웃음) 희의 풍족한 삶, 그니까 여가 

생활에 한 것 다 맞추니까 는 모든 사람들이 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뭐

지?(메모를 들여다 .)

( 략)

⑳5: 아까 00((2번))학생이 노동자가 많아진다고 노동자가 많아져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게 기술이 발 하든 기술이 발 하지 않든 그건 변함없지 않나요?

㉑2: 어, 그러니까 기술이- 발 -하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 (4 ) 아, 그니까 기술이 발

하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어- 옛날과 달리  시 에서는 옛날 같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여가 시간이 더 어든다고 생각하는데요?

㉒4: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들 거 같진 않은데요? 노동자에 모든 사람들이 어든다고 하면 

주5일제는 왜 생겼어요? ( 략)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에 해서 릴 것 같거든요? 이거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㉓2: 어,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하 , 하 층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

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여가 시간이 어들게 되는 거…  

사실의 문제의 분석 상으로 선정한 [M-사2- 2]의 화를 보면, 화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데 있어서 객 이고 명시 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인 경험, 추측과 같은 막연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

다. ⑳～㉓의 지식 탐색하기 양상을 보아도, 2번 학습자는 ‘노동자가 많아지면 일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여가 시간이 어든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근거 없이 반복

하는 양상이며, 이러한 화가 이어지다 보니 화가 제 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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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2- 2]

⑱5: 는 제 의견은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고 계층 간의 차이가, 그게 

계속 그냥 쭉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음-이런 입장…

⑲4: ********.

⑳3: 뒷받침해  수 있는 근거를 좀 말 해 주시면…

㉑5: 지  보면은 막 하루에 열여덟 시간씩 일을 하는 그런 인도네시아나 그런..하루 열여덟 

시간씩 노동하면서 돈은 조 씩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지만은 

돈을 좀 극단 이긴 하지만 돈을 ** 14억치 버는 빌 게이츠가 있어요. 가 더 여가 시간이 

많겠습니까?

㉒3: 한번만 더 말 해 주시겠습니까?

㉓5: 하루에 열여덟 시간씩 일하고 되게 돈을 조  버는 사람들과 뭐 휴일이면은 재산 그 축

된 재산이 많아서 뭐 이제 그냥 놀아도 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다 여가 시간이라 여기

고 그 시간이 *** 이제 근데 하루에 열여덟 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가 시간이 

으니까. 

㉔3: 하지만 그 부를 축 한 사람에 한해서도 기술의 진보로 하여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경 이라든지 일 처리 과정에서 분명 기술 진보로 하여  그 일 어떤 그-여가 시간이 기술 

진보로 하여  늘어났을 겁니다. 한 그 노동자들도- 000 학생((5번))이 말 하신 거는 상

인 개인의 차이지 모든 것을 제를 바꿀 만큼 기술의 진보가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가

와-에 해서 기술의 진보가 여가 시간을 늘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입장

인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로 화를 나  [S-사2- 2]의 화 양상도 [M-사2- 2]와 크게 다르지 

않다. 3번 학습자의 근거 제시 요구에 5번 학습자가 사례로 든 ‘빌게이츠와 열여덟 시

간 일하는 노동자’의 비유는 한 근거라고 볼 수 없으며, 사실의 문제에 한 생각

을 뒷받침하기에도 합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의 문제와 련하여서는 지식이 없으면 근거를 제

시하기 어려우므로 화가 논리 이며 타당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다. 사실의 문제에

서 상  집단과 하  집단에서 논쟁 화가 많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

받침한다. 사실의 문제는 실제 인 자료를 통한 입증의 책임이 있는데, 자료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추측 혹은 확실하지 않은 배경지식에 기 어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논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구도 설득이 되지 않은 상

태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소집단의 논증(argumentation) 활동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탐구 과제를 개발하고 

용 여부를 찰하 던 윤선미와 김희백(2011)은 소집단의 논증 능력 발달이 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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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련을 맺고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학습자들이 증거에 기반한 주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인지  발 (cognitive scaffolding)을 제공하기 한 시 논변을 과제에 포

함하되, 시 논변을 논리 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모순 인 내용을 갖도록 하여 학습

자들이 이에 반박하는 증거나 주장을 제시하도록 고안한 탐구 과제를 개발하 다. 이

러한 형태의 탐구 과제에서 학습자들은 과제에 제시된 시 의견을 인지  발 으로 

하여 이에 반박하기 해 반성 ‧비  사고를 하 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는 추론  사고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학습 화에서 문제 제시와 

련하여 요한 지침을 제공해 다. 학습 화에서도 학습자들이 공동의 지식 구성

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 ‘탐구 화’가 잘 이루어

지도록 하기 해서는 제시하는 문제의 형태나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다.  

•사실의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S-사2- 2-1㉣])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S-사2- 2-3㉣]) 

학습자들의 면담 결과를 보더라도, 학습 화가 시작하기 에 개인이 가진 지식 정

도를 올바르게 악하고, 처음의 지식이 어떻게 발 되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학습’이 제 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서는 문제를 제시할 때도 신

하게 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문제 내용의 친숙도

과제 요인이 소집단 활동에 미치는 향에 한 이론  논의를 지(把持)하고 학습

자들의 학습 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행 의 문제② 인터넷 발달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와 ‘사실의 문제① 단일 민족국가는 타문

화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사실의 문제② 기술의 진보는 

인들에게 여가 시간을 늘려 다.’의 세 문제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

견하 다. 행 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해 온 바와 같이, 객 인 자

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상에 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력 등이 요구되므로 문제

의 특성상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

래  특성 외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데에는 문제의 내용에 한 낯섦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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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제시된 문제에 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본인의 조에서 이야기를 나  문제에 하여 평소에 알고 있었나요? 심 있는 주제 나요?

• 제시되었던 6개의 문제 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 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시되었던 6개의 문제 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어떤 주제 다

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면, 학습자들은 ‘사실의 문제①, 행

의 문제②, 사실의 문제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답하 으며, ‘평소에 생

각해 보지 못한 문제’임을 이유로 제시하 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보인 학습 

화의 양상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낯선 문제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드러낸다. 

가치의 문제①‧②는 각각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규원가’를 학습한 이후에 

생각해 볼 문제로서, 행 의 문제①은 ‘삼포 가는 길’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서 제시한 것이기에 학습자들은 이 문제에 하여서는 낯섦이 덜하 다. 이는 

앞서 언 한 문제에 한 선지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내용을 친숙하게 

여김으로 인해 좀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 할 수 있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문제 내용의 친숙도는 학습 화와 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를 안겨 다. 그것은 

교과 학습 이후에 지식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학습 화를 용할 것인지, 지식을 구

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학습의 양식으

로 학습 화를 용할 것인지와 계되는 문제이다. 학습 화의 본질 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에서 학습 화가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133) 그러나 문제 내용에 한 이해의 부족이나 낯섦으로 

인하여 사고가 활성화되지 않아 학습 화가 제 로 구 될 수 없다면 이는 다시 생

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된다. 이 같은 고민은 학습자들에게 친숙하여 쉽게 정답을 찾

133) 교과 학습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지식을 확장‧심화시키는 것으로서 학습 화의 역할도 또한 중요
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화를 학습 후의 활동에서만 적용하고, 지식이 주어지기 전
인 학습 전, 혹은 학습 중의 단계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에 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지 못하
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다시피, 학습 화의 본질적인 목적은 후자에 무게가 실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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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과제에 비해, 학습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아 바로 답을 찾을 수는 없으나 

주어진 정보로부터 다양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진 경우에 구성원들이 

자발 으로 참여하는 논증 활동이 이루어졌다(윤선미‧김희백, 2011: 703)는 논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기술발달과 여가 시간에 해서 좀 더 자료를 찾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잘 몰라서 얘기를 

잘 못한 것 같아 좀 아쉬워요.([S-사2- 2-4㉣])

•인터넷 발달과 민주주의요. 요즘 사회랑 련도 있고, 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막연

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도 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

아요.([S-행1-상2-3㉣]) 

흥미로운 주제가 무엇이었는지에 한 학습자들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자

들은 낯선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즉 낯선 내용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S-사1-상1]

②1: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단일민족은 **유 감이 강하기 때문에 타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항하기 쉽고 과거에 흥선 원군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 문화에 해서 지키려고 

하고 해외문화에 해서는 배척하려했기 때문에 이 주장에 해 찬성합니다.

( 략) 

⑧2: 그 다면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재 시 에서는 다른 문화들이 많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 게 볼 수 없다고 말하신 건데 그러면 더 으로 돌아갔을 때 아직 일제 강 기가 되

기도 에도 우리나라는 청나라든가 명나라와는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나라와의 

계는 상당히 우호 이었고요. 명나라도 타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조선과 우호 인 

것으로 서 우리 조선이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타문화를 배타하고 있었다, 그건 일본에 

해서 허용된 것이었지 명나라와의 우호 인 계를 서 단순히 타문화를 배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S-사1-상1]의 사례에 나타나듯이 학습자들이 ‘단일민족’이라는 문제 해

결을 한 선지식 는 선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의 문제①에 하여 논의하 던 소집단 에 ‘흥선

원군의 쇄국정책’을 언 한 조가 몇몇 있었는데, 단일민족 국가와 타문화 수용과 

련하여서 학습자들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만한 학습 내용을 이미 가지고 



- 202 -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34) 다만 학습자들이 타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이나 이미 가

지고 있는 개인  지식을 문제 해결에 효과 으로 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M-사1-하2]

㉕2: 근데 그 백인 문화가- 근데 그거에 해서 내가 한마디 더 덧붙일 게 있는데 니가 아까 

백인이 윗층에 살고 이 게 이웃집에 산다는 얘기 들었잖아. 지  방 - 근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이건 단일민족 국가가 응하는 그런 문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에 백인이 있으면 뭔가 되게 백인의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많이 수용이 되어 있으

니까 뭔가 백인이 훨씬 익숙하고,  사람들이 길에 동남아 사람이 지나갔을 때랑 백인들이 

지나갔을 때랑 상 한번 본  있잖아. 그런 거 같이 그냥 우리가 백인을 보는 시각이 조

 달라서 그런 것 같고  아까 흑인 문화가 수용이 많이 안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넬이

라든지 알앤비나 팝핀이나 이런 거 다 흑인 문화고 흑인의 축제 같은 거 수용을 해서 백인

들이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에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지에 해서 좀...

㉖4: 어 물론 흑인 문화도 사람들이 많이 응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강미  선생님 시간

에도 흑인 노래를 들은 은 한 번도 없었어. 뭐지 계속 다 백인 노래 고, 우리들이 좋아

하는 스틴 비버도 백인이고 뭐 테일러 스 트도 부 다 백인이야. 근까 그거에 해서

는 우리가 좀 더 그런 문화들을 백인 문화들을 좀 더 수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M-사1-하2]의 화를 보면, 2번과 4번 학습자는 다른 수업 시간에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로 들어서 논의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낯선 문제이고, 생

각해 보지 못한 문제이기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으로 근할 것이 아니라, ‘주어

진 문제에 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해 더 알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 하며, 논의를 통해 이 문제에 한 나의 생각을 정립하

고 싶다.’라는 자세로 문제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따

라서 문제 내용의 친숙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내용이 학습 화의 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34) 실제로 문학 시간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한 3문제 외에, 사실의 문제①과 ②, 행위의 문제②
는 타교과의 학습 내용과 국어 수업 시간의 비문학 읽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시한 것으로 학습자
들이 기존에 한 번씩 경험한 내용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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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 련도

(1) 성별에 따른 관심도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교 학습자들을 상으로 학습 화를 찰하 는데, 성별

에 따라 과제의 내용에 한 심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심의 

차이가 학습 화의 양상에도 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집단 활동에서 성

별이 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Webb, 1989; 김선자 외, 2007; 차정호 외, 

2007 등)을 통해 논의되어 오고 있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은 문제에 근하는 방식

이나 선호하는 활동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소집단 활동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심층 략을 많이 사용하

는 경향이 있으며(Ridley & Novak, 1983), 여학생은 교사의 지원에 한 기 가 남학

생에 비해 높고(Randall, 1987)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Bear, 1998). 한 남학생은 

과학 탐구나 실험에 기반을 둔 과제를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은 자료를 토 로 한 조

사 연구나 이를 발표물로 변형시키는 과제를 선호(Greenfield, 1995)한다(차정호 외, 

2007: 115 재인용).  

제시되었던 6개의 문제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에 한 면담의 결

과를 보면, 여학생들은 가치의 문제② ‘여성의 삶’과 사실의 문제② ‘기술발달과 여가 

시간’을 흥미로운 문제로 꼽았으며, 이 문제와 련하여서는 활발한 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하 다. 

[M-가2- 1-4㉣]

여성의 삶이요. 왜냐하면  크면서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우를 받고, 아  뇌리 속에 

여성에 한 선입견 그런 게 박  있는 거 같아서,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진행된 학습 화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문제와 자신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여성의 삶’에 한 견해를 드러냄으로써 실 이고 구체 인 

내용으로 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가2- 1]

①3: 여성의 삶에서 가장 요한 건 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생각해요. 왜냐면 만

일 결혼한 여자면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요할 것 같고 어…부자면 자신의 재산이 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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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같아요. 

②4: 는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자기 자신이 제일 요할 거 같아요.  같은 경우

에는 음…만약에 제가 자식을 낳는다 해도 는 자식에게 제 모든 것을 막 바친다기 보다

는 제 삶을 꾸리고 이 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는 자기 자신

이 제일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5: 는 4번의 말에 동의합니다. 조  더 보태면 자기의 여가시간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

겠어요. 

④2: 는 자신감이 제일 요한 거 같애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의 여성들이 사회진

출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옛날에는 주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직업을 가지고, 남성

과 같이 사회에 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음 자기 신념에 따라

서 잘 개척하는 게 요할 거 같아요. 

이에 비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삶’에 한 견해가 다양하지 않았고,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에게 기 하는 바를 여성의 삶에서 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다. 

[S-가2- 2]

②1 : 일단 는 외모보다는 능력이 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2013년 10월 6일 

이낸셜뉴스를 보면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은 1인 가구가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결혼을 먼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  지

를 통해서 일단 혼자서 살아가려는 여성인구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후략) 

③2: 의 입장은 능력도 능력 로 요하지만 외모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즘엔 면  같은 것으로 직원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면 에서 첫인상은 매우 요합

니다. 첫인상을 요시 여기는 직업으로 스튜어디스나 아나운서가 특히 그럽니다. MBC는 

아나운서를 뽑을 때 외모로만 뽑아서 옛날에 논란이 많이 있었구요. 능력도 요하지만 외

모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외모가 좀 더 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④3: 도 여성의 삶에서 외모가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경쟁력이 되어가지고 요즘 성

형수술도 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그 게 많이 한다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모를 가꾼다면 그만큼 외모가 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성들의 삶에서 외

모가 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그들의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삶’에서 요하다고 생각하는 들이 여학생과 

남학생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들은 ‘자신감, 자기 생활, 사랑, 안정, 안

, 돈’과 같은 요소를 꼽은 반면, 남학생들은 ‘능력, 자아실 , 외모’ 등의 요소를 

요하다고 꼽았다. 즉 여학생들은 여성으로서의 주체 인 삶과 더불어 안정감과 정서

 만족감을 요하게 여기는 데 비해, 남학생들은 자신의 에서 여성에게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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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를 문제에 투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의 내용에 한 심은 문제의 

이해로 이어져 결국은 학습 화의 양상에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가치문제②가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 여학생들과의 련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흥미로운 주제로 꼽은135) 행 의 문제① ‘사회  약

자’를 통해서 성별 심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S-행1- 1]

㉑2: 그럼 그 물질 인 지원은 계속 **사회  약자라면 모두 주는 건가요? 맹목 으로.

㉒4: 사회  약자-라는 기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제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는 소

득층인데 그런 소득층에 한 사회  복지 정책에서 그런 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

니다. 

㉓2: 그럼 최근에 박근혜 정부께서 연 을 정책, 정책을 공약하셨다가 어느 정도 하시다가 다

시 삭감한 그런 상탠데 결국 재원 문제잖아요. 그런 재원은 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

니까? 사회  약자가 희나라 희는 모르지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재원은 어디

서 구해야 될까요?

㉔5: 그거는 다른 산에서, 쓸데없는 산에서 빼오면 될 것 같은데…

㉕2: 쎄, 그건.

㉖3: 그런 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소득층 에도 분명 

사라든가 나눔을 통해서 자신들의 뭐 그런, 그런 쪽에 련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

런 사람들도 있는데 를 들어 소득층에서 사자가 꿈인 사람들은 물질-로서 그 사람들

의 꿈을 달성시켜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 인 측면으로 제공해줘야 그 

사람들에게 실제 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㉗5:  꼭 소득층이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층도 원하면 일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일을 얻기 싫어서 일을 안 얻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행1- 1-5㉣]

복지 정책에 좀 심이 있는 편이에요. 사회 문제 같은 거. 지  우리나라가 사회  약자를 

상으로 한 정책 같은 거에 되게 심이 많잖아요. 정책도 그 고. 

[M-행1- 1]의 학습 화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사회  약자’에 한 

화에서 개념 정의에 실패한다든지, 논제에 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양상이 남학생들의 화보다는 부족한 양상이었다. 그리고 사회  약자라고 생각하는 

‘노숙자’나 ‘장애인’과 련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확실하지 못한 사실에 하여 이야기

135) 남학생들은 행위의 문제① 외에 가치의 문제①, 사실의 문제② 등을 흥미로운 주제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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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눔으로써 ‘정책’보다는 개인 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M-행1- 1]

⑤5: 사회  약자라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가난하거나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식을 지원을, 지원을 해 주거나, 지원, 등록 을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데요. 근

데, 사회  약자를 한 정책이라 하면 00이 말처럼(2번 학습자, 고개 끄덕임) 이미 많은 것 

같아요. 노인들이나, 이미 양로원? 그런 데도 있고- 노숙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알게 모르

게 조 씩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식? 무료 식이라든가 그런 게 많단 말이죠.

⑥3: 근데 무료 식이 삼일에 한 번씩 있는데요, 삼일 동안 노숙자들은 밥을 굶는 거 요?

((조원들: 하하하))

⑦5: 근데, 이 정책이- 못 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⑧4: 그럼 삼일에 한 번이면 이틀 동안은 밥을 못 먹는 거 요?

⑨5: 못 먹지는 않을…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밥이 없어요.((3번이 “집이 없는

데”라고 말함.)) 그러니까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해요? 

⑩3: 쓰 기통 뒤져요.(웃음)

⑪5: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죠.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동냥을 하잖아요. 도둑

질을 한다던가.(후략)

남학생과 여학생은 문제에 따른 심의 차이를 보 으며, 이에 따라 학습 화의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심이 있는 주제에 해서만 이야기를 나 고, 그

지 않은 주제는 외면하는 것은 학습의 측면에서는 물론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생활

의 측면에서도 지양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해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한다는 측면에

서 다른 성별의 문제에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이에 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보고, 이러한 문제에 하여 지속 으로 화를 나 어보

도록 하는 것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개인적인 관련성 

개인 으로 심이 있는 주제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학습 화의 참여 양상이나 논

증 구성 양상이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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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2- 2]

⑦4: 네 말  잘 들었고요 이게 보편  물론 이게 모든 직업이 세상에 모든 직업이 손에 꼽는 

것도 아니고 뭐 충 13만 9천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직업에 해서 어떤 거는 

시간이 어들고 어떤 거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이 게 물론 이 게 보편화하기는 힘들

겠지만  이게 경남 학교 사회학과 이은진 교수가 통계청에 생활시간 조사 자료로 토

로 직업별 노동시간의 변화를 조사해 봤는데 이게 90년  후반에 들어서 정상 근무 노동자

의 수는 계속 고 밤이나 새벽 주말 등의 보통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

간의 노동 노동률이 뚜렷이 확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후략)        

⑧1: 그럼 000 군 그럼 그 게 진보된 기술로 고  생산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나 에 은퇴를, 

은퇴를 일  하면 그 남는 시간에는 평생 교육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⑨4: (2 ) 물론 그- 은퇴가 좀 일  은퇴가 빨라져가지고 개인의 여가 시간이 다시 늘어날 

수 있겠는데 일단 는 이 주제 자체를 정리를 한 게 기술이 진보되면은 일단 물론 여가 

시간이 그 효율이 일을 상당히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게 따지

자면은 기술이 상당히 진보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일을 처리할 때 요구되는 사람 

즉 그 인력이 보통 약간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 을 쓰면은 그에 해당하

는 인력을 약간 낮출 수도 있고 이 게 돼서 특정 그 특정 사람들은 그 이 게 미련한 사

람들은 본의 아니게 를 들어서 백수가 쉽게 말해서 백수가 되어서 본의 아닌 여가 시간 

해고 이런 걸 당해 가지고  좋지 않은 쪽의 여가 시간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사2- 2-4㉣]

연구자: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것 같던데, 이 문제에 해 평소에 알고 있었나요?

학습자: 네, 조 .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연구자: 조사를 했다는 건, 심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학습자: 원래 좀 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더 알아보려고…. 

연구자: 심 있는 내용에 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 는 건 어땠나요? 

학습자: 어, 재미가 있고. 제 생각도 얘기할 수 있고 좋았어요. 

[S-사2- 2]의 화에서 기술발달과 여가시간의 계에 하여 객 인 자료 제시

를 통하여 논의를 진행하 던 4번 학습자는 평소 심을 가진 주제 기에 즐겁게 

화에 참여하 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객 이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지식 구성에 도움을  수 있는데, 제

시된 문제에 하여 심이 있는 학습자가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부

분에 기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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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행1- 1]

④1: 제가 생각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방법은 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동정하지 말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조원들: 끝이야? 흐흐흐))

( 략)

㉕5: 제가 지  정책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  약자를 한 정책이 무엇이 있을

까에 해서 주제를 해 시다. 정책을 말하라 했는데 1번은 쳐다보지 말자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2,3번이 1번에게 말하라고 독려하는 몸짓))

㉖1: 쳐다보지 않는 방법 (웃음) 그러니까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동정하지 마는…

㉗3: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는 것과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이 뭐가 달라

㉘1: 높이를 달리해서 쳐다보는…아니…(자신 없이 웃음)

사회  약자를 한 정책을 논의하는 장에서 1번 학습자의 경우에는 ‘사회  약자에 

한 태도’를 언 함으로써 조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생각에 

해서도 논리 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학습자와의 면담과 학습지 등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소에 심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이며 자신과 

련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 다.

