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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통계 역의 쓰기 능력 향상을 한 

수업 방안 개발  용연구

- 학교 수학 우수아를 상으로 -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인간의 인지와 

사고에 있어 언어의 상은 무엇인지, 혹은 언어 없는 심상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등에 한 문제는 사고에 한 논의에서 역사

상 가장 끈질기고 범 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재 수학교

육과 통계교육에서도 언어와 의사소통에 련된 연구가 활발히 

개되고 있긴 하지만 부분은 수학  의사소통이 학업성취도

와 수학  성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며, 수학의 다른 

역과 구분되는 통계의 본성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의 본성’과 ‘통계  사

고과정’에 주목하 으며 ‘논증(argumentation)’과의 계를 

고찰하 다. 그 결과 통계와 논증이 모두 맥락에 기반하고 있다

는 과 자료로부터 출발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통계  사고

과정이 근거로부터 이유를 추론하고 이를 통해 주장을 지지하게 

되는 논증의 구성과정과 유사하다는 을 발견하 다. 이에 통

계  사고를 진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을 잘 드러내 주는 의사

소통의 도구로서 ‘통계  쓰기(statistical writing)’를 정의하

으며 논증 도식과 구성요소에 한 이론 검토를 토 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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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의 내용을 이루는 논증 구성요소를 정하 다.

한편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 (박 민, 2003; 박 목, 

2008)이다. 따라서 의미 구성의 과정, 의미 구성의 주체와 련

된 본 연구에서의 지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언어와 사고, 나아가 의사소통과 사고가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반사 으로 서로의 발달을 진하는 계에 있다는 

을 취한다. 한 쓰기에 한 사회  구성주의  을 지지

한다. 즉, 텍스트의 개념을 언어 공동체의 담화 습  규칙의 

집합으로 규정하고 필자를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독자를 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본다. 따라서 이 

표면 으로는 개인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완성한  

속에는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습과 규칙들이 담겨 있다. 

이러한 과 지향에 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계 역에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수의 일환으로, 통계  쓰기

수업을 구안하 다. 수업은 통계  쓰기의 과제수행, 토론, 고

쳐 쓰기, 통계  쓰기의 방법 지도, 자기평가와 피드백의 6가

지로 요소로 구성된다. 개발한 수업을 재교육 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학교 수학 우수아를 상으로 용하고 그 효과

를 분석하 다.

주요어 : 통계  쓰기, 통계  사고, 논증, 사회  구성주의, 

사회 수학  규범, 의미의 공동체  구성

학번 : 2012-21419



- iii -

목    차

국문 록 ········································································································ i

목차················································································································ iii

표 목차·········································································································· vi

그림 목차 ···································································································· viii

I. 서론 ·····························································································1

1. 연구의 목   필요성····························································1

2. 연구 문제····················································································4

II. 이론  배경 ··············································································5

1. 통계  사고와 논증··································································5

1.1 통계  사고·························································································5

1.2 논증과 논증도식·················································································9

1.3 통계  사고와 논증의 연결···························································18

2. 통계  쓰기··········································································19

2.1 통계 역에서의 쓰기···································································19

2.2 통계  쓰기의 정의·····································································22

2.3 통계  쓰기와 과제·····································································24

3. 의미의 공동체  구성····························································28

3.1 언어, 사고, 의사소통······································································29

3.2 의미의 구성과 쓰기·····································································32

3.3 공동체의 습, 규범, 규칙····························································35



- iv -

4. 쓰기 지도에 한 교과별 연구········································43

4.1 수학과의 쓰기 지도 연구···························································43

4.2 과학과의 쓰기 지도 연구···························································48

4.3 국어과의 쓰기 지도 연구···························································52

III. 연구 방법  차·······························································57

1. 연구 문제 1에 한 연구 방법············································57

2. 연구 문제 2에 한 연구 방법············································58

2.1 연구 질문···························································································58

2.2 연구 참여자·······················································································58

2.3 측정도구·····························································································59

2.4 자료 수집  분석 방법·································································64

3. 연구 차  일정····································································68

IV. 통계  쓰기 수업의 개발 ··············································69

1. 통계  쓰기의 활동····························································69

2. 통계  쓰기의 거····························································72

2.1 통계  쓰기의 평가 거·····························································72

2.2 통계  쓰기의 평가 거별 세부 기 ···································83

3. 통계  쓰기 수업의 구성요소··········································84

3.1 통계  쓰기의 과제 수행···························································84

3.2 과제에 한 토론·············································································85

3.3 고쳐 쓰기···························································································86

3.4 통계  쓰기의 방법 지도···························································87

3.5 자기평가 ···························································································89

3.6 교사의 피드백···················································································90

4. 통계  쓰기 수업의 용 차········································92



- v -

V. 통계  쓰기 수업의 용  효과 ·······························96

1. 통계  쓰기 수업의 용 결과 분석······························98

1.1 사  통계  쓰기 과제 수행 용 결과 분석·······················98

1.2 토론 수행 결과 분석·····································································105

1.3 고쳐 쓰기 수행 결과 분석···························································115

1.4 통계  쓰기 방법 지도의 용···············································120

1.5 자기평가  피드백 수행 결과 분석·········································126

1.6 사후 통계  쓰기 과제 수행 결과 분석·······························127

2. 통계  쓰기 수업의 효과················································134

2.1 통계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134

2.2 통계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139

3. 통계  쓰기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140

3.1 수업에 한 참여도, 흥미와 유용성 인식·······························140

3.2 수업에 한 난이도 인식·····························································142

VI. 결론 ······················································································145

1. 요약  논의··········································································145

2.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의 제안··································149

< 참고문헌 > ······················································································151

< 부록 1 > 통계에 한 태도 검사지 ··········································165

< 부록 2 > 사  통계  쓰기 과제 (1, 2, 3, 4) ····················168

< 부록 3 > 통계  쓰기 방법 지도 교재 ································176

< 부록 4 > 사후 통계  쓰기 과제 ··········································181

< 부록 5 > 수업에 한 의식 질문지 ··········································183

Abstract ·······························································································185



- vi -

표    목    차

<표 Ⅱ-1> 통계  조사과정 ·····················································································8

<표 Ⅱ-2> 수학과 공통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 역 내용체계···················26

<표 Ⅱ-3> 작문의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 비교 ···········34

<표 Ⅱ-4> 교실 수 에서 개인 , 공동체  행동을 분석하기 한 해석  틀 40

<표 Ⅱ-5> 사회  규범들과 사회 수학  규범들의  ···································41

<표 Ⅱ-6> 쓰기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 기 (이종희, 김선희, 채미애, 2001) 45

<표 Ⅱ-7> 학생들의 설명  쓰기를 분석하기 한 코딩 도식···················47

<표 Ⅱ-8> 과학 쓰기(science writing) 유형(배희숙 외, 2009, p. 180) ········50

<표 Ⅱ-9> 과학 쓰기 평가틀(박은희, 2008, p.11) ··········································51

<표 Ⅱ-10> 국어과 공통교육과정의 쓰기 내용체계 ·········································53

<표 Ⅱ-11> 국어과 공통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쓰기 내용 성취 기 (일부) ···53

<표 Ⅱ-12> 국어과에서의 쓰기 평가 범주  거···········································55

<표 Ⅲ-1> K-SATS의 요인 정의  요인별 문항 수(이 숙, 수  , 2009) 60

<표 Ⅲ-2> 통계에 한 태도 검사지·····································································61

<표 Ⅲ-3> 통계  지식 진단 검사지의 문항 분류표·········································62

<표 Ⅲ-4>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질문지 ·······································64

<표 Ⅲ-5> 본 연구의 차  일정  ···································································68

<표 Ⅳ-1> 통계  쓰기의 평가 거와 거의 조작  정의·······················73

<표 Ⅳ-2> 비  사고를 한 질문(Gal, 2002) ················································81

<표 Ⅳ-3> 통계  쓰기의 평가 거별 세부 기 과 코드···························83

<표 Ⅳ-4> 통계  쓰기 방법 지도의 내용·······················································89

<표 Ⅳ-5> 학생들의 자기평가  교사의 피드백 시 활용 가능한 평가표···91

<표 Ⅴ-1> 통계  쓰기 수업의 차시별 내용···················································96

<표 Ⅴ-2> 사  쓰기 과제 요약 ·······································································99

<표 Ⅴ-3> 사  쓰기 과제별 세부기 별 평가 결과표·······························100

<표 Ⅴ-4> 사  쓰기 과제: 주장과 맞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101

<표 Ⅴ-5> 사  쓰기 과제: 부 하거나 부정확한 지문외의 상식을 활용한  1 102

<표 Ⅴ-6> 사  쓰기 과제: 부 하거나 부정확한 지문외의 상식을 활용한  2 ··102

<표 Ⅴ-7> 사  쓰기 과제: 한 지문외의 정보를 근거로 활용한  103

<표 Ⅴ-8> 사  쓰기 과제: 주장을 정당화 하는 과정이 비논리 인  104



- vii -

<표 Ⅴ-9> 사  쓰기 과제: 근거와 이유를 갖추지 못한 반론수용  반박의 104

<표 Ⅴ-10> 토론 수업 장면1 : 반론 수용과 반박의 가능성 인식················107

<표 Ⅴ-11> 토론 수업 장면2 : 반론수용  반박과 근거의 련성 인식··108

<표 Ⅴ-12> 토론 수업 장면3 : 풀이과정의 오류를 찾기, 이유의 수용가능성 인식111

<표 Ⅴ-13>  토론 수업 장면4 : 같은 자료에서 출발한 다른 해석··············112

<표 Ⅴ-14> 토론 수업 장면5 : 자료 사용의 목 에 한 다양한 인식······113

<표 Ⅴ-15> 고쳐 쓰기: 근거와 이유의 양  증가 1········································116

<표 Ⅴ-16> 고쳐 쓰기: 근거와 이유의 양  증가 2········································116

<표 Ⅴ-17> 고쳐 쓰기: 반론수용과 반박의 인식··············································117

<표 Ⅴ-18> 고쳐 쓰기: 정당화 과정의 논리 인 서술····································118

<표 Ⅴ-19> 고쳐 쓰기: 정당화 과정의 정교한 서술········································118

<표 Ⅴ-20> 고쳐 쓰기: 부 한 서술의 삭제  오류의 수정 1················119

<표 Ⅴ-21> 고쳐 쓰기: 부 한 서술의 삭제  오류의 수정 2 ··············119

<표 Ⅴ-22> 통계  쓰기 방법 지도를 한 수업 지도안···························121

<표 Ⅴ-23> 세부 기 별 자기평가와 피드백 결과가 일치한 학생의 수·····127

<표 Ⅴ-24> 사후 쓰기 과제별 세부기 별 평가 결과표·····························128

<표 Ⅴ-25> 사후 쓰기 과제: 다양한 통계  근거의 활용 ····················129

<표 Ⅴ-26> 사후 쓰기 과제: 반론수용  반박이 서술된 ····················129

<표 Ⅴ-27> 사후 쓰기 과제: 반론수용  반박이 근거와 이유를 갖춘 ·····131

<표 Ⅴ-28> 사후 쓰기 과제: 통계  개념, 공식  차를 하게 활용한 132

<표 Ⅴ-29> 사후 쓰기 과제: 의 마지막 문단에서 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한 ·····························································································133

<표 Ⅴ-30> 사  ‧ 사후 통계  쓰기 수 차이의 T-검정························134

<표 Ⅴ-31> 통계  쓰기 평가 거의 세부기 별 McNemar-test의 결과135

<표 Ⅴ-32> 사  ‧ 사후 쓰기 과제별 세부기 별 평가 비교표·················136

<표 Ⅴ-33> 사  ‧ 사후 통계에 한 태도 수 차이의 T-검정··················139

<표 Ⅴ-34>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조사: 토론의 유용성에 한 의견·141

<표 Ⅴ-35>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조사: 수업에서 다룬 내용··142

<표 Ⅴ-36>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조사: 수업  가장 어려웠던 내용 143

<표 Ⅴ-37>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조사: 수업  가장 쉬웠던 내용··144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Ⅱ-1] 맥락  역과 통계  역에서의 사고의 끊임없는 왕복 ·········7

[그림 Ⅱ-2] 툴민 논증 도식에서의 근거, 정당한 이유들, 결론·······················10

[그림 Ⅱ-3] 툴민의 논증 도식(Toulmin, 2003, p.97) ···········································11

[그림 Ⅱ-4] van Eemeren과 Grootendorst의 단순 논증 구조 ························13

[그림 Ⅱ-5] van Eemeren과 Grootendorst의 세 가지 유형의 복합 논증구조14

[그림 Ⅱ-6] Wiliams와 Colomb(2007)의 수정된 툴민 논증 구조(p.79) ············15

[그림 Ⅱ-7] Williams와 Colomb(2007, p.76)의 체 인 논증 구조················16

[그림 Ⅱ-8] Williams와 Colomb(2007, p.206-207)의 논증의 구성····················17

[그림 Ⅱ-9] 사고와 말 사이의 계에 한 두 가지 질문과 가능한 답들···29

[그림 Ⅲ-1] 통계  지식 진단 검사지의 답안지 양식·······································65

[그림 Ⅳ-1] 통계  쓰기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논증 구성요소·················72

[그림 Ⅳ-2] 통계  쓰기의 수업 차·······························································93

[그림 Ⅴ-1] 토론 수업의 환경 ·············································································105

[그림 Ⅴ-2] 토론 수업 장면2에서 논의된 과제1의 통계 자료·······················108

[그림 Ⅴ-3] 통계 수업 장면 2에서 나타난 형석이와 태욱이의 논증과 반박의 

구조·······································································································110

[그림 Ⅴ-4] 토론 수업 장면5에서 논의된 과제 3-1의 두 그래 ·················113

[그림 Ⅴ-5] 비유를 사용한 통계  쓰기 방법의 지도의 ·······················124

[그림 Ⅴ-6] 학생들의 답안을 시로 사용한 통계  쓰기 방법의 지도의 125

[그림 Ⅴ-7] 학생과 교사의 평가가 일치한 세부기  개수별 학생의 분포 126

[그림 Ⅴ-8] <표 Ⅴ-26>에서 드러난 논증과 반박의 구조·······························130

[그림 Ⅴ-9] <표 Ⅴ-27>에서 드러난 반론에 한 반박의 구조·····················131

[그림 Ⅴ-10] 통계  쓰기 수업의 구성요소별 향상된 세부기 ···············138

[그림 Ⅴ-11] 통계  쓰기 수업에 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  유용성

의 인식·······························································································140



- 1 -

I. 서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인들은 언론기사나 뉴스, 정치  홍보물, 상품의 고를 통해 

수많은 양  정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생산

하는 언론매체나 정부기 ,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과 결부된 주장을 수

치  정보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내세운다. 따라서 비  시각으로 

통계  정보를 히 요약, 평가, 분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특정 직업군이나 통계 문

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정보화 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이 갖추

어야 할 기본 인 ‘통계  소양(statistical literacy)’이다(Cobb, G., 

1992; Gal, I., 2002; Moore, D. S., 1998; Rumsey, D. J., 2002; Watson, 

J., 2006; Wallmann, K. 1993). 통계  소양을 갖춘 인들을 양성해

야 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직업 세계에서 마주하게 될 

통계  정보와 주장들에 해 통계 으로 사고하여 합리 인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

라 수학과 교육과정(2011)에서도 확률과 통계 과목의 목표로 통계 으

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실에서의 통계교육은 지나치게 계산과 

공식, 차에 얽매여 있다는 비 을 피해가기 어렵다(김응환, 2004; 우

정호, 2000). 

확률값의 계산과 통계  공식 등에만 을 맞춘 수업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이나 의사소통의 도구 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

구로서 통계를 가르치기 해서는 수학의 다른 역과 구분되는 통계

의 본성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하(2009)에 따르면 통계

는 연역 추론이 아닌 귀납  추론과 불확실성한 근거에 의한 의사결

정과 련된 학문이라는 에서 학교수학의 다른 역과는 구분된다. 