앞서 성별에 따른 심도에서 언 하 던 것처럼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에 한 의

견을 나 는데 있어서, 개인  심과 련성도 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

시 알아야 하고 생각해 볼 문제에 하여서는, 깊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것이 요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제 제시와 련하여 이러한 부분에 

한 교육  고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수 환경  요인

가) 교수자의 특성

(1) 교수자의 교육 철학

교사가 가진 철학에 따라 권 (속박 ) 교사는 교사 주도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강하고, 동학습의 장에도 교사의 개입이 드러난다. 이에 비해 허용 (개방

) 교사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개방 인 분 기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 도록 교

실 분 기를 형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동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

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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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한 교수자의 의 요성을 이해하기 해서 피아제(Piaget)가 이야기한 

‘ 계 유형(forms of relationship)’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피아제는 학습자의 발달

을 진시키는 사회  상호작용 형태들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를 해 력(cooperation)과 속박(constraint)의 개념을 도입하 다. 력 계는 상호 

존 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각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려 하고 다

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력 계는 상호 존 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호 호감  애정과 같은 정  감정 분 기를 갖는데, 피아제는 이러한 계가 상

호 이해와 지식 발달에 가장 이상 으로 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하 다. 반 로 속박 

계는 권력의 비 칭 속에서 발생하며 일방  존 에 기반하므로, 속박 계에서는 

권력을 가진 참여자(어른,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약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정당하

다고 여긴다. 약자들(아이, 학습자)은 강자의 의견이 명백하게 맞다고 여겨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는 항 시에 발생 가능한 결과에 한 공포심에 의해 굴복하

게 된다. 피아제는 속박 계를 통해서는 상호 이해나 지식의 발달이 어렵다고 주장

하 다(Atwood et al., 2010: 360-361). 피아제의 생각에 의하면, 수업 상황에서 교사

가 허용 인 분 기를 형성하여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교

사와 다른 학습자들이 생각을 존 해 주는 분 기가 형성되는 것이 학습, 즉 지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구성주의 에서도 학습자의 능동  활동과 의미 있는 지식 구성을 해서는 교

실에서 학습자의 학습과 발달에 직 으로 여하는 교사의 역할이 요하다는 을 

강조한다. 한 이러한 구성주의  교실 문화를 형성하기 해서는 교사가 우선 구성

주의  을 지니는 것이 필수 인 요인임을 주장한다(Lambert et al., 1995; 

Marlowe & Page, 1998). 그런데 요성에 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구성주

의가 교사의 교육 활동에 반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통  

교육 상황에 용되어 왔던 논리실증주의  행동주의의 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요한 이유는 교사가 구성주의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Tharp & Gallimore, 

1990), 구성주의 환경을 교사의 권 나 주도권을 침해하는 것(Brooks & Brooks, 

1993)으로 인식하며 구성주의 에 한 잘못된 편견(Sudzina, 1997)을 교사가 가지

136)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에 한 많은 연구에서 교사 요인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김인례, 2003; 이기택, 1993; 이상균, 1999; 류성기, 2006 재인용). 특히 류성기(2006: 
51)는 국어과의 말하기 교육과 관련하여, 말하기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담화 환경을 만들고 학습자로 하여금 말하기에 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말하기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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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박충일, 1999: 279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실 수업에 한 

찰과 교사에 한 면담을 통하여 연구 상으로 삼은 학습자들의 담당 교사가 구성

주의와 소집단 활동에 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A교사와의 면담 기록]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이란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과정 에 있는 것으

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형성이 한 개인의 인지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력 으로 이루어진다

고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교사와의 면담 기록]

구성주의는 교과 지식이 교사의 일방 인 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활동

을 통해 학습됨으로써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집단 활동뿐 아니라 체 집단에서 말

하기나 쓰기 기회를 임의로 자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수업 형태를 지향해 왔습니다. 

담당 교사들은 지식이 일방 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학습자 간

의 력 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성주

의에 한 이해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집단 활동에 한 정 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A교사와의 면담 기록]

국어교사로서 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국어과 교육의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

니다. 지식을 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에서 볼 때, 소집단 활

동은 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사가 학생의 언어 사용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교사와의 면담 기록]

교육 으로 소집단 활동이 수업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습자에게 무언가를 주입시키려는 일방  교수법이 아니라 학습자로부터 잠재력을 끄

집어내기 한 교사의 활동 심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니다. 

A교사는 국어과 교육이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기 해서는 실제 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B교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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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록 하기 해서는 교사가 활동 심의 수업을 구성하여야 함을 지 하 다. 이처

럼 찰한 두 교사는 모두 허용 인 교수자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한 학

 학생의 수, 수업 진도 등과 같은 수업 환경상의 제약137)으로 인하여 소집단 활동

을 빈번하게 수업에 용하지는 못하 지만 기본 으로 화  교수가 이루어지는 교

실138)을 만들기 해 노력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

며, 화에 자유롭고 극 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 다.   

(2) 교수자의 역할에 한 인식

학습 화에서 교수자는 [그림 Ⅲ.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 화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력자이자, 학습자들이 화의 과정에서 의식하고 있는 의도

된 수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A교사와의 면담 기록]

학습자가 주체 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학습에 있어, 그러한 지식 구성 과정이 개인의 편

견이나 오해로 인해 사회 으로 합의된 방향으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학습

자가 올바른 과정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면담에서 A교사는 자신의 역할이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과정을 돕는 조력자임을 밝

혔으나, 실제 소집단 활동에 있어서 력자 이상의 개입을 보이고 있었다. [S-가1-상

1]의 경우 담화 개 양상이 단계형을 보이고 있는데, 담화 개가 이러한 양상을 띠

게 되는 데에 교사의 발화가 결정 인 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S-가1-상1] 

◯1 교사: 입장부터 밝 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137) 이와 관련하여서는 Ⅳ. 2. 3) 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138) 알렉산더(Alexander)는 화적 교수(dialogic teaching)가 화의 힘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참여시

키고, 동기를 유발하고, 사고를 확장시키며 이해를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화 
사용에 한 인식과 기술을 스스로 발달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의식과 의사소통의 효용성을 이해
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 화적인 교실(dialogic classroom)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식 
구성(joint knowledge-building) 과정의 축적이 필요하고, 교사와 학생을 상으로 어떻게 화를 
해야 교육적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Mercer & Dawes, 
2008: 14).



- 212 -

◯2 3: 근데 우리가 이거 입장을 나 기가 애매하다. 

◯3 4: 그럼 일단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볼까

◯4 교사: 일단 그러면 다섯 명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입장 이야기하고 시작합시다. 

( 략)

◯10 교사: 보니까 물질과 행복을 심으로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 물론 극단 으로 물질이다 행

복이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으니까 상호 질의를 통해 토의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 략)

◯26 교사: 발언순서를 좀 지키고 끼어들지 말고 한사람씩.

( 략)

◯38 교사: 다른 분들 의견은…….

[S-가1-상1]에 나타난 교사의 발화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5회

는데, 이 발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과 ⑤의 발화가 지식 검하기의 단계를 유도

하고 있고, ⑪발화는 학습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뿐 아니라 ‘상호질의’를 명시하고 

학습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하여 논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한 학습자들이 

‘돈’이라는 문제에 하여 논의가 과열되자 ◯38 의 발화를 통해 학습자들이 앞서 나온 

다른 의견에 해서도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발화가 단계에 한 안내와 논의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담당함으로써 

학습 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의 개

입은 학습 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 극  력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보조자 혹은 조력자의 범 를 넘어선 력 행 는 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이양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 화)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학습 화의 본질과 부합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학습 화의 단계를 익히는 기 학습의 장에서는 교사의 안

내나 지시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본격 으로 화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개입을 

자제하고 학습자들의 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교사와의 면담 기록]

연구자: 선생님은 자신의 역할을 조력자라고 말 하셨는데요, 수업 에는 학습자들의 화에 

극 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조력자의 범 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되

는데, 왜 그 게 하셨나요?

교사: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화를 나  기회가 사실상 많지 않은데, 잘못되거나 

부족한 수행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개입하여 교정해 주지 않으면 제 로 된 수행을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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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개입하 던 소집단의 경우에는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마무리를 한다거나 핵심을 악하지 못하고 논의가 겉돌기만 

하여서 교사가 조 만 단서를 주거나 이끌어주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했

습니다. 

역할에 한 인식과 실제 수업 상황에서의 행 에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까지 돕고 어느 부분은 기다려  것

인가에 한 단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해서는 학습 화의 본질  의의 등에 

하여 교사가 명확히 인식할 필요도 있다. 

[B교사와의 면담 기록]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학습자

의 삶에 한 소통과 성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식을 가르치려 할 것이 아니

라, 핵심 인 교과 지식에 해 학습자의 삶을 이어주는 이야기를 구성해 창의성을 자극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니다.

B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의 역할을 상당히 극 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성주의에 

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활동을 통한 학습의 요성도 인지하고 있으나, 수업의 주

도권이 학습자에게 완 히 이양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

다. 즉 학생 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그러한 환경(condition)을 마련하는 

교사의 역할이 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M-가2- 1]

⑮교사: 끝난 거야? 자신이 가장 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당연히 요하지. 그런데 자

신이 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디까지가 자신이야? 자신의 가족도 자신인거고, 자신의 

사회 인 삶도 자신인 거지. 게임만 좋아해서 게임만 종일 하는 친구들. 물론 여자들 에

는 별로 없지만 남자들 에는 게임에 푹 빠져 사는 애들도 있어. 자신의 편안하고 흥미로

운 삶? 그게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자신이 어디까지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텐데 ***.

⑯4: 여기서 제가 말한 자신은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 심리  만족감, 자기가 하는 일

에 한 만족감, 에- 그냥 심리  만족감, 성취할 때, 일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 

성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웃으면서 교사를 본다.) 

⑰교사: 그런 게 없는 게 뭐가 있지?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어도 성취감 느끼잖아.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⑱4: 그 게 단기 인 기쁨 보다는 꾸 히 해 나감으로서 어- 그 게 했을 때 마지막에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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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더 크잖아요. TV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다는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 히 해 나가서 마지막으로 성공을 얻을 때 얻는 그런 거……. 

⑲교사: 맛없는 걸 먼  먹고 맛있는 거 나 에 먹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야?

⑳4: 그건 단기 인 거잖아요. 딱 그 순간에만 있는…….((다른 학습자들이 웅성 . 산만해짐.)) 

◯21 교사: 그럼 를 들면.

[M-가2- 1]의 화 과정을 보면, B교사는 학습자들의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

은 채로 마무리 되려는 양상을 보이자 화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핵심 인 부분을 언

하면서(⑮), 논의가 구체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어지는 발화들(⑰, 

⑲, ◯21 )을 통해, 4번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 정교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교사의 개입은 [M-가2- 1]의 학습 화의 개가 단계형을 양상을 띠

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하 으며, 화의 결과 구성되는 지식에도 향을 미쳤다. 

교사의 역할에 한 인식은 실제 학습의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 수행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학습 화의 양상을 결정짓는 데도 심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

사의 역할에 한 인식과 역할의 범   구체 인 역할 행  등에 한 고려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나)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의사소통에서 상호작용의 요성에 한 인식은 국어교육 장에서 이른바 ‘소집단 

활동’, ‘ 동학습’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국어 교과서에도 

반 되어 ‘～에 하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자.’, ‘모둠별로 ～을 해 

보자.’ 등으로 제시된 말하기·듣기 활동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서 석, 

2005c: 14). 그런데 이야기를 주고받자라고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집단 활동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S-행1-하1-4㉣]

연구자: 소집단 화를 통해 문제에 해 이야기를 나 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이 있다 면 

어떤 것인가요? 

학습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도 이 문제에 해서 이야기를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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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나 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자: 방법을 몰랐단 이야기 같은데, 그 다면 지 까지 소집단 활동은 어떻게 했나요? 

학습자: 잘 모르겠어요. 그냥 토의? 이런 것처럼 한 것 같은데……. 

연구자: 토의의 방법은 알고 있나요? 

학습자: 토의요? 어, 자기 생각 말하면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리고는 좋은 의견 있으면 따

라가면 되고.

앞서 장르에 한 인식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의 방법에 

하여 구체 으로 학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S-행1-하1-4㉣]에서 보듯이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하 으며, 문제 해결과 련하여 토의나 토론의 방법을 무비 으로 

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 다면,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 혹은 화와 련하여 어느 정도의 선행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학습 화를 한 교육 내용 마련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물론 재 학습자들이 보이는 학습 화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상으로 삼은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과 련하여 

학습한 내용을 추 하기 해 2009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내용139)을 고찰하

다.

연도
학
교
급

2009 개정 총론(2009.12.23.)+2007 개정 
각론 [단, 고등학교 국어, 사회, 도덕, 과
학은 2009 개정 총론(2009.12.23.)에 따
른 개정 내용 적용]

2007 개정 총론 + 
2007 개정 각론

제7차 총론 + 제7차 각론
(단, 수학, 영어는 2007개정 
각론 적용)

2011년
초 1, 2 3, 4, 5, 6 -
중 1 2 3
고 1 - 2, 3

2012년
초 1, 2, 3, 4 5, 6 -
중 1, 2 3 -
고 1, 2 - 3

139) 연구 상자들은 2013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므로 고등학교 1학년은 2009개정 교육과정, 
중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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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교 듣기‧말하기/  화법 교육 내용

2009개정 

교육과정
고

국어

140)

10-듣-⑵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 의 입장을 비교하여 

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

10-말-⑵자신과 배경 지식이 다른 청 에게 여러 자

료를 활용하여 효과 으로 보고한다.

10-말-⑶여러 가지 토론의 유형을 알고, 쟁 을 찾아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화법

과 

작문

화법Ⅰ-기능-(나)사회  상호작용

화법Ⅱ-담화유형-(가) 화

화법Ⅱ-담화유형-(나)토의

화법Ⅱ-담화유형-(다)토론

제7차 

교육과정

7-말-⑸말하기에 능동 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8-말-⑵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말한다.

8-말-⑸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 하면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9-듣-⑶들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단한다.

9-듣-⑷말하는 이에 히 반응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9-말-⑶ 달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개 방식을 조 하여 말한다.

2-말-(3) 화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한다.

3-듣-(1)지식과 경험이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요함을 안다.

3-말-(1)말을 할 때에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야 함을 안다.

5-말-(2) 조사나 찰을 통하여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6-듣-(1) 듣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6-말-(1) 말하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6-말-(3)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표 Ⅳ.5> 학습 화와 련한 교육 내용 요소 고찰141) 

<표 Ⅳ.5>는 국어과 교육 내용 에서 학습 화와 련되는 듣기‧말하기와 화법 

교육 내용의 요소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에는 6-듣-(1), 6-말-(1)과 같이 학습 

화의 개념과 련된 것, 3-말-(1), 6-말-(3), 9-말-(3), 10-말-(2)와 같이 학습 화의 

방법과 련된 것, 7-말-(5), 8-말-(5), 9-듣-(4)와 같이 학습 화에 참여하는 태도와 

140) 2009개정 총론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과의 각론은 선택과목에서 이루어졌기에, 10학년 듣기‧말하
기 교육내용은 2007개정 시기(2007.02)의 내용이다. 

1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누리집(http://www.ncic.go.kr)에 실린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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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내용들이 있으며, 그밖에 토론이나 토의의 개념과 방법들에 한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 요소들이 학습 화라는 용어를 통해 구체화되어 나타나지는 않지만 

학습자들이 화를 통해 의미 있는 지식 구성을 해 나가는 데 있어 도움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습 내용들이 각 학년‧학교 으로 흩어져 제시되어 

있기에 개별 으로 학습한 내용들을 연결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화의 장에서 이를 

통합 으로 용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련 있는 학습 내

용이기는 하지만 학습 화가 온 하게 수행되기 한 내용 요소로는 매우 부족하며, 

구체 인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과정을 충분히 학습했다 하더라도 이러

한 학습 내용만으로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제 로 수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소집단 내에서 다른 학습자와 ‘어떻게’ 화를 나 면 의미 있는 지식 구성의 과정

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한 구체 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내용의 마련이 요

구된다고 하겠다. 

(2) 실제 수업의 진행 환경

소집단 화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외에도 실제 수업 진행상의 제약이 작용한다.   

[B교사와의 면담 기록]

실 으로 30명이 넘어가는 학 에서 소집단 활동을 운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실입

니다. 개인 으로 소집단 활동을 해서는 10명이 넘어가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B교사는 학 의 인원수가 소집단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하지 않다고 언 하

다. 소집단 활동이 학습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찰과 체 학 과의 공유 등이 이루어지려면 5～6개의 소집단으로 구성되는 재의 

교실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A교사와의 면담 기록]

재 고등학교의 실  교육은 부분 수학능력시험과 학입시에 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능 성 을 올리려면, 연간 학습시켜야 할 지식의 양 자체가 많은 까닭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소집단 활동을 진행하기란 실 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수능이 실제 언어 사용 능

력이 아니라 논리  사고력과 지식만을 측정하다보니,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우는데 

이 있는 소집단 활동은 비효율 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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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입시 주의 학습 분 기도 소집단 활동을 어렵게 하

는 요인 의 하나이다. 정해진 답이 즉각 으로 주어지는 강의식 수업에 비하여, 

화를 통해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비효율 으로 인식되기 쉽다. 교사가 담당하

는 한 학 당 국어 시수가 일주일에 3시간 내외에 불과하다고 할 때, 그  한두 시간

을 소집단 활동에 할애하기에는 학습 진도 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며, 소집단 활동

을 바라보는 학습자의 요구도 이러한 부담을 가 시킨다.  

[S-행1-상2-1㉣]

뭐, 소집단 활동에서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이 있는 건 맞는데, 솔직히 시간 

낭비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선은 국어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이 있

으니까 그걸 배우는 게 좋죠. 

학습자들도 소집단 활동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 인 필요로 

인해 입시용 지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 교실에서 교사는 소집단 활동

보다는 강의식 수업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학습자들이 소집단 화를 경험할 기회

가 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제 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S-행1- 1-2㉣]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편하잖아요, 정확하고. 애들이 하는 말은 정확하지도 않고,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방 가잖아요. 시간이. 얘기하다 보면. 

학습 화를 통한 지식 구성은 당장 앞에 효율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학습자들

이 사회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지식이 공유되고 구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

한 경험이 되고 학습 화의 방법이 내면화되어 감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식의 가치를 느끼고 만족감을 얻음으로써 학습 화의 가치와 의의를 발견하게 된

다. 그러므로 학습의 속도는 다소 느리고 비효율 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강의식 수업

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한편으로 힘들 수 있지만, 화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얻게 

되는 만족감과 효능감,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공동의 지식은 단순히 주어진 지식

을 학습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학습을 단지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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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학습자의 인지  성장뿐 아니라 정서 인 부분에의 기여를 고려하고, 보다 

크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소집단 활동에 한 인식의 환과 함께 소집단 활동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場)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논의

본 장에서는 학습 화의 양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학습 화 양상과 

요인들이 어떻게 계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Ⅲ장의 화분석 

내용, 학습자가 작성한 학습지를 분석하고 학습자  교사와의 면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이 모든 자료를 텍스트화하여 근거이론과 질  내용분석의 방법을 용하여 분

석하 다. 

학습 화는 공동의 지식 구성을 목표로 소집단 내 학습자들 간의 역동 인 상호작

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말하기와 듣기이므로, 학습자 자신, 제시된 과제, 담당 교사, 교

육과정과 운 이라는 다양한 요소들과 한 련을 맺으면서 형성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을 범주화하여 학습자 요인, 과제 요인, 교수 환경  요인으로 

명명하고 하  범주들을 세 하게 찰함으로써 학습 화의 양상이 나타나는 본질

인 바탕에 한 이해를 갖고자 하 다. 

학습 화의 주체인 학습자는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으로 나 어 살펴보았는데, 

인지  요인의 하  범주인 문제에 한 선지식과 장르에 한 인식은 학습 화의 

담화 개와 내용 구성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142) 정서  요인은 말하기에 한 경

험, 참여자의 성격, 소집단 활동에 한 인식, 구성원 간의 친 도의 네 개의 하  범

주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기에 한 경험은 말하기의 참여 횟수와 정 인 경험의 

정도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상  학습자의 경우 발표나 토론 등의 

말하기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상 으로 많고 그에 따라 정  평가를 받은 경험이 

많아서 말하기 활동에 하여 ‘자신감’, ‘즐거움’ 등과 같은 정  인식을 가지고 있

142) 영향 요인들은 학습 화의 양상과 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에, 학습 화의 구조 중 어디에 영
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분별(分別)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학습 화의 구조를 나누어 제시하기는 하
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 구조들도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요인이 담화 전개와 내용 구성 외
에 상호작용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 주(主)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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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비단 학습 수 과 련된 것이라고 단정 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

는데, 하  학습자라도 개인이 가진 성격에 따라 화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상  학습자라도 소극 , 내향 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화에 참여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자가 화에 극 으로 참여해야만 학습 

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학습자들이 경험을 통해 형성한 말하기에 

한 인식과 개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말하기에 한 정 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

록 지원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학습 화는 소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에 

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소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학습 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소집단 활동에 부정 인 인식을 가진 

학습자들은 소집단 활동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 는데 이는 학습 화에 한 회

의(懷疑)로 이어져 학습 화에 한 극  참여를 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구성원

들의 계도 학습자들의 참여 의지, 학습 화의 분 기에 향을 주었다. 친 한 사

이로 구성된 소집단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를 격려하고, 발화를 정해 주는 허용 이고 수용 인 분 기가 형성되어 편안한 마

음으로 모든 구성원이 극 으로 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 한 사이가 아

닌 소집단에서는 화에 참여하지 않는 은둔자가 생기거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정서  요인들은 학습자의 화 참여 형태에 향을 

미치는 만큼 학습 화의 반 인 진행에도 향을 주었다. 특히 참여자들 간의 계 

형성이나 역할 형성에 해서는 직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과제 요인은 과제의 특성과 과제 련도로 범주화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사실의 문제·가치의 문제·행 의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 인 속성과 각각의 

문제들의 내용  특성이 학습 화의 양상, 담화 개와 내용 구성에 향을 주고 있

었다. 학습 화가 공동의 지식 구성을 목 으로 하는 만큼, ‘지식’의 성격과 련되는 

과제의 속성과 특성은 학습 화 교육에 있어 매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 동시에 성별에 따른 심의 차이나 개인  련성의 향 한 문제를 제시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임을 살필 수 있었다. 

학습 화가 교실 수업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  

배경 한 향 요인으로 작용하 다. 교수 환경  요인은 교수자의 특성과 교육과정

으로 범주화하 는데, 소집단 활동에 한 교수자의 교육 철학은 학습 화를 가능하

게 하는 바탕이라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수자의 특성은 담화 개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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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성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는데,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는 명시 으로 

찰되는 부분이 어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상호작용에도 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었

다.143)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학습 화와 련한 교육 내용이 마련되

어 있지 않으며, 재의 수업 환경이 학습 화를 통한 교육을 하기에 실 인 어려

움을 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의 본질 인 가치와 학습자의 역할을 다시 

논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교육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함은 분명할 것이다. 이어지

는 장에서는 Ⅲ장과 Ⅳ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지식을 스

스로 구성해 나가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한 방안을 논지해 볼 것이다. 

143) A교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화 중에 끼어들어 중재를 하거나 학습자들에게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진행자로 지정된 학습자가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
습자 간 상호작용 양상에도 영향이 가해졌다. [S-가1-상1]의 사례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립되면서 
논쟁적인 양상을 보이자 교사가 개입하여 발언 순서를 지킬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입의 
결과 학생들이 다시 발언 순서를 준수하며 화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S-가1-상1]
◯242: ***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무조건 돈입니다. 
◯254: 그럼 여자 친구는……(소란스러워짐.) 
◯26교사: 발언순서를 좀 지키고 끼어들지 말고 한사람씩
◯272: 여기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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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습 화의 교육 내용 구성

 화법 교육144)에서 교수‧학습의 목 은 화법의 교수‧학습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

는가에 한 문제이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한 

답이다(윤희원, 2002: 4). 그러므로 화법 교육은 학습자의 삶에 유의미한 경험이 될 

담화 활동 요소와 그 활동이 학습자의 화법 능력으로 내면화되기 해서 어떻게 경험

되어야 하는가에 한 고민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정민주, 2008: 140).

학습 화의 교육은 교실 수업의 장에서 학습자들이 지식을 검하고, 탐색하며 구

성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학습 화의 목 을 실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학습 화가 화법 교육의 장에서 교수‧학습된다는 것은 학습 화가 화법 교육의 

상이자 내용이 된다는 의미이지만, 학습 화를 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 교육 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학습 화는 그 자체로서 화법 교

육의 내용이 됨은 분명하지만 화법 교육의 목표가 화법 능력의 신장에 있음을 주지한

다면 학습 화가 소집단 학습의 상황에서 효과 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학습 화를 한 교육 내용을 ‘구체성

의 원리’, ‘실재성의 원리’, ‘ 체성의 원리’, ‘상 인지 학습의 원리’, ‘자기 조정의 원

리’, ‘태도 지도의 원리’145)에 기인하여 구안할 것이다. 

구체성의 원리는 학습 화에 하여 배운 학습자들이 실제 학습 화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이 구체 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실재성의 원리는 학습 화가 학습의 장에서 실재 인 문제 해결, 즉 지식 구

성을 한 과제에 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 화가 수업의 내용과 분리

되는 소집단 활동이 아니라 학습 내용과 련한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체성의 원리는 학습 화의 교수‧학습이 개념 형성과 상호작

용, 개념 형성의 경우에도 담화 개와 내용 구성으로 나뉘어져 개별 으로 학습되는 

144) 본 연구에서는 ‘화법 교육’을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에서의 과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말
하기 교육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는 듣기와 말하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연구자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145) 이는 상호교섭적 관점에 기초하여 논쟁의 교수 학습 원리를 ‘실재성‧전체성‧발견성‧상위인지 학습‧ 
장르 확장‧태도 지도의 원리’에 따라 설정한 유동엽(2004a: 423-427)의 논의를 참고하여, 학습 화
의 특성인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 따라 선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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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체 인 에서 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상  

인지 학습의 원리는 학습 화 자체가 메타화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

 인지를 활용하여 학습 화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가리키며, 이는 학습 화

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화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자기 조정의 원리와도 련이 있는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태도 지도의 원리

는 앞서도 논의했던 바와 같이 학습 화의 성패는 학습자의 태도에 좌우될 수 있으

므로, 학습자들이 극 이고 능동 으로 학습 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1. 학습 화 교육의 의의와 목표 

1) 학습 화 교육의 의의 

학습 화는 지식의 수용자 던 학습자를 학습의 장에서 주도 인 생산자로 변화시

킨다는 에 의의를 가진다. 학습 화를 통해 화에 참여한 학습자는, 고정되어 있는 

지식을 교사가 달해 주는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을 이해하고, 

다른 생각, 다른 입장, 다른 자료(근거) 등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발 되

고 확장된-의미를 구성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학습 화에 한 연구는 사회  상호작용 속에서 화를 통해 지식이 

구성되어 감을 주창한 사회  구성주의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며, 학습에 있어서 언

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기 한 노력의 일환이다. 

나아가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식을 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하여 

합리 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종합 으로 길러 주는 것

을 궁극 인 지향 으로 한다. 이러한 은 학교 교육의 요한 역할을, 학습자들에

게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는 ‘핵심 역량’에서

의 강조 과 맥을 같이 한다.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은 경제 력개발기구(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로젝트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는 ‘핵심 역

량’을 ‘개인의 성공 인 생활과 행복한 사회를 유지하기 하여 삶의 여러 역에 공

통 으로 용될 뿐 아니라 모든 개인들 구에게나 요한 역량’(Ry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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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ganik, 2003: 이 우 외, 2009: 15에서 재인용)이라고 설명하 다. 핵심 역량의 범주

와 각각의 하  능력을 살펴보면 첫째, 상호작용 으로 도구 사용하기(Use tool 

interactively) 범주의 하  능력에는 언어나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기술을 상호작용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속한다. 둘째, 이질 인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기

(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 범주의 하  능력에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계를 

맺는 능력, 동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셋째, 

자율 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범주의 하  능력에는 체 인 구도(big 

picture)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생애 계획과 개인  로젝트를 세우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권리와 흥미, 한계와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선정되었다

(Rychen & Salganik, 2003: 강민경, 2013: 4 재인용). 핵심 역량의 세 범주  ‘상호작

용 으로 도구 사용하기’와 ‘이질 인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기’는 학습 화에서 추

구하는 능력과 하게 련된다. 특히 하  범주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동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 화에서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

다. 따라서 학습 화에 한 교육을 통하여 학습 화를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인 역량을 기르는 것이기에 더

욱 의미를 가진다.   

이근호 외(2012: 70)에서는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핵심 역

량을 ‘선천 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지 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 하는 다차원  개념으로 향후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성공 으

로 처하기 해 필수 으로 요청되는 능력’으로 규정하 다. 그리고 국어과에서 

으로 길러야할 핵심 역량 요소로 ‘의사소통 능력, 기  학습 능력, 비  사고력’을 

제시하 다(이근호 외, 2012: 160). 국어교육에서 핵심 역량을 구체 으로 다룬 연구로

는 한철우·임택균(2010)과 이순 (2011), 최승  외(2011)가 표 이다. 한철우·임택균

(2010)에서는 학습자가 비해야 할 미래 사회를 ‘지식 기반 사회’로 규정하고 지식의 

특성과 련지어 지식을 공유하는 의사소통 능력, 새로운 지식을 지속 으로 습득하는 

지식 습득 능력,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련되는 창의  사고 능력의 측면에서 핵심 역

량을 고찰하 다. 이순 (2011)에서는 새로운 지식에 빠르게 근하고 정보를 비 으

로 선별·가공하며, 창의 으로 재생산하고 극 으로 소통하도록 요구하는 ‘신(新)문식

성’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 다. 특히 그는 핵심 역량을 반 하여 구성된 미국의 공통

핵심기 (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서 제시한 4 역안(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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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 21세기의 시 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하 다. 최승  외(2011)에서는 국내외의 국어과 역량 기반 교육의 실태를 

검하고, 핵심 역량을 제고하기 한 수업 사례를 고찰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어

교사들이 국어 교과를 통해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요소로, ‘의사소통 능력’, 

‘자기 학습 개선’, ‘기  학습 능력’ 등을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서 국어 교과는 핵심 역량의 근간이 되는 기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다루는 

교과라는 에서 기 이고 핵 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교과 수업의 기반이 

되는 기 인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는 도구  교과의 측면이 보다 강조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모두 국어과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때의 소통은 단지 생활의 차원에서 개인 간에 뜻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

기보다는 학습의 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식의 공유를 통한 확장을 추구하는 학습 화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

하는 학습자의 능력을 함양하기 한 교육이며, 국어 교과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핵심

인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학습 화 교육의 목표

학습 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선정과 체계화를 한 석이

며, 학습 화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지 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화 교육의 지향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에 한 이론  검토를 바

탕으로 실제 학습자들이 소집단 화에서 보이는 양상을 담화 개, 내용 구성, 사회

 상호작용의 틀에서 분석하 고, 이에 향을 미친 요인들을 학습자 요인, 과제 요

인, 교수 환경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Ⅴ.1] 학습 화의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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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습 화의 이론  근거, 양상, 향 요인에 한 고찰에 기반하여 학습 

화 교육의 목표를 다음의 일곱 가지로 제시하 다. 

첫째, 학습 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의 요성을 인

식한다.

둘째, 비 이고 논리 인 사고력과 탐구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학습 주체로서의 능력

을 기른다. 

셋째, 학습 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상  인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화에 참여한다. 

넷째, 학습 화의 내용 구성을 이해하고 상  인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화에 참

여한다. 

다섯째, 학습 화의 상호작용 양상  역할에 한 상  인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화에 참여한다. 

여섯째, 학습 화의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존 하는 태도

를 기른다.

일곱째, 학습 화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교과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에 

하여 다양한 에서 탐구하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자세를 가진다. 

첫째, 학습 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의 요성을 

인식한다. 지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 학습자 본인이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그동

안 학습자들은 지식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며, 만들어진 지식을 

달받는 수용자의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  

구성주의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학습 화에서 더 이상 학습자는 학습의 과정에서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다. 그들은 지식을 구성해 나가고 발 시켜 나가는 생산자로서

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력학습과 개별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소 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학습에 있어 수동 인 수용자가 아닌 

주도 인 생산자로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 화의 본질은 물론, ‘학습(學習)’의 

본래  의미에도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비 이고 논리 인 사고력과 탐구 정신을 함양함으로서 학습 주체로서의 능

력을 기른다. 공동의 지식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탐구 화를 통한 지식의 탐색

이었다. 학습 화는 일상의 화와는 달리, 학습을 제하고 있다는 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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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 으로 구성하고 이를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상 의 말을 듣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지식 구성을 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지 등을 비 으로 악하면서 듣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학습 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상  인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화에 참여

한다. 학습 화의 과정은 지식 검하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하기로 이루어지

며 각 단계에는 그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구체 인 발화 유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소통의 기제로 제시하 는데, 학습자들은 단순히 과정에 한 지

식을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지식을 상  인지 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습 화의 내용 구성을 이해하고 상  인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화에 

참여한다. 학습 화의 내용 구성은 화제의 개와 논증의 구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

로 개 된다. 학습자들은 탐구 화에 한 이해와 논증의 일 성, 근거의 충실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화의 내용을 논리 으로 구성할 수 있

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 화의 상호작용 양상  역할에 한 상  인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화에 참여한다. 학습 화는 소집단 내에서 화 참여자들 간에 역동 인 상

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인지 인 지식을 이해하는 것도 요하지만 상호작용에

서 나타나는 참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극 으로 화에 참여하려는 자세를 갖추

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여섯째, 학습 화의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존 하는 태

도를 기른다. 특히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일지라도 나의 지식 구성

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생각도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 하도록 한다. 다음 [S-가1-하1]의 사례에서는 2번 학습자가 발화를 하자 다른 학

습자들이 그 학습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먼  비웃기부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그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2번 학습자는 자신이 진지하게 화에 참여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만약 화에 참여하는 어

느 학습자의 학업 능력이 하  수 이라고 하여도 그 학습자의 생각이 의미 없거나 

들어 볼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지식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큰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며, 이를 통해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학습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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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가1-하1]

◯9 2: 그럼 내가 말할게.

◯10 3: 그럼 00이부터, 00이부터 한 요.

◯11 2: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요. ‘최소한 인간은 한 가지 취미를 갖고 

살아야 된다.’입니다.((다른 학습자들 웃음)) 최 한 진지하게 하고 있어. 화 쇼생크탈출에

서도 보면 주인공 앤디가 진짜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돌조각 취미로 아 돌을 조각하는 취

미로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버텨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후략).

상  학습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  학습자는 나 하  학습자들에 비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상  학습자의 지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설령 옳다고 할지라도 상  학습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의 

부일 수도 없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학습자

이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나의 지식을 검하

고 발 시켜 나가는 것이 학습의 장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바일 것이다. 

일곱째, 학습 화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교과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에 

하여 다양한 에서 탐구하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자세를 가진다. 이경

순(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  측면에서 나타난 력  지식창출 과정의 장 이자 

성공요인은 ‘다양한 자극을 통한 성찰’이었다. 력 으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은 

개별 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비해 집단 구성원 는 집단 외 구성원과 

보다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지  자극은 

지식창출을 한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되어 주며, 다양한 에서의 성찰은 구성되

는 지식의 질과 수 을 제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 화를 통해 

력 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자극

의 제공과 함께 이를 통한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요하다(이경순, 

2004: 145). 그리고 이러한 성찰은 비단 학습의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

활의 장으로 확 되어 나감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간의 민주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력 인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수업 시간을 상으로 학습 

화를 연구하 으나 학습 화는 비단 국어 수업 시간의 활동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학습 화의 개념  특성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습 화의 궁극 인 목 은 

개인 인 지식의 공유를 통해 지식이 내면화된 상태에 있을 때 보다 발 된 즉 심화

되고 확장된 상태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학습 화는 국어과를 

넘어선 다양한 교과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 한 방법으로 활용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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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학습자가 다양한 에서 탐구하며, 주어진 지

식을 그 로 수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화를 통해 혹은 다양한 매체들과의 

화를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학습 화의 첫째와 둘째 목표는 ‘학습 화의 본질에 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

기 해 설정된 항목이다. 학습 화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 화의 개념과 

특성을 인지함으로써 학습 화의 요성과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며, 학습자에게 기

되는 지식의 력  구성자(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바탕을 이해하는 것을 가

리킨다. 한 학습 화가 다양한 요인의 향 속에서 역동 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

임을 인식하고, 학습 화에 참여할 때에는 이러한 향 요인에 한 고려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한 것이다. 

학습 화의 셋째, 넷째, 다섯째 목표는 학습자들이 실제 학습의 장에서 학습 화

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한 ‘학습 화의 방법’을 탐색하기 해 설정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를 크게 개념 형성과 사회  상호작용의 범주로 

나 고, 개념 형성을 ‘담화 개’와 ‘내용 구성’으로 사회  상호작용을 ‘학습자의 역할

과 진행 략’의 에서 분석하 다. 따라서 학습 화의 방법에서는 학습 화를 

구성하는 세 범주의 수행을 한 내용을 제시해  필요가 있다.

학습 화의 여섯째와 일곱째 목표는 학습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학습 화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역할과 태도’와 련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해 

설정한 것이다. 참여자 간 계 형성과 참여자 간 역할 형성의 경우에는 학습 화의 

략  학습 화의 상호작용에 한 내용과 복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학습 화 략에서의 상호작용이 참여자의 계 형성 유형과 학습 화에 기여

하는 역할과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학습자가 학습 화에 어떻게 참여해

야 하는지에 한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면, 참여자의 태도는 계와 역할 형성에 있

어서 극 이고 능동 으로 화에 임하는 학습자의 정서 인 면에 한 강조를 담

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태도 함양에서 제안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가지는 역동 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자발 이고 열정 으로 화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지식의 구성에서 매우 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 화의 본질에 

한 이해와 학습 화에 한 인지 , 상 인지  지식과 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학습자 본인이 학습 화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면 학습 화가 바람직한 방향으

로 수행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46) 



- 230 -

2. 학습 화의 교육 내용 조직

학습 화는 그 자체로서 화법 교육의 상이자, 다른 역 혹은 다른 교과 학습을 

지원해 주는 도구이다. 따라서 학습 화에 한 교육은 실제 이고 구체 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핵심 역량’을 반 하여 구성된 국의 국가 교육과정과 미국의 공

통핵심기 의 말하기·듣기 역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는 

말하기·듣기의 궁극 인 목표 아래, 교육 내용이 체계 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더 구체 으로는, 내용 범주가 성취기 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명확히 

악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발달에 따른 차이와 학년에 따른 계가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 목표가 구체 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각 역의 성취 기 을 제시

하는 데도 상과 범 , 내용 등을 심화, 반복함으로써 계열성을 살려 진술되어 있다. 

유용성과 사회  련성을 우선시하고 개인 이고 사회 인 요구를 반 하여 실제 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도 이들 교육과정의 특징이다(김승 , 2013a: 202). 

학습 화 교육이 학습자들의 실제 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해서는 

학습 화의 교육 내용 구성도 이러한 을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앞서 설정한 학습 화의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학습 화 교육을 한 교

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에 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1) 학습 화의 교육 내용 구성을 한 제 

학습 화는 ‘ 화’라는 용어가 가진 함의에 따라 국어교육의 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화법 교육의 상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학습 화가 학습으로서의 화

법의 실천  모습을 마련하고 교과 학습에 기여하는 화법 교육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

을 기본 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습 화가 듣기·말하기 역의 교육 내용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을 두었다. 그러나 비단 여기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 으로는 학습 화가 듣기·말하기의 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역과 교과로 확장되어야 함을 더불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 화의 개

146) 그렇다고 해서 ‘태도 지상주의(至上主義)’를 주창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들의 경우 학습 화의 
본질과 전략에 한 몰이해, 미이해로 인해 학습 화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내었기 때문
이다. 결국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학습자들에게 
내면화될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학습 화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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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설정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학습 화가 학습을 한 도구이자 학습의 상이 

된다는 것에 기인한다. 

학습 화는 학습자가 소집단 내에서 지식을 검하고, 탐색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돕는 학습 도구이기도 하고, 학습의 도구로서 잘 쓰이기 해서는 그 자체를 배워야 

하는 학습의 상이기도 하다.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마련

한다는 것은 기본 으로 학습 화를 교육의 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학습 화의 목표와 이의 범주화도 교육의 상으로서 학습 화를 익히기 한 것이

다. 물론 학습 화에 한 학습은 지식의 습득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지식을 

용하여 실제로 학습 화를 사용해 보는 것까지 나아갈 것이다. 그 다면 이때 학습 

화의 사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학습 화 교육의 내용이 듣

기·말하기 역 속에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실제 학습은 듣기·말하기의 장(場)에 국한

되지 않는다. 교과서에 구 될 때에는 화법 교과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본 연구에

서 연구 자료를 수집할 때 설계했던 것처럼 ‘읽기’나 ‘문학’ 역과의 연계 속에서 학

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면 학습 화의 교육은 듣기·말하기 역에서는 

교육의 상이지만, 실제 학습으로 실 될 때에는 타 역의 도구로서 드러나게 된다. 

좀 더 넓 서 생각해 보면, 학습 화가 단지 국어 교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 교과

로 확장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수학 교과를 로 든다면, 수학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습 화가 사용이 된다면 이때에도 도구로서의 역

할에만 머물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학  지식을 한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이 따

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개정 논의 인 국의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국의 교육과정

에 따르면  교과에서 말하기(spoken language) 교육을 어떻게 실 할 수 있는가 하

는 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시  다음에 제시된 말하기 

역의 설명을 살펴보면 이러한 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10). 

“국가수  교육과정에서는 인지 , 사회 , 그리고 언어  측면에서  교과에 걸쳐 말하기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은 수학 교과에도 반 된다. 학생이 듣고 말하는 언어 

질과 다양성은 수학  용어 사용 능력 개발, 수학  정당화, 논쟁 는 증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다.” 

본 연구의 논의는 학습 화에 한 연구의 시작으로서, 학습 화가 국어 교과 내

의 듣기·말하기 역의 교육 내용으로 자리 잡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에 학습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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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 다.147) 다만, 학습 화가 화법

의 교육 내용으로서뿐 아니라 실제 인 상황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한 본 연구의 지향 이므로 국어 교과의 다른 역에 학습 화가 어떻게 활용

될 수 있을지에 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2) 학습 화의 교육 내용 체계화 

가) 학습 화의 교육 내용 구조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 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학습 화의 본질 이해’, 

‘학습 화의 방법 용’, ‘학습 화를 한 태도 함양’으로 제시하 다. 이를 학습 

화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진술해 본다면, ‘학습자가 학습 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

하고, 학습 화의 방법을 용함으로써, 학습 화에 극 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와 같이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습자

가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 화 그 자체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화의 방법을 

익히고, 학습 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화를 성공 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을 교육의 지향 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학습 화 교육의 내용

은 ‘본질’, ‘방법’, ‘태도’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심축으로 구성되며, Ⅲ장의 양상 분

석과 Ⅳ장의 향 요인 탐색의 결과가 구체 인 내용 요소들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화 교육을 한 내용 구조를 다음 <표 Ⅴ.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48) 가로축에는 학습 화의 목표인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배

147) 듣기·말하기 영역의 학습을 위한 지식은 수학과나 과학과, 그리고 국어지식 영역에서 상으로 하
는 명제적인 지식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식을 규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화법 지식’이 가진 이
러한 특성 때문에, 지식의 성격을 밝히고 내용 요소를 체계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법 교육이 방법적 지식에 한 교사의 설명 및 시범과 학습자의 수행으로 진행
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법 영역에서 가르칠 상으로서의 ‘화법 지식’이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민병곤, 2006; 김승현, 2013b). 학습 화에 한 교육 내용도 단순히 방
법으로서의 학습 화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화의 본질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르칠 내용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48) 학습 화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강민경(2013)이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을 참고하였다. 그는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
성하기 위하여 ‘필자’, ‘담화공동체’, ‘텍스트’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핵심 및 관련 
덕목, 하위 기능, 교육 내용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쓰기 윤
리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들이 쓰기 윤리와 관련한 이론적 부분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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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구분  
본질 이해

 방법 용
 태도 함양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

핵심 항목 

 하  기능

교육 내용 요소

열하 으며, 학습 화의 방법은 학습 화의 구성 요소인 담화 개, 내용 구성, 상

호작용으로 나 어 제시하 다. 세로축에는 학습 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요소

들을 단계 으로 제시하여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이 구체 으로 마련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가장  칸에는 학습 화의 각 목표를 성취하기 

하여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할 핵심 항목을 설정하 으며, 바로 아래에는 핵심 항

목을 달성하기 한 하  기능들을 제시함으로써 목표와 기능이 유기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 다. 하  기능 아래 칸에는 기능을 실 할 수 있는 구체 인 교

육 내용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화 교육의 실재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고자 하

다.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은 학습 화의 양상 분석을 통하여 악한 방법 의 하

나인 ‘상호작용’의 내용과 학습 화 참여자인 학습자가 ‘학습 화에 임하는 태도’가 

련되는 부분을 통합 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Ⅴ.1> 학습 화의 교육 내용 구조

 

나) 학습 화의 교육 내용 요소

(1) 학습 화의 본질 이해

학습 화의 본질은 학습 화의 개념과 의의를 비롯하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향 요인에 한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학습 화가 일어나는 소

집단 활동에 하여 비효율 이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학습자 본인이 스스로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학습 화에 극 으로 참여하기가 어

렵다. 교사들이 소집단 활동에 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학습 화의 의의를 이해

구체적인 쓰기의 과정(자료 통합적 글쓰기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담아낼 수 있
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화를 통한 지식의 구성이라는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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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향을 주었다. 교사가 소집단 활동의 의미를 알고 이를 수업 시간에 극

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었다. 이것은 학습 화에 한 ‘태도’와도 련되는 

부분으로 학습 화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한 토 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 화라는 장르에 한 몰이해 한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제 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었다. 따라서 학습 화의 개념  의의에 한 이해와 련한 

구체 인 내용 요소로 ‘학습 화의 필요성 이해하기’와 ‘장르로서 학습 화 인식하

기’를 설정할 수 있다. 학습 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지식을 확인하고, 구성된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도 학습 화의 본질 이해의 측면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련한 교육 내용 요소로는 ‘학습 화를 통해 구성된 지식 확인하기’와 ‘구성된 

지식 내면화하기’를 설정하 다.   

학습 화의 특성은 다양한 향 요인들 간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된

다는 데 있다. 그 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학습 화의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시되는 ‘문제’ 자체에 한 교수·학

습이 학습 화 교육의 본질은 아니지만, 학습 화가 ‘지식’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식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문제에 한 선지식

을 가진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효율 으로 이끌며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

으므로, 문제에 한 이해도 학습 화 교육에서 고려의 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 학습 화 교육이 단순히 방법  략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

는 교수·학습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문제에 한 선이해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학습 화 에 해당 문제를 분석

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한 교육 내용으로는 ‘문제의 특성 악하기’

와 ‘문제에 한 선지식 활용하기’를 설정할 수 있다. 

학습 화는 메타화행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화가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 걸쳐서 학습 화의 진행 양상에 한 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학

습 화의 본질 이해와 련하여서는 ‘학습 화에 해 가지고 있는 인식 검하기’

와 ‘학습 화의 수행 과정을 검하고 평가하기’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 다. 

(2) 학습 화의 방법 적용

학습 화를 ‘잘’ 하기 해서는 학습 화의 구조를 비롯하여 양상에 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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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학습 화는 크게 개념 형성과 사회  상호작용의 두 범주로 구성되며, 개

념 형성은 담화 개와 내용 구성, 사회  상호작용은 계  역할 형성이라는 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 화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구성되는 지

식의 질을 담보하기 해서는 어떠한 논리 이고 력 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학

습 화의 참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에 하여 잘 알고 있으면, 

학습 화의 체 진행 과정을 조망하면서 학습 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다. 

‘방법’은 학습 화의 참여자인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제 로 수행하기 해서 알

아야 하는 차  지식으로서, 학습 화를 잘 하기 해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다.149) 학습자들은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

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상 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 의 지식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 으로 표 해야 한다. 한 상 방의 생각을 비 으로 평가하고 

질의함으로써 학습 화가 객 성, 타당성, 논리성을 확보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학습 화 참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학습 화의 과정에 극 으로 참여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화의 과정을 돌아보고 학습 화의 담화 개, 내용 구

성, 상호작용 등의 각 국면들을 반성 으로 검하여, 자신의 학습 화 수행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 으로 교육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담화 개와 련한 교육 내용 요소로는 

‘학습 화의 진행 단계 이해하기’,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학습 화 구성하

기’,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른 발화의 주요 기능  유형 이해하기’, ‘학습 화

의 진행 단계에 합한 발화 사용하기’와 함께 메타화행  요소로 ‘학습 화의 진행 

단계를 고려하며 화의 개 과정 조정하기’,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른 발화 

유형 검하기’를 설정하 다. 내용 구성과 련해서는 ‘학습 화의 화제 개와 

련한 화의 형식 이해하기’, ‘주어진 문제에 맞게 말할 내용 구성하기’, ‘자신의 생각

을 논리 으로 표 하기’, ‘상 방의 생각을 비 으로 수용하기’를 설정하고, ‘화제의 

개 과정과 논증의 구성 양상 검하기’를 메타화행  교육 내용 요소로 제시하 다. 