우정호(1998) 역시 통계학은 불확실한 상을 상으로 하여 그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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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분석하며 추론하고 측하는 방법

을 다루는 것으로서 찰과 실험결과를 토 로 한 귀납  사고를 근

간으로 한다고 하 다. 즉, 통계의 실제가 일반 인 수학과 다르기 때

문에, 통계를 수학  지식의 일부처럼 지도하기보다는 불확실성과 변

이성을 갖는 자료를 다루는 실험 이고 발견 인 문제해결도구로 지

도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Moore(1991)는 통계는 자료와 변이성

에 기 한 사고체계를 강조하며 수학  모델링만으로는 통계에서의 

찰・실험연구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 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통계의 본성이 불확실성과 변이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과 변이성은 경험 으로 찰, 측정된 자

료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해서는 특정 맥락과 

실제 인 자료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근거로 합리 인 결정을 내리거

나, 타당한 주장을 펼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 자료로부터 시

작하여 주장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문제인식,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과해석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인 ‘통계  조사과정(statistical 

investigation)’을 따르게 되며, 통계에 해 배운다는 것은 이러한 과

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제로 한다.

한편, 김응환(2004)은 교사는 학생들이 통계 문맹(statistical 

illiteracy)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 평가의 단계에서 의사소통

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 다. 통계  소양을 강조하

는 많은 학자들 역시 통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통

계정보에 해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요함을 역설한다. 

Radke-Sharpe, N. (1991)는 쓰기활동을 통해 통계 내용을 내면화하고 

개념화할 수 있으며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고, 통계  방법과 결과에 

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처럼 학생들이 통계  탐구활동

과 확률  상, 과정에 해 효과 으로 의사소통하기 해서는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으로서의 쓰기의 의미 뿐 아니라, 쓰기를 논증활동

(argumentation)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불확실성이라는 통계의 본성과 

함께 고려하면 쓰기가 통계 교육에 시사하는 의미가 더욱 풍부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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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al & Garfield(1997)에 따르면, 학생들은 쓰기활동을 통해 확률・

통계의 문용어를 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료를 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 로 ‘논증(argument)’을 구성하여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달할 수 있다. van Eemeren(1996)에 따르면 논증은 다

음과 같이 정의 된다.

합리 인 단에 앞서 어떤 입장을 정당화 는 반박하려는 의도로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논박의 여지가 있는 그 입장을 청자 

는 독자가 수용할 가능성을 증  는 감소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언어 이고 사회 인 추론 행 이다(1996, p.5).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어떤 형태의 논증이든 언제나 논박의 여지와 

가능성이 있으며 논증의 목 은 독자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거나 반론을 반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합리

인 논증이라 할지라도 인 참은 보장되지 않으며 통계와 마찬가

지로 논증 역시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논증에

서 합리 인 단에 이르기 한 정당화의 과정으로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결론과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해 자료를 분

석하고 해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통계  조사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이

런 의미에서 본다면 통계교육에서 논증활동은 그동안 수학교육에서 이

루어진 수학  증명과 논증의 한 논의와는 별개로 교육 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과 변이성이라는 통계의 

본성과 의사소통으로서의 논증  쓰기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통계  

사고를 진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을 잘 드러내주는 통계  쓰기를 

제안한다. 우선 이를 지도하기 한 수업을 개발한 뒤, 재교육 로

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학교 수학우수아를 상으로 그 수업을 용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구체 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Ⅱ장에서는 통계  

쓰기 수업의 개발을 한 이론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해 

통계  사고, 언어, 논증, 규범에 한 이론을 충분히 검토하고, 쓰

기 지도에 한 타 교과의 선행 연구도 함께 조사하여 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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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세우기 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  

차에 해 서술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두 가지 연구 문제 

각각에 한 연구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 Ⅳ장에서는 Ⅱ장에서의 문헌 

연구를 토 로 정의한 통계  쓰기의 평가 거를 마련할 것이다. 그

리고 통계  쓰기의 정의와 평가 거를 잘 반 한 지도내용, 과제를 

개발하여 수업을 구안한다. 구안한 수업은 교육 문가의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제 Ⅴ장에서는 Ⅳ장에서 구안한 수업을 실제 

수업에 용시켜 그 효과를 학생들의 쓰기 능력의 측면과 통계에 한 

태도의 측면으로 나 어 분석할 것이다. 한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

식 질문지를 통해 참여도, 흥미, 유용성, 난이도 등 수업에 한 반

인 인식을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 방향에 해 제안하도록 하겠다.

2. 연구 문제

본 논문에서는 통계 역에서 쓰기 능력 향상을 한 교수의 일환으

로 통계  쓰기 수업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한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기술 

할 수 있다.

연구 문제 1: 통계 역의 쓰기 수업 방안 개발

1-1. 통계  쓰기의 구성 요소  평가 거는 무엇인가?

1-2. 통계  쓰기 수업 방안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연구 문제 2: 통계  쓰기 수업의 용  효과

2-1. 통계  쓰기 수업이 학생들의 통계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2-2. 통계  쓰기 수업이 학생들의 통계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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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본 장 1 에서는 통계  쓰기를 정의하기 한 이론  토 를 마

련하기 해 먼  통계  사고와 논증의 구조에 한 문헌을 검토하

다. 이를 바탕으로 2 에서는 통계  쓰기를 조작 으로 정의하

다. 한 본 연구가 통계  사고와 쓰기 사이의 련성으로부터 출발

한 만큼 3 에서는 사고, 언어, 의사소통은 어떠한 련을 맺고 있으

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지 고찰하 다. 마지막 4

에서는 통계  쓰기를 지도할 때에 필요한 거를 마련하기 하

여 수학과, 과학과, 국어과에서의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1. 통계  사고와 논증

이 에서는 통계  사고와 논증에 한 이론을 검토한 후, 통계  

쓰기의 정체성을 밝히기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통계  사고

통계학은 불확실한 상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추론

하고, 측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학문으로서, 확률론이라는 수학을 이

용하지만 자료를 처리하는 실제 인 방법을 다루는 분야로 귀납 인 

사고를 근간으로 하게 된다. Moore(1998)에 의하면 통계학은 변이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을 수량화 한 자료를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을 핵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자료로부터 정보를 얻는 과학이라 할 

수 있다. 한 통계는 ‘맥락’을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가진 

자료를 다루고, 그러한 자료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변이성을 가지

게 되는데 이러한 변이성이 통계  사고체계의 핵심요소가 된다고 하

다. 이때 통계에서 다루는 자료의 수가 단순한 수가 아니라 변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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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맥락을 가진 수이기 때문에 통계학은 수학과는 다른 통계  사고

를 요구하게 된다(Cobb & Moore, 1997). delMas(2004) 역시 수학  추

론과 통계  추론의 차이 을 ‘맥락’의 에서 설명하고 있다. 수

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추상 인 개념들에 내재되

어 있는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된 탐구나 구성주의  근

의 한 방법으로 친숙한 맥락을 사용한다. 이 때 학생들은 맥락으로부

터 이끌어낸 정보에 비추어 모델과 가설을 검증하고 수학  상에 

한 잘 구조화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학  개념을 추론하기 해 더 이상 문제를 맥락화

(contextualization)할 필요가 없다. 개념을 이용한 이후의 학습은 순수

하게 상상 이고, 비유 이고, 추상 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래의 맥락과 련시킬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통계에서

는 모델의 추상화가 항상 맥락과 함께 시작된다. 통계 수업에서 학생

들은 모델1)의 선택과 개발을 안내하는 맥락의 특성에 의존한다. 모델

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동안 모델의 타당성을 맥락에 비추어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제  문제를 통계를 이용해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맥락에 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정당화 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화는 맥락과 독립 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매우 의존 일 수밖에 없다. 

Wild와 Pfanncuch(1999)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를 수집 ‧ 분석

하고 결론을 내리는 동안 ‘통계  역’과 ‘맥락  역’이 끊임

없이 상호 환된다고 하 다. 그들은 통계  사고를 이루는 재료(raw 

material)를 ‘통계  지식’, ‘맥락  지식’, 그리고 ‘자료에 한 

정보’라고 보고, 추측과 통찰, 함축을 산출해 내는 이들 요소들의 합

성물이 바로 통계  사고라 하 다. [그림Ⅱ-1]은 통계  지식, 맥락  

지식, 자료에 한 정보의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련을 맺고 

1) 부분의 통계 모델은 자료 분석을 해 개발되었다. 부분의 사람들이

“통계 모델(statisticalmodel)”이라고 하면 회귀 모델이나 시계열 모델

들과 동일한 용어로 해석한다.그러나 통계 그래 와 같은 간단한 도구들

도 실재(reality)에 한 사고와 표 을 통계 인 방식으로 나타내므로 통

계 모델의 로 간주할 수 있다(Pfannkuch& Wild,2004,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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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보여 다(Wild & Pfanncuch, 1999, p.228). 

[그림 Ⅱ-1] 맥락  역과 통계  역에서의 사고의 끊임없는 왕복 

[그림 Ⅱ-1]에서와 같이, 통계  조사과정에서 맥락  역으로부터 

제기되는 질문에 한 답을 얻기 해 통계  역에서 분석 활동이 

수행되고, 그 결과의 맥락  역으로 돌아와 문제와 자료의 맥락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활동이 수행된다(윤형주, 고은성, 유연주, 2012). 

한 맥락  역과 통계  역을 매개해 주는 것은 자료이며 이와 같

은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한편 Pfanncuch와 Wild(2004)에 따르면 통계  사고는 실제 인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자료에 근거한 탐구(data-based inquiry)를 진행하

는 동안, 자료에 근거한 논증(data-based argument)들로 상호작용하는 

동안, 그리고 조작 환경에서 자료에 근거한 상(data-based 

phenomena)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진된다. 한, Ben-Zvi와 

Garfield(2004)에 따르면

통계  사고는 왜, 어떻게, 통계  조사(investigation)가 수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통계  탐구의 기 를 이루는 ‘핵심 아이디어’

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변이성의 편재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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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의 요약과 시각 인 표 과 같은 자료 분석을 언제, 어떻게 

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 통계  사고는 

조사를 구성하고, 결론을 내고, 자료 수집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가

정을 검증하여 해석에 이르는 체 과정을 조직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2004, 

p.7).

즉, 통계  사고는 명확한 목 의식을 갖고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고 

분석하며 결론을 내리는 일련의 ‘통계  조사활동’  과정에 걸쳐 

일어난다. 통계  조사과정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GAISE(Guidelines for Assessment and Instruction in Statistics 

Education, 2007)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으로 <표 Ⅱ-1>과 같이 문제

형성,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해석의 4단계로 볼 수 있다(윤형주 

외, 2012). 

문제 형성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자료를 이용하여 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기

자료 수집
 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을 설계하기

 계획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기

자료 분석
 한 그래 나 수치  방법을 선택하기

 자료를 분석하기 해 선택한 방법을 사용하기

결과 해석
 분석한 것을 해석하기

 본래 문제와 해석을 련짓기

<표 Ⅱ-1> 통계  조사과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과 맥락성

은 통계  사고의 본성  하나이며, 통계 교육에서 문제를 형성하고 

자료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 내는 통계  조사 과정에 따라 과제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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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증과 논증도식

van Eemeren(1996: 5)은 논증(argumentation)2)을 “합리 인 단에 

앞서 어떤 입장을 정당화 는 반박하려는 의도로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논박의 여지가 있는 그 입장을 청자 는 독자가 수용

할 가능성을 증  는 감소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언어 이고 

사회 인 추론 행 ”라고 정의하 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 담화

에서의 논증활동은 특정 주제에 한 특정 의견 는 입장을 제로

부터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 논증의 목 은 독자가 잘 수용할 수 있도

록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거나 상 편의 반론을 반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증에서는 합리 인 주장  반박에 이르기 한 정당화의 

과정으로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논증 도식

(argumentation scheme)이 도움이 될 수 있다. van Eemeren & 

Grootendorst(1992: 96)에 따르면 논증 도식이란, 

“논증을 일련의 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제 즉 논거로서 진술된 것과 결론 즉 주장으로서 진술된 것 간의 

계를 표상하는 습 인 방식이다”(민병곤, 2004, 재인용). 

 정의로부터 논증 도식은 논리  기능뿐 아니라 수사  기능 

는 설득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민병곤(2004)은 설

득의 습으로서의 논증 도식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 하는 것은 논

리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 , 인지 , 사회 ‧ 문화  제약을 처리하는 

능력과도 하게 련되어 있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표

인 논증도식 이론들을 살펴보고 통계  쓰기의 내용을 이루는 구

성요소를 설정하기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보통 argument은 논증으로,argumentation은 논증하기 는 논증활동으로

번역된다.이 논문에서는 argumentation을 과정으로서의 ‘논증활동’과 결

과로서의 ‘논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논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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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Toulmin의 논증도식

통  형식 논리학에서 논증 도식과 구조의 기원은 아리스토텔

스의 삼단논법(syllogism)으로 이는 제, 소 제, 결론이라는 세 가

지 논증 요소로 이루어지는 논증구조이다. 삼단논법 자체가 논증과 동

일시될 정도로 그의 삼단 논법은 19세기 말까지 그 지 를 의심받지 

않는 논리학의 패러다임으로 군림하 으나 일상  논증활동의 이론으

로서는 설명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민병곤, 2001). 이에 20세기 들어 

실세계의 복잡한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에 용할 수 있도록 일상 

논증의 구조와 구성 요소 등에 한 연구가 텍스트 언어학에서 활발

히 진행되었다. 형식 논리학을 일상 논증의 이론으로 환시키는 데 

요한 공헌을 한 학자  한명이 국의 철학자 툴민(Toulmin)이다. 

툴민(1958, 2003)은 논증을 분석하기 한 차의 하나로 논증의 구성

요소3)를 도식화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제, 소 제, 결론으로 이

루어지는 삼단논법의 형식  구성요소를 신하여 [그림 Ⅱ-2]처럼 

‘근거(Data 혹은 자료)’, ‘정당한 이유들(Warrants, 는 추론 규

칙, 보증)’, ‘주장(Claim, 는 결론)’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Toulmin, 2003, p.165). 

[그림 Ⅱ-2] 툴민 논증 도식에서의 근거, 정당한 이유들, 결론

 

근거(D)는 주장(C)의 기 를 만드는데 의지하는 사실들(facts)이고 정

당한 이유들(W)은 근거(D)로부터 주장(C)으로의 이행이 하고 정당

3)본 논문에서,툴민이 제시한 논증 구소요소의 번역은 고 범 ‧임건태

(역)(2006)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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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는 을 보이는 명제들이다. 이 세 가지 요소에 근거(D)가 

정당한 이유들(W)에 의해 주장(C)에 달하는 힘의 정도인 ‘한정

(Qualifier)’, 정당한 이유들(W)의 일반  권 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인 ‘반박, 외조건(Rebuttal)’을 추가하 다. 이로써 툴민은 근거(자

료), 주장, 정당한 이유들(보증), 반박가능성, 개연성의 정도를 논증의 

조건으로 정립하 다( 남숙, 2010). 반박(R)은 근거(D)에서 정당한 이

유들(W) 그리고 주장(C)에 이르는 추론과정이 비 논리 이거나 오류

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 활동에서 주장을 성립시키는데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상되는 반증에 한 인식을 의미한다(박정은, 2008). 

마지막으로 툴민은 이 다섯 가지 요소에 정당한 이유들을 지지하기 

한 논증 요소로‘지지(Backing)’을 추가 하 다. 지지(B)는 정당한 

이유들(W)을 뒷받침하는 단순한 사실에 한 언명이라는 에서 정당

한 이유들(W)과는 구분되며, 지지(B)가 반드시 명시 으로 드러날 필

요가 없다는 에서 근거(D)와 구분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상의 여섯 

가지 논증 구조의 요소들과 그 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툴민의 논증 도식(Toulmin, 2003, p.97)

이러한 툴민의 논증 모형은 삼단논법의 형식논리가 탈맥락 이라는 

한계 을 극복하고 학문  맥락을 포함하며 비형식 인 맥락에서도 

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강  외, 2011). 툴민의 논증모형



- 12 -

은 학생 스스로 논증  말이나 을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다

른 학생이 생산한 논증  말이나 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 교사는 학생의 논증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툴민 모델을 사용한 쓰기 교수 모델

이 학생들의 쓰기에서 주장과 근거와 같은 특정 요소 사용의 증가의 

측면에서 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가 있다(Knudson, 1992).

한편, 툴민의 논증 구조는 논증 분석과 교육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만 한계도 있다. 툴민의 논증 구조는 명제 계를 지나치게 간략화하

여서 근거와 정당한 이유가 복잡하게 얽  있는 연쇄 인 논증을 분

석하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분의 논증은 하나 이상의 이

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고 주장도 여러 단계에 걸쳐 진 으로 구축

되는 반면 툴민의 모형은 논증  말이나 에서 특별하게 선정된 소

수의 명제 구조에 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서 확장된 논증 구조를 설

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이선 , 2002)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툴민 모형의 한계 을 극복하고 확장된 논증 구조를 설명

하고자 시도하 던 많은 학자들 가운데 van Eemeren과 

Grootendorst(1992)의 연구, Williams와 Colomb(2007)의 연구를 살펴보

도록 하겠다.

1.2.2 van Eemeren과 Grootendorst의 논증도식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툴민의 모형은 논증의 구성 요소가 세 하

게 되어 있어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계를 설명하기에는 합하지만 

실제 논증  의 생산과 분석의 단 로 용되기에는 합하지 않다. 

이에 van Eemeren과 Grootendorst(1992)는 논증 구조를 단순 논증구

조와 복합 논증 구조로 구분하여 실제 주장과 논거 간의 다층 인 구

성 방식을 설명하 다. 이들이 제시한 논증 구조의 유형은 아주 단순

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논증 구조의 패턴을 제시해 주고 있다(민병곤, 

2004). 이들은 툴민 논증 구조가 안고 있는 난 을 다음과 같이 지

하 다(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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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민의 아이디어에 한 몇 가지 이론  반 와는 별개로, 그의 모

델을 실제 논증 담화에 용하기 어렵다는 을 지 할 필요가 있

다. 를 들어, 근거(data)와 정당한 이유들(warrants) 사이의 엄격한 

구별은 특별히 잘 선택된 사례에서만 명료해진다. 만일 군가 일상

의 담화에서 그의 정의를 용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유형의 진술이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 모델을 삼단논법의 한 변동, 

는 정당한 이유들이 암묵 일 경우 생략삼단논법으로 환원시킨다.

다시 말해, 정당한 이유와 근거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논

증 자료를 분석하기에 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근거(data)와 정당한 이유들(warrant)로 구분하는 

신 표 된 제(expressed premise)와 표 되지 않은 제(expressed 

premise)로 구별하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논증 구조를 다음 [그림 Ⅱ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Ⅱ-4] van Eemeren과 Grootendorst의 단순 논증 구조 

여기에서 표 되지 않은 제(1.1′)는 라임 부호(′)로 표시된다. 

van Eemeren과 Grootendorst(1992)는 이와 같이 주장(standpoint)과 근

거(reason)의 계를 심으로 단일구조논증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

는 세 가지 유형의 복합 논증 구조를 다음과 [그림Ⅱ-5]와 같이 제시

하 다(민병곤, 2004,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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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van Eemeren과 Grootendorst의 세 가지 유형의 복합 논증구조

한 이들은 표 되지 않은 제를 재구성하는 데서 나타나는 모호

성을 해결하기 해 ‘화용  최소치(pragmatic minimum)’라는 개념

을 도입한다. 이는 논증을 분석할 때에 표 되지 않은 제를 계속 추

정해 나가다 보면 모든 논증이 종속  합성 논증이 되어 버리기 때문

에,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일차 으로 모든 논증은 단순 논증이

라 가정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것이다(민병곤, 2004).

이처럼 van Eemeren과 Grootendorst의 논증 구조는 논증의 다층

인 구성 방식을 설명하기에 합하다. 하지만 논증 요소를 주장

(standpoint)과 근거(reason)로 지나치게 단순화하 다는 단 이 있다.

1.2.3 Williams와 Colomb의 논증도식

van Eemeren과 Grootendorst와 마찬가지로 툴민의 논증 구조 모형

의 한계를 인식한 Wiliams와 Colomb(2007)은 툴민의 논증 구조를 다

음 [그림 Ⅱ-6]과 같이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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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Wiliams와 Colomb(2007)의 수정된 툴민 논증 구조(p.79)

기본 요소는 ‘주장(Claim)’, ‘이유(reason)’, 근거(evidence)’로 

구성되며 ‘ 제(Warrant)’와 ‘반론수용과 반박(Acknowledgments 

and Response)’은 선택 인 요소이다. Wiliams와 Colomb의 도식의 

가장 큰 특징은 툴민의 근거(Data)를 근거(evidence)와 이유(reason)으

로 분리한 이다. 이유와 근거는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지만 

근거는 사실(fact), 데이터(data), 수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유는 

근거로부터 주장으로 연결되는 논리 인 추론 과정이다. 한 제는 

이유와 주장을 이어주는 일반 인 원칙, 즉 보편 인 상황이며 드러나

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반론수용과 반박은 주장에 해 제기될 수 

있는 반  의견을 수용하고 그에 한 반박으로 주장을 방어하는 

요소이다. 주장에 한 의문, 한정, 안  에 미리 상하고 반

박함으로써 주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한 반박은 주장과 마찬가

지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지지될 수 있다. 

한 Wiliams와 Colomb의 도식의  하나의 특징은 논증을 거시

으로도, 미시 으로도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논증을 거시

으로 분석하면 [그림Ⅱ-7]과 같이 체 논증은 주요주장(main claim)과 

뒷받침하는 여러 개의 하 주장(subclaim)으로 악되며 이 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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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시 다른 하  이유와 근거로부터 지지받는다. 따라서 주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 주장은 물론, 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하 주장도 이유가 된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Ⅱ-7] Williams와 Colomb(2007, p.76)의 체 인 논증 구조

논증을 미시 으로 분석하면 체  논증 구조에서 가장 하 에 있

는 논증 구조는 ‘주장-이유-근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요소

를 ‘단  논증’라 한다. 근거는 이유를 떠받치고, 이유는 주장을 뒷

받침한다. 체 논증 구조는 이러한 단 논증이 직렬 으로, 병렬 으

로 연합되어 구성된다. 병렬구성은 독립 인 이유를 나란히 제시하는 

것이며 직렬구성은 이유를 차곡차곡 쌓아 제시하는 것이다. 맨 아래 

이유는 근거가 떠받치고 맨  이유는 주장을 직  떠받친다. 이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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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Williams와 Colomb(2007, p.206-207)의 논증의 구성

Wiliams와 Colomb의 논증모형에서 논증의 병렬구성과 직렬구성은 

각각 van Eemeren과 Grootendorst(1992)의 다  논증구조와 합성 논

증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세 가지 논증 모형과 도식에 해 살펴보았다. Toulmin의 

논증모형은 6개의 논증 구조 요소들 사이의 계를 설명하기에 합

지만 체 이 아닌 특별하게 선정된 소수의 명제 구조에 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근거(data)와 정당한 이유(reason) 사이의 경계

가 모호하다는 한계 이 있었다. 반 로 van Eemeren과 Grootendorst

의 논증모형은 논증의 다층 인 구성방식을 설명하기에는 합하지만 

논증 구성요소를 주장과 근거로 지나치게 단순화하 다는 단 이 있

었다. 마지막으로 Williams와 Colomb의 논증모형에서는 Toumin의 근

거(data)를 이유(reason)과 근거(evidence)로 구분하 다. 근거는 사실

(fact), 데이터(data), 수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유는 근거로부터 

주장으로 연결되는 논리 인 추론 과정이다. 근거는 이유를 떠받치고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근거, 이유, 주장으로 이루어진 단  

논증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Toulmn의 근거(data), 정당한 이유들

(warrant), 주장(claim)으로 이루어진 단 논증에서 근거와 정당한 이유 

사이의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Williams와 Colomb의 도식에서 

이러한 근거와 이유의 구분은 표나 그래  등 객 인 수치로 표

된 여러 통계 자료들 가운데, 주제와 련성 있는 자료들만을 선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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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것들과 주어진 문제 상황, 알고 있는 통계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내는 통계  사고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

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  쓰기의 내용 구성요소

를 Williams와 Colomb의 논증모형을 참고로 하여 정하 다. 이에 한 

논의는 제 Ⅳ장 1 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3 통계  사고와 논증의 연결

본 장의 1.1 과 1.2 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 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

함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반론을 반박할 수 있다.

 통계  조사활동에 따른 통계  사고의 과정은 논증의 구성과정

과 유사하다.

 논증도식은 제 즉 논거로서 진술된 것과 결론 즉 주장으로서 

진술된 것 간의 계를 표상하는 습 인 방식이며, 논증도식은 

인지 도식(cognitive scheme)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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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쓰기

본 장의 1 에서는 통계  사고 과정과 논증의 구성과정 사이의 유

사성에 주목하 으며 논증도식은 인지 도식으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즉, 통계  사고를 기르는 동시에 통계 역에서의 쓰기 

능력을 신장하기 한 교수의 한 방법으로서 학생들에게 논증을 구성

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에서는 이에 한 좀 

더 구체 인 수업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통계 역에서 이루어진 쓰

기 의사소통에 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통계  쓰기를 정의하

다. 한 통계 역에서 특히 강조되거나 효과 이라고 보고되는 과제

의 특성에 한 연구도 검토하 다. 

2.1 통계 역에서의 쓰기

수학  의사소통과 쓰기 활동에 한 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

라 통계 역에서도 쓰기 활동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

만 재까지 학생들의 쓰기  의사소통 기술을 어떻게 발달시키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한 실제 인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Forster, M., & Wild, C. J., 2010). 게다가 이 연구들  부분은 통

계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 학부생 혹은 학원생을 상으로 수행되

었다. 비록  ‧  ‧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아니지만, 

이 연구들은 수학보다는 통계학의 특성에 을 두어 쓰기를 지도하

고 평가한 경험 이고 실천 인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몇 몇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통계  쓰기를 정의하기 

한 시사 을 얻고자 한다.

Forster와 Wild(2010)는 통계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 학원생

들을 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수행하게 하 다. 첫 번째 유

형의 보고서는 ‘executive summaries’이다. 이는 주어진 자료를 분

석한 결과를 토 로 찾게 된 주요 발견 들을 기술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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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이 보고서는 통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 문 인 용어들로 기술하도록 하 다. executive summaries는 도

입(introduction), 배경(a catch-all), 증거(evidence), 수량화

(quantification), 요약(summary)의 5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

째 보고서 유형은 ‘techinical notes’로 executive summaries와는 반

로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단계 로 기술하는 것으

로 반드시 통계의 문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한 이 보고서는 다음

과 같은 세 단계에 따라야 하며 이를 소제목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탐색  분석(exploratory analysis): 학생들은 자료와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한 두 개의 주요한 특징들을 발견하고 서술한다.

 가설 확인(checking assumptions): 가설을 검정하고 유의 확률을 

확인하기 한 통계  모델 등을 세우는 과정을 서술한다.

 통계  추론(statistical inference): 여러 가지 검정(t-test, F-test, 

Chi-square test)을 통해 찾아낸 발견 들을 서술한다.

Forster와 Wild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지도한 결과 학생들의 보고서에 서술된 내용의 일 성과 자료를 사용

하는 능력이 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

료의 패턴들을 쉽게 찾아내었고 자료의 주요한 특징을 잘 포착하여 

문단들을 서술하 다. 반복된 보고서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정보들을 

통합하고 문제에 한 체 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Parke(2008)의 연구 역시 학원생들을 상으로 하 으며, 통계  

의사소통을 기르기 한 수업으로 ‘개인 과제’, ‘소그룹 ‧ 학  활

동’, ‘언론 기사의 활용’, ‘평가하기’의 네 가지 활동으로 나

어 구상하 다. 첫 번째 ‘개인 과제 활동’은 “자신의 통계 분석 결

과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문단 쓰기”, “통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에게 결과를 설명하는 쓰기”등과 같이 자료 분석의 결과를 기술하

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학생들은 어떤 연구에 한 결과를 진술하거

나, 결론을 수정하고 다듬기도 하 다. 한 이 게 결과를 요약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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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 상황에 해 더 깊이 생각해 

으로써 미래상황을 측하는 을 쓰기도 하 다. 두 번째 ‘학  활

동’시간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문제 상황을 활용하 다. 다양한 자

료 분석과 통계  차가 수행될 수 있는 활동, 이  시간에 배웠던 

아이디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 통계  소 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한 자료 분석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여러 개의 자료 집합들로부터 나온 결론들을 비교 하는 

것 등의 과제를 수행하 다. 세 번째 ‘언론 기사를 활용한 활동’에

서는 학생들이 언론에 발표된 기사들을 연구 설계, 통계  차, 분석

의 측면에서 비평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활동”은 다른 학생들의 연구물들을 평가할 수 있는 루 릭을 학생들

이 직  개발하고 채 하는 시간들로 구성되었다. 

Biehler(2007)는 기  통계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로젝

트 수업을 수행하게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 다. 보고서는 

‘도입(introduction)’, ‘분석(analysis)’, ‘요약  결론(summary and 

conclusions)’으로 구성하도록 지도하 다. 한 그는 Wild & Pfannkuch 

(1999)이 개발한 통계  사고의 PPDAC 주기: 문제(Problem) → 계획(Plan) 

→ 자료(Data) → 분석(Analysis) → 결론(Conclusion)에 따라 쓰기도 구조

화될 수 있다고 보고 ‘문제인식하기’, ‘계획 세우기’, ‘자료 분석하

기’, ‘결론 도출하기’의 네 단계 과정에 따라 보고서를 쓰도록 하 다. 

로젝트 수행의 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긴 하지만 Starkings(1997)의 연구 역시 학생들에게 통계 로젝트 

과제와 련된 보고서 쓰기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요함을 주장

하고 있다. 그는 로젝트 보고서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로 ‘도입’, ‘ 로젝트 내용의 구체화’, ‘사용된 통계  기법  

계산’, ‘문제에 한 해답’, ‘제안  결론’을 제시하 다.

지 까지 논의한 통계 역에서의 쓰기 지도에 한 선행연구들은 

비록 그 상이 학부생 혹은 학원생이라는 에서, 가설 검정에 근

거한 통계  추정에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본 연구

에 직 으로 용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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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낼 수 있다. 

 연구들은 모두 자료로부터 출발한 해석  추론 과정을 강조하

여 그 과정이 드러나도록 을 쓰도록 하고 있었다. 구체 으로 

Forster와 Wild(2010)의 연구에서는 탐색  자료 분석을 강조하고 있었

으며, Biehler(2007)의 연구에서는 통계  사고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을 쓰도록 안내하는 것이 요하다고 지 하 다. 한 자료 분석을 통해 

도달한 결과를 서술하도록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은 보고서 형태를 띠

게 되었다. 그 보고서들은 연구마다 제시되는 형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체로 도입, 자료 분석, 요약  결론의 구조를 띠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

생활 문제를 용한 로젝트, 다양한 문제 상황과 시나리오 등을 제공하

여 보다 실제 인 맥락에서 통계와 련된 쓰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 통계  쓰기의 정의

본 장의 1 에서는 통계  사고의 특성에 해 논하 으며 2.1 에서 

는 여러 경험 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통계 역에서 쓰기가 어떻게 

지도되고 있으며, 어떠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종

합하여 다음과 같은 들을 이끌어 내었다.

첫째, 통계  사고는 명확한 목 의식을 갖고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

고 분석하며 결론을 내리는 일련의 ‘통계  조사활동’  과정에 

걸쳐 일어난다. 한 자료를 수집 ‧ 분석하고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통계  역’과 ‘맥락  역’이 끊임없이 상

호 환된다(Wild & Pfanncuch; 1999). 즉, 맥락은 차를 만들어내는 

동기 역할을 하고, 자료는 맥락을 담고 있는 수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맥락이 의미의 근원이 되며 얻은 결과에 한 해석의 토 가 

되어야 한다(Moore, 1990). 앞에서 검토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언론 

기사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시나리오  문제 상황을 제시한 것 역시 

실제 인 맥락을 제공하기 함이다.