상호작용과 련해서는 태도 함양과 통합 인 요소로서 ‘학습 화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 화의 상황에 극 으로 참여하기’,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149) 이는 학습 화의 ‘전략’에 한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제를 수
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체계적인 인지적 조작활동이므로, 학습 화 전략은 학습 화에 참여하는 학
습자가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계획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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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역할을 알고, 학습 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해 노력하

기’, ‘상 의 생각을 존 하고 경청하기’를 설정하 다. 상호작용은 Ⅲ장의 양상 분석

의 결과에서 학습자 간 ‘ 계 형성’과 ‘역할 형성’에 한 이해가 요한 내용 요소로 

추출되었으나 이러한 요소에 한 이해가 태도와 결합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되는 

면이 있으므로 태도 함양과 연계하여 제시하 다. 그리고 이 역의 메타화행  요소

로는 ‘상 에 한 태도와 역할 형성 양상 검하기’를 제시하 다. 

(3) 학습 화를 위한 태도 함양

‘태도’는 학습 화의 참여자로서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의미

한다. 학습자의 정서  요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 화에 임하는 학습자들의 태도

는 학습 화 반에 많은 향을 미친다. 학습 화는 학습의 주체를 길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학습 화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사람과의 계 속에서 지식이 

구성되어 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 하는 태도를 갖춘 합리  의사소통자로서의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기도 하

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학습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할 것이

다.150) 즉 학습자들은 학습 화에 하여 다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식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 인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구성되어 간다는 믿음.

•내가 가진 지식이 공유되었을 때 새로워질 수 있고 발 할 수 있다는 믿음.

• 화를 통한 지식 구성은 다소 느리지만 공동의 지식 구성을 한 효과 인 방법이라는 믿음.

학습 화가 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화 상 자에 

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150) 교육과정에서는 지식(본질), 활용(기능), 태도 등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태도’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것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태도를 중요한 교육 내
용으로 포함한 바 있지만, 2007개정 교육과정이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외한 바 있다. 이는 
태도가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요소라는 점, 태도는 교육과 관련한 정의
적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태도에 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든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구본관, 2011: 50). 학습 화는 학습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인식이나 태도 등에 따라 화의 양상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학습의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태도’와 관련한 교육 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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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구분  
본질 이해

 방법 용  태도 

함양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

핵심 

항목 

● 학습 화의 개념

● 학습 화의 특성

● 진행 단계

● 발화 유형

● 화제 개

● 논증 구성

● 계 형성

● 역할 형성 

● 본질에 한 

   믿음

● 화 참여자에 한 존

●  극 인 참여 태도 

 

하  

기능

● 학습 화의 개념  

   이해하기

● 학습 화의 특성  

   인식하기 

● 진행 단계에 

  따라 학습

  화 개하기

● 단계에 따른 

 발화 사용하기

● 경쟁 이고 

 력 으로 

 화 개하기 

● 논리  일   

 성과 근거의 

 충실성을 갖춘 

 논증 구성하기

●  학습자 간 계 형성을 해 

 노력하기

●  학습 화의 참여자 역할에 

 해 이해하기

●  역할 수행에 한 실천 의지 

 다지기 

● 상  인지 활용하기(메타화행) 

교육 

내용 

요소

● 학습 화의 필요  

  성 이해하기

● 장르로서 학습   

  화 인식하기 

● 학습 화의 

 진행 단계 이

 해하기

● 학습 화의 

 화제 개와 

 련한 화의 

 형식 이해하기

● 학습 화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 화의 

 상황에 극 으로 참여하기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도 나의 지식 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에 한 믿음. 즉 공동의 지식 구성을 해 함께 나아가

는 력자이자 동반자라는 믿음.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라도 공격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상 의 말을 경청하려는 태도.

마지막으로 화 참여자로서 학습 화에 극 으로 참여하며,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기 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 으로 검하고 발 하기 

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학습 화 교육의 내용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Ⅴ.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Ⅴ.2> 학습 화의 교육 내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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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한 선지  

  식 활용하기 

● 문제의 특성 악

  하기

● 학습 화를 통해 

 구성된 지식 확인

 하기

● 구성된 지식 내면

  화하기  

●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학습 

 화 구성하기

●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른 발화의 

 주요 기능  

 유형 이해하기

●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합한 발화 

사용하기 

● 주어진 문제

 에 맞게 말할 

 내용 구성하기

● 자신의 생각

 을 논리 으로 

 표 하기 

● 상 방의 생

 각을 비 으

 로 수용하기

●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알고, 

 학습 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해 노력

 하기

● 상 의 생각을 존 하고 

 경청하기

● 학습 화에 해 

 가지고 있는 인식 

 검하기

● 학습 화의 수행 

 과정을 검하고 

 평가하기

● 학습 화의 

 진행 단계를 

 고려하며 화

 의 개 과정

 을 조정하기

●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른  발화 

 유형 검하기 

● 화제의 개 

 과정과 논증의 

 구성 양상 

 검하기

● 상 에 한 태도와 역할 

  형성 양상 검하기 

3) 학습 화의 교육 내용 상세화

지 까지 살펴본 학습 화의 내용 구조와 내용 요소들을 종합하여, 학습 화 교육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내용 구조와 내용 요소를 체계화하는 데

는 학습 화의 양상과 학습 화에 향을 주는 요인들이 바탕이 되었다면,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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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하여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의 기 으로 삼았던 학습자들의 학습 수 과 제시

한 문제의 성격을 반 할 것이다. 학습 화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

들의 학습 수 에 따라서 담화 개를 비롯하여 내용 구성, 상호작용에도 차이가 나

타났으며, 학습 수 이 동일한 경우라도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학습 화의 세 양상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 화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서는 이러한 변인에 한 고려가 반 되어야만 실제 학습의 상황에서 학습 화가 본

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학습 화 교육 내용의 상세화는 <표 Ⅴ.2>에서 제시한 학습 화 교육의 내용 요

소를 심으로 하되, 학습 화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 요소들이 

어떻게 발 되는지를 나타내기 하여 학습 화의 , , 후의 진행 순서에 따라 진

술할 것이다.   

가) 학습 화 비하기

학습 화를 시작하기 에 학습 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학습 화에 극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고, 제시된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를 ‘학습 화 비하기(readiness)’라고 한다. 이 

단계의 주요 기능으로는 학습 화의 본질 이해의 측면에서 ‘학습 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기’와 ‘제시된 문제에 한 선지식 확인  생각 정리하기’, ‘문제 분석하기와 

자료 수집하기’와 같은 항목이 있다. 한 태도 함양의 측면에서 학습 화의 참여자

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학습 화에 극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다지

는 것으로 ‘학습 화의 참여자로서의 인식 강화하기’를 제시한다. 학습 화의 본질 

이해와 태도 함양이라는 목표와 하  기능, 교육 내용 요소들은 비단 학습 화 비

하기 단계에만 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습 화 반에 걸쳐서 학습자들이 인식하

고 있어야 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학습 화 시작 에 갖추어

져 있지 않으면, 학습 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학습자의 극 인 

참여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게 구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비하기 단계의 주요 기능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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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학습 화는 지식이 사회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소

집단 내에서 경쟁 이고 력 인 소통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심을 둔다. 이러한 

지식 구성의 방식은 강의를 통해 교사에게서 지식이 달되는 과정에 비해 다소 느리

고 비효율 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학습자들은 소집단 활동을 시간 낭비라거나 무의

미하다는 것과 같이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부정  인식은 학

습 화에 한 극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 화를 통한 학습의 요성과 의미를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 요소가 요구된다. 지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식의 확장과 심화를 통해 지식이 새롭게 구성되

고 발 되어 나간다는 지식의 속성을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M-가1- 2-1㉢]

인터넷 발달이 되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

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해 더 생각할 수 있었고, 나 한 00이처럼 실명제를 실시하면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면서도 

정치 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M-가1- 2-1㉢]의 학습지를 살펴보면, 학습자가 학습 화 이 에 생각하지 못했

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생김으로

써 사고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M-행2-상3-2㉢]

기술이 진보되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기계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실업자가 많아졌

다. 그래서 실업자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토의를 듣고 나서 00이가 말

한 것처럼 여가시간을 늘려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표 이 맞는 것 같다. 

[M-행2-상3-2㉢]의 학습지에서는 학습자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반성 으로 평가해 보고, 그 문제에 하여 더 깊이 생각

해 보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사고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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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행1-하2-2㉢]

사실 토의를 듣기 까지 뭐가 요할지 잘 몰랐는데 토의를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여성의 삶에서 가장 요한 것은 돈과 외모인지 궁 해졌다. 

[M-행1-하2-2㉢]의 학습자와 같이 이 에는  몰랐던 문제에 하여 최 의 인

식을 가지게 되는 것 한 학습 화가 가진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습 화가 가진 의의와 필요성을 학

습자들에게 지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 화의 의의를 깨닫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은 장르로서 학습 화를 인식함으로써도 이루

어질 수 있다. Ⅳ장의 향 요인 탐색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토의 혹은 토론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수자들의 학습 

화에 한 인식 한 미비하 고 교육과정 상에도 이와 련한 교육 내용 요소가 거

의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이 재 학습 화를 토의와 토론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실 수업의 상황에서 토의와 토론도 본래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151) 장르로서 학습 화에 한 인

식을 정립하지 않으면 학습 화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토의, 토론과 

구별되는 학습 화의 장르  특성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한 

요구된다 하겠다.  

(2) 학습 화 참여자로서의 인식 강화하기

‘학습자(學習 )’는 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워서 익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배우고 

익힘을 행하는 주체는 학습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학습 화의 상황에서 학습자는,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참여자 모두가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극 으로 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을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 학습 화에서 참여자들의 계 형성 양상을 살펴보면 상

 집단 학습자에 비해 상  집단과 하  집단의 학습자들에게서 앙집 형Ⅰ의 

양상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이는 학습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  한두 명의 

151) 학교 수업에서 토의나 토론 교육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토의는 소집단 활동과 동일하게 인식되
어 모둠 학습의 수단으로, 토론은 특히 토론 회 같은 공식적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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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주도 으로 화를 이끌어 감을 의미하는데, 상 으로 화에 참여하지 못

하는 혹은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지식 구성과 련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여 히 지식의 수용자 입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 화는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찾거나, 여러 안들 에서 가장 한 안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담화 유형이 아니다. 화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지식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지식을 확장하고, 이를 심화‧발 시

켜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이 사회  지식의 형성 과정을 경험하고 그것의 의미를 인식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습 화에서는 개인이 재 자신이 가진 지

식을 표 함으로써 화 참여자들이 이를 공유하는 것이 요하다. 상  집단 학습자

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어려움 없이 표 하는 데 비해, 하  집단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거나 잘못된 것일까 걱정하여 화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거나 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처럼 학습 화를 문제 해결이나 토의와 

같은 장르로 오해함으로써 빚어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습 화의 참여자인 학습

자들이 학습 화에 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검하고, 학습 화의 특질에 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학습 화에 참여하기를 주 하는 요인으로는 말하기에 한 경험의 부

족과 참여자의 성격 등이 있었는데, 말하기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학습 화의 상황에 침묵하 으며, 내성 이거

나 소극 인 성격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에는 소집단 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모

습을 보 다. 말하기가 낯설거나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

습 화의 본질인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학습자들에게 학습 화의 필요성과 특질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화의 상황에서 개개의 참여자가 학습 화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 화의 본래 목표

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습 화의 상황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제시된 문제에 한 선지식 확인 및 생각 정리하기

학습 화는 ‘학습’의 장에서 ‘지식’ 구성을 해 이루어지는 만큼 학습자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선(先)지식이 학습 화에 많은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문제를 제시할 때 

학습자에게 처음부터 낯선 내용에 하여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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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면 선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  집단 학습자들이 화를 통한 지식 구성에 

근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지식을 갖지 않은 학습자들은 선지식을 가진 학습자를 통

해 지식을 달받는 수동  입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다만 지식의 달

자가 교사에서 래 학습자로 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근 발달 역의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사회  상호작용의 측면

에서는 학습 화가 본질 으로 추구하는 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습자에게 선지식 습득에 한 부담감을  수 있으며 선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한 좌 감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 화가 필요하다는 단을 내리면, 학습 화를 수행

할 수 있는 소집단 화를 구성하기 한 비를 시작한다. 제시된 문제가 문 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재 지식수 과 상태로 화를 나 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되면, 자료 수집과 같은 사  비 학습 없이 학습 화를 수업 상황

에 바로 용하게 된다. 이 경우에 학습자들은 제시된 문제에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검함으로써 학습 화를 시작할 수 있다. 

반면 제시된 문제에 한 배경 지식이나 사  학습을 통한 자료 수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미리 과제의 형식으로 해당 문제에 한 분석과 자료 수

집을 요구함으로써, 제시된 문제에 하여 학습 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계획할 

수 있다. 

학습자가 문제에 한 선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제시된 문제에 하

여 가지고 있는 심도나 흥미도 등을 검할 필요도 있다. 심이 없거나 평소에 생

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라거나 자신과 련이 없다고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화에 극 으로 참여하는 동인(動因)이 었다. 심

이 있거나 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경우에 학습 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심이 없는 문제이거나 학습자 개인과 련성

이 낮은 문제라 할지라도 학습 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이라는 것

은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할 문제이기에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학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문제의 경우에는 흥미나 심과는 계없이 학습자들이 

화를 나 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문제에 하여 자

신의 선지식을 검하고, 문제 이해에 도움을  수 있는 련 내용에 한 탐색 등

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학습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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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문제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는 개인  지식의 사실성/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생각을 달하는 것이 

요하다.

•지식 구성하기 단계의 요성을 알고 해당 단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치의  

문제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문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 립하는 가치 이 무엇인지를 악하여 갈등을 

조 해 나가야 한다. 

• (全) 과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화에 참여해야 

한다. 

행 의  

문제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상 방이 이야기하는 정책/제도/행 의 타당성 

여부 즉 실  가능성 여부를 집 해서 탐구해야 한다. 

•지식 구성하기 단계의 요성을 알고 해당 단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의 태도 함양과도 연 되는 부분으로, ‘학습’ 자체에 한 학습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4) 문제 분석하기와 자료 수집하기

학습의 상이 되는 지식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실

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 의 문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사실의 문제는 객 인 

자료와 근거를 통한 실증(實證)이나 검증(檢證)이 요한 기 이 되며, 가치의 문제에

서는 어떤 상에 한 ‘가치 단’과 그러한 단을 내리게 된 근거의 정당성을 확보

하는 것이 요하다. 행 의 문제는 상황에 한 폭 넓은 이해와 그에 한 분석, 실

 가능한 안의 제시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 특성은 담화의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과 같은 학습 화 양상의 반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문제의 특성에 따른 소통의 기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학습 화의 참여자들은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악하고 

주어진 문제에 맞게 말할 내용을 구성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의 문제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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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의 경우에는 객 인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학습 화의 진행 과정은 

물론, 구성되는 지식이 의미 있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습 화 시작 에 

자료 수집의 과정이 요구된다. 교사는 자료의 수집을 과제의 형식으로 사 에 제시하

여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들은 논의해야 할 

문제를 일 이 부여받아 해당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해 생각해 볼 시간을 많이 가

지게 되며, 수집하는 자료의 범 나 양도 많아질 수 있다. 혹은 학습 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필

요한 지식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즉각 으로 수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실이나 도서 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도서 검색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

다. 

 사회의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인터

넷 검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요인의 향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기도 하지만, 이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이 실제 인 측면에서 학습 화 능력을 향상시

키는 데 도움을 다면 학습 화의 장면에서 인터넷 검색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학습자가 개인 인 지식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습 화의 상황에서 이 게 형성된 지식을 표 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지식의 정당성,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지

식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의 지식으로 내면화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학습 화를 통한 

이 같은 지식에 한 확인은  사회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

할을 수행할 것이다. 

나) 학습 화에 참여하기

 

학습자들은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에 한 이해와 같은 내용  지식을 바

탕으로, 략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 화를 진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화의 진

행 상황을 검하고 조정하면서 효과 으로 화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학습 화에 참여하기(performance)’라고 한다. 본격 으로 학습 화가 이루어지

는 단계로서 이 단계의 주요 기능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 존 하기’, ‘진행 단계에 

따라 담화 개하기’, ‘논리 으로 자신의 생각 구성하기’,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하기’와 같은 항목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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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의 생각 존중하기

학습 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 으로 표 하는 것도 요하

지만, 상 방의 생각을 존 하고 경청하며 이를 비 으로 수용하는 것 한 요하

게 교육되어야 한다. 학습 화는 ‘다양한 생각의 공유’라는 기반 에서 성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 개인의 지식 나눔이 학습 화 구성의 가장 

요한 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 하고 이를 수용하려

는 태도를 가지고 학습 화에 참여하여야만 학습 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다. 

경쟁 인 동시에 력 인 화인 학습 화의 장에서는 자신의 생각, 지식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논리 으로 설득하는 동시에, 상 방의 논리 인 설득에 하여 

비 이지만 수용 인 태도를 가지고 근해야 한다. 가치 단에 따른 갈등이 나타

났던 가치의 문제는 논쟁 화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학습 화의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가 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 한다는 것은 

상 방이 가진 생각이 학습 화 구성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지식임을 인정한다는 것

이다. 학습 화의 본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화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가

진 개인의 지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학습 화의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진행 단계에 따라 담화 전개하기 

학습 화는 ‘지식 검하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하기’의 세 단계에 따라 진

행되며,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능과 이에 따른 발화의 유형이 잘 드러날 경우

에 학습자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구성해 내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학습 화의 진

행 단계  그에 따른 발화의 주요 기능과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 교육 내용 

요소가 되어야 한다. 

상  집단 학습자들은 학습 화의 진행 양상이 주로 단계형으로 나타나는 데 비하

여, 하  집단 학습자들은 미구성-소논의형이나 미탐색형의 양상과 같이 세 개의 

진행 단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습 화에서 가장 요한 단계인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 논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행 

단계에 한 지식  이해뿐 아니라 각 단계에서 어떠한 발화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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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주요 기능 발화 유형

지식  

검

하기

설명하기 생각 나타내기

문제 분석하기 문제 이해하기, 개념 정의하기

지식  

탐색

하기

사고 

자극하기

정보 요구하기

문제 제기하기

증거나 근거 자료 요구하기 

명료화 요청하기

이해가 부족한 내용에 하여 되묻기

정질문하기

반응하기
재진술하기 

정당화하기

자기 발언 반복하기

자기 발언 정교화하기

근거 제시하기

상  발언 반박하기

자기 발언 옹호하기

지식

구성

하기

정리하기 요약하기, 다시 설명하기, 마무리 발언하기

완성하기 개념 형성하기, 내면화하기 

힘으로써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발화의 기능과 그에 해당하는 발화의 

유형들을 구체 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화를 진행하는 데 실질 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행 단계의 분석에서 각 단계에 따른 발화의 유형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의 내용을 보면, 지식 탐색하기의 단계에서 세부 발화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발화 유형을 학습자들이 연습과 확인을 통하여 익힘으로써 실제 

학습 화의 상황에 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메타화행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화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라 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 개 과정 조정하면서 화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 이 과정에서 각 진행 단계에 따른 발화 유형이 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검하면서 학습 화의 진행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3)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 구성하기 

학습 화에서 논리 인 내용 구성과 련되는 요소는 화제 개와 논증 구성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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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화제의 개는 심 화제의 진행 양상을 살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  갈등과 해소’를 학습 화의 화제 개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

다. 학습 화의 화제 개 양상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화, 발생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논쟁 화, 발생한 갈등이 논의를 통해 합의 을 찾아가는 탐구 화

로 나타남을 확인하 다. 공동의 지식 구성과 련하여서 학습 화는, 경쟁 이고 

력 인 양상을 보이는 탐구 화의 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 

상  집단은 학습자들의 기 지식이 등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한 근거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탐구 화의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상 , 하

 집단에서는  화와 논쟁 화의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근거

의 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논의가 제 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화제의 개가 탐구 화의 양상을 나타내기 해서는 화제 개의 유형을 아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오히려 논증 구성의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내용 구성에 

용하는 것을 통해서 탐구 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논증은 논리  일 성과 근

거의 충실성을 기 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상  학습자들은 제시된 문제에 합한 다

양한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일 되게 표 함으로써 논리 으로 

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논리 으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기 해

서는 ‘문제 분석하기와 자료 수집하기’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분석하기와 자료 수집하기는 학습 화를 비하는 단계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이기는 

하지만, 논증의 구성과 련하여서 학습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습 화의 각 내용 요소들은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본질 이해, 방법 용, 

태도 함양이 분리되어 개별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학습 화의 진행과

정에 따라 , , 후로 나 어 각 단계의 요소를 제시하 지만 해당 단계의 요소들이 

반드시 그 단계에서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논리 으로 생각을 구성하기 해서는 

문제 분석과 자료 수집이 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서는 앞서 제시한 주요 발화 유형에 한 이해와 사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발화 유형에 한 이해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담화 개하기’ 단계의 교육 내용 요소로 

이미 제시한 바 있지만, 논리  생각 구성하기와 련하여서도 ‘학습 화의 진행 단

계에 합한 발화 사용하기’라는 하  내용 요소가 필요하다. 실제로 발화할 때, 즉 

지식을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은 내용과의 결합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다. 를 들어, ‘반응하기’의 ‘자기 발언 정교화하기’라는 발화 유형은 학습자가 합한 

자료를 선정하여 이를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한 것을, 단지 구어(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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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로 표 한 것이다. 논리  생각 구성하기에서 구성된 내용은 표 되는 발화 유형

에 한 고려와 함께 이루어져야 그 역할을 오롯이 달성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화제 개의 과정과 논증의 구성 양상은 메타인지  측면에서 끊

임없이 조정되고 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4)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하기  

이 항목은 ‘상호작용’  ‘태도 함양’과 련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비단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화의 과정에서 

역할을 극 으로 수행하기 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기 

해 설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 참여자의 역할을 ‘지식 구성’과 련한 역할과 ‘상호작용’

과 련한 역할로 나 어 살펴보았다. 이는 학습 화의 구조인 개념 형성과 사회  

상호작용이라는 틀에 기반하여, 실제 학습 화의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을 고

찰함으로써 설정한 것이다.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은 지식을 생성하기 

해 노력하고, 화의 과정에서 공유된 지식을 끊임없이 검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재하고 력  분 기를 조성하기 해 노력한다.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

지 못하는 역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난하거나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지식이 생성

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데 집

하며 화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참여자들 간의 력 인 계 

형성을 해한다. 