둘째, 통계  사고를 기르기 한 쓰기 활동으로 자료를 탐색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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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탐색  자료 분석이란 

Turey(1977)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자료를 조직하고, 설명하고, 표 하

고,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자료 집합에 하여 형태, 심, 퍼

짐을 탐구하고, 자료 값들이 모여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특이값을 갖

는지를 등을 확인한다. 탐색  자료 분석은 자료 집합의 경향과 패턴

에 한 것이고, 표본과 모집단의 계를 명시 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Cobb & Moore, 1997). 따라서 자료 생성이나 통계  추정 등을 

배우지 않은 우리나라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셋째,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을 쓰는 것이 요하다.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한 통계  용어를 사용하고, 통

계  모델을 세우며 가설 검정을 비롯한 한 통계  차를 거쳐 

합리 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게 하 다. 학생들에게 알고 있

는 통계  지식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통계에 한 개념  이해를 증

진시켜 주기 때문이다. Ben-zvi(2004) 역시 통계  추론을 진시키는 

의미 있는 학습 환경 설계를 한 교수실험에서 학생들의 사  지식

이 다양한 역할을 함을 발견하 다. 그는 학생들의 사  지식이 새로

운 맥락  경험에 비추어 서서히 발 하면서 새로운 목 으로 사용되

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발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따라

서 이미 알고 있는 통계 , 수학  지식 등을 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자료의 특징을 요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합리 인 주장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도록 하는 것

이 요하다. 주장과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

석한 진술들이 근거와 이유로서 활용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계  

사고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맥락과 자료, 알고 있는 통계  

지식을 어떻게 종합하고 해석하여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에 담겨 있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계  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

계  쓰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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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시된 맥락 안에서 2)자료를 탐색 으로 분석하고 3)알고 있는 

통계  지식과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4)합리 인 주장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2.3 통계  쓰기와 과제

앞 에서는 통계  쓰기를 조작 으로 정의하 다. 이를 바탕으

로 본 논문의 Ⅳ장에서는 통계  쓰기의 수업을 개발하고 수업에 

사용될 과제에 해 논하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본 에서는 통계 교

육 역에서 특별히 강조되거나, 통계  사고 신장에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는 과제의 특성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통계  쓰기 과

제 개발을 한 시사 을 찾고자 하 다.

2.3.1 실생활 자료를 활용한 과제

통계 교육을 개선하기 한 여러 가지 근들 , 실생활 자료(real 

data)를 활용할 것에 한 권고는 꾸 히 있어왔다. Scheaffer(2001)는 

통계 역, 특히 자료 해석이나 분석을 가르칠 때에는 학생들과 련되

어 있거나 학생들이 심을 가질만한 실생활 자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 다. 한 미 통계 회(ASA)의 GAISE 리포트(2005)도 

성취해야할 학습 목표로 실생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교

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맥락과 련된 문제들에 답하기 해 실생활 

자료를 활용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보는 것, 주어진 문제들이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주나 국, 미국, 뉴질랜드 등

의 교육과정에서도 실제 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Neumann, D.L., Hood, M., Neumann, M. M., 2013). Sztendur (2002)은 

실생활 자료를 활용한 문제는 통계에 한 즐거움을 선사할 뿐 아니

라 통계  방법에 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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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Neumann 외(2013)의 연구에서는 실

생활 자료를 활용한 과제 수행은 학생들이 통계에 한 흥미와 동기

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새로운 통계  개념과 이론을 더 잘 이해

하고 오래 기억하는 데 효과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생활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에 한 구성주의 이론의 에

서 보아도 실제 자료 집합을 사용하는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

을 구성하게 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Garfield & Ben-Zvi, 2009). 

알고 있는 통계  지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경험

을 통해 새로운 지식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통합된다. 이때 자료 

집합은 학생들이 자료에 한 자신의 수행을 반성하기 한 기회를 

갖기 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한 자료 집합들은 통계 문제에 

맥락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경험

을 제공하며 통계  조사활동과 련된 다양한 근방법, 분석방법 등

을 소개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2.3.2 맥락을 제공하는 과제

Pfannkuch(2011)는 맥락(context)이라는 용어는 매우 범 한 상황

에서 기술되므로 통계  문제 해결(statistical problem solving)과 련

되어 맥락이 사용 되는 것과 교육 반 인 환경(educational settings)

에서 맥락이 고찰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며, 자를 ‘자료의 

맥락(data-context)’, 후자를 ‘학습 경험의 맥락(learning-experience- 

context)’이라 하 다. 통계  문제 해결의 에서 자료의 맥락은 

문제가 발생하는 실세계 상황의 맥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

의 맥락은 문제 해결 혹은 실제 상황에 한 더욱 깊은 이해와 불가

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이것은 문제에 한 답하기 해 활성화

되는 지식과 련되어 주어진 자료를 다룰 때 고려해야할 맥락을 포

함한다. 한편 학습 경험의 맥락은 학생들에 과제를 수행할 때의 물리

 사회  학습 환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용된 학습 도구와 자재

들, 학생들과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  통계  지식, 학생과 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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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사회  상호작용, 동기 부여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Pfannkuch

는 그의 연구에서 자료의 맥락과 학습 경험의 맥락 모두 학생들의 통

계  추론의 발달에 유의미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미 통계 회

(ASA)의 GAISE 리포트(2005)에서도 맥락  문제들(contextual 

problems)은 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고무시키며 자

신의 삶의 맥락과 련된 문제를 만날 때, 통계에 더욱 더 흥미를 느

끼게 된다고 하 다. 

2.3.3 다양한 통계  표상을 활용한 과제

재 우리나라 수학과 공통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확률과 통계 역

의 내용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분류하기

 표 만들기

 그래  그리기

 자료의 정리

 막 그래 와 꺾은선 

그래

 가능성과 평균

 자료의 표

 비율 그래

 (띠그래 , 원 그래 )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기와 잎 그림, 도수분

포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다각형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상 도수의 분포

 경우의 수

 확률의 뜨고 기본 성질

 확률의 계산

 앙값, 최빈값, 평균

 분산, 표 편차

<표 Ⅱ-2> 수학과 공통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 역 내용체계

 표에서 알 수 있듯, 학교 1학년 때까지 다양한 통계  표상을 

학습하게 된다. 3~4학년군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목 에 맞게 그림  

그래 , 막 그래 , 꺾은선 그래 로 나타내고, 그래 의 특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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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수 있다. 5~6학년군에서는 평균의 의미를 알고 주어진 자료의 평

균을 구하며, 자료를 비율 그래 로 나타내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 학교 1학년 때에는 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다각형에 해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통계  표상들을 이해

하고 해석하는 것이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 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과제를 제시할 때에 다양한 그래 와 표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자료 

분석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Friel, Curcio, Bright(2001)는 몇 몇의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통계 그래 와 련된 과제를 요구되는 이해의 깊이에 따라 기  단

계(elementary level), 간 단계(intermediate level), 종합 단계(Overall 

level)의 세 수 으로 나 었다.4) 기  단계는 그래 에 표 된 자료의 

시각  정보에 주목하여 읽은 그 로의 의미를 이끌어 내는 것에 

을 둔다. 간 단계의 과제는 구문론  특성들을 조작하거나 그래

가 드러내는 정보들을 통합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마지막으

로 진보된 단계에서는 과제에 합한 답을 일반화하기 해 정신  

표상과 함께 맥락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그래 의 상황  내용까지 함

께 고려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비율  사고와 추론  사고, 논

리  사고 등과 같은 보다 고등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각 각의 단계

가 다른 수 의 이해를 요구하므로, 학생들의 수 과 수업의 목표에 

따라 과제를 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이 세 단계는 Curcio(1987)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 하면 각각 ‘자료 읽기

(reading thedata)’,‘자료 사이(의 계)를 읽기(reading between the

data)’,‘자료를 넘어선 읽기(readingbeyondthedata)’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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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의 공동체  구성

앞 에서는 통계  사고와 논증에 한 이론  을 바탕으로 

통계  쓰기를 정의하 다. 통계와 논증은 모두 맥락에 기반하며, 

자료를 통해 합리 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통계  사고의 과정은 

근거로부터 이유를 구성하여 주장을 지지하는 논증의 구성과정과 유

사하다는 에 근거하여 통계  쓰기의 활동에는 논증을 구성하는 

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논증이 사회 이고 언어 인 추론 행

(van Eemeren, 1996: 5)임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통계  사고는 언어 인 추론 행 로부터 진될 수 있는가? 

언어 인 추론 행 의 결과물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통계  사고를 

찰할 수 있는가? 한 언어 인 추론 행 가 사회 이라고 하는 것

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음 Vygotsky의 인용문은 사고, 언어, 의미에 

한 이러한 질문을 더욱 심오하게 만든다. 

의미란 무엇인가? 언어인가, 사고인가? 의미는 언어  사고의 단

이므로 언어이고 동시에 사고다. 만일 그 다면 우리가 심을 갖고 

있는 문제의 연구 방법이 의미론  분석방법이나 언어의 의미 측면

에 한 분석방법, 단어의 의미에 한 연구 방법과 다를 수 없다. 

이런 방법들을 통할 때 우리의 심을 끌고 있는 사고와 언어의 

계 문제에 한 직 인 답을 올바로 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 자체는 우리가 선택한 단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단

의 발 , 기능, 체계 운동, 반을 연구하면서 사고와 언어의 계 

문제, 언어  사고의 본성 문제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

이다(Vygotsky, 1978, p.42).

이 에서는 언어, 사고, 의사소통 사이의 계와 쓰기를 통한 의

미의 구성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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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언어, 사고, 의사소통

인간의 사고(thinking)가 “내  언어(inner speech)”와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인간의 인지와 사고에 있어 언어의 상은 무엇인지, 혹은 

언어 없는 심상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등에 한 문제는 사고에 한 

논의에서 역사상 가장 끈질기고 범 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Sfard, 

2008). Sfard(2008)는 이 질문에 한 가능한 답을 범 (extent)와 분리

(separateness)의 두 차원으로 구체화하 다(p.96).

[그림 Ⅱ-9] 사고와 말 사이의 계에 한 두 가지 질문과 가능한 답들

[그림 Ⅱ-9]의 1.1, 1.2a, b는 사고와 언어가 비록 련이 있고 항상 

혹은 때때로 서로 수반하며, 언어가 사고를 표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보조 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본질 으로 인간 행동의 분리된 

유형으로 간주한다. 이 은 언어에 한 표 주의 , 의사소통 인 

을 취하고 있다. 표 주의  에서 사고란 인간의 정신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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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으로 의사소통 가능한 언어 인 표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장가능하며, 가공이 가능하다. 즉, 사고는 다양한 형태들로 표  가

능하고, 다른 여러 언어  표 들 안에서도 불변한 채로 남아있는 것

이다. 

한편 Wittgenstein은 언어로부터 사고를 ‘증류(distilling)’시킬 수 

있다는 이 에 반 하며 사고와 언어를 분리하려는 을 거부하

다. 그는 언어를 월한 사고의 우 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말하기 

행 의 기 에 독립 인 사고의 행 가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 다

(Sfard, 2008, p. 98). Wittgenstein과 마찬가지로 Vygotsky 역시 사고와 

언어가 동일한 과정상에 있다고 보는 을 취하고 있다. 그에 의하

면 사고는 언어에 의하여 매개된 것으로, 언어가 매개체로서 기호체계 

가운데 가장 효과 이며 보편 인 것이라면, 사고는 가장 복잡하고 정

교화 된 정신 기능이다(김지 , 2002). 이처럼 그는 ‘분리’에 한 

문제에서 사고와 언어는 분리할 수 없다는 을 취하 고, ‘범 ’

에 한 문제에서도 꽤 명쾌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개인의 발달

에 있어서 사고와 언어는 서로 변증법 으로 향을 주고받는 계에 

놓이게 되지만 사고와 언어의 발생  뿌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고가 “내 언어(inner speech)5)”와 완 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 다. 다시 말해, 아동의 언어발달에서 지능이 의 단계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사고발달에서도 ‘언어 이

의 단계’를 주장할 수 있다(Vygotsky, 1978, p. 158). 다만, 아동이 

성장하여 주로 언어로 개인 내, 개인 간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에는 

사고를 생산하는 과정과 표 하는 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

다. 즉 Vygotsky는 [그림 Ⅱ-8]의 2.2b의 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fard, 2008, p. 99). 

Sfard는 기본 으로, 사고가 언어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을 언어

와 분리할 수 없다는 Vygotsky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언어’와 

‘사고’ 사이의 계를 확장시켜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5) Vygotsky는 말을 외 인 말과 내 인 말로 구분한다.외 인 말은 사회

인 수 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이며 내 인 말은 학

습자가 자기 자신과 화를 하기 해 사용하는 개인 인 차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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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이의 계를 규명하고 있다. 그는 사고를 ‘의사소통의 개

인화된 형태(Sfard, 2008, p.81)’로 정의하 고, 의사소통을 참여 주의

 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정의. 의사소통이란 공동체 으로 수행된 패턴화된 행동이다. 즉 어

떤 개인의 행동 A에 해 행동 B가 뒤따르며,

1. 행동 A는 의사소통 이라고 알려진 잘 정의된 행동들의 퍼토리

에 속한다.

2. 행동 B는 행동 A에 한 합한 반응(re-action)의 퍼토리에 속

하며 A와 함께 주기 으로 찰된다. 그러나 이 퍼토리는 A의 

배타 인 사상(function)이 아니며 A의 역사(A에 선행하여 일어난 

것), A와 B가 수행되는 상황 그리고 행 자(actor)와 반응자

(re-actor)의 신원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p.86).

사고를 의사소통 활동의 개인화된 형식이라고 정의한다면, 사고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는 자립 인 과정이 아니며, 이런 의미에서 어떠

한 의사소통 행 에 선행하는 것 역시 아니다. 한 여기서 의사소통

이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허용되는 행동들의 퍼토리와 다른 구

성원들이 그 행동들에 한 반응으로 허용되는 행동들의 퍼토리를 

포함하는 패턴화 된 공동체  활동을 의미한다. 즉, Sfard는 의사소통

의 개인주의 인 정의를 택하는 신 공동체  의미를 강조하 다. 그

에 따르면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행동과 

의사소통 행동들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반복 으로 찰

되는 몇 몇의 개인의 행동들은 오로지 공동체  수 에서만 볼 수 있

는 패턴들을 통해 그 의미와 유용성을 함의하게 된다. 

Sfard는 사고에 해 제안된 이 담론 안에서, 인지  과정들과 인

계 인 의사소통 과정들은 기본 으로 같은 상에 한 다른 시

들임을 주장하며 이를 강조하기 해 cognition(인지)과 

communication(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합성하여 새로운 명사 

‘commognition’을 도입하 다(Sfard, 2008, p.83). 이 단어는 사고의 

범주와 의사소통의 범주를 모두 아우르며 사고와 의사소통을 이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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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을 거부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언어와 사고, 나아가 의사소

통과 사고가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변증법 으로 서로의 발달을 

진하는 계에 있다는 을 취한다. 

3.2 의미의 구성과 쓰기

작문6) 행 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 이다(박 민, 2003; 박 목, 

2008). 따라서 의미 구성의 과정, 의미 구성의 주체와 련된 본 연구

에서의 지향을 명확하게 하기 해서는 작문 이론에 한 검토가 필

요하다. 박 목(2008)은 작문 이론을 인식론에 한 패러다임과 연결 

지어 형식주의 쓰기이론, 인지  구성주의 쓰기이론, 사회  구성주의 

쓰기이론, 사회인지  쓰기이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의미 구성에 

한 여러 연구자들의 7)(Bizzell, 1992; Dias, 1998; Foster, 1992; 

Nystrand, Green, Wiemelt, 1993; Williams, 1998)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를 따르고자 한다. 

1960년  이 까지의 작문 이론은 형식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 

형식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객 인 지

식으로 악하여 텍스트 자체를 분석의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규범 

문법과 수사론  규칙을 강조하 으며, 작문 교육은 모범 인 텍스트

의 모방을 시하고, 표 의 과정에서 어법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지도의 을 두었다(박 목, 2008). 이에 한 비 으로 구

성주의 작문이론은 학습자를 의미 구성의 주체로 인식하 으며 의 

형식보다는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심을 가지고 문의 결과보다는 과

6) 작문은 쓰기(writing)의 구성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문자 언어를 사용한

표 활동이다(민병곤,1999,p.49).본 논문에서는 쓰기, 쓰기와 같은 의

미로 사용한다.

7)의미 구성의 구분에 따른 학자들의 은 다음과 같다.Bizzell(1992)은

내부 지향 /외부 지향 ,Dias(1998)와 Foster(1992)는 인지구성주의/사회

구성주의,Nystrand외(1993)는 형식주의/구성주의/사회 구성주의/ 화주

의,Williams(1998)은 인지 구성주의/사회구성주의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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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시하 다(양선혜, 2005)

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언어는 인간의 경험을 조직학고 형상화

함으로써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쓰기는 조직된 인지  표상을 

텍스트로 번역하는 과정이라 보았다. 필자를 능동 인 쓰기의 주체로 

보는 이 은 텍스트보다는 필자, 수사  지식보다는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을 둔다. 필자는 텍스트의 기원자, 의미구성의 출발 이 

되고, 자신의 목 과 계획에 따라 텍스트의 양식, 문장, 표 상의 기

교 등을 쓰기도 한다. 과정 심 작문 교육에서는 쓰기의 과정과, 쓰

기의 세부 략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한 표 인 모형으

로 Flower& Hayes(1980)의 ‘인지  모형 쓰기’를 들 수 있다. 이들

은 작문과정을 사고 과정으로 보고 쓰기를 ‘문제해결방법’의 

으로 근하 다. 이들에 따르면, 의미구성 과정은 계획하기, 번역

하기, 검토하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정들은 계 이며 회

귀  특성을 가진다(양선혜, 2005). 인지주기 쓰기 이론은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일련의 문제 해결 행 를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는 

을 밝혔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쓰기를 개인에 한정된 문제

로만 인식할 뿐 쓰기가 이루어지는 구체 인 사회・문화  상황이나 

맥락(독자)의 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련하여 Bizzel(1982)은 문제 해결 모형이 지나치게 개인의 인

지 행 에만 을 두었다는 을 비 하고, 언어와 사고의 변증법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사회  맥락을 시하지 않은 것을 인지  

구성주의 작문이론의 요한 문제 으로 지 하 다. 그는 이를 극복

하기 한 방법으로 Vygotsky의 이론을 수용하여 담화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 다(최 섭, 박태호, 이정숙, 2000 재인용). Bruffee(1984) 역시 

‘사고는 내면화된 화’라는 Vygotsky(1978)의 을 수용하여 작

문을 화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의미 구성을 화의 과정으로 악할 

경우 학습자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화를 통해서 지 으로 우수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화 방식을 습득하면서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교사는 공동체 구성원

들 간의 사회  계 속에서 학습자가 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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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습을 안내하고, 시범을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최 섭 외, 

2000). 

지 까지 형식주의, 인식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에서의 작문

이론을 정리하여 보았다8). 주재우(2010, p.205)는 이 세 가지 표 인 

작문 이론을 비교하여 다음 <표 Ⅱ-3>과 같이 나타내었다.

형식주의 인지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기반 객 주의 구성주의 구성주의

의미의 치 텍스트
개인

(필자, 독자)
해석 공동체

텍스트의 개념
의미의 자율 인 

단

필자의 사고를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

담화 공동체의 

담화 습과 

규칙의 집합

텍스트 구성의 

주체
의미의 달자

문제 

해결자로서의 

개인

담화 공동체 

구성원

연구자의 심
작문과 련된 

객  지식

작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사고과정

언어 사용의 

사회  해석

작문의 핵심원리 모방
합리성, 

개인의 의도
합의

<표 Ⅱ-3> 작문의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 비교 

  본 연구에서는 작문에 한 사회  구성주의  을 지지한다. 

즉, 텍스트의 개념을 언어 공동체의 담화 습  규칙의 집합으로 규

정하고 필자를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독자를 해석 공동

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본다. 따라서 이 표면 으로는 개인이 쓰

8) 최근,인지 구성주의 작문이론과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한계를

각각 보완하여 인지와 사회를 상호 배타 이 아닌 상호 보완의

에서 ‘사회-인지(socio-cognitive)작문이론’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Flower,1989,1993;Miller,1984).이는 장르 심 작문 모형, 화 심

작문 모형 등에 한 연구로 발 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

서는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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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완성한  속에는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

는 습과 규칙들이 담겨 있고 그로 인해 쓰기가 가능한 것이다. 다

음 에서는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습과 규칙, 규범에 한 문헌

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3.3 공동체의 습, 규범, 규칙

본 장의 3.1 에서는 언어, 나아가 의사소통과 사고 사이의 계, 

3.2 에서는 의미의 구성과 쓰기 사이의 계에 한 본 연구의 

과 지향을 명확하게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사고, 나아가 의

사소통과 사고가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변증법 으로 서로의 발달

을 진하는 계에 있다는 을 취한다. 한 쓰기의 과정은 담

화 공동체의 합의와 의를 통해 진행되며, 한편의 에는 개인의 

쓰기에 여하고 있는 사회 으로 합의된 담화 습과 규칙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국어과 교육과정(2011)의 국어Ⅰ 과목의 작문 역과 화법과 작문 

과목의 설득을 한 작문의 세부 내용에서도 다음과 같이 작문의 과

정과 습, 규칙 등을 내용 성취 기 으로 삼고 있다.

(7) 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습을 이해한다. 

작문은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

어진다. 따라서 작문을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조직

하고 표 하여 수정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략을 익히도록 한다. 

독자와 효과 으로 소통하기 해서는 필요한 습을 익 야 하는

데, 작문의 습에는 의 습 같은 형식  측면뿐만 아니라 필자

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 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도 있음을 강조한다

(p.75). 

(23) 언어 공동체의 쓰기 습을 고려하여 합하고 타당한 논거를 

들어 을 쓴다. 

주장에 따른 논거를 제시할 때에는 언어 공동체의 습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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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배려하여 논거를 선정하는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일방

인 주장을 한 논거 제시가 아니라 독자의 입장이나 마음 등을 감

안한 주장, 나아가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나 가치 등을 감안한 논거 

제시가 요하다.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  습을 고려하고, 공

동체의 요구나 필요, 가치 등을 배려하면서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도

록 한다. 그리고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논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p.107). 

국어교육에서는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  습을 고려하여 공동

체의 요구나 필요, 가치 등을 고려한 논거를 제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작문을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과정으로 본다는 

에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을 생성하고 조

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략, 습과 같은 형식 인 측면 한 지도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수학교육에서도 쓰기에 국한된 논의는 아니지만 수학  담론이나 

수학 수업  교실문화와 련된 규범과 규칙들에 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Sfard(2000, 2002, 2008)가 제시한 

담론의 규칙들(rule of discourse)과 Cobb와 그의 동료들(Cobb, 1994, 

1996; Cobb et al., 1993; Yackel & Cobb, 1996)이 연구한 사회 수학  

규범(sociomathematical norms)에 주목하여 통계  쓰기의 지도에 

한 시사 을 얻고자 한다. 

3.3.1 담론의 규칙

본 장의 3.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Sfard(2008)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규칙에 따라 조정된 활동으로 정의하고, 담론(discourse)을 ‘수용 가

능한 행동들과 그에 한 반응들이 응되는 방식에 따라 구별되는 

의사소통의 특별한 유형’이라 정의하 다(Sfard, 2008, p.297). 즉, 담

론은 어떤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기도 

하는 의사소통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Sfar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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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rd는 바로 이 의사소통의 한 형식으로서 수학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주어진 시 담론이 ‘수학 ’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데에 결정 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으로 네 가지 특성들

이 있다(Sfard, 2008, p.133). 첫째, 수학 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둘째, 수학 공식, 그래 , 그림, 다이어그램 등과 같은 상징

인 인공물(artifact)을 포함한다는 에서 다른 담론들과 구별된다. 이

러한 시각  매개체(visual mediator)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지만 단지 

이미 존재하는 사고를 달하거나 표 하기 한 보조 인 수단의 역

할을 넘어서 의사소통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 특성인 수학

 내러티 (narrative)9)는 수학  상에 한 진술인 상 수  내러

티 와 담론 자체에 한 진술인 메타 수  내러티 로 나  수 있다. 

마지막 특성인 루틴들(routines)은 주어진 담론에서 화들의 행동이나 

특징이 잘 정의된 반복 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담론에 한 논의는 재의 특정한 담론에서의 내용(content)

을 규제하는 규칙들 뿐 아니라 인간의 의사소통  행동

(communicative actions)들에 한 규칙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며 수학

 담론에서 ‘ 상-수 의 규칙들(object-level rules)’과 ‘메타-담

론  규칙들(meta-discursive rules 혹은 간단히 meta-rules)’을 제시

하 다. 를 들어 ‘덧셈과 곱셈에 한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

칙에 한 내러티 ’ 혹은 ‘개의 변을 갖는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와 같다.’라고 하는 진술은 상-수 의 규칙이다. 반면 

메타-담론  규칙들은 담론 참여자들이 상-수 의 내러티 들을 생

성하거나 입증하고자 할 때의 활동에서 보이는 패턴들을 정의하는 규

칙을 말한다(Sfard, 2008, p.201). 즉 메타-담론  규칙은 의사소통  

활동의 일반 인 과정을 안내하는 규칙이다. 

메타-담론  규칙들은 매우 범 한 개념이기 때문에 담론과 

9)내러티 (narrative)는 상들, 상들 사이의 계, 상들에 한 과정에

한 설명으로 구성된 발언으로 말하여지거나 진 을 의미한다.이

는 담론-특수 인 차들의 도움으로 참으로 승인되거나 거짓으로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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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다른 철학 , 사회학 , 인류학  개념들과 혼동되기도 한다. 

를 들어 Wittgenstein의 언어 게임들(language games), Bordieu의 

성향(disposition)을 들 수 있다. 한 Goffman이 언 한 상호작용 

틀(interaction frame), Bruner의 형식(format)에 한 아이디어와도 

련이 있다. ( 략) 수학교육과 련된 역에서는 몇 몇의 학자

들( 를 들면 Yackel and Cobb)에 의해 사용된 사회-수학  규범

이 메타-담론  규칙들의 한 부분집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간

주될 수 있다. 비록 규칙과 규범이라는 개념 사이의 약간의 차이

는 있긴 하지라도 그러하다. 이것은 메타-담론  규칙이 으로 

새로운 개념이 아님을 의미하며 오히려 에 열거된 개념들이 의

미하는 상들을 모두 망라하는 자명한 용어에 가깝다(Sfard, 

2001, p.29-30).

Sfard는  인용문에서 열거한 여러 개념들  사회 수학  개념들

이 수학  학습의 복잡한 과정의 역동성을 잘 포착해 주는 것으로 

Cobb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연구된 사회-수학  규범들에 해 다음

과 같이 언 하고 있다.

 Cobb의 근과 commognitive 틀이 모두 참여 주의 이며 수학  

학습을 논하기 해 창안되었다는 에서 깊은 연 을 갖지만  

commognitive 원리를 생성하는 기본 가정은 commognitive의 틀

이 갖는 독특함에 있다. 이 기본 인 원리는 반드시 차이 을 만

들어낸다. Cobb과 그의 동료들의 념과 주장은 그것들의 

commognitive 응물을 갖는다는 은 사실이다. 를 들어, 

Cobb과 그 동료들의 연구에서 수학 (mathematical), 사회

(social), 사회 수학 (sociomathematical)인 것들 사이의 구분에 따

라 핵심이 되고 있는 규범(norm)이라는 개념은 commognitive 틀 

안에서 메타-담론  규칙의 하 범주로서 정의되고 있다.10) 결과

10) norm을 고려해보면,규칙은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첫째,규칙은 학교

의 교실이나 혹은 수학 연구 공동체와 같이 주어진 담론 공동체 내부에서

범 하게 지켜져야 한다.둘째,규칙은 (공동체의)거의 모든 사람들,특

히 문 인 참여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만약 문가에 의해 논의되

었다면,이 메타 규칙은 주어진 담론의 유형을 규정하는 성질들 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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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Cobb의 수학  규범과 사회-수학  규범 사이의 구분은 

상 수 의 규칙과 메타 수 의 규칙 사이의 commognitive 구

분으로 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두 근이 완 한 

동치(equivalence)라기 보다는 동형(isomorphism)이라는 의 기

를 이룬다. 실제로, 만약 단어의 의미가 “본래의(native)” 어

휘의 나머지 부분과의 계에 있다면, 그러한 번역이 단지 “동

일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간

단한 를 하나 들어보자. 담론은 태생 으로 자신의 상을 만

들어내는 사회  활동이기 때문에, 수학에 한 상-수 의 규

칙이 다른 것보다 덜 사회 인 것이라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 수학  용어 (versus) 사회-수학  용어

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commognitive 연구와 Cobb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상호 련이 

있으며, 서로 감이 된다(Sfard, 2007, p.579-580).

이 듯 Sfard는 사회 수학  규범과 메타-규칙 사이의 공통 을 인

정하는 한편 차이 에 해서도 분명히 인식 하 으며 메타-규칙의 

특성을 가변성, 암묵성, 규범, 유연성, 우연성의 5가지로 제시하 다. 

규칙이라는 단어는 불변성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메타-규칙들은 시간

이 지나면서 진화해 나갈 수 있으며 주로 암묵 인 존재로, 그리고 명

시 으로 만들어질 때에는 언제나 규범 이고 가치 단 으로 인식

되는 것으로 독특하게 만들어 진다. 마지막으로 메타-규칙은 결정론

이라기보다는 제한 이고, 필연 이라기보다는 우연 이다.

3.3.2 사회 수학  규범

Cobb와 그의 동료들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 상징  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의 을 조정한 이론  11)을 바탕으로 

나로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Sfard,2007,p.579).

11) Cobb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수학 교수-학습에 한 구성주의

과 사회학 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호보완성

을 가진다고 하 다.이 두 을 조정한 이론을 그들은 Eme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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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문화 속에서 학생들의 수학 수업을 분석하고자 하 다. 즉 그들

은 개별 학생의 수학  개념에 한 분석을 할 때에는 사회  상호작

용과 학습과 련된 화를 통해 교실 문화 속에 참여한 양상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Cobb & Bowers, 1999). 즉, 그들은 수학 학습

을 개인의 능동 인 구성인 동시에 수학  행으로서의 문화화

(enculturation)의 과정으로 간주한다(한경화, 강순자, 정인철, 2006). 이

에 한 분석의 틀로 Cobb와 그의 동료들은 다음 <표 Ⅱ-4>를 제시하

다(Cobb & Yackel, 1996, P.177; Cobb, 1999; Cobb, Stephan, 

McClain, Gravemeijer, 2001, p.119).