실제 학습 화에서 상  집단 학습자들은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

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데 비하여, 하  집단 학습자들은 상 으로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이 많이 나타나서 학습 화가 성공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역할 형성은 문제의 성격과도 련되어 나타났는데 사실의 문제는 지식

의 생성과 검 역할이, 가치의 문제와 행 의 문제는 갈등 재와 력  분 기 조

성과 같은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식의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과 련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에게 역할의 유형과 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 화의 진행 과정에서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

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다른 학습자의 역할을 검하면

서 학습 화의 과정을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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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 화가 진행되는 에는 상 에 한 우호 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소

외되는 학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학습 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장

(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분 기를 형성하는 것과 련된 내용도 지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하 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 하고 경청하기’의 내용 요소의 구체

인 실  방안이자, ‘분 기 조성자’와 ‘격려자’의 구체  행 에 한 교육 내용이기도 

하다.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언어  측면에서는 ‘그 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도움이 된다.’ 등과 같이 상 방의 생각을 정해 주는 표

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언어  측면에서는 발언을 하는 상 를 바라보면서 

정의 빛을 보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자

신의 생각이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화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습 화 성찰하기

학습 화는 과정지향 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학습 화의 결과 구성된 공동의 

지식 못지않게, 그러한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은 학습 화의 특질에 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도울 뿐 아

니라 학습 화가 개선되고 효율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

다. 한 학습 화는 개인의 지식 공유를 통한 공동의 지식 구성, 다시 개인의 지식

으로 내면화되는 순환 인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도 있다. 공동의 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내면화하며, 학습 화의 반 인 과정

을 검하는 단계를 ‘학습 화 성찰하기(reflection)’라고 한다. 이 단계의 주요 기능

으로는 ‘공동의 지식 확인하기’, ‘내면화하기’, ‘학습 화의 과정 검하기’를 제시하고, 

교육 내용 요소를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1) 공동의 지식 확인하기

공동의 지식 구성을 소통의 결과로 하는 학습 화는 이를 수행한 이후에 기존의 

개인  지식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소통의 결과 구성된 지식의 형태가 어떠한지

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의 지식을 학습자가 혼자서 생성해 

낸 지식보다 더 확장되고 심화된 지식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의미 있는’ 지식의 구

성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화의 방법을 탐색하 다. 그러나 학습 화가 반드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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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만을 학습 화의 성공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공동 지식의 형태는 공유된 지식, 수용된 지식, 환된 지식, 생성된 지식과 

같이 지식의 형태에 따라 범 를 폭넓게 설정할 수 있으며, 생성된 지식으로 나아가

는 과정에서 각각의 지식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학습자들이 

화를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화의 본질을 이해

하고 학습 화의 방법을 용해 나가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학습 화’ 교육의 차

원에서는 무의미한 수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학습 화가 ‘생성된 지식’의 구성을 지향으로 하는 것은, 생성된 지식이 폭과 

깊이로 보았을 때 여타의 지식에 비하여 학습 화의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학습 화 수행의 결과로 구성된 지식을 확인함으로써 

재의 지식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일차 인 학

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생성된 지식으로 발 하기 하여 어떠한 부분이 개

선되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이차 인 학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학습 

화의 과정 검하기’와 연계하여 더욱 효과 으로 지도되어야 할 교육 내용이다. 

(2) 내면화하기

소집단 내에서 학습 화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학습 화의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검되고, 탐색되고, 구성된 공동의 지식은 검토와 조정의 과정을 거쳐 정립

되고, 다시 내면화되어 개인의 지식으로 자리한다. [그림Ⅰ.1]에 나타난 지식 구성의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 화를 통하여 구성된 지식은 내면화(internalization)의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지식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 으로 내면화는 타인의 인지기능, 태도, 가치  등을 자신의 사고체계에 병합

시키는 것을 일컫는데, 비고츠키(Vygotsky)는 내면화를 외  지식이 개인 내로 들어

와(outside-in)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하 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즉 비고츠키

의 에서 지식 구성은 외 (개인 간) 상의 의미가 개인  범주의 의미로 변형되

는 내면화의 과정으로서, 사회  상호작용에 의한 내면화는 개인의 지식 구성에 향

을 미치게 된다(이명숙, 1999: 33). 비고츠키는 이처럼 학습과 지식 구성에서 내면화의 

요성을 강조하 으나 내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에 해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이명숙, 1999: 32). 

지식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루소(Rousseau)는 개인의 경험을, 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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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는 공동의 활동을, 함린(Hamlyn)은 물(例物)과 개념의 균형을 근간으로 하

는 이론을 제시하 다. 듀이는 사회  향력을 과소평가한 루소와는 달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식이 개인의 마음속에 재구성된다

고 하 다(오병승, 1998). 학습 화와 듀이의 을 연결하여 보면, 소집단 내 학습 

화에 참여하는 것은 지식의 재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화의 과정 속

에서 개인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학습 화의 과정에

서 지식의 재구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면화는 

구성된 지식을 어떻게 개인의 지식으로 환할 것인가에 보다 을 두고 있다. 이

러한 에서 보면 내면화의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에 주목한 함린의 견해를 참조할 

만하다. 함린은 공동 지식의 내면화를 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공동의 지식을 결합하

는 데 매개 구실을 하는 ‘언어’의 역할이 요함을 이야기하 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한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개념의 언어  정의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개념의 물(例物)152)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에서 

공동 지식의 내면화는 개인의 특정 상에 한 사  경험과 함께 그 상을 물로 

하는 개념에 한 언어  설명이 하게 제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한구, 1989: 91; 오병승, 1998 재인용). 따라서 국어 교육, 특히 화법 교육의 장에서 

구성된 지식의 내면화는 학습자가 구성된 지식을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습 화에서 학습자의 내면화를 지원하기 해서는 소집단 활동이 끝난 후에 학습

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검하고 확인하면서 구성된 지식을 언어로 표 해 보도록 지도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내면화한 지식을 확인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행이 

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고, 학습자들의 수행 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153) 

(3) 학습 화의 과정 점검하기

학습 화의 수행 과정을 검하는 것은 학습 화의  과정에 걸쳐 상  인지 활

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습 화 성찰하기 단계에서의 과정 검은 소집단 

활동의 진행 과정에 한 검, 개인별 활동에 한 검과 같이 학습 화의 수행이 

종료된 후 학습의 체 인 진행 과정과 개인의 학습 내용에 한 반성  평가를 의

152) 예물(例物)은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속하는 사물이나 사실을 가리킨다. 
153) 내면화의 과정과 관련한 교수‧학습의 예는 다음 절의 ‘국면3’과 ‘국면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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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구체 인 내용으로는 학습 화 성찰하기의 다른 기능인 ‘공동의 지식 확

인하기’와 연계하여 공동 지식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에 학습 

화의 양상이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검

에는 학습 화의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에 한 지식과 교육 내용 요소들이 

모두 상이 되어야 하며, 학습 화의 본질 이해와 태도 함양과 련한 항목들을 통

한 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학습 화에 어떠한 요인이 향을 

주었는지도 살펴 으로써 다음 학습 화 활동에 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교육 내용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Ⅴ.3>과 같다. 행 교육과

정은 지식, 기능, 태도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능과 태도를 

통합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 다. ‘상호작용’과 ‘태도 함양’의 통합  교육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능과 태도는 분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표  교

육으로서 학습 화 교육은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수행하고, [태도]를 갖춘다.’고 

하 을 때 기능의 수행과 태도의 함양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학습 

화의 필요성에 하여 공감하는 것은 학습 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화에 한 참여 태도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에서 한 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의 핵심 인 교육 내용을 ‘지식’으로 제시하고 

구체 인 실 태로서의 교육 내용을 ‘기능  태도’로 통합하여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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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능  태도  

학습 화의 본질에 한 

지식

문제의 성격  내용에 

한 지식 

 학습 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학습 화의 필요성 이해하기

-장르로서 학습 화 인식하기

 제시된 문제에 한 선지식 확인  생각 정리하기 

–과제에 한 선지식 확인하기

 문제 분석하기와 자료 수집하기

-문제의 특성 악하기

 : 사실‧가치‧행 의 문제 특성에 해 고려하기

-주어진 문제에 맞게 말할 내용 구성하기 

 : 문제의 성격에 따른 소통의 기제 활용하기 

 학습 화 참여자로서의 인식 강화하기 

-학습 화에 해 가지고 있는 인식 검하기

-학습 화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 화의 

 상황에서 극 으로 참여하기 

학습 화의 담화 개에 

한 지식

학습 화의 내용 구성에 

한 지식

학습 화의 상호작용에 

한 지식

상  인지  지식  

 다른 사람의 생각 존 하기

-상 방의 생각을 비 으로 수용하기 

-상 방의 생각을 존 하고 경청하기

 진행 단계에 따라 담화 개하기 

-학습 화의 진행 단계 이해하기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학습 화 구성하기

 : 지식 검하기‧지식 탐색하기‧지식 구성하기에 따라 화  

  진행하기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른 발화의 주요 기능  유형 

 이해하기

-학습 화의 진행 단계를 고려하며 화 개 과정 조정하기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따른 발화 검하기

<표 Ⅴ.3> 학습 화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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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으로 자신의 생각 구성하기

-학습 화의 화제 개와 련한 화의 형식 이해하기

: 탐구 화를 통해 경쟁 이고 력 으로 화 구성하기

-자신의 생각을 논리 으로 표 하기

: 화에서 논리  일 성 유지하기

: 다양하고 명확한 근거를 활용하여 생각 뒷받침하기

-학습 화의 진행 단계에 합한 발화 사용하기

-화제 개의 과정과 논증의 구성 양상 검하기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하기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알고, 학습 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해 노력하기

: 우호 인 분 기 형성을 해 노력하기 

-상 방에 한 태도와 역할 형성 양상 검하기

 공동의 지식 확인하기

-학습 화를 통해 구성된 지식 확인하기 

: 재의 지식 상태를 확인하고 이 의 지식과 비교하기

: 지식 구성의 과정 되돌아보기

 내면화하기

-구성된 지식 내면화하기 

: 다양한 표  방법을 사용하여 지식 구체화하기

: 구성된 지식을 언어를 사용하여 표 하기 

 학습 화의 과정 검하기

-학습 화의 수행 과정을 검하고 평가하기

: 소집단 활동에서의 학습 화 진행 과정 검하기

: 개인별 활동을 검하고 평가하기  

: 학습 화의 향 요인 분석하기 

학습 화의 교육은 하나의 담화 유형으로서 <표 Ⅴ.3>의 교육 내용을 기 으로 화

법 교육과정 속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재의 교육과정 체계 내에서 학습 

화 교육이 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연계하여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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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다음의 6학년 듣기‧말하기 역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학습 화의 교

육 내용 요소를 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듣-(1) 듣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6-말-(1) 말하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안다.

   6-말-(3)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이상의 내용 요소와 련하여서는 ‘의미의 형성 과정, 지식의 구성 과정’으로서 학습 

화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미의 형성이나 지식의 구성이 올바

르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내용 구성’과 련하여 ‘논증의 구성, 화제의 개’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8-말-⑸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 하면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화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 하는 것, 특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

람의 생각이 의미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을 깨닫고 상 를 존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8학년 말하기 역의 교육 내용 요소와 

련하여서는 학습 화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태도와 련한 요소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학습 화의 교수·학습 방안

학습 화의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화법 역의 교육 내용인 ‘학습 화’가 실제 교

수‧학습의 상황에서 어떻게 구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학습 화의 교

육 내용 요소를 설정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화법 교육의 상으로서 ‘학습 화’에 

한 교육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교육 내용이 교실 수업의 상황에서 어떻게 구

되느냐 하는 것은 교수‧학습의 실제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

가 될 수 있다. 더구나 ‘학습’을 제로 하는 학습 화는 비단 화법 교육의 상으로

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 학습을 한 도구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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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화의 교수‧학습

이 항에서는 실제 학습의 상황에서 학습 화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용하는 

방안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색스 외(Saxe et al., 2009)에서는 지식에 한 사회

구성주의의 과정에 근거하여 수업의 진행 국면을 여섯 단계로 제안하 는데, 이는 본 

연구의 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색스 외에서 제시한 ‘탐구 수업의 여섯 가지 국

면(the six-phase of inquiry lesson structure)’은 다음 [그림 Ⅴ.2]와 같다. 

[그림 Ⅴ.2] 탐구 수업의 여섯 가지 국면(Saxe et al., 2009: 205)

[그림 Ⅴ.2]에서와 같이 탐구 수업은 총 여섯 개의 국면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사 에 구축한 생각을 다른 학습자들 앞에서 설명하는 과정인 

두 번째 국면을 제외하 다. 색스 외가 상으로 삼은 수업은 수학 수업이었기에, 교

사가 학습자들에게 문제를 각자 풀어보도록 지시한 후에 몇 명의 학습자들을 지명하

여 학  학생들에게 답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어서 소집단 활동에서 다시 논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의 첫 단계에서 

소집단 구성원이 각자의 생각을 설명하는 지식 검하기의 단계가 존재하며, 소집단 

학습 화의 활성화를 해 소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하

는 것이 요하다고 단하 다. 한 학습자들의 심리 상태나 학습의 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도 교사가 몇 명의 학습자를 지명하여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것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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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단하 다.   

학습 화를 통한 교수․학습은 [그림 Ⅴ.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개의 국면154)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Ⅴ.3] 학습 화를 통한 수업의 과정 

국면1은 학습자들이 제시된 문제에 하여 사 에 개별 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단

계이다. 

근거의 충실성이 학습 화의 원활한 수행과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공동 지식의 구

성에 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므로, 학습자들이 자료를 조사하거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원지식(原知識)을 

공유하는 것도 요하지만, 서로에게 비계가 되어  수 있다는 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달해야 한다는 을 고려했을 때 사  비가 필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사  비는 해당 수업이 시작되기 에 교사가 과제의 형태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자료 조사나 수집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수업 시간 

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혹은 컴퓨터실이나 도서  같은 공간에서 수업이 진

154) ‘국면(局面)’은 영어단어 ‘phase’를 번역한 용어이다. ‘phase’는 ‘단계, 시기, 국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림 Ⅴ.3]에서 제시된 각 과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학습이 
일어나는 각 장면에서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에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
해 ‘국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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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면 교사가 문제를 제시한 후에 자료를 조사할 시간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미리 

해당 문제에 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할 수도 있다.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가치의 문제 같은 경우에 자료 조사가 필요 없다고 단이 되면, 학

습자들이 자신의 입장이나 가치  등 기존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는 것으로 개별 학습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다.155) 

국면2는 소집단을 구성하여, 소집단 내에서 해당 문제에 한 탐구의 과정 즉 학습 

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학습 화의 교수‧학습 방안에 해서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국면3은 소집단 활동이 끝난 후에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조정하기’의 과정을 가리킨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학습 화의 마지막 단계인 ‘지

식 구성하기’에서 형성된 공동의 지식을 자신이 처음 가지고 있던 생각(국면1)과 비교

해 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등을 검하면서 개

인의 지식을 온 히 구축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학습 화가 공동의 지식이라는 합의

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는 국면3이 ‘지식 구성하기’의 단계를 수행할 

수도 있다. 즉 학습 화의 담화 개가 미구성형의 양상으로 나타났거나 화제 개

에 있어서  화나 특히 논쟁 화의 양상을 보 다면, 학습자는 국면3의 개별 

학습 상황에서 국면2에서 나타난 학습 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다.  

국면4는 소집단 활동에서 구성된 지식을 체 학 의 학습자들이 공유하게 되는 단

계이다. 소집단 의사소통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집단의 이해와 집단 체 구성

원의 이해가 무 함을 밝힌 연구(Bianchini, 1995; 박소령, 2013:15에서 재인용)와 같이 

소집단 의사소통의 부정  측면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지 않다. 이는 소집단 활동이 

체 학 의 학습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독립된 활동으로 존재함으로써 벌어지

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학습 화는 지식이 개인의 개별  인식을 통한 형성 차

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회와의 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을 지향하

므로 개별 소집단 내에서 구성된 지식을 체 학 과의 공유 속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 한 추구하는 바이다. 지식의 확장이나 심화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논의들 속에서 더욱 깊고 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 소집단 학습 활동이 끝난 후 다시 

155) 수업 시간에 이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식을 심화‧확장하는 단계에서 학습 화를 적용
하는 경우에도 문제에 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보완하며, 문제에 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즉 사전 학습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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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서 집단 형태 속에서 친구와 생각을 공유하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

운 아이디어들을 발상하게 된다는 논의도 있다(성용구, 2009: 163). 따라서 국면4에서 

교사는 각 조에서 구성된 지식을 체 학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한 학 이 6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각 조의 조장이나 표 

학습자가 자신의 조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방식으로 체 학습자들이 ‘구

성된 지식(1차)’을 공유하게 하고, 이 결과에 해서 체 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

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공유된 지식에 하여 새로운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된 지식 2차). 

한 국면4에서는 구성된 지식에 한 교사의 조정이 요구된다. 가치 문제나 행  

문제의 경우에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해 주고, 그에 한 평가를 덧

붙여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문제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논의 결과를 검하여 사

실에 한 이해가 올바르게 형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국면4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조정은 체 학습자들을 상으로 지식을 검하고 확

인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 다고 하여 교사의 조정 혹은 개입이 국면4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에 주의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잘못된 지식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학습 화 이라도 개입하여 수정 혹은 교정해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다음 사례에서 보듯이 [S-가2-상1]의 논의에서 ‘페미니스트’에 해서 

4번 학습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사례로 제시한 것이 하지 않다. 

[S-가2-상1]

◯10 4: 아 그리고 좀 아까 아까 장00 군- 그 장00 군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내- 그 자신의 

자아를 실 해서 사회 으로 진출을 한다는 게 공통 인 의견인 것 같은데..어 그 게 어-(3

) 그, 그 근까 그 의견이 신, 신여성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신여성 상

의 끝 왕 그게 페미니스트들이거든요. 페미니스트들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는 완 히 동등

하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경우 특히 한국의 페미니스트들 그

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데 그 로 그 기업에서 피, 피임 그런 

거 했을 때 휴가, 휴가 제도라든가 그런 걸 막하는 데 외국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아까 사회자가 한국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도 한국 사회로 보고 말 드

린 겁니다. 근데 그그 그런 그런 식으로 한국의 신여성들을 남녀 그런 남녀 남녀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  진출을 하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자아를 실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  타의  힘을 빌려서 제도 으로 진출을 

하려는 것인데 그거는 신여성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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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다음의 학습지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례를 통해 지식 형성에 향을 받는 모습을 보 다. 

[S-사2-상2-3◯ㄷ ]

규원가, 페미니스트, 박근혜 통령 등 다양한 사례를 토론에 제시하여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 화를 통해 학습자들이 오히려 오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156)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에 해서는 개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자

들에게 잘못을 알려주어 이를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면5는 공동으로 구성한 지식이 확장되는 사후 학습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구성 과정 자체에 주목하여 학습 화에서 내면화의 단계까

지만을 다루었지만, 실제 교실의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내면화된 지식을 ‘발표’나 ‘

쓰기’를 통해 공유하는 ‘지식의 외면화’의 단계를 수행하는 것도 효과 인 학습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는 새롭게 개별화된 지식으로 자리 잡은 개인  지식을 확인해 보

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구성된 지식을 구어 ‧문어 으로 표 해 보는 것은 지

식의 완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새로이 구성된 지식을 다시 

표 해 보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습을 마무리하게 된다. 더불어 해당 수업 시간에 제시

된 문제와 련 있는 다른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화의 경험을 떠올리면

서 새로운 문제를 다양한 에서 이해하고 근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

도록 지도할 수도 있다. 이는 과제의 형태로 제시할 수도, 다음 시간 학습 내용과 연

결시켜서 더 생각해 볼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학습 화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자의 역할이 정립된다고 하여 교사의 역할이 무용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학습의 설계자이자, 력자, 의도된 수신자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수

행하면서 학습 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학습’의 의미가 변하 기

에 지식의 달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바탕을 구성

156) 이는 학습 화가 가진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 특징이다.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개념을 교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개념을 가진 
학습자는 자신의 오개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오개념을 다른 학습자들
이 잘 몰라서 혹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오개념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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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은 훨씬 더 강조되며 한 더욱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를 들어, 

학습자들이 더 많이 질문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견해를 표 할 수 있는 허용

인 분 기가 조성되는 데에는 교사가 어떠한 교수  입장(teacher’s instructional 

stance)을 지니고 있는가에 향을 받는다(Boyd & Galda, 2011: 9). 즉 교실 내에서 

개개의 학습자가 그들 자신의 이해(understanding)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공

유하며 극 이고 사색 인(reflective) 역할을 수행하는 탐구 공동체(community of 

enquiry)로 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장려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Mercer & Littleton, 2007: 74).

집단 학습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그 집단이 선택한 특수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

장하는 것이다. 이 모든 방법에서 유의해야 할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착상을 창출

하고 표 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도움을 찾아 제공하며 괴 인 비평보다는 건설

인 비평을 하는 것이다(Hills, 1986; 장상호, 1998: 55-57 재인용). 소집단 화에서 교

사의 역할에 한 보다 심층 인 탐구는 소크라테스의 화법과 비고츠키의 근 발달 

역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한 비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습 화가 사회  구성

주의의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학습의 수단으로 화를 강조하 기에 본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 이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 화법에서 교사는 학습 동기의 유발을 해 

학습자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도록 하 으며, 지식을 직  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

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낳도록 하 다. 비고츠키의 근  발달 역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잠재  발달 수 에 상응하는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학습자와 상보  계

를 가진다. 두 입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 심의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하고, 

학습의 진자, 공동 탐구자, 동료 학습자로서 역할을 하며, 학습자와의 화를 통한 

상호 력학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김희 , 2009: 1).

학습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은 교사가 학습 화를 수업에 어떤 방식으로 용하고, 

과제를 어떠한 형태로 제시하는지와 련된 것이다. 학습자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것은 학습의 이상이긴 하지만 실제 으로 매 수업 시간 학습 화를 용하기

는 어렵다는 을 고려할 때 학습의 어느 장면에서 학습 화를 용할 것인가는 교

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는 교사가 임의로 학습 화를 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습의 어느 과정에서 학습 화를 용하는 것이 효과 인지

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학습 화의 본질  목표에 비추어 볼 때는, 새

로운 지식 학습에 들어가기 에 동기 유발과 개념 형성의 차원에서 학습 화를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어 문학 시간에 ‘진달래꽃’에 하여 학습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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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시를 읽고 나서 내용 학습에 들어가기 에 ‘진달래꽃의 화자는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소집단 내에서 화를 나 어 보

게 하자. 사실의 문제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내용 학습 이 에 학습자들이 화를 통

해 해결한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왜 그 게 생각했는지를 

시에 표 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설명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않

는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도 그 게 생각한 이유를 시에서 찾아 설명할 것이다. 이들 

학습자가 나 는 가상의 화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는 화자가 슬픔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내가 싫어서 가는 거라면 고이 보내 

주겠다고 하잖아. 거기다 님이 가는 길에 꽃까지 뿌리겠다는 걸로 서는 지극한 슬픔

에 빠져 있는 것 같진 않아. 정말 슬 다면 울거나 붙잡지 않을까? 

2: 나도 그 게 생각해. 죽어도 아니 물 흘리겠다는 말에서는 의연한 자세마  느껴져. 

극단 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제된 감정 표 에서 담담함을 느낄 수 있어. 

3: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죽어도 울지 않겠다는 건 죽을 만큼 슬 다는 것의 반어  표  아닐

까? 죽을 만큼 슬 지만 당신을 해서 참는다는 것이지, 슬 지 않다거나 의연한 것과는 다

른 것 같아. 오히려 슬픔을 제하는 표 에서 극도의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의 화에서는 ‘진달래꽃’의 주제와 련하여 핵심 인 정서에 한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다. 학습자들은 ‘이별의 정한(情恨)과 승화(昇華)’라는 주제를 주어지는 지식

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과정을 통해 탐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가 제시한 문제의 형식과 학습 화의 용 단계

가 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습의 설계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 화의 효용

을 극 화하고 교육  의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학습의 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 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에 수행할 수 있

는 교사의 역할을 의미한다. 물론 허용 인 분 기를 형성하여 학습자들이 거리낌 없

이 화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도 력자로서의 역할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 인 역할에 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습 화 에 이루어지는 교사의 역할은 오문자(2011)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유아가 공동의 지식을 구성157)하는 것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로, 유아 이론의 

논리  일 성 부각, 유아들의 이론 재검토 격려, 시‧공간 양식이 서로 다른 텍스트 

157) 오문자(2011)는 공동의 지식 구성을 ‘이론 공동구성’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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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결 활성화, 사회문화  의미가 담긴 객의 설정을 제안하 다. 그리고 결론

으로 사회구성주의 에서 과학  소양 함양을 해 교사들은 유아들 간의 담화가 

이론 생성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굵직한 아이디어(big idea)에 을 두고 담화를 

교육과정 내용과 연결시키며, 유아들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것의 교육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소통 양식을 상호교류 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 다. 

이상의 논의는 학습 화의 양상 분석과 향 요인 탐색에서 살펴본 교사의 역할과

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M-가2- 1]

⑥2: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요한 거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목표가 있어야지 어--- 

동기? 그런 힘이 생기는 거 같아요. 

⑦교사: 의 삶에서 제일 요한 목표가 뭔데? 그게 나와야지.

⑧2: 상황에 따라서 다 목표가 있잖아요. 지  희한테는 학을 가는 게 목표고 학을 가면

은 무슨 직장을 가지는 게 목표일 테고 다 삶에는 사람마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찾

고 그 목표에…도달하려는 게 요한 거 같아요.  

( 략)

⑮교사: 끝난 거야? 자신이 가장 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당연히 요하지. 그런데 자

신이 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디까지가 자신이야? 자신의 가족도 자신인거고, 자신의 

사회 인 삶도 자신인거지. 게임만 좋아해서 게임만 종일 하는 친구들. 물론 여자들 에는 

별로 없지만 남자들 에는 게임에 푹 빠져 사는 애들도 있어. 자신의 편안하고 흥미로운 

삶? 그게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자신이 어디까지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텐

데.

⑯4: 여기서 제가 말한 자신은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 심리  만족감, 자기가 하는 일

에 한 만족감…에…. 그냥 심리  만족감… 성취할 때… 일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 성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교사를 웃으면서 본다) 

⑰교사: 그런 게 없는 게 뭐가 있지?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어도 성취감 느끼잖아.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⑱4: 그 게 단기 인 기쁨 보다는 꾸 히 해 나감으로서 어… 그 게 했을 때 마지막에 얻는 

기쁨이 더 크잖아요(후략).

 화에서처럼 교사는 학습자들의 화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발화를 통해 학습자들이 내용을 생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S-사1- 1]

◯8 2: 으, 흐흐 (작은 소리로)그럼 뭐라 해야 하지. , 희도 주장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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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 국인이 국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인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지만 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S-사1- 1]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이 잘못된 개념으로 오개념을 생성할 가능

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지 하여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  수 있다. 

[S-가1-상1]

◯24 2: ***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무조건 돈입니다. 

◯25 4: 그럼 여자 친구는……(소란스러워짐.) 

◯26 교사: 발언순서를 좀 지키고 끼어들지 말고 한사람씩.

논쟁이 과열되어 학습 화의 본래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이를 조정해  수도 

있다. 이처럼 학습 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한 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이 필요하며 한 요하다.158) 

의도된 수신자는 학습자들이 화를 함에 있어서 교사를 의식하면서 발화하기에 생

성되는 교사의 역할이다.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학습을 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학습자들이 교사를 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는 교사가 권

이거나 강압 이어서 학습자들이 교사의 치를 살피는 것과는  다른 상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 할 수 있도록 허용 인 분 기를 조성

하고 다만 학습자들이 학습과 련이 없는 내용에 경도되는 등 학습 외 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림자 감시자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을 학습자들이 인식

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3) 학습 화의 교수‧학습 시 

연구를 해 제시하 던 문제  하나를 사례로 선정하여 학습 화 수업의 체

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임으로써 학습 화가 교육의 장에서 실 되는 

구체 인 모습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등학교 2학년 읽기 수업에서 사실의 

158) 물론 교사가 학습 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개입할 때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
려울 때라는 점이 전제된다. 내용적 오류나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도 학습자들이 과정 속에서 해결
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므로 교사가 처음부터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해결이 어
려우며, 학습 화의 진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교정이 필요할 때를 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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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② ‘기술의 진보는 인들에게 여가 시간을 늘려 다.’에 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화를 수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한다. 한 학 의 학생 수는 36명으로 가

정하고, 한 조를 6명으로 하는 6개의 조로 나 며 각 조의 조원은 학습 수 과 친

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제시되는 문제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학습 화의 양상에 향을 많

이 받으므로, 교사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문제를 비하고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사실의 문제는 본디 특성상 학습자들이 가진 선(先)지식에 한 의존도가 높으며,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객 이고 명시 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

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읽기 수업 시간이라는 도 문제의 제시 방식에 향을 미치

는 요소이다. 문학이나 국어 지식과는 달리 텍스트에 한 이해와 그 과정에서의 비

 사고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읽기 교육의 목 을 고려하면서, 이를 돕기 한 학

습 화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가 수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국면1: 개별학습(사  학습) 단계

이 수업에서의 문제 제시 방식은 기술의 진보와 여가 시간에 한 읽기 자료159)를 

수업 시간 에 미리 배부하여 학습자들이 자료를 읽어 오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

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련 있는 내용을 조사하여 자신의 생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  비의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 다. 

학습자들은 문제와 함께 부여받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이 가진 기존의 생각과 

비교하고, 자료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를 취하는 등 각자 나름의 비  읽기 과정을 거칠 것이다.160) 그리고 주어진 자료

의 내용이 자신의 이해를 구성하는 데 부족하다는 단을 할 경우에 자료 조사 계획

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

정을 통해 주어진 문제에 하여 생각이 정리되면 즉 개인  지식이 정립되면, 이를 

언어로 표 해 보는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159) 이 자료는 <부록>에 실었다. 
160) 고등학교 2학년이므로, 비판적 읽기에 한 학습은 그동안의 읽기 수업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

다. 이 또한 개인이 가진 현재의 지식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므로 학습 화의 교육에서는 이 과정
에 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 지식이 학습 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
지만 이는 학습 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학습 화 교육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개인적 
지식의 공유에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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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 지식 상태(입장, 가치 , 생각)를 확인하고 

이를 언어로 표 해 본다.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 하는 것은 ‘표 된 지식’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문자 텍스트로 작성을 하거나 소리를 내어 발화해 으로써 실

될 수 있다. 

[S-사1- 1]

⑩2: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뭐라 말해야 되지? (2 ) 어-(2 ) 모르겠습니다. 으흐.(웃음)

 

[S-사1- 1]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머릿속에 장된 지식을 

실제 발화의 상황에서 표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단계는, 학습 

화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제 로, 자신의 의도 로 표 하지 못함으

로써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수 있다. 학습 화의 진행 과정이 언

어  표 의 미숙으로 방해를 받는 상황은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국면2: 소집단 활동(학습 화 수행) 단계 

학습 화가 수행되는 단계에서는 학습 화가 이루어지는 소집단을 어떻게 구성하

는지가 요하다. 소집단 구성에 향을 주는 학습자 요인은, 가장 먼  학습 수 이

었으며 요인 탐색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구성원 간 친 도, 참여자의 성격, 말하기에 

한 경험 등이 있었다. 교사는 학습 수 을 기 으로 소집단을 편성하되 구성원 간

의 친 도  참여자의 성격, 말하기에 한 경험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필

요가 있다. 

소집단 활동에 한 인식도 학습 화의 양상에 향을 주는 요인이다. Ⅲ장과 Ⅳ장

의 분석 결과를 반추해 보면, 상  집단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

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보다 학습 수 이 낮은 학습자의 발언을 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하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어떻게 표 해

야 하는지를 몰라 학습 화에 극 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한 수

에 계없이 학습자들이 학습 화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극 인 참여를 거

부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 화에 들어가기 에 학습자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구성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 

화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집단 화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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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이 구성되고 문제에 한 안내가 끝난 후에는 소집단 별로 본격 인 학습 

화가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앞서 교육 내용 요소의 ‘학습 화에 참여하기’ 단계에

서 살펴본 것처럼 담화 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에 한 이해 즉 내용  지식을 바

탕으로,161) 략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 화를 진행해 나가며, 화의 진행 상황을 

검하고 조정하면서 효과 으로 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학습 화가 수행되는 장면에서 학습 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서는 

머서와 도스(Mercer & Dawes, 2008)가 이야기한 기본 규칙(ground rule)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학습 화가 공동의 지식 구성에 도달하기 해서는 지식 탐색

하기 단계의 화 양상이 탐구 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는데, 이러한 

탐구 화를 진하기 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기본 규칙’이다. 

머서와 도스(2008: 11-12)는 탐구 화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이를 해 

기본 규칙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탐구 화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함에 있어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이 력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나눔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임시  

표 과 아이디어에 한 평가들이 력 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해서는 일종의 신뢰와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한 어떻게 

생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한 공통의 이해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좀 더 화 인 

에서, 우리는 탐구 화가 가능한 ‘기본 규칙’을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① 소집단 구성원들은 서로의 아이디어에 해 비 이지만 건설 이어야 한다.

② 모든 사람들이 소집단 화에 참여해야 한다.

③ 잠정 인 아이디어들도 존 받아야 한다.

④ 공동의 숙고(joint consideration)를 해 제공된 아이디어는 추후에 도 받을 수 있다.

⑤ 도 (Challenge)은 정당하며, 안 는 이해(understanding)가 제공되어야 한다.

⑥ 의견들은 공동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에 요청되고 고려된다.

⑦ 지식은 공개 으로 책임 있게 만들어지므로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머서와 도스(2008)가 제시한 탐구 화의 기본 규칙은 발화에 한 것(②, ③)과 학

161) 고등학교 2학년은 국민공통 기본교육내용에 한 교수·학습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학
습 화에 한 교육, 즉 교육의 상으로서의 학습 화에 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
에 수업 상황을 제시하였다. 학습 화에 한 교육이 국민공통 기본교육내용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
어야 할지에 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한 고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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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의 참여 태도에 한 것(①, ④, ⑤, ⑥, ⑦)을 포함하고 있다.162) 학습자는 자신

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통해 이를 표 해야 하며, 소집단 구성원

들은 논리 이고 비 인 시각으로 표 된 생각을 검토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공동

의 생각을 구성하기 해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규칙은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소통의 기제와 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

치 문제의 소통 기제는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화와 참여자의 태도에 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 검하기 단계에서 문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서 립하는 가치 이 무엇인지를 악하여 갈등을 조 해 나가야 

한다. 

• (全) 과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화에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통 기제는 머서와 도스가 제시한 탐구 화의 기본 규칙에 

문제의 성격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보다 구체화된 형태이다. 그들이 제시한 기본 규

칙이 탐구 화를 진하기 한 것이라면, 학습 화의 기본 규칙은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 기에 해당 문제에 한 학습 화를 진하기에 최 화되어 있다. 교사는 본 

수업 시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련한 기본 규칙, 소통의 기

제를 학습자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습 화가 제 로 구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습 화를 진하는 학습의 장을 구성하기 해서는 교수자의 허

용 인 태도도 요하지만, 교사와 학습자가 공유하는 ‘기본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더욱 요한 것이다.

학습 화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습자와 교사가 학습 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며, 그러한 ‘주의 깊음’에는 

재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규칙에 한 검이 필요함(Mercer & Dawes, 

2008)을 상기하면서 학습 화의 과정이 성공 인 학습을 이끌 수 있도록 교사와 학

습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162) 머서와 도스(Mercer & Dawes, 2008) 외에 학습을 위한 기본 규칙을 제시한 학자들로는 피어스와 
질(Pierce & Gilles, 2008), 그루전(Grougeon, 2007) 등이 있다. 이들은 ‘발화’, ‘참여 태도’에 더하
여, ‘합의’에 한 기본 규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 화 후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설
정해야 한다’, ‘소집단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소집단은 공동으로 결정된 사항에 책임을 진
다.’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 270 -

학습 화가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은 어떻게 학습

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습

자들의 화의 흐름을 찰하여 도움을  수는 있으나, 그 에 학습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 사  학습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생각

을 정리하여 화에 참여하는 것도 요하지만, 면  소통의 장에서 즉각 으로 생

성되는 발화들에 해 히 반응하고 자신의 이해를 검하고 조정해 나가는 능력

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습 화의 개 

과정, 내용 구성, 상호작용에 한 이해와 이의 략  활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상 인 과정이자 방법이겠으나, 실재 이고 효과 인 지원 방안으로는 매체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민병곤(2013: 423)은 학습을 한 말하기에서의 매체 사용이 

특히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 다. 통 으로 사용해 온 매체는 물론이고 디

지털 교과서 사용이나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이 일반화되는 교실 환경을 감안하면, 매

체들의 활용이 학습을 한 화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학습 화의 경

우를 생각해 보면, 개인  지식을 보강하는 활동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자가 탐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도 지식을 구

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 화가 일어나는 교실 수업은 ‘학습’을 목 으로 지식 구성과 상호작용의 양상

이 복합 으로 일어나는 역동  순간이기에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 화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도, 교사가 이를 효과 으로 지원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향 요인을 고려한 소집단 구성, 학습 화의 기능과 방법에 한 

이해, 상  인지  지식의 활용, 기본 규칙의 공유, 매체의 효과 인 활용 등의 방안

들은 학습 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  것이다. 

③ 국면3: 개별 학습(조정의 기회 제공) 단계

소집단 활동이 끝난 후에는 그것으로 학습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구성

된 지식을 다시 자신의 개인 인 지식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 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구성-논의하기’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소집단 화를 통해 공동 지식의 구성 단계까지 이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기술의 진보와 여가 시간의 계’에 하여 자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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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생각과 학습 화의 과정에서 얻은 지식의 내용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개인

인 지식을 확립하는 것이 요하다.  

④ 국면4: 체 학습(교사의 조정) 단계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과 개인의 조정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면, 이 지식이 올바르

게 구성되었는지를 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습 

화는 ‘학습’의 도구로 기능하는데 이는 학습 화가 학습자의 올바른 지식 구성, 진

정한 학습을 도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학습 화를 통한 학습의 결과 학습자

가 잘못된 지식을 형성하거나, 교사가 해당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한다고 

계획하 던 학습 내용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검하여 학

습이 제 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의 조정은 다음 [S-사1- 1]의 사례에서처럼 명백한 오류를 보이는 학습 화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습 화 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개는 학습 화가 끝난 이후 체 학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S-사1- 1]

◯8 2: 으, 흐흐 (작은 소리로)그럼 뭐라 해야 하지. , 희도 주장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우리나

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 국인이 국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인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지만 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보입니다. 

개별 소집단에서 구성된 지식을 체 학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이 구성된 학습 

화의 결과를 각 집단에서 발표하는 것이다.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합의된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것을 알려주고, 지식 구성하기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어떠한 생각

들이 공유되고 논의되었는지에 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도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당시에는 각 소집단이 학  구성원인 청 들 앞에서 학습 화를 

진행함으로써 체 학  학생들이 각 소집단의 논의 과정 반과 논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찰함으로써 학습 화의 

본질과 과정에 한 이해는 물론 논의의 결과 구성된 지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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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습 화가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더

욱 유용할 수 있으므로 학습 화 교수‧학습 기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각 소집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

-각 소집단의 표가 모여 다시 학습 화를 진행함-하여 논의하게 하는 등의 방안

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국면5: 개별 학습(사후 학습) 단계 

학습의 결과로서 학습자의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이 자리하게 된 것은 학습의 목 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습의 장이기에 최종 으로 학습자가 구성한 

지식의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한 학습 화의 결과 구성된 공동

의 지식을 확인하고, 이러한 지식이 구성될 수 있었던 과정을 반성 으로 검하면서, 

학습 화 능력을 증진하기 하여 스스로 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앞서 국면5의 설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표’나 ‘ 쓰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새

롭게 구성된 개인  지식을 확인하는 것은 지식의 완성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과정이

다. 이 수업에서는 ‘기술의 진보와 여가 시간의 계’에 하여 학습자들의 생각을 나

어 보는 문제가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확장하여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달라진 우리 

생활의 모습들과 련하여 부정 인 모습과 정 인 모습에 한 가치의 문제를 탐

구해 볼 수도 있고, 학습자들이 여가 시간과 련하여 사례로 제시하 던 ‘주5일제 근

무제’의 효용성과 타당성들에 하여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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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요약

학습은 주어진 지식을 수동 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 으로 지식을 탐색함

으로써 진정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지식이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생각한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의 구성에서 ‘언어’

의 역할에 한 요성을 일 이 인식하고 학습을 한 화를 교육하기 해 교실 

내 의사소통을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상으로서의 ‘언어’와 도구로서의 ‘언어’가 공

존하는 국어과 교육의 특수함으로 인하여 국어 교과에서 학습을 돕는 화에 한 실

제 인 연구는 미약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지원하는, 다시 말해 학습자들의 의미 있는 지식 구성을 가능

하게 하는 학습 장치로서 화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학습 화’로 명명하 다. 그

리고 지 까지 소집단 학습에서의 화 연구가 토의와 토론 수업의 그것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한 을 인식하여, 학습 화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고 이의 개념을 정립하

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 화가 무엇인지, 학습 화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학습 화가 국어교육에 어떻게 자리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 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학습 화의 구체  실  양

상을 살핌으로써 학습 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선행 연구들

에 한 검토를 통해 학습 화에 양상을 주는 변인으로 학습자의 학습 수 과 제시

되는 문제의 성격을 설정하고, 두 변인에 따라 학습 화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밝  학습 화가 실제 교육 장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

다. 더불어 학습 수 과 문제 성격 외에 학습 화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함으로써 학습 화가 형성되는 맥락에 하여 심도 있게 탐구하 다. 향 요인

의 탐색은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 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 교육 내용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실제

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학습 화의 양상 분석과 

향 요인에 한 탐색을 바탕으로 학습 화 교육을 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

을 최종 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학습 화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학습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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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의하기 한 바탕을 마련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를 ‘소집단 내에서 경

쟁 이고 력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화’

로 규정하고, ‘ 화’에 한 정 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집단’, ‘경쟁- 력  상호작용’, 

‘학습자’, ‘공동의 지식’이라는 핵심 요소를 자세히 고찰하 다. 학습 화의 특성은 

‘과정 지향성, 상호주 성, 다층성’을 도출하 는데, 이는 학습 화가 사람들 간의 공

유된 경험을 시하며, 생각을 나 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구성되는 경험을 통

해 진정한 학습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화의 가치는 학습

의 본래  의미를 실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으며, 교육의 주체로서 학습자의 상

을 확립하는 데 있다. 한 학습 화는 단순히 화법 교육의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교

과 학습에 기여하는 화법의 역할을 체계화하여 제시하는 데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

와 같이 학습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화법 교육의 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학습 화에 한 연구는, 그동안의 교실 담화(classroom discourse)에 한 연구들이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 다는 것과 ‘언어’를 상으로 하는 연구가 없었다는 에서 국

어교육 으로 의미 있는 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화의 양상 분석은 학습자의 학습 수 과 제시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담화 구조의 측면에서 ‘담화 개’를, 내용  측면에서 ‘내용 구성’을, 인 

계  측면에서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 다. 

학습 화는 ‘지식 검하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하기’의 단계에 따라 담화가 

개된다. ‘지식 검하기’는 학습 화의 시작으로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

는 단계이며, 설명하기와 문제 분석하기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지식 탐색하기’는 

학습자들이 검하기를 통해 공유한 지식을 발 시키는 단계로 학습 화의 핵 인 

부분이자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계이다. 지식 탐색하기 단계에

서 학습자들은 사고 자극하기와 반응하기의 과정에서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거나 상 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화를 진행해 나간다. 이 단계의 주

요한 기능인 ‘사고 자극하기’는 ‘정보 요구하기’와 ‘문제 제기하기’의, ‘반응하기’는 ‘재

진술하기’와 ‘정당화하기’의 구체  발화 유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구성

하기’는 학습 화가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학습자들의 논의가 새로운 지식으로 형성

되어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주요 기능은 ‘정리하기’와 ‘완성하기’로 나타나며 반성

 사고와 검을 통한 지식의 내면화라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학습 화의 진행 

양상은 ‘단계형’, ‘미구성-논의형’, ‘미구성-소논의형’, ‘미 검형’, ‘미탐색형’으로 유형화

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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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화의 내용 구성 양상은 ‘화제의 개’와 ‘논증 구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화제의 개는 ‘지식 탐색하기’의 과정을 심으로 화제의 국면 개를 통해 심 화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석하여 ‘  화’, ‘논쟁 화’, ‘탐구 화’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제시하 다. 논증의 구성은 진행 과정에서 화제들이 어떠한 논리  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논리  일 성’과 ‘근거의 충실성’을 기 으로 

분석하 다. 

학습 화의 상호작용 양상은, 학습 화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습자들이 어떠한 

계  역할을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참여자 틀을 설정하고, 화 참여 정도와 

화 상 자에 한 태도 그리고 학습 화의 역할 형성 양상에 따라 분석하 다. 

화의 참여도는 학습 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 학습자의 발화 횟수와 발화

의 양, 발화 상 자와의 계를 고려하여 분석하 으며, ‘분산형’, ‘ 앙집 형Ⅰ’, ‘ 앙

집 형Ⅱ’, ‘그물형’으로 유형화하 다. 화 상 자에 한 태도는 화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함양해야 하는 태도로서 상 에 한 우호 , 비우호 인 양상을 심으

로 분석하 다. 화 참여자의 역할은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과 ‘공동의 

지식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할’로 나 고, 각각 ‘지식 구성 련 역할’과 ‘상호작

용 련 역할’을 심으로 구체 인 역할을 제시하 다. 

학습 수 에 따른 양상들을 정리해 보면, 상  집단은 단계형, 탐구 화, 그물형의 

양상을, 상  집단은 미구성(논의, 소논의)형, 논쟁 화, 앙집 형Ⅰ의 양상을, 

하  집단은 미구성-소논의형, 미탐색형,  화, 앙집 형Ⅰ과 같은 양상을 주

로 나타내었다. 제시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사실의 문제, 행 의 문제, 가치의 문

제’의 순으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문제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학습 

화의 양상이 향을 받았다. 사실의 문제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근해야 하다 보니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 으며, 특히 상  집단과 

하  집단에서 사실의 문제에 하여 논쟁을 벌이거나 무비 으로 상 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양상도 많이 나타났다. 학습의 수 에 계없이 가치의 문제를 선택한 집

단에서는 체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나 개인의 주장을 철시키려는 의도가 강

하게 나타나 논쟁  화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 화는 수업 상황에서 소집단 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학습자 자신, 제시된 과제, 담당 교사, 교육과정과 운 이라는 다양한 요소들과 

한 련을 맺으면서 형성되었다. 학습 화의 양상에 향을 미친 요인은 ‘학습자 

요인’, ‘과제 요인’, ‘교수 환경  요인’으로 나 어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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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요인에는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이 있었으며, 인지  요인의 하  범

주로는 ‘문제에 한 선지식’과 ‘장르에 한 인식’을, 정서  요인의 하  범주로는 

‘말하기에 한 경험’, ‘참여자의 성격’, ‘소집단 활동에 한 인식’, ‘구성원 간 친 도’

를 살펴볼 수 있었다. 과제 요인은 ‘과제의 특성’과 ‘과제 련도’로 범주화하여, 각각 

‘문제의 근원  속성’과 ‘문제 내용의 친숙도’, ‘성별에 따른 심도’와 ‘개인  련성’

으로 나 어 학습 화와의 련성을 분석하 다. 교수 환경  요인은 ‘교수자의 특

성’과 ‘교육과정’으로 나 어 살펴보았으며, 교수자의 특성에는 ‘교수자의 교육 철학’과 

‘역할에 한 인식’이,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과 ‘실제 수업의 진행 환경’

의 하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 요인에 한 탐색을 바탕으로 학습 화 교육을 한 내용을 교육의 목표, 내

용 구성, 교수·학습 방안의 측면에서 논하 다. 학습 화의 목표는 학습 화의 이론

 근거, 양상, 향 요인에 한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첫째, 학습 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의 요성을 인식한다. 둘째, 비 이고 

논리 인 사고력과 탐구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학습 주체로서의 능력을 기른다. 셋째, 

학습 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상 인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화에 참여한다. 넷

째, 학습 화의 내용 구성을 이해하고 상 인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화에 참

여한다. 다섯째, 학습 화의 상호작용 양상  역할에 한 상 인지  이해를 바탕

으로 학습 화에 참여한다. 여섯째, 학습 화의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

람들의 생각을 존 하는 태도를 기른다. 일곱째, 학습 화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교과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에 하여 다양한 에서 탐구하며 스스로 지

식을 구성해 나가는 자세를 가진다.’의 일곱 가지를 제시하 다.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은 학습 화의 목표를 ‘학습 화의 본질 이해’, ‘학습 화

의 방법 용’, ‘학습 화를 한 태도 함양’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핵심 항

목, 하  기능, 교육 내용 요소와의 련성 속에서 구조화하 다. 그리고 교육 내용 

요소를 학습 화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심으로 ‘학습 화 비하기’, ‘학습 

화에 참여하기’, ‘학습 화의 과정 검하기’의 순으로 상세화하여 제시하 다. 