사회  심리학  

사회  규범

(classromm social norms)

자신의 역할, 다른 사람의 역할, 

학교에서의 수학  활동에 한 

일반 인 본성에 한 신념

사회 수학  규범

(sociomathematical norms)
수학  신념과 가치

교실 수학  실제들

(classrom mathematical practices)
수학  개념들과 활동

<표 Ⅱ-4> 교실 수 에서 개인 , 공동체  행동을 분석하기 한 해석  틀 

사회  의 열에 있는 사회  규범, 사회 수학  규범, 교실 수

학  실제들은 교시 미시 문화(microculture)의 세 가지 측면을 나타낸

다. 사회  은 학생이 교실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고 추론하고 논

증하는 규범 인 방식과 련된다. 반 로 심리학  은 학생 개인

의 추론의 속성, 즉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별한 방법에 

을 둔다(Cobb, Stephan, McClain, Gravemeijer, 2001). 한 심리학

 의 열에 있는 요소들은 같은 행에 있는 사회  의 요소들

과 각각 상호 연 된다. 즉, 교실의 미시 문화의 측면과 그것에 참여

하고 기여하는 개인의 활동 사이의 계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Perspective(Cobb& Bauerfeld,1995)로 명명하 다.이는 큰 범주에서 보

면 사회 구성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도 한다(방정숙,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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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자신의 역할, 다른 사람의 역할, 학교에서의 수학  활동에 

한 일반 인 본성에 한 개인의 신념은 교실의 사회  규범과 

련이 있다. 이 게 계를 추측하고 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의 분석

틀은 유용하다. 

사회  규범은 교과와 상 없이, 수업 참여와 련된 의무와 기 로

써 정의되는 반면 사회 수학  규범은 수학  활동에 한 규정 인

(normative) 측면에서 정의된다. 를 들면 사회 수학  규범은,

수학 교실에서 무엇이 수학 으로 다른지(different), 수학 으로 

세련되었는지(sophisticated), 수학 으로 효율 인지(efficient), 그

리고 수학 으로 우아한지(elegant) 등에 한 규범 인 이해가 사

회 수학  규범의 에 해당된다. 학생들이 그들의 해답과 사고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에 한 일반 인 이해는 사회  규범인 반

면, 수학  설명으로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한 이

해는 사회 수학  규범이다(Yackel & Cobb, 1996, p.461).

사회  규범들 사회 수학  규범들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들에 해 

질문한다.

학생들은 수학  추론(reason), 정당화

(justification), 이해(understanding)에 

해 서로 질문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해 

설명한다.

학생들은 수학  논증(argumentation)

을 사용하여 자신의 답을 설명한다.

학생들은 서로 동 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학생들은 수학  추론과 증명을 통해 

합의에 이른다.

학생들은 다양한 근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학생들은 여러 략들 가운데 수학

으로 요한 유사 과 차이 들을 

찰하여 그것들을 비교한다.

학생들은 실수를 학습에서 자연스

러운 부분으로 인정한다.

학생들은 실수를 자신들의 수학  아

이디어에 한 개념들을 재고하고 모

순을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표 Ⅱ-5> 사회  규범들과 사회 수학  규범들의  

사회  규범과 사회 수학  규범 사이의 차이 은 설명, 정당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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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으로 특징지어지는 교실문화에 그들의 연구(Yackel, Cobb, & Wood, 

1991; Yackel & Cobb, 1996; Cobb, 1999; Cobb, Stephan, McClain, 

Gravemeijer, 2001)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며 두 규범의 차이를 보

여주는 들을 비교하면  <표 Ⅱ-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사회 수학  규범이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매우 

합하지만 다소 제한 이다. Cobb(1999)도 사회 수학  규범을 “수

학  활동과 학습에 련된 화에 한 기 ”으로 재 정의함으로써 

다소 넓게 그 개념을 확 했다. Pang(2001) 역시 수학교실문화에 한 

비교 연구에서 수학 토론에 한 교사의 특정한 재 략의 결과로 

성취되는 수학  문화화로서만 사회  규범을 국한 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수학 인 참여 양상을 반 하고 지지하는 교실 문화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요소로써 사회 수학  규범을 재 개념화 할 수 있음을 

제안하 다(방정숙, 2001, 재인용). 사회 수학  규범을 이 게 확  

시키면, 교사가 교실의 사회 인 과정과 특별히 수학 인 참여양상간

의 조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교사가 사회 수학  규범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  한다. 한 더 이상 개인의 

수학  신념이나 가치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느낌, 사고와 논의의 패

턴, 메타인지, 논리  추론, 문제해결에 필요한 발견술의 사용 등에도 

보다 범 하게 연결 지을 수 있다(Kirshner, 2000).

사회 수학  규범의 개념의 역과 상 없이 사회 수학  규범의 

분석은 교사가 교실 환경에서의 수학  질을 높이고 학생 활동의 수

학  측면을 부각시키기 한 규범을 정립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한

다는 을 시사한다. 나아가 수학에 한 교사 자신의 신념과 가치, 

수학  지식과 이해의 요성을 강조한다. 이 게, 수학  공동체의 

표인(representative)로서의 교사의 핵심 인 역할이 부각된다(Yackel 

& Cobb,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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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기 지도에 한 교과별 연구

이 에서는 통계  쓰기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한 거를 마련

하는데 도움이 될 선행연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수학과, 과학과, 국어

과에서의 쓰기 지도 연구가 어떻게 개되어 왔으며, 분석  평가 

거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4.1 수학과의 쓰기 지도 연구

4.1.1 수학교육과 쓰기

수학  의사소통 능력의 강조에 따라 수학 학습에서의 쓰기 활동을 

강조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국내외 주요 들에 실린 연구들

을 검토해본 결과 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수학  성향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Shepard, R. G., 1993; Porter, M. K. & 

Masingila, J. O., 2001; 남유라, 임문규, 2004; 신동로, 왕경수, 김경희, 

2007; 박윤정, 권 진, 2008; 조 자, 강완, 2012)이 주를 이루었다.  

수학 일지 쓰기(journal writing)에 한 국외 연구로 Borasi, R., Rose, 

B. J. (1989)의 연구가 표 이며, 국내에서는 비교사 교육에서 수

학 학습일지를 용한 연구(김선희, 2009), 수학 학습 부진아의 지도방

안으로서 수학 학습일지를 용한 연구들(하은 , 장혜원, 2009; 김홍

찬, 이정은, 2010)이 있었다. 그 밖에도 동화쓰기(설정 , 백석윤, 

2007), 편지쓰기(김병무, 2008; 안종수, 2010), 상호 교류  쓰기(윤정

민, 강완, 2006; 배숙희, 박만구, 2008), 즉흥  쓰기(Miller, L. D., 

1992)와 같은 다양한 쓰기의 지도방법  효과에 한 연구들이 활

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쓰기의 일

반 인 이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쓰기는 지식에 한 이해와 보존을 개선한다. 쓰기는 학생들

이 수학에 한 더욱 깊은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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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화된 구성  근을 증진시켜 다. 쓰기는 자신의 경험, 사

고, 감정을 일정한 형태의 의미 단 들로 표상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여 체계 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정보를 떠올리고 해석하고 

조직하게 함으로써 정보 조각들을 모아 계망을 만들어 의미와 함께 

개념을 학습하게 도와 다. 의미들을 낱개의 조각이 아닌 계망으로 

이해를 하면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 용할 수 있고, 기억이 더욱 오래 

지속된다. 한 을 쓰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 활동을 돌아보

고 조 할 수 있다. 쓰기과정은 말보다 상 으로 느리기 때문에 학

습 내용을 개인 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시간 인 여유가 확보된다

(김용익, 1999). 

둘째, 학생들은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학  아이디어를 친구, 

교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 이고 명백하게 표 하는 것을 배

울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시키고 가르치기 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쓰기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쓰기활동은 학생들의 수학  성향과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쓰기활동이 수학 교과에 한 인식과 참여도, 학습태도, 수학

에 한 유용성 인식, 흥미와 자신감에 정 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

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이해수 에 

한 정보를 얻어 한 평가와 교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학습 

과정에 요한 피드백으로 작용하게 되고 장기 으로는 교사의 교수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수학교육에서도 쓰기의 이 이 많이 강조되고 효과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수학  의사소통과 쓰기 활동에 한 

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 역에서도 쓰기 활동에 한 요

성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재까지 학생들의 쓰기  의사소통 기

술을 어떻게 발달시키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한 연구들은 매

우 드물다(Forster, M., & Wild, C. J., 2010). 게다가 이 연구들  

부분은 통계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 학부생 혹은 학원생을 상으

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  ‧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통계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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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한 보다 실천 이고 경험 인 연구가 

필요하다.

4.1.2 수학과의 쓰기 평가 거에 한 선행연구

  수학  의사소통은 NCTM(1989)의 ‘수학교육과정과 평가의 새로

운 방향’에서 강조되어 국내에도 그 요성이 폭넓게 인식되었고, 이

에 따라 의사소통으로서의 쓰기를 수업에 용하고 학생들의 쓰기를 

평가하기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종희, 김선희, 채미애(2001)는 

NCTM의 제안을 기 로 의사소통 학습의 성취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

라 5개의 의사소통 방식(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래픽)  하나로

써 ‘쓰기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 기 ’을 다음 <표 Ⅱ-6>과 같이 세

운 바 있다.

범주 세부기

표
 수학 언어・기호・식・일상 언어 등의 한 사용 

   다양성

<과제유형별>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한 

쓰기

 논리 인 자신의 경험, 의견, 느낌의 표

 창의성과 실세계 응용

문제 해결 과정 

쓰기

 논리 인 내용 개

 풀이과정  답의 정확성

개념 설명의 

쓰기

 논리 이고 명확한 설명

 시의 다양성

 이해를 돕기 한 그림, 표, 식 등의 정확하고 한 사용

<표 Ⅱ-6> 쓰기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 기 (이종희, 김선희, 채미애, 2001) 

그러나 이 연구는 국외의 의사소통 총  채  기 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쓰기 유형별로 2~3 가지 정도의 기 을 마련하 으나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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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소 포 이고 범 하여 구체 인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상권 외(2013)’에서는 ‘수학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 수학  과정 하  능력

들을 평가할 수 있는 수리논술 문항들을 개발하 다. 한 이 연구에

서는 개발된 문항들에 해 수학  하  능력 외에도 쓰기 능력을 

‘수학  용어  기호 사용능력’, ‘논리  설명 능력’, ‘논리  

구성능력’으로 나 어 평가하기 하여 시문항별로 세부 채 기

을 만들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수학  쓰기나 수리논술과 련된 

연구와는 달리 수학  능력과 쓰기 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고

자 하 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학입시에 용 가능한 논술

시험의 한 형태로서의 수학  쓰기를 연구하 으며, 따라서 의 목

이 평가와 변별에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목 과는 부합하지 않

는다. 

Shield, M.와 Galbraith, P.(1998)은 학생들의 설명  쓰기

(expository writing) 결과물들을 코딩하는 도식(coding scheme)을 제공

하고자 하 다. 그들은 수학 교과서의 내용이 수학의 측면과 언어의 

측면에서 어떻게 진술되는지를 분석하 던 Van Dormolen (1985)의 연

구와 정교화(elaboration)와 련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 Ⅱ-7>

과 같은 코딩 도식을 개발하 다. 

 연구는 학생들의 쓰기 결과물을 수학의 측면과 언어의 측면에

서 분석하기 한 상세한 코딩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코딩 도식은 설명  쓰기에 국한된다는 한계 을 

갖는다. 

이상 수학과에서의 쓰기 지도 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수학학

습에서 쓰기의 이 이 많이 강조되고 그 효과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역에서의 쓰기 지도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  ‧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통계 역에서의 쓰

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한 보다 경험 이고 실천 인 연구가 필요하

다. 이 에서 다룬 쓰기의 평가에 한 선행연구들은 Ⅳ장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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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쓰기의 평가 거들을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

코딩 시스템(Coding system)

    설명의 정교화(Explanation elaboration)

E  다음의 요소들로 (Exemplar)를 든 경우

( 를 들면, ED는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를 든 경우이다.)

S 기호 (symbolic) 표상 V 언어 (verbal) 기술

D 다이어그램(diagram) T 자료 표(table of data)

C 습(convention) G 그래 (graph)

   K 핵(kernel): 정의, 규칙, 차 등에 한 일반 인 진술을 한 경우

G 목표 진술(goal statement)을 한 경우

J 정당화(justification)를 한 경우

L 사  지식이나 경험을 연걸(link)한 경우

P 실제  (practice exercises)를 든 경우

 수학의 측면들(Aspects of mathematics)

T 이론 인(theoretical): 정리, 정의, 공리를 진술 한 경우

A
알고리즘 인(algorithmic): 차의 특정 연산을 실행하는 분명하

고 명료한 방법들을 진술한 경우

L
논리 인(logical): 이론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방법에 한 진

술한 경우

M
방법론 인(Methodological):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규칙, 그러나 알

고리즘보다는 더욱 일반 이고 발견 인 속성을 진술 한 경우

C
습 인(Conventiona) : 습들, 다이어그램의 명명법, 증명 기술 

방법을 기술한 경우

 언어의 수 (Levels of language)

PP 특정하고 차 인(particular procedural)

PD 특정하고 기술 인(particular descriptive)

GP 일반화되고 차 인(generalized procedural)

GD 일반화되고 기술 인(generalized descriptive)

<표 Ⅱ-7> 학생들의 설명  쓰기를 분석하기 한 코딩 도식

(Shield, M. & Galbraith, P.,  1998)



- 48 -

4.2 과학과의 쓰기 지도 연구

통계가 과학과 마찬가지로 귀납  사고와 찰・실험 연구(Moore, 

1991)와 한 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과학과에서의 쓰기

가 어떻게 강조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4.2.1 과학교육과 쓰기

많은 언어 교육자들과 연구자들은 쓰기가 반성  사고와 메타인

지 능력의 발달을 진시킴으로써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개념  이해를 발달시키는 인식론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이 주장은 다양한 교과 역에서 쓰기가 학생들의 학습에 

정 인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범교과 쓰기’운동으로 

확 되었고, 과학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과학 학습과 쓰기를 연결 짓

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 1993)와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는 과학 교육의 주요한 목표인 과학  소양을 향상시키기 하

여 과학 교육과정에 쓰기 활동을 넣도록 강력히 권고 하고 있다(송

윤미, 2012, 재인용). 이러한 에서 국내에서도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학 쓰기가 다음과 같이 명시 으로 기술되어 강조

되고 있다.

 (3) 과학과 련된 상식이나 사회  쟁 에 한 과학 쓰기와 토론

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과학’은 과학의 여러 개념을 융함 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돕는 것

이 목 이므로, 학생들이 개개의 개념이나 용어들을 단순하게 암기하

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로 과학과 련된 여러 

상황에 용하면서 이에 해 동료들과 토론하거나 을 써서 표  

하는 등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요한 

과학  발견이 이루어진 배경을 통하여 과학자의 인성을 배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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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과제나 발표 수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p.49).