 이어서 학습 화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화를 교과 수업 시간에 용하

는 방안을 탐색하 다. 우선 학습 화의 수업 과정을 ‘개별학습(사  학습)-소집단 

활동(학습 화 수행)-개별학습(조정의 기회 제공)- 체 학습(교사의 조정)-개별 학습

(사후 학습)’의 5가지 국면으로 제안하 다. 그리고 학습 화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

할을 학습의 설계자, 력자, 의도된 수신자의 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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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교육 내용이 구 되는 수업의 를 제시하 다. 

2. 제언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의미 있고 능동 인 지식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화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실제 인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구체 으로 학습 화의 

언어  양상을 고찰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학습 화의 변인을 학습자의 

학습 수 과 문제의 성격으로 나 어 각각의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교실 수업의 상황

에서 교사들이 소집단 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 으로 규명

하 다는 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어교육의 장에서 학습 화 교육에 한 연구를 시작하는 지 에 놓여

있기에 학습 화의 개념과 양상, 요인들을 종합 으로 탐색하는 데 주력하 다. 그러

다 보니 세부 인 내용들에 한 정치한 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

서 다음의 몇몇 제안 들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의 진행 단계로 지식 검하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

하기를 제시하 는데 이는 공동의 지식 구성이라는 학습 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핵심 인 단계임은 분명하다. 다만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 화가 진행되는 각 단

계에 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함으로써 세부 인 학습 화의 구조를 밝 낼 

수 있기를 기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화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독립변인으로서 학습자의 

학습 수 과 문제의 성격을 살펴보았고, 개변인으로 학습자 요인, 과제 요인, 교수 

환경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 다. 이 외에도 학습 화에 향을 주는 요인은 다

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학습자 담화 자료와 학습지, 학습자·교사와의 면

담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에 요인을 논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학습 화는 

인지 , 심리 , 사회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들과 련을 맺으면서 작동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학습 화에 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밝 내는 것은 학습 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학습 화가 온 하게 실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 화의 양상을 밝히기 한 분석이 학습 화의 장에서 화가 활발

하게 일어나는 상  집단과 상  집단을 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하  집단의 화 양상에 보다 을 맞추어서 하  집단 학습자들이 학습 



- 278 -

화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어떠한 교육  처치가 이

루어져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을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여 학습 화의 양상을 분

석하 는데, 이를 다른 연령과 학교 으로 확 하여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인지 능력이 폭발 으로 발달하는 아동의 학습 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발달 인 

측면에서 학습 화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분석에서 다소 언 하기는 하 지만 성별에 따라서 학습 화의 

양상이 달라지는 을 명시 으로 분석해내지는 못하 다. 남녀의 이러한 차이에 

해서도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279 -

참고문헌

1.  국내 논

강경희·이강진·이선경(2004), 학교 과학수업의 소집단 토론의 특징  상호작용 유형, 

교과교육연구 25(1), 239-257.

강길호‧김 주(1995), 커뮤니 이션과 인간, 도서출  한나래. 

강민경(2013),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강석진(2000), 토론 과정에서 사회  합의 형성을 강조한 개념 학습 략: 교수 효과  

소집단 토론에서의 언어  상호작용,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강석진‧김창민‧노태희(2000), 소집단 토론 과정에서 언어  상호작용 분석, 한국과학교

육학회지 20(3), 한국과학교육학회, 353-365.

강석진·한수진·정 선·노태희(2001), 학습 략에 따른 소집단 토론에서의 언어  상호

작용 양상 비교,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2), 한국과학교육학회, 279-288. 

강인애(1995),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에 한 간략  고찰, 교육공학연구 

11(2), 한국교육공학회, 3-20. 

강인애(1997),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고미숙(2005), 안  도덕교육, 교육과학사. 

고상숙‧강 희(2007), 수학수업에서의 담론을 통한 수학  개념 형성에 한 연구, 수학

교육 46(4), 한국수학교육학회, 423-443.

고 복(2000), 사회학 사 , 사회문화연구소. 

고은희(2003), 결속기제의 체계와 교육  활용 방안, 경인교육 학교 석사학  논문. 

고진희(2007), 등학생의 소집단 화 참여 양상 연구- 수업시 소집단 화를 심으

로, 한국교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고흔석(2009), 논쟁 심 동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등학생들의 사고 과정 연구, 사

회과교육 48(3),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7-73.

곽병선(2000), 미래 생존과 지식 생성 교육, 한사고개발학회 학술발표 회 발표논문

집, 한사고개발학회, 1-6.

구본 (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7-59.  

구 정(2001), 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1), 

연세 학교 한국어학당, 303-330.

구 정(2003), 화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 분석의 실제」(이석규 편), 역락, 179-204.

구 정(2008), 화분석론과 말하기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3, 연세 학교 언



- 280 -

어연구교육원, 19-42. 

구 정(2009), 화의 기법: 이론과 실제, 경진문화. 

구 정(2011), 구어와 담화: 연구와 활용,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25-56.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용어사 , 하우. 

권부경(2007), 사회과 화수업의 원리, 한국교원 학교 박사학  논문.

권순희(2001), 화 지도를 한 ‘청자 지향  ’의 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권순희(2002), 청자를 고려한 화 방법,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215-243.

권향원‧최도림(2011), 근거이론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

성과 방법론  편향성 문제를 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한국행정학회, 275-302.

김동식(1994), 로티의 신실용주의, 철학과 실사. 

김명순(2000), 구성주의와 읽기 교육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22(1), 청람어문학회, 43-65.

김선자‧김기한‧박종석‧박종욱(2007), 성별 소집단 구성에 따른 상호작용 사례 연구, 한

국과학교육학회지 27(7), 한국과학교육학회, 559-569.

김수호(2010), 국어과 수업 화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의미 교섭 양상 연구, 공주교

육 학교 석사학  논문.

김승 (2013a),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한 교육과정 요소 고찰, 국어교육연구 53, 국어

교육학회, 181-206.

김승 (2013b), 화법지식의 표상에 한 소고, 인문연구 69,  남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5-178.

김 ·김경수·강병재·나항진·박선미(2008), 신 교육학개론, 서 사. 

김윤옥(2007), 상호주 성에 바탕을 둔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김정란‧이상구(2012), 국어과 내러티  교수 학습 용 방안-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심으로-, 배달말 51, 배달말학회, 329-356.

김종문(1998), 도덕과의 구성주의  화학습 이론과 실제, 등교육연구논총 12, 구

교육 학교 등교육연구소, 181-193.

김종문(2007),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김종철‧민병곤‧박 정‧정희창‧김 순‧박재 ‧주재우(2013), 2013년 국민의 국어능력 평

가, 국립국어원. 

김진웅‧주민재(2013), 학생 쓰기에 나타나는 결속기제의 양상-연세 학교 1학년 즉

시 쓰기 과제를 심으로-, 새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학회, 143-170.

김혜원(1988), 학교 지식의 성격에 한 주지주의와 교육과정 사회학 의 비교, 이화

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 



- 281 -

김혜정(2006), 말하기·듣기 수업 화에 나타난 피드백 양상 분석, 주교육 학교 석사

학  논문.

김혜진(2005), 사회과 학습에서 소집단 상호작용 유형 분석, 서울교육 학교 석사학  

논문. 

김희정(2013), 지역사회 정신간호사의 업무 스트 스와 만족에 한 탐색: 질  내용 분

석, 정신간호학회지 22(4),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295-306.

김희 (2009), 소크라테스 화법과 비고츠키 근 발달 역에서의 교사 역할 비교 연구, 

교육연구논총 30(2), 충남 학교 교육연구소, 1-14.

김희진(2004), 지오 에 리아의 유아교육, 정민사. 

노은희(1997a), 교육  에서의 화의 결속기제 고찰-‘반복’기제를 심으로, 국어교

육 9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9-254.

노은희(1997b), 화에서 반복표 의 성립조건과 유형, 국어교육연구 4(1),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01-122.

노은희(1999a), 화의 공손 략으로서의 반복표 , 선청어문 27(1), 서울 학교 국어교

육과, 861-884.  

노은희(1999b), 화 지도를 한 반복 표 의 기능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노은희(2002), 청자의 맞장구 유형과 기능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245-269.

노은희(2005), 화 지도를 한 화 시작부의 유형과 기능 연구, 청람어문교육 30, 청

람어문교육학회, 1-24.

노은희(2006), 일상 화에 나타난 발화의 “ 고 표 ”에 한 연구-드라마 자료를 

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47-78.

류덕제(2001), 구성주의 의 문학교육, 한국 등국어교육 18, 한국 등국어교육학회, 

133-167.

류성기(2006), 말하기 교육 효율화를 한 동기 유발 방법, 한국 등국어교육 31, 한국

등국어교육학회, 41-69.

문향숙(2011), 소집단 문제-해결 화의 교육에 한 연구, 앙 학교 박사학 논문. 

민병곤(2006),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에 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5-38.

민병곤(2012), 화법  화법 교육에서 어휘의 상 논고,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417-449.

민병곤(2013), 학습을 한 화법의 상과 과제, 선청어문 40, 서울 학교 사범 학 국

어교육과, 411-432.

민 식(2011), 국어교육의 학문  정체성과 실천 과제,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

회, 213-255.



- 282 -

박성석(2013), 계 심  화 능력 신장을 한 교육 내용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박성익 외(2003), 교육공학 탐구와 새지평, 교육과학사. 

박소령(2013), 등학교 소집단 토의에 나타난 상호주 성 양상 연구: 토의 주제 유형을 

심으로, 한국교원 학교 석사학 논문.

박수자(2007), 구성주의 이론의 국어교육학  의의, 독서연구 18, 한국독서학회, 1-26.

박연숙(2000),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고찰, 공주문화 학논문집 27, 공주문화

학, 299-311.

박 목(2002), 상을 통한 의미 구성과 동작문, 국어교육 107, 101-133.

박 민(2001), 결속 기제로서의 주제화, 청람어문교육 23, 청람어문교육학회, 153-175.

박 철(2006), 도덕과 화학습을 통한 창의력 향상 수업, 사고개발 2(1), 한사고개발

학회, 73-85.

박용익(1998), 화분석론, 한국문화사. 

박용익(1999), 화분석론의 이론과 망,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24.

박용익(2001), 화분석론(개정증보 ), 도서출  역락. 

박용익(2002), 학생들의 말하기 교육을 한 화분석의 활용 방안, 텍스트언어학 1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37-260.

박재용‧이기 (2012), 소집단 구성 방식이 자유 탐구 수행에 미치는 향: 소집단 구성 

방식을 달리한 두 학교의 사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4), 한국과학교육학회, 

686-702.

박종훈(1996), 메타커뮤니 이션 분석을 통한 국어 교수·학습 내용 탐구: 소집단 토론 

담화를 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박 철(2009), 등 어 소집단 활동에서 수 별 집단유형에 따른 학생간 상호작용 분

석, 서울교육 학교 석사학  논문. 

박지연(2009), 국어과 수업 화  학생의 문제반응 연구, 남 학교 석사학  논문.

박충일(1999), 사회  구성주의와 교실 화: 아동의 지식구성에 한 함의, 진주산업

논문집 38, 277-294. 

박충일(2000), 유아교실에서의 지식구성과 수업 화, 한국 유아보육학 20, 한국 유아

보육학회, 155-176.

배채진·이부 ·이상원(2008), 사고와 표 , 서 사. 

변 계‧김 휘(2002), 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서 진(2011), 고등학생의 말하기 효능감 구인 연구, 국어교육 135, 한국어교육학회, 

185-213.

서 진(2012), 상호 교섭  논증 교육의 내용 구성 연구, 부산 학교 박사학  논문.



- 283 -

서울 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 , 하우동설. 

서정 (2007), 상호주  읽기교육의 철학  기 , 독서연구 18, 한국독서학회, 193-223.

서 (2004), 과정 심 교수‧학습 방법과 국어  사고력 신장, 주교육 학교 등교육연

구 15(2), 주교육 학교 등교육연구원, 29-46. 

서 ‧서수 (2007), 구성주의와 읽기 교수‧학습의 방향, 독서연구 18, 한국독서학회, 

27-70.

서 석(2003), 말하기‧듣기 수업에서 학생 소집단 화의 의의, 국어교과교육연구 6, 국

어교과교육학회, 261-288.

서 석(2004), 학생 소집단 화의 구조와 략 연구- 등학교 국어과 말하기․듣기 수

업 상황을 심으로, 한국교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서 석(2005a), 학생 소집단 화의 ‘ 의’ 양상 –의사결정 과제를 심으로, 국어교육

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159-186.

서 석(2005b), 등학교 학습자의 화 략 연구-소집단 활동에서 문제해결 과제를 

심으로, 학습자 심교과교육연구 5(1), 학습자 심교과교육학회, 215-238.

서 석(2005c), 말하기·듣기 수업 과정 연구, 박이정. 

성시경(2013), 정책 목표와 공무원 인식 간의 차이에 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에 한 근거이론 분석, 한국행정연구 22(2), 한

국행정연구원, 1-34.

성용구(2009), 지오 에 리아 근법의 표상활동을 통한 유아들의 지식구축 과정, 열

린교육연구 17(2), 한국열린교육학회, 155-181.

소미 (2012), ‘ 계 지향 ’ 듣기와 ‘반응’에 한 연구,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141-170.

송경숙(2002), 담화분석: 화  토론 분석의 실제, 한국문화사.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2003), 질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 학교출 부.

신지나(1996), 교육 내용으로서 지식의 사회  성격,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 

신창호(2012), 교육과 학습, 온고지신. 

신헌재‧이재승(1997), 쓰기 교육에서 과정 심 근의 의미, 한국 등국어교육 13, 한

국 등국어교육학회, 204-240.

심 택(2001), 구성주의 에서 본 국어 지식 교육, 한국 등국어교육 18, 한국 등국

어교육학회, 107-132.

양선혜(2005), 구성주의 작문 교육에 한 비  고찰, 국어교육연구 38, 국어교육학회, 

87-102.

양태식(2008), 국어 수업 설계의 원리와 방향, 한국 등국어교육 37, 한국 등국어교육

학회, 185-221. 



- 284 -

오문자(2011), ‘과학 이야기’ 안에서 유아들의 이론 공동 구성을 지원하는 교사의 략,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32. 

오문자·김희연(2004), 력  탐문(探問)으로서의 어린이들의 화, 교육학연구 42(1), 한

국교육학회, 223-256.

오병승(1998), 교육의 에서 본 수학  지식과 수학  추상의 특성, 과학과수학교육

논문집 24, 서울교육 학교과학교육연구소, 11-97.

오선 (2001), 아동의 력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유형 분석, 아동학회지 

22(3), 한국아동학회, 241-256.

오정희(2013), 유아 교실 화 탐구: Bakhtin의 화주의를 심으로, 부산 학교 박사학

 논문.

오정희‧김성숙(2011), 교사-유아 간 교실 화의 의미 탐색: 이야기 나 기 시간을 심

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33-59.

원진숙(2001), 구성주의와 작문, 한국 등국어교육 18, 한국 등국어교육학회, 81-105.

유동엽(1997), 화 참여자의 화 략에 한 연구: 상호작용을  화를 심으로, 서

울 학교 석사학 논문.

유동엽(2004a), 논쟁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9, 국어교

육학회, 419-447.

유동엽(2004b), 논쟁의 불일치 조정 양상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유미 (2012), 과학 재 탐구 활동에서 MBTI 성격을 고려한 소집단 구성에 따른 언어

 상호작용 사례 연구, 과학 재교육 4(1), 한국과학 재교육학회, 43-64.

유 정‧이재은(2008), 근거이론  근을 통해 본 이재민의 반응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

구 4(2),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97-118.

윤선미‧김희백(2011), 소집단 논변활동을 한 과학 탐구 과제의 개발과 용, 한국과학

교육학회지 31(5), 한국과학교육학회, 694-708.

윤 숙(2010), 국어과 수업 화 략 연구, 한국외국어 학교 박사학  논문.

윤 희(2004), 래 동학습 맥락에서의 아동담화: Vygotsky식 견해의 확 , 교육학연

구 42(3), 한국교육학회, 91-122. 

윤희원(2001), 국어교육학 연구 방법의 황과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12(1), 국어교육학

회, 1-15.

윤희원(2002), 말하기‧듣기 교수‧학습의 지향과 과제,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교

육학회, 1-11.

이경순(2004), 력  지식창출 과정의 규명 : 활동이론을 통한 e러닝 설계안 작성 활동

의 분석, 이화여자 학교 박사학  논문. 

이 우․민용성․ 제철․김미 (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한 ․



- 285 -

등학교 교육과정 비  연구(Ⅱ) - 핵심 역량 역별 하  요소 설정을 심으로 -, 

RRC 2008-7-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곽 순․이승미․최정순(2012), 미래 사회 비 핵심역량 함양을 한 국가 교

육과정 구상, RRC 201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기복(1997), 사회과 학습집단 조직과 집단 커뮤니 이션에 한 연구-소집단 상호작

용 패턴을 심으로, 등연구 10, 부산교육 학교 등교육연구소, 395-421.

이명숙(1999), 구성주의와 지식의 기제, 구교육 학교 등교육연구논총 13, 구교육

학교 등교육연구소, 19-40.

이상구(2003), 구성주의 문학 동학습 방안 탐색, 독서연구 10, 한국독서학회, 163-204.

이상철·백미숙·정 숙(2010), 스피치와 토론, 성균 학교출 부.

이선 (2002), 토론의 논증 구성과 사회  상호작용에 한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이성 (2001), 구성주의  읽기 교육의 방향, 한국 등국어교육 18, 한국 등국어교육학

회, 57-80.

이성 (2007), 구성주의 읽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독서연구 18, 한국독서학회, 127-155.

이순 (2011), 21세기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 미국의 ‘공통핵심기 ’의 특

성과 시사  분석을 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7-35.

이 미(2012), 창의 인 모둠 화 활동을 통한 도덕수업 활성화, 구교육 학교 석사학

 논문. 

이은주‧이 (2011), 수학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용 

연구, 등수학교육 14(2), 한국수학교육학회, 135-145.

이은희(2000),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 학교출 부. 

이인화(2011), 교사 교육의 내용으로서 문학 수업 화 방법 연구 시론, 국어교육학연

구, 국어교육학회 42, 국어교육학회, 533-561.

이정표‧이주 ‧권동택(2012), 교육  소통을 통한 학습자 심 수업의 본질 논의, 학습

자 심교과교육연구 12(4), 학습자 심교과교육학회, 643-661.

이주섭(2001), 구성주의 에서 본 듣기‧말하기 교육, 한국 등국어교육 18, 한국 등

국어교육학회, 33-56.

이지훈(2000), 사례연구방법, 도서출  경. 

이창덕(1998), 국어교육과 화분석 : 화분석 이론과 연구 방법의 국어교육 용의 모

색, 한국 등국어교육 14, 한국 등국어교육학회, 39-64..

이창덕(2008), 화법 능력과 화법(듣기‧말하기) 교과서 개발 원리, 화법연구 12, 한국화법

학회, 113-148.

이창덕·임칠성·심 택·원진숙·박재 (2010), 화법교육론, 역락.



- 286 -

이호찬(2012), 교육의 내재  목 의 종교  의의, 도덕교육연구 24(3), 한국도덕교육학

회, 193-214.

임석진 외(철학사 편찬 원회)(2009), 철학사 , 원문화. 

임성규(2001), 구성주의와 국어교육, 한국 등국어교육 18, 한국 등국어교육학회, 5-31.

임천택(2000), 독서교육에서 구성주의 의 수용 의의, 새국어교육 59(1), 한국국어교

육학회, 171-195.

임희 (1998), 과학 수업에서의 동학습: 교수 효과와 소집단의 언어  상호작용,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장경희(1997), 화 텍스트의 결속 구조, 한국언어문화 15, 한국언어문화학회, 283-300.

옥(2009), 구어와 담화 연구,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45-93.

주(2013), 탐구 화의 양상 분석  지도 방안 연구, 경인교육 학교 석사학  논문. 

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은주(2000), 상호 계  말하기 듣기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토론 지도 로그램의 

효과, 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은주(2005), 국어과 동학습에서의 의사소통 양상 분석, 국어교육 117, 한국국어교육

학회, 583-620.

정문성(1995), 사회과에서의 동학습 략, 시민교육연구 21(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59-277.

정민주(2007a), 소집단 의사소통의 ‘상호교섭성’ 구 을 한 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어교육학회, 119-139. 

정민주(2007b), 소집단 화법 교육 내용의 비  검토  개선 방안, 한성어문학 26, 한

성 학교 한성어문학회, 491-518.

정민주(2008), 상 화법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정상섭(2006), 공감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 학교 박사학  논문.  

정석환(2013), 어 토론 교육의 방향과 과제 : 고등학교 토론 로그램 담화분석을 바

탕으로,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정혜승(2006a), 국어과 교육에서의 질  연구의 황과 과제, 교육논총 26(1), 경인교육

학교, 201-223. 

정혜승(2006b), 교실 소통의 양상과 문제,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69-114.

정희모(2006), 쓰기 교육과 력학습, 삼인.

조 달(2005), 제도공간의 질 연구 방법론, 교육과학사. 

차배근‧차경욱(2013), 사회과학 연구방법: 실증연구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학교출 문화원. 

차정호‧이혜인‧김유정‧노태희(2007), 학교 과학 수업에서 성별에 따른 동  문제해

결학습의 효과, 열린교육연구 15(1), 한국열린교육학회, 113-127.



- 287 -

최미향‧ 석(2010), 등과학 재 특성 도출을 한 탐구활동에서의 담화분석, 재교

육연구 20(1), 한국 재학회, 369-388.

최승 ·곽 순·노은희(2011),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한 교수·학습과 교사교육 방

안 : 학교 국어, 수학, 과학교과를 심으로, RRI 20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 인(2007), 토의 능력 신장을 한 교육 내용 연구: 토의 사회 능력을 심으로, 서

울 학교 석사학  논문. 

최 인(2012), ‘학습자 심 교육’의 의미에 한 직 국어 교사들의 인식, 국어교육학

연구 43, 국어교육학회, 523-561. 

최 환(1998), 국어교육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8, 서울 학

교 국어교육연구소, 27-53.

최정실(1998), 교육내용의 상호주  구성, 교육학연구 36(1), 한국교육학회, 37-51.

최지 ‧이 (2009), 소집단 문제해결 학습에서 수학 문제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의 패

턴 분석,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2(3), 한국학교수학회, 247-265.

최지혜(2012),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학습자의 학습 근 방식과 지식 수 에 따른 상

호작용 유형의 변화,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최진아(2003), 국어교육의 구성주의  실천을 한 행 당사자 연구, 국어교육연구 35, 

국어교육학회, 171-204.

최효진(2010), 화법 교육을 한 담화 유형의 체계화 연구, 부산 학교 석사학  논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2013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1월∼2월 국 

교육과정 동향”, http://www.kice.re.kr/board.do?boardConfigNo=130&page=6&menuNo 

=256&action=view&boardNo=32179 (검색일: 2014. 4. 10.)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교육심리학용어사 , 학지사. 

한국교육평가학회(2004), 교육평가용어사 , 학지사. 

한상철(2006), 토론-비  사고를 활용한 토론 분석과 응용, 커뮤니 이션북스.

한순미(2001), 비고츠키와 교육: 문화-역사  근, 교육과학사. 

한재 ‧노태희(2002), 과학 수업에서의 소집단 활동에 한 학생들의 인식  인성과의 

계,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3), 한국과학교육학회, 499-507.

한재 ‧이재순‧한지연(2012), 수학으로 미래를 열어라, 좋은땅. 

한정선·이경순(2005), 력  지식창출 과정의 규명: 활동이론을 통한 e-learning 설계안 

작성 활동의 분석, 교육공학연구 21(1), 29-62.

한철우․임택균(2010), 지식 기반 사회의 핵심능력과 국어교육, 청람어문교육 42, 청람

어문교육학회, 363-395.

허경철(1999), 지식 생성(生成) 교육을 한 지식의 구조 분석, 한국교육 26(1), 한국교



- 288 -

육개발원, 101-127.

허경철·조덕주·소경희(2001), 지식 생성(生成) 교육을 한 지식의 성격 분석, 교육과정

연구 19(1), 231-250.

홍순태(2013), 동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EFL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분석, 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 

홍종화(2006), 의사소통과 논증, 랑스학연구 37, 랑스학회, 395-411.

2 .  국외 논

Alexander, R. (2008). Towards dialogic teaching: rethinking classroom talk(4th Ed), 

Dialogos UK Ltd.

Alexopoulou, E. & Driver, R. (1996). Small group discussion in physics: peer 

interaction modes in pairs and four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3(10), 1099—1114.

Alexopoulou, E. & Driver, R. (1997). Gender differences in small group discussion in 

physic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9(4), 393-406.

Almasi, J. F. (1996). A new view of discussion, In L. B. Gambrell & J. F. 

Almasi(Eds.), Lively discussion: Fostering engaged reading(pp.2-24),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Atwood, S. , Turnbull, W. & Carpendale, J. (2010).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classroom talk,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9(3), 358-402.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akhtin, M. M. (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Barkley, E. F., Cross, K. P. & Major, C. H. (2005). Collaborative learning 

techniques, John Willy & Sons, Inc.

Barnes, D. & Todd, F. (1977). Communication and learning in small group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Barnes, D. (1971). Language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1), 27-38.

Barnes, D. (2008). Exploratory talk for learning, In N. Mercer & S. Hodgkinson(Ed.), 

Exploring talk in school(pp.1-15), Sage Publications.



- 289 -

Beaugrande, B. & Dressler, W. (1981). Instr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김태옥, 이 호 역(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 각].

Benne, K. & Sheats, P. (1948). Functional roles of group members, Journal of Social 

Issues, 4(2), 41–49.

Boyd, M. P. & Galda, L. (2011). Real talk in elementary classrooms: Effective oral 

language practi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Bruffee, K. A. (1984). Collaborative learning and the ‘conversation of mankind’, 

College English, 46(7), 635-652.

Bruner, J. S. (1997).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uber, M.(1955). Between Man and Man(Trans. Smith, R.G.). Boston: Bacon Press.

Cazden, C. B.(1972). Child language and edu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Cazden, C. B.(1986). Classroom discourse, In M. C. Wittrock(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3rd Ed)(pp.432-463), New York: Macmillan.

Cazden, C. B.(2001). Classroom discourse: The language of teaching and 

learning(2nd ed), Portsmouth, NH: Heinemann.

Chang-Wells, G. M. & Wells, G. (1993).  Dynamics of discourse: Literacy and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E. A. Forman, N. Minick & C. A. Stone(Eds.), 

Contexts for learning: Sociocultural dynamics in children’s 

development(pp.58-9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Christie, F. (2002). Classroom discourse analysis: A functional perspective, London: 

Continuum.

Cohen, E. G. (1994). Designing groupwork: Strategies for the heterogeneous 

classroo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rden, R. (2000). Literacy and learning through talk : Strategies for the primary 

classroom, Bermingham: Open University Press.

Coultas, V. (2007), Constructive talk in challenging classrooms: Strategies for 

behaviour management and talk-based tasks, London; New York: Routledge.

Crapanzano, V. (1990). On dialogue. In T. Maranhao(Ed.), The interpretation of 

dialogue(pp. 654-657),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ale, H. (1997). Co-authoring in the classroom: Creating an environment for 

effective collaborative, NCTE.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3rd Ed), NJ: Prentice Hall.



- 290 -

Deppermann, A. (2001). Gespräche analysieren, Leske + Budrich.[박용익 역(2002), 회

화분석론, 도서출  역락]. 

Driver, R.(1995). Constructivist approaches to science teaching, In L. P. Steffle & J. 

E. Gale(Eds.), Constructivism in education,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es.

Eckstein, H. (1975). Case study in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Greenstein F., 

Polsby, N.(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7. Reading, Addison-Wesley 

Press.

Edward, D. & Mercer, N.(1987). Common knowledge: 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in the classroom, London: Routledge.

Edwards, A. D. & Westgate, D. P. G. (1994). Investigating classroom talk(2nd Ed.), 

London: RoutledgeFalmer. 

Eeds, M. & Wells, D. (1989). Grand conversations: An exploration of meaning 

construction in literature study groups, Reading in the Teaching of English, 

23(1), 4-29. 

Fischer, F., Bruhn, J., Gräsel, C. & Mandel, H. (2002). Fostering collaborative knowledge 

construction with visualization tools, Learning and Instruction 12(2), 213-232. 

Flick, U. (2002). Qualitative sozialforschung, Rowohlt Taschenbuch Verlag.[임은미·최

진·최인호·허문경·홍경화 공역(2009), 질  연구방법, 한울아카데미]. 

Flower, L. (1993).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4th Ed.). Orlando Fl: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Foote, C. J., Vermette, P. J. & Battaglia, C. F. (2001). Constructivist strategies: 

Meeting standards and engaging adolescent minds, Eyes on Education.

Fosnot, C. T. (1989). Enquiring teachers, enquiring learners: A constructivist 

approach for teaching, NY: Teachers College Press.

Fosnot, C. T. (1996). Constructivism : A psychological theory of learning, In  C. T. 

Fosnot(Ed.), Constructivism : Theory, perspectives, and practice(pp.8-33), NY: 

Teachers College Press.

Fox, R. (1995). Teaching through discussion, In C. Desforges(Ed.), An introduction 

to teach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pp.132-149),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Freeley, A. J. & Steinberg, D. L. (2005). Argumentation and debate: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291 -

Glasersfeld, E. (1989). Constructivism in education,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Supplement 

vol.1(pp162-163), Oxford: Pergamon Press. 

Gould, J. S. (1996).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on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language arts, In  C. T. Fosnot(Ed.), Constructivism : Theory, perspectives, 

and practice(pp.92-102), NY: Teacher College Press.

Grougeon,  E. , Hubbard, L., Smith, C. & Dawes, L. (2001). Teaching speaking & 

listening in the primary school, David Fulton Publishers[이창덕‧박창균‧이정우‧

이정희 공역(2007), 말하기‧듣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Halliday, M. A. K. & Hasan, R. (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re, A. P. (1962). Handbook of small group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Hills, P. J. (1986). Teaching, learning and communication, Croom Helm Ltd, London.

[장상호 역(1998), 교수, 학습, 그리고 의사사통, 교육과학사]. 

Hogan, K. (1999). Sociocognitive roles in science group discours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1(8), 855-882.

Hogan, K., Nastasi, B. K. & Pressley, K. (2000). Discourse pattern and collaborative 

scientific reasoning in peer and teacher-guided discourse, Cognitive and 

Instruction, 17(4), 379-432.

Jaques, D. (1984). Learning in groups, London: Croom Helm.

Johnson D. W., Johnson, R. T. & Holubec, E. J. (1994). Cooperative learning in the 

classroom,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Johnson, D. & Johnson, R. T. (1990). , In M. Brubacher, R. Payne & K. Rickett(Eds), 

PerspecWhat is cooperative learning?tives on small group learning: Theory and 

practice(pp.69-80), Ontario: Rubicon.

Johnson, D. W. & Johnson, F. P. (2002), Joining together : group theory and group 

skills(8th ed), Allyn & Bacon.[박인우․최정임․이재경 공역(2004), 동학습을 

한 참여  학습자, 아카데미익스 스].

Jones, A. & Mercer, N. (1993). Theories of learn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P. Scrimshaw(Ed.) Language, classrooms and computers(pp.11-26),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Jones, D. (2012). Ch. 2. Speaking and listening: Planning and assessment. In: Jones, 

D. & Hodson, P. (Eds.), Unlocking speaking and listening(2nd Ed.) (pp.19-34), 

London: Routledge.



- 292 -

Kagan, S. (1989). The structural approach to cooperative learning, Educational 

Leadership, 47(4), 12-15. 

Kang, M., & Byun, H. P. (2001). A conceptual framework for a web-based 

knowledge construction support system, Educational technology, 41(4), 48-53.

King, A. (1999). Discourse patterns for mediating peer learning, In A. M. O'Donnell 

& A. King(Ed), Cognitive perspectives on peer learning(pp. 87-115),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Kuhn, D. (1992). Thinking as argu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62(2), 

155-178.

Levinson, S. C. (1979). Activity types and language, Linguistics 17, 356-399. 

Lijphart, A.(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3), 685-691.

Marriam, S. B.(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John Wiley & Sons, Inc.[강윤수, 고상숙, 권오남, 류희찬, 박만구, 방정숙, 이 권, 

정인철, 황우형 공역(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교우사].

Mayring, P. (1983). Qualitative inhaltsanalyse: Grundlagen und techniken(7th Edn), 

Weinheim: Deutscher Studien Verlag.

McCarthy, M. (1998). Spoken language and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김지홍 역(2010), 입말, 그리고 담화 심의 언어교육, 도서출  

경진]. 

Mercer, N. & Dawes, L. (2008). The value of exploratory talk, In N. Mercer & S. 

Hodgkinson(Eds.), Exploring talk in school(pp.55-71), London: Sage 

Publications.

Mercer, N. & Littleton, K. (2007). Dialogue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thinking: A sociocultural approach, London; New York: Routledge.

Mercer, N. (1995). The guided construction of knowledge: Talk amongst teachers 

and learners, Philadelphia, PA: Multilingual Matters.

Mercer, N. (1996). The quality of talk in children’s collaborative activity in the 

classroom, Learning and Instruction, 6(4), 359-377.

Mercer, N. (2000). Words and minds, New York, NY: Routledge.

Mercer, N. (2010). The analysis of classroom talk: Methods and methodologi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1-14.

Mercer, N., Wegerif, R. & Dawes, L. (1999). Children’s talk and the development of 

reasoning in the classroom,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1), 95–112.



- 293 -

Mey J. L. (1993).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Meyer, K. & Woodruff, E. (1997). Consensually driven explanation in science 

teaching, Science Education, 81(2), 173-192.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961-978.

Myhill, D., Jones, S. & Hopper, R. (2006). Talking, listening, learning, Open 

University Press.

Nonaka, I., Toyama, R., & Byosiere, P. (2001). A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Understanding the dynamic process of creating 

knowledge, In M. Dierkes, A. B. Antal, J. Child &  I. Nonaka(Eds.), 

Handbook of organizational learning and knowledge(pp. 491-571). NY: Oxford 

University Press.

O’keefe, V. (1995). Speaking to think/ thinking to speak: the importance of talk in 

the learning process, Boynton/Cook Publishers Inc.

Patti, J. (2006). Addressing social-emotional education in teacher education. In M. J. 

Elias & H. Arnold(Ed.), The Educator's Guide to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social-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pp. 67-75),  

CA: Corwin Press.

Pierce, K. M. & Gilles, C. (2008). From exploratory talk to critical conversations, In 

N. Mercer & S. Hodgkinson(Ed.), Exploring talk in school(pp.37-53), London: 

Sage Publications. 

Putnam, J. (1997). Cooperative learning in diverse classrooms, NJ: Merrill. 

Richmond, G., & Striley, J. (1996). Making meaning in classrooms: Social processes 

in small group discourse and scientific knowledge building,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3(8), 839-858.

Rinaldi, C. (1998). Project curriculum constructed through documentation, In C. 

Edwards, L. Gandini & G. Forman(Eds.), The hundred languages of children: 

The Reggio Emilia approach–advanced reflections(pp.113-126), London: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Robertson, L. (1990). Cooperative learning à la CLIP, In M. Brubacher, R. Payne & 

K. Rickett(Eds.), Perspectives on small group learning, Oakvill, Ontario: 

Rubicon.

Roehler, L., Hallenback, M., McLellan, M. & Svoboda, N. (1996), Teaching skills 



- 294 -

through learning conversation in whole language classroom, In E. McIntyre & 

M. Pressley(Eds.), Balanced instruction: Strategies and skills in whole 

language(pp.193-212), Norwood, MA: Christoper Gordan.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goff, B. (1994). Developing understanding of the ideas of communities of learners, 

mind, culture and activity: An International Journal 1, 209-229.

Rojas-Drummond, S. & Zapata, M. P. (2004). Exploratory talk, argumentation and 

reasoning in mexican primary school children, Language and education, 18(6), 

539-557.

Russel, D. (1993). Vygotsky, Dewey and externalism: Beyond the student/discourse 

dichotomy, Journal of Advanced Composition, 13(1), 173-197.

Sacks, H., Schegloff, E. A. & 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Saxe, G. B., Gearhart, M., Shaughnessy, M.,, Earnest, D., Cremer, S., Sitabkhan, Y., 

Platas, L., & Young, A. (2006). A methodological framework and empirical 

techniques for studying the travel of ideas in classroom communities, In B. 

Schwartz, T. Dreyfus and R. Hershkowitz(Eds.), Transformation of knowledge 

in classroom interaction(pp.203-222), London: Routledge.

Schiffrin, D.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language as social interaction, Oxford: 

Basil Blackwell.

Schwab, J. (1978). Science, curriculum and liberal education,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ribner, S. (1997). A sociocultural approach to the study  of mind, In E. Toback, R. 

T. Flamagne, M. B. Parlee, L. M. W. Martin, & A. S. Kapelman(Eds.), Mind 

and Social Practice: Selected Writings of Sylvia Scribner(pp. 266-28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aw, M. E. (1932). Comparison of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in the rational 

solution of common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4, 491-504.

Shotter, J. (1995). In dialogue: Social constructional and radical constructivism, In L. 

P. Steffle & J. E. Gale(Eds.), Constructivism in education(pp.41-56),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es.

Slavin, R. E. (1989). Research on cooperative learn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4), 231-243. 



- 295 -

Slavin, R. E. (1995). Cooperation learning, Boston: Allyn & Bacon.

Snider, A. C. & Schnurer, M. (2002), Many sides: Debate across the curriculum, 

IDEA.[민병곤·박재 ·이선  공역(2014), 수업의 완성 교실 토론, 사회평론].  

Spivey, N. N. (1997). The Constructivist : Reading, writing and the making of 

meaning, Academic Press.[신헌재‧박태호‧이주섭‧김도남‧임천택 공역(2004), 구성

주의와 읽기‧쓰기, 박이정].

Stahl, G. (2000). A model of collaborative knowledge-building, In B. Fishman & S. 

O’Connor-Divelbiss(Eds.),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learning 

sciences(pp.70-77), Mahwha, NJ: erbaum.   

Stake, R. E. (1995), The arts of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Staver, J. R. (1998). Constructivism: Sound theory for explicating the practice of 

science and science teaching,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5(5), 

510-520.

Stoecker, R. (1991). Evaluating and rethinking the case study, The Sociological 

Review, 39(1), 88-112.

Tann, S. (1981). Grouping and group work, In B. Simon & J. Wilcocks(Eds.), 

Research and practice in the primary classroo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Tharp. R. G. & Gallimore, R. (1990). Teaching mind in society: Teaching schooling 

and literate discourse, In L. C. Moll(Ed.), Vygotsky and education: Instruction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sociohistorical psychology(pp.175-205),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Tobin, K. (1997). Alternative perspectives on authentic learning environments in 

elementary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7(4), 

303-310.

Tobin, K., McRobbie, C. J., & Anderson, D. (1997). Dialectical constraints to the 

discursive practices of a high school physics community,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4, 491-507.

Vygotsky, L. S. (1978), Mind and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Vygotsky, L. S. (1962/1986).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The MIT Press.

Vygotsky, L. S. (1986).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The MIT Press.[윤 희 

역(2011), 사고와 언어, 교육과학사].

Walsh, S. (2011), Exploring classroom discourse: Language in action, Abingdon, 



- 296 -

Oxon; New York: Routledge.

Walton, D. N. & Krabbe, E. C. W. (1995). Commitment in dialogue: Basic concepts 

of interpersonal reasoning,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Watson, J. B. (1931). Behaviorism, London: Kegan Paul, Trench & Trübner.

Webb, N. M. (1985). Student interaction and learning in small groups: A research 

summary, In R. E. Slavin(Ed.), Learning to Cooperate, Cooperating to 

Learn(pp. 148-172),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Webb, N. M. (1989). Peer interaction and learning in small group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5), 642-655.

Wegerif, R., Mercer, N. & Dawes, L. (1999). From social interaction to individual 

reason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 possible sociocultural model of 

cognitive development, Learning and Instruction, 9, 493–516.

Wells, G. & Ball, T. (2008). Exploratory talk and dialogic inquiry, In N. Mercer & S. 

Hodgkinson(Ed.), Exploring talk in school(pp.167-184), London: Sage 

Publications. 

Wertsch, J. V. (1984).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Some conceptual issu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23, 7-18.

Wertsch, J. V. (1985). Vygotsky and the social formation of mi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ertsch, J. V. (1990). The voice of rationality in sociocultural approach to mind, In 

L. C. Moll(Ed.), Vygotsky and education: Instruction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sociohistorical psychology(pp.111-12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od, T. W., Cobb, P., & Yackel, E. (1995). Reflections on learning and teaching 

mathematics in elementary school,  In L. P. Steffle & J. E. Gale(Eds.), 

Constructivism in education(pp.401-422),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es.

Woods, L., Priest, H., & Roberts, P. (2002). An overview of thre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of qualitative data, Part 2: Practical 

illustrations, Nurse Researcher 10(1), 43-51.

Yin, R.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3rd Ed.), Sage 

Publications, Inc.[신경식‧서아 (2005), 사례연구방법, 한경사]. 

Young, R. (1991), Critical theory and classroom talk, Multilingual Matters Ltd.[이정

화, 이지헌 공역(2003), 하버마스의 비 이론과 담론 교실, 우리교육].

川(2007), 日本語教育のフロンティア, くろしお出版. 



- 297 -

ABS T RAC T

A Study on the contents constructi ng of ‘talk for learning’  educati on

Kim, Seung-Hyun

This study aims to address ways or strategies of social interactions necessary for 

learners to construct meaning, and thus suggest educational contents.

Learn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of communication in schools, as well 

as a lifetime pursuit, and it takes place on both individual and social level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learners to acquire proper communication skills, a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m with speech education programs.

Among various kinds of speech skills, this study focuses on small-group 

communication, which is deemed as the most crucial and meaningful ability in the 

process of learning. Learners are able to share and discuss individual knowledge 

through small-group talks and come together to form knowledge that is mutually 

agreed upon. This is the process by which learning actually takes place, and the 

knowledge can be constructed only by this process. 

This view reflects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s, which regard learning as the 

process of constructing social meaning in the community, rather than that of 

individual cognition. In social constructivism, languages a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Most learning takes place by using languages 

as a medium. Therefore, languages are the result of individual thinking, as well as 

a tool to construct it.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constructivism, language 

interaction - such as speaking and listening - (especially small-group communication 

among learners) should be addressed in the field of learning.

Hence, this study names a type of discourse which promotes learner's thinking 

and helps construct meaning through interactions as “talk for learning”, and aims to 

seek its concept, characteristic, genre attribute, contents, etc. This study also selects 

collaborative learning as a representative small group type that can best manifest 

the aspects of learning-oriented talk, and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talk in collaborative learn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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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talk for learning, the analysis 

frame of this study is predicated on discourse proceeding, constructing contents and 

interactions, which are set to analyze specific speeches according to the learner's 

learning capability level and the features of question. As for learners, second year 

high school students, both male and female,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academic performances as advanced, intermediate, and low. Based on the 

attributes of Korean language knowledge, questions were addressed in three 

different categories: the problems of facts, values, and actions. 

The phase of talk for learning consisted of diagnosing, exploring, and 

constructing. Constructing contents were analysed by the proceedings of topic and 

construction of argument. Interaction is analysed based on learners’ degree of 

participation, attitudes, and role formations in talk. Learners were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of talk for learning according to different levels of lear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problems. In order to find out which factors have impacts on talk 

for learning, this study projected students, questions, and teaching-learning 

environment factors, and pursued research on the relevant specifics. 

This study addressed the contents-construction strategies for talk for learning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alk for learning's concept, characteristics, trends 

and influencing factor.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alk 

for learning education and the Korean educational values, and then suggested the 

goals and meanings of talk for learning education. When it comes to the contents 

of talk for learning education, this study categorized ‘understanding the essence’, 

‘way to apply the method’, ‘cultivating the attitudes necessary' as targets of talk 

for learning, and organized them in connection with core items, subfunctions, 

educational contents elements. And this study addressed educational contents 

elements in detail focusing on the process of talk for learning class. 

Key Word: talk for learning, collaborative learning, small-group communication,   

             constructing of common knowledge, speech competence,

            education of listening and speaking

Student Number: 2007-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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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술 인 진보는 한 더 많은 산출을 얻거나 는 같은 수 의 산출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

은 여가 시간을 얻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간단히 말해서 ‘기술 인 진보’란 

같은 양의 자원으로 산출을 더 증가시키거나 더 은 자원으로 같은 수 의 산출을 내는 생

산 과정을 통하여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변화로 정의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삶의 질 

개선은 두 가지 형태, 는 그 두 가지 형태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노동량에 의한 

산출량이 증가하면, 1인당 생산성과 소비율이 증가하거나 같은 양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

동시간이 감소할 것이다. 더 이상 하루에 12시간 일하거나 1주일에 6일을 일하는 사람이 없

다는 것뿐 아니라 식료품과 의류, 텔 비  수상기의 1인당 보유량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기

술  진보가 역사 으로 획득해 온 ‘최소 투입과 최  산출’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지, 투입의 

무의식  감소에 의한 것은 아님을 보여 다. 고수익이 반 된 1인당 개인 생산성 증가와 가

사 노동에서의 기술  진보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사회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

와 달리 남성의 사회 참여는 오히려 감소했다. 확실히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산력이 계속해

서 증가한다면 여성이나 남성 모두 조기 은퇴, 평생 교육, 여가 시간뿐 아니라 더 많은 상품

과 서비스도 선택하게 될 것이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 15살 이상 남녀 2500여 명에게 ‘노동과 여가, 가족’에 해 물은 

결과, 가족지향성은 높아지고 일지향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

다.”라는 답은 1차 조사에서는 2.97 (4  척도)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2.93으로 었다. 

“업무  집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답은 2.79에서 2.83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이런 

‘지향성’과는 별개로 실제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어들고 신 가족 시간은 늘고 있는가?

「  미국에서 시간을 둘러싼 투쟁과 소비  성: 노동, 시간과 일상생활」이라는 논문

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미국의 가족이 역사상 최 로 여가시간의 쇠퇴와 축소를 경험한 

과정을 추 하고 있다. 2차  이후 미국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으나 차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더 많은 노동시간’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족의 불안

정과 기를 깊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가의 축소’라는 뜻밖의 분석은 주 5일제 도입을 맞

이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경남  이은진 교수가 한국방송과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토 로 분석한 ‘직업별 노

동시간의 변화’를 보면, 90년  후반 들어 정상근무 노동자 비 은 계속 고, 거꾸로 밤이나 

새벽, 주말 노동이 뚜렷이 확 되고 있다. 특히 사무, 기술직과 경 , 문직을 심으로 토·

일요일 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록>의 은 서울 학교 2003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인문계열 심층면  문제를 수정한 것이다. 1의 

제시문은 어로 제시된 것으로 「독서평설」(2003년 6월호)에 실린 번역본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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