과학 쓰기의 여러 교수 로그램  Keys, C. W., Hand, B., 

Prain, V., & Collins, S. (1999)가 개발한 탐구  과학 쓰기(Science 

Writing Heuristic)는 쓰기 과정과 과학의 과정의 유사성에 을 

둔 학습방법으로 안내된 탐구 방법과 학습을 한 쓰기 략을 결

합시켜 만든 것이다. 이 활동에서는 화로써의 논의와 쓰기로써의 

논의를 과학 탐구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장과 증거를 형성한다(장경화, 남정희, 최애란, 

2012).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탐구  과학 쓰기

를 용한 수업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었다(남정희, 곽경화, 장

경화, 2008; 성화목, 황소 , 남정희, 2012; 손정우, 정은주, 2013; 신소

, 최애란, 박종윤, 2013). 이 연구들은 탐구  과학 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 개념 이해, 논의 능력, 쓰기 능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Hassard와 Dias(2009)는 과학 쓰기의 유형을 웹 쓰기, 과학 기

록, 편지, 과학 신문 만들기, 이야기 쓰기로 나 었다. 이들은 학생들

이 수업 시간에 찰, 추리, 가설, 결론에 한 쓰기를 한다면 쓰

기가 효과 인 학습 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배희숙, 

석, 홍 의(2009)는 과학 탐구 능력 신장을 하여 과학 쓰기 교수 ‧ 

학습 략을 구안하고 이를 학교 장에 직  용하 다. 이를 해 

과학 쓰기 유형을 다음 <표 Ⅱ-8>과 같이 설명  쓰기, 논리  

쓰기, 비  쓰기, 창의  쓰기의 네 가지 큰 범주 아래 27가지

의 하  쓰기 활동으로 분류하 다. 한 과학 쓰기를 통해 과학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실험에서 얻어진 찰과 자료를 구조화하고 

해석하고 의사소통 하는 능력, 자료와 찰  실험으로부터 추론하거

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능력, 과학 이론의 발달에서 찰과 실험의 역

할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같은 탐구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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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유형

설명  

쓰기

 찰하여 쓰기

 분류하는 쓰기

 요약하는 쓰기

 실험을 묘사하는 쓰기

 개념, 법칙을 설명하는 쓰기

 그림, 사진, 표, 그래 를 해석하는 

쓰기

 실험도구, 방법, 결과를 설명하는 

쓰기

논리  

쓰기

 근거 찾아 쓰기

 완성하는 쓰기

 문제 해결하는 쓰기

 과학 원리로 해석하는 쓰기

 과학 속담 ‧ 사자성어 해석하는 쓰기

비  

쓰기

 주장하는 쓰기

 과학 오류를 찾아 쓰기

 다양한 에서 쓰기

 화문 완성하는 쓰기

 사실과 의견(가치)을 구분하는 쓰기

창의  

쓰기

 상상하여 쓰기

 노래가서 바꿔 쓰기

 극본으로 바꿔 쓰기

 만화로 나타내기

 마인드맵 쓰기

 일기형식으로 쓰기

 과학자에게 편지쓰기

 인터뷰형식으로 쓰기

 짧은  확장하여 쓰기

 인스토 을 통한 쓰기

<표 Ⅱ-8> 과학 쓰기(science writing) 유형(배희숙 외, 2009, p. 180)

4.2.2 과학과의 쓰기 평가 거에 한 선행연구

송윤미(2012)는 과학 쓰기 평가 루 릭을 개발하기 하여 국・내

외 15개 학술지에 개제된 국문 16개, 문 64개 총 80개의 논문으로부

터 과학 쓰기의 특성  목 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쓰

기 평가를 ‘내용’, ‘구성,’ 표 ‘ 3개의 범주로 나 어 루 릭을 

개발하 다. 내용 범주는 다시 주제, 과학  지식, 과학  논증으로 

구체화 되며 주제의 명확성, 성, 독창성, 과학  지식의 정확성, 

련성,  과학  논증의 추론, 반증을 평가 거로 설정하 다. 구성 

범주의 평가 거는 조직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범주의 평가 

거는 자료 표 , 인용표기, 어휘・어법, 독자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거마다 세 개 수 의 평가 척도(우수, 보통, 노력필요)를 용

하 다. 

박은희(2007)는 과학논술 회 채 심사평과 논술 쓰기 지도 요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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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쓰기 평가틀을 과학성, 논리성, 독창성의 3 역으로 다음 

<표 Ⅱ-9>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역 거 채 기

과학성

과학  논거 

제시

주장을 뒷받침하기 하여 제시하는 근거나 근거의 출처

가 과학 으로 믿을만한가?

과학지식
주장에 필요한 과학지식을 스스로 소화하여 정확하게 사

용하는가?

합리  안 

마련

비 인 시각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합리 인 안을 마

련하는가?

논리성

주제의 명확성 주장이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는가?

논지 개의 

일 성

주장이 모순된 내용이나 비약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는가?

구성의 체계성
의 형식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되어 있고 단락

의 구성이 체계 인가?

독창성

발상의 참신성 주제가 신선하고 독특한가?

문제해결의 

독창성
다양한 생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표 의 독창성 주제에 한 생각을 자기만의 로 표 하고 있는가?

<표 Ⅱ-9> 과학 쓰기 평가틀(박은희, 2008, p.11) 

양일호, 이효정, 이효녕, 조 (2009)의 연구에서는 과학이 단순히 

자연세계에 한 사실의 축 이 아니라 자연 서계에 한 설명을 제

공하는 이론 구성활동이 수반되므로 과학 이론들은 도 과 반론에 늘 

직면해 있다고 보고, 이를 효과 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증

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들은 과학  논증과정을 형

식, 내용 태도의 세 가지 범주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마다 평가 항목

을 구체화한 후 5  척도로 기술하 다. 형식  측면의 평가항목은 

체구성, 주장(명백함, , 구체성), 근거(출처 제시, 주장과 련성, 

충분함), 결론(정당성, 일 성, 종합성)이고, 내용  측면의 평가항목은 

이해(주제에 한 이해, 용어 사용), 신빙성, 추론이며, 태도 측면의 평

가항목은 참여도, 개방성이다. 

이상 과학과의 쓰기에 한 지도 연구를 살펴보았다. 설명  쓰

기, 논리  쓰기, 비평  쓰기, 창의  쓰기를 비롯한 여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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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쓰기가 과학교육에 용되고 있었다. 특히 탐구  과학 쓰기

의 경우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과 증거를 형성하여 

서술한다는 에서 통계  쓰기와 유사하다. 한 이와 같은 쓰기활

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자료를 구조화하고 해석하고 의사소

통 하는 능력, 자료로부터 추론하거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능력 등이 

길러짐이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과학 쓰기를 평가한 연구들에서 쓰

인 평가 기  항목들은 Ⅳ장에서 통계  쓰기의 평가 거들을 논의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

4.3 국어과의 쓰기 지도 연구

통계  쓰기가 다른 교과에서의 쓰기, 혹은 수학  쓰기와 다

른 차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통계  쓰기 한 문자 언어

로 표 된 쓰기의 한 가지 유형임을 고려하 을 때, 잘 작성된 는 

좋은 이 갖추어야 할 쓰기의 일반 인 특성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하여 국어과에서는 쓰기가 어떻게 지도되고 있으며 쓰기에 

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4.3.1 국어교육과 쓰기

다른 교과와는 달리 국어과에서는 쓰기 자체가 하나의 하  과목 

혹은 하나의 내용 역으로 분류되므로 본 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2012)에 명시된 내용을 심으로 쓰기 역이 어떻게 지도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어과 공통교육과정의 내용 역은 듣기 ‧ 말

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며 쓰기의 내용체

계는 다음 <표 Ⅱ-10>과 같다(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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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 다양한 목 의 쓰기

- 정보를 달하는 

- 설득하는 

- 친교  정서 표 의 

∙ 쓰기와 매체

지식 기능 태도

∙ 쓰기의 본질과 특성

∙ 의 유형

∙ 쓰기와 맥락

∙ 씨 쓰기

∙ 쓰기의 계획

∙ 내용 생성과 조직

∙ 표 하기와 고쳐 쓰기

∙ 쓰기 과정의 검과 조정

∙ 가치와 요성

∙ 동기와 흥미

∙ 쓰기의 윤리

∙ 쓰기의 생활화

<표 Ⅱ-10> 국어과 공통교육과정의 쓰기 내용체계 

 표에서 알 수 있듯, 국어과 언어 사용 역의 계는 지식, 기능, 

태도로 범주화되었고 각각의 범주에 하  내용을 설정하 다. 한 내

용 역 뿐 아니라 학년군별로 쓰기 역의 성취기 을 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년군별 세부 내용 성취 기   본 연구와 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학년군 내용 성취 기

5-6학년군

(1)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을 쓴다.

(2) 목 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을 쓴다.

(4) 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을 쓴다.

(7) 자신이 쓴 을 내용과 표 을 심으로 고쳐쓴다.

학교 

1-3학년군

(1) 주제, 목 ,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계획하고, 검하

고 조정한다.

(4)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을 쓴다.

<표 Ⅱ-11> 국어과 공통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쓰기 내용 성취 기 (일부)

<표 Ⅱ-11>에서 알 수 있듯이, 쓰기 과정을 자기 주도 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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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조정할 수 있는 쓰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며, 논리 이고 설득

인 을 쓸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주장과 근거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고 

개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자신의 주장이 사회, 문화  맥락 안에

서 수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 학생들이 고를 쓴 후 잘못되거

나 하지 못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도 한다. 고쳐 쓰기의 목 은 

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 비 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을 개선하기 한 것이라는 을 주지시키도록 명시

하고 있다(p.38). 

한 국어과 교육과정(2012)의 국어Ⅰ 과목의 작문 역과 화법과 

작문 과목의 설득을 한 작문의 세부 내용에서도 다음과 같이 작문

의 과정과 습, 규칙 등을 내용 성취 기 으로 삼고 있다.

(7) 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습을 이해한다(p.75). 

(23) 언어 공동체의 쓰기 습을 고려하여 합하고 타당한 논거를 

들어 을 쓴다(p.107). 

국어교육에서는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  습을 고려하여 공동

체의 요구나 필요, 가치 등을 고려한 논거를 제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을 생성하고 조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략, 습과 같은 형식 인 측면 한 지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4.3.2 국어과의 쓰기 평가 거에 한 선행연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쓰기 역의 평가 목표는 쓰기의 목 , 독자, 

주제에 맞게 을 정확하고 효과 으로 쓰는 능력에 을 두어 설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어과에서 쓰기 평가의 구

체 인 범주와 거에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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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직, 구성, 구조, 

형식
표

김정자

(1992)

주제(주장)의 선명성

근거의 타당성

문단 구분  

자연스러운 개

내용의 논리  개

평이성

명확성

원진숙

(1999)

내용의 통일성

주제의 선명성

논증의 타당성

결론의 성

사고력

문단 개 방식

의 논리 구조

맞춤법/띄어쓰기

한 어휘 사용

문장의 정확성

응집성

한 문체

박 목

(1999)

내용의 풍부성

내용의 정확성

내용 사이의 연 성

주제의 명료성과 

타당성

사고의 참신성과 

창의성

 구조의 성

문단 구조의 성

구성의 통일성

구성의 일 성

세부 내용 개의 

성

어휘 사용의 성

문장 구조의 성

효과  표

개성  표

맞춤법, 띄어쓰기, 

씨

서수

(2008)

주제의 성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독자에 한 고려

구조의 체계성 표 의 명료성

김정연

(2012)

련성

수용가능성

반론 설득 가능성

균형성 독자지향성

<표 Ⅱ-12> 국어과에서의 쓰기 평가 범주  거

으로 내용, 구성(혹은 형식, 조직, 구조), 표 의 세 가지 측면에서 

거가 마련되어 왔으며 이는 설득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이다(김정

자, 1992; 원진숙, 1999; 박 목, 1999; 서수 , 2008; 김정연, 2012; 이

호, 2012 등). 이 연구들의 쓰기 평가 범주  거를 정리하여 나

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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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

(2012)

설득력

근거의 타당성

근거의 성

논지의 일 성

구조의 합성

김정자(1992)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을 쓰는 목 에 따라 설

득 인 , 설명 인 , 표출 인 로 쓰기의 종류를 나 고 각 종

류별로 거를 제시하 다는 에서 쓰기 평가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

히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서수 , 2008). 

이상 국어과에서의 쓰기 련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교육에서는 논리 이고 설득 인 을 쓸 때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에는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  습을 고려하여 공동

체의 요구나 필요, 가치 등을 고려한 논거를 제시하여야 함을 교육과

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나아가 을 생성하고 조직하는데 필요한 지식

과 략, 습과 같은 형식 인 측면 한 지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

다. 한 작문을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과정’으로 본다는 에서 본 

연구와 같은 을 취하고 있다. <표 Ⅱ-12>에서 제시한 국어과에서

의 쓰기 평가 범주  거는 Ⅳ장에서 통계  쓰기의 평가 거들

을 논의할 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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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차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첫째, 통계  쓰기 수업을 개발하는 것이

고 둘째, 통계  쓰기 수업을 실제 수업에 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

하는 것이다. 두 개의 연구 문제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이 장에서는 

각각의 연구 문제에 한 연구 방법  차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연구 문제 1에 한 연구 방법

연구 문제 1은 통계  쓰기 수업 방안 개발에 한 것으로 두 개

의 연구 질문으로 구체화 하 다. 

 연구 질문 1-1: 통계  쓰기의 구성 요소  평가 거는 무엇

인가?

 연구 질문 1-2: 통계  쓰기의 수업 방안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연구 문제1에 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를 택하 다. 

본 논문의 본 논문의 Ⅱ장 2 에서는 통계  사고와 통계 역에서

의 쓰기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계  쓰기를 정의하 다. 

통계  쓰기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는 Ⅱ장 1 에서 논의한 통계

 사고와 논증에 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하 다. 한 통계  쓰

기의 평가 거를 세우기 해서는 통계의 역 특수성 뿐 아니라 

쓰기의 일반 인 속성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Ⅱ장 4 에서 논의한 

수학과, 국어과, 과학과에서의 쓰기 지도연구에 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통계  쓰기의 평가 거를 마련하 다. 한 Ⅱ장 3 에서

는 통계  사고 신장에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는 과제의 특성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었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  쓰기 수업에 필

요한 과제를 개발하 으며 수업  활동과 지도할 내용, 략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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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정하 다. 이 후 개발한 수업은 교육 문가들에게 검토를 의

뢰하여 수정  보완을 거쳤다. 연구 문제 1에 한 결과는 본 논문의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연구 문제 2에 한 연구 방법

2.1 연구 질문

 연구 문제 2는 연구 문제 1에서 구안한 수업을 실제 수업에 용

시키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 두 가지 연구 질문으로 구체

화하 다. 

 연구 질문 2-1: 통계  쓰기 수업이 학생들의 통계  쓰기 능

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연구 질문 2-2: 통계  쓰기 수업이 학생들의 통계에 한 태도

에 미치는 향은 무엇인가?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학부설 재교육원 수학분과에 소속된 학교 2학년 학생 20명(남학

생 17명, 여학생 3명)을 상으로 한다.  학생들은 각 학교장으로부

터 추천을 받거나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등 재 교육 기

에 재원 는 수료한 학생들로 1단계 서류 심사를 거쳐, 본 재교

육원에서 주 하는 수학  사고력  창의  문제해결력 논술검사와 

심층 면 을 통한 학문 성・인성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 되어 

재 본 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 인 학생들이다. 따라서  학

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새로운 소재나 교수 방법을 용한 수학수

업에 한 거부감이 덜할 것이며 수학에 한 흥미와 열의가 높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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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집 도와 과제집착력이 높을 것이라 상할 수 있다. 한 논술검

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므로 기본 인 쓰기소양을 갖추었다고 기

할 수 있다. 

2.3 측정도구

2.3.1 통계에 한 태도 검사지

통계의 정의  측면을 평가하기 한 다양한 검사지들이 개발되었

다. 표 으로 SAS(Statistics Attitude Survey; Roberts, Bilderback, 

1980), ATS(Attitudes Toward Statistics; Wise, 1985), SATS-36(Survey 

of Attitudes Toward Statistics-36; Schau, 2003) 등이 있다. SAS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통계에 한 태도를 하나의 총

체 인 수로 나타낸다. 하  요인 없이 총체 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효율 이지 못하며 태도가 아닌 통계  지식이나 개념을 묻는 문항들

도 포함되어 있다는 비 을 받았다. ATS는 총 29문항으로 두 개의 하

요인인 통계학 수업에 한 학생들의 태도와 통계의 유용성에 한 

학생들의 태도로 구성된다. ATS 역시 폭 넓게 사용되었으나 두 개의 

하  요인으로 나  근거가 부족하며 두 하  요인 사이의 경계가 모

호한 문항들이 있다는 비 을 받았다. 

한편 SATS-36(Survey of Attitudes Toward Statistics-36; Schau, 

2003)은 이 의 선행연구로 개발한 SATS-28(Schau, 1992; Schau, 

Stevens, Dauphinee, Del Vecchio, 1995)를 보완하여 수정한 검사지이

다. SATS-28의 4개의 하  요인인 정서(affect), 인지  역량(cognitive 

competence), 가치(value), 곤란성(difficulty)에 2개의 하  요인인 흥미

(interest)와 노력(effort)을 추가하여 7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36개

의 문항을 개발하 다. 

SATS-36은 인지 , 정서 , 심리  측면들을 아우르고 있고, 정교한 

제작 과정과 타당화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H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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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 Olsen, 2004)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숙과 수

(2009)은 SATS-36을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 실정에 맞게 번

역  수정한 후, 우리나라 학생과 학원생을 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여 한국  통계에 한 태도 검사(K-SATS)를 타당화한 바 있다. 

모든 문항의 응답은 7  리커트 척도(  그 지 않다 – 그 지 않다 

– 조  그 지 않다 – 보통이다 – 조  그 다 – 그 다 – 매우 그

다)로 되어 있다. K-SATS의 하  요인  문항 수는 다음 <표 Ⅲ-1>

과 같다.

요인명 요인 정의 문항 수

흥미 통계학에 한 흥미나 심, 정  정서 6

가치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통계가 가지는 유

용성, 련성, 가치
7

인지  

역량

통계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할 역량이 있

다고 인식하는 정도
9

용이성 학문으로서 통계학이 쉽다고 인식하는 정도 6

노력 통계학습을 한 노력 4

<표 Ⅲ-1> K-SATS의 요인 정의  요인별 문항 수(이 숙, 수  , 2009)

본 연구에서는 수업  후 학생들의 통계에 한 태도를 검사하기 

해 K-SATS를 활용한다. 단, K-SATS는 학생, 학원생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이 문항들에서 쓰인 ‘통계학 강의’, ‘통계

학 과제’와 같은 용어들은 재 통계를 수학 교과의 한 단원으로 배

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색한 표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 수업’, ‘통계 단원’과 같은 용어로 수정하여 용하도록 한

다. 

한편 Gal, Ginsburg, Schau(1997)은 ATS, SATS 등을 비롯한 통계의 

정의  역의 검사지들이 학부생, 학원생들을 상으로 만들어졌다

는 한계를 지 하며,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ATS, SATS 같은 검사지

에 개방형(open-ended)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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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생들이 답한 응답에 어떠한 경험이나 특정 신념이 있는지 알아

내고, 그들이 갖게 된 수학 , 통계  태도의 원인을 정교화하고 통계

지도에 반 할 수 있게 된다. 이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수정한 

K-SATS의 32개 문항에 8개의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여 <표 Ⅲ-2>와 

같이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하

요인
해당 문항 응답 유형

문항 

수
비고

흥미 3, 12, 18, 19, 21, 27 7  리커트 척도 6

K-SAT

S를 

수정

가치
7*, 9, 10, 13*, 16*, 23*, 

30*
7  리커트 척도 7

인지  

역량

4*, 5*, 11*, 15*, 17*, 

24*, 26*, 28, 29
7  리커트 척도 9

용이성 6, 8*, 20, 22*, 31*, 32* 7  리커트 척도 6

노력 1, 2, 14, 25 7  리커트 척도 4

경험  

신념

32, 33, 34, 35, 36, 37, 38, 

39, 40
개방형(서술) 8 개발

*로 표시된 문항은 역 채  문항이다.

<표 Ⅲ-2> 통계에 한 태도 검사지

2.3.2 통계  지식 진단 검사지

통계  쓰기 과제를 개발하기 앞서 과제를 수행할 학습자 분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통계  쓰기에 필요한 기본 인 통계  개념인 그

래 , 푯값과 산포도, 상 계(상 도, 상 표)의 이해정도를 알아

보기 하여 검사지를 개발하 다. 상 도와 상 표는 제 7차 교육과

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에서 삭제되어 재까지 다루

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 계라는 통계  방법은 부족한 정보와 완

하지 않은 계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개연추론의 요한 도구(이

하, 김소 , 2012)로서 통계  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통계  지



- 62 -

식이라 단되어 검사 문항에 포함하 다. 

종 류
문항

번호
문항의 내용 출제 근거

이해

구분

문항

형식

막

그래

1 막 그래 의 이해 PISA2003 공개문항 읽기 선다형

2 막 그래 의 활용 TIMSS2007 공개문항 계 단답형

3 막 그래 와 확률 TIMSS2003 공개문항 해석 선다형

4 막 그래  그리기 연구자 개발 구성 서술형

꺾은선 

그래

5 꺾은선그래 의 이해 2007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선다형

6 꺾은선그래 의 용 2010 학업성취도평가 계 선다형

7 꺾은선 그래 를 통한 측 연구자 개발 해석 서술형

8 꺾은선 그래  그리기 연구자 개발 구성 서술형

원

그래

9 원그래 의 이해 2006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선다형

10 원그래 와 비율 TIMSS2003 공개문항 계 선다형

11 표와 원그래 연구자 개발 해석 단답형

12 원그래  그리기 연구자 개발 구성 서술형

기와 

잎 

그림

13 기와 잎 그림의 이해 2010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선다형

14 기와 잎 그림에서의 비교 2011 학업성취도평가 계 선다형

15 기와 잎 그림에서의 비교 연구자 개발 해석 단답형

16 기와 잎 그림 그리기 연구자 개발 구성 서술형

히스토

그램

17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2005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선다형

18 히스토그램의 이해 2006 학업성취도평가 계 선다형

19 히스토그램의 이해 연구자 개발 해석 단답형

20 히스토그램 그리기 연구자 개발 구성 서술형

푯값

21 앙값과 최빈값 구하기 연구자 개발 지식 단답형

22 도수분포표에서의 푯값 연구자 개발 지식 단답형

23 히스토그램과 푯값 연구자 개발 용 선택형

24 평균 구하기 연구자 개발 용 단답형

산포도

25 산포도의 이해 연구자 개발 지식 선다형

26 도수분포표에서의 표 편차 연구자 개발 지식 단답형

27 히스토그램과 산포도 연구자 개발 용 단답형

28 변량의 변화에 따른 표 편차 연구자 개발 용 단답형

상 도

와

상 표

29 상 계의 이해 연구자 개발 지식 단답형

30 상 도의 이해 연구자 개발 용 단답형

31 상 표에서 변량사이의 계 연구자 개발 지식 선다형

32 상 표의 이해 연구자 개발 용 선다형

<표 Ⅲ-3> 통계  지식 진단 검사지의 문항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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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에 한 평가문항은 행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막 그래 , 

꺾은선 그래 , 원그래 , 기-잎그림, 히스토그램에 한 것들로 구

성되었다. 그래 의 이해정도를 읽기, 계 찾기, 해석하기(Curcio, 

1987)와 구성하기(Wu-yingkang, 2004)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 당 1문항 씩 제작하 다. 한 푯값, 산포도, 상 계의 이해

는 지식과 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 당 2문항씩을 제작하 다. 이를 

해 몇 개의 문항들은 PISA, TIMSS의 공개문항과 국가수  학업성취

도 평가의 문항을 이용  수정하 고, 나머지 문항들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개발하 다. 검사지의 문항 분류표는  <표 Ⅲ-3>

와 같다.

2.3.3 통계  쓰기 과제

통계  쓰기 방법 지도  용할 쓰기의 사  과제와 지도 후 

용할 사후 과제를 개발하 다. Ⅱ장 2.3 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

으로 과제를 개발하 으며 수업에 용하기  교육 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2.3.4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질문지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체감 난이도, 흥미, 유용성 등 통계  쓰기 

수업에 한 학생들의 반 인 인식을 알아보고 시사 을 얻기 해 

질문지를 개발하여 용하 다. 질문지는 <표 Ⅲ-4>와 같이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익명으로 작성하게 하여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얻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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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의 내용

1 당신은 이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 습니까?

2 이 수업의 반 인 난이도는 어떠하 습니까?

3 이 수업은 흥미로웠습니까?

4 이 수업은 당신의 통계학습에 유용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5 이번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6 을 쓸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 을 쓸 때, 가장 쉬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8
논리 이고 타당한 을 쓰기 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9
을 쓰고 난 후,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당신의 통계  

쓰기 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10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자신의 느낀 ,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Ⅲ-4>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질문지 

2.4 자료 수집  분석 방법

개발한 수업을 실제 용하기 하여 총 13차시의 수업이 계획 후 

진행되었다. 서울시 소재 학부설 재교육원 수학분과에 소속된 

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상으로 사  검사를 실시하 다. 사  검사

에 쓰인 검사 도구는 통계  지식 진단 검사지, 통계  쓰기의 사  

과제, 통계에 한 태도의 사  검사지이다. 사  검사를 실시 한 후, 

통계  쓰기의 사  과제에 한 체 토론을 진행하 고 자신의 

을 고쳐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 평가와 교사의 개별 피드백도 이

어졌다. 이후 수업에서는 통계  쓰기 방법에 한 지도를 하 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사후 검사는 통계  태도에 한 사후검사와 

통계  쓰기의 사후 과제로 이루어졌다. 토론과 수업장면은 사  동

의하에 모두 녹화  녹취되었으며 두 명의 수업 찰자가 수업을 참

하 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방법에 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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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사  통계  지식

학생들의 사  통계  지식을 진단하고 이에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해 <표 Ⅲ-3>의 검사지를 활용하 다. 통계  지식 진단 검사지는 

총 32문항으로 선다형, 단답형 문항과 그래 를 구성하는 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검사지를 배부하고 [그림 Ⅲ-1]과 같은 별도

의 답안지 양식에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 다. 50분의 응시 시간이 지

난 후, 작성한 답안지와 검사지는 모두 제출하도록 하 다. 

수거한 답안지를 채 하여 학생별 수를 낸 뒤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항목 별(막 그래 , 꺾은선그래 , 원, 기와 잎 그림, 

히스토그램, 푯값, 상 도와 상 표, 산포도) 정답률을 비교 하여 학

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  지식을 진단하 다.

[그림 Ⅲ-1] 통계  지식 진단 검사지의 답안지 양식

2.4.2 통계에 한 태도

통계  쓰기 수업 과 후에 학생들의 통계에 한 태도에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통계에 한 태도 검사를 사 , 사후에 실시

하 다. 검사지의 문항은 <표 Ⅲ-2>와 같이 총 40문항이며 소요 시간

은 40분이었다. 통계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

들에게 솔직하고 즉각 으로 응답하도록 안내하 다. 검사가 종료 된 

후, 검사지를 모두 수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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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사후 검사를 통해 수거한 검사지를 토 로 수업  후, 학생

들의 통계에 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 다. 1번부터 32번까지의 문항

은 7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는 유형으로 이  16개의 문항에 해

서는 역 채 이 이루어졌다. 통계 패키지 SPSS 21.0을 이용하여 사후 

수와 사  수 차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집단이 없는 단일집단 사  사후 설계모형을 

용하 다. 일반 으로 조집단을 두지 않고 실험집단만을 상으로 

실험 처치 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 -사후 검사의 차이를 실

험 효과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연구의 내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렵

다는 약 을 가진다. 그러나 태도나 신념 등의 정의 인 특성은 단기

간에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  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것이 수업 처치로 인한 것이라 상할 

수 있다. 한 특수학  학생이나 수학능력이 아주 뛰어난 재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단 사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모형을 용하는 것이 합하다(박원희,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

집된 통계에 한 태도의 사  사후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paired 

t-test를 실시하 다. 

2.4.3 통계  쓰기 능력

통계  쓰기 수업 과 후에 학생들의 통계  쓰기 능력에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사  검사와 사후 검사를 수행하 다. 사

 쓰기 과제는 모두 4개로 한 과제 당 5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쓰기 과제를 부여하기  유의사항을 달하 다.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여 답안지에 을 쓰도록 안내하 다.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를 수행 한 후 30분의 휴식 시간을 주었고, 휴식 시간 동안 학생

들끼리 과제에 한 내용에 해 화하지 않도록 하 다. 휴식시간이 

끝나고 나머지 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으며 검사가 종료 된 후 문

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수거하 다. 사후 검사 때에도 사  검사와 마

찬가지로 과제가 힌 문제지와 별도의 답안지를 배부하 으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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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 다.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계  쓰기 평가

거  세부기 에 따라 정성 으로 분석하 다. 한 통계  쓰기 

수업이 통계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사  

쓰기 과제의 수와 사후 쓰기 과제의 수의 차이를 검증하도록 

하 다. 한 통계  쓰기 평가 거의 세부기  별 향상 효과를 더

욱 자세히 알아보기 하여 McNemar-test를 실시하 다. 

2.4.4 토론  수업장면의 찰

통계  쓰기 사  과제를 수행 한 이후, 이 과제에 한 체 토

론을 진행하 다. 한 토론 후, 통계  쓰기 방법에 한 교사의 

수업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과정을 찰하고 분석하기 하여 수업  모

든 내용이 녹음  녹화 되었다. 한 두 명의 수업 찰자가 수업을 

참 하 다. 녹음  녹화 된 자료는 모두 사하여 분석의 자료로 활

용하 으며 사한 내용은 질 으로 분석하 다.

2.4.5 수업에 한 의식 조사

통계  쓰기 수업 반에 걸친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하여 

수업에 한 의식 질문지를 활용하 다. <표 Ⅲ-4>와 같이 총 10문항

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20분에 걸쳐 작성하게 하 다. 질문지에는 이

름을 지 않게 하여 솔직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 다. 수

집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 참

여도, 수업에 한 흥미와 유용성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해 분석

하 다. 한 수업의 반 인 난이도,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

웠던 과 쉬웠던 등도 통계를 내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에 한 

시사 을 도출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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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차  일정

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차  일정을 나타내

면 다음 <표 Ⅲ-5>와 같다.

연구 설계 

문헌연구

 통계  사고와 조사활동에 한 문헌 연구

 논증의 구조와 도식에 한 문헌 연구

 쓰기 지도에 한 수학과와 타 교과의 선행 

연구 조사

 연구 문제 설정  연구 설계

2013년

1~4월

 

연구 참여자 

선정

서울시 소재 학부설 재교육원 수학분과에 

소속된 학교 2학년 학생 20명

2013년

5월

 

측정도구  

수업의 개발

 통계  쓰기의 정의  거 마련 

 통계에 한 태도 검사지 개발

 통계  지식 진단 검사지 개발

 통계  쓰기 과제 개발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질문지 개발

 통계  쓰기 수업 구안

2013년

6월~

10월

 

수업의 용

 통계  지식 진단 검사

 통계에 한 태도의 사  검사

 통계  쓰기 사  과제

(사  검사)

2013년

10월

 체 토론  고쳐 쓰기

 자기평가, 피드백

 통계  쓰기의 방법 지도

 통계에 한 태도의 사후 검사

 통계  쓰기 사후 과제
(사후 검사)

 

(수업의 분석)

자료수집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  결론 논의

2013년

11월~

12월

<표 Ⅲ-5> 본 연구의 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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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통계  쓰기 수업의 개발

이 장은 연구문제 1에 한 연구결과로, 통계  쓰기의 수업을 개

발한 내용을 서술하 다. Ⅱ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의 1 에

서는 통계  쓰기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논증 요소들을 정하 고,  

2 에서는 통계  쓰기의 평가 거를 세웠다. 3 에서는 통계  

쓰기를 활용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4 에서는 그 

차에 해 서술하 다.

1. 통계  쓰기의 활동

통계  쓰기는 자료로부터 출발하여 통계  추론을 통해 합리

인 주장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독자

가 자신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장과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

이 포함된다. 한 그 과정은 근거와 이유를 통한 ‘논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계  쓰기는 넓은 범주의 논증  쓰기12)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통계  쓰기의 활동은 논증 구성활

동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통계  쓰기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할 때에 논증의 구성요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본 논문의 제 Ⅱ장의 1.2 에서는 세 가지 논증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이  Williams와 Colomb의 논증모형이 통계  

사고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모형들 보다 합리 인 이유에 해 

서술하 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Williams와 Colomb의 다섯 가

지 논증 구성요소인 ‘주장’, ‘이유’, ‘근거’, ‘ 제’, ‘반론

수용과 반박’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반 하 다. 

12) Brinker(1985)는 을 그 구조에 따라 기술형,서사형,설명형,논증형으

로 나 었다.논증 텍스트는 자료와 논거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거나

추론하는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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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와 Colomb의 논증 요소에서 제는 주장과 이유를 이어주

는 보편 인 원칙인데, 를 들어 ‘감독이 자리를 비우면(이유) 선수

들은 충 훈련할 것이다(주장)’과 같은 추론 사이에‘권력자가 없으

면 그 에 있던 사람들이 제 멋 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제가 숨

어 있다. 그러나 사실, 논증에서 제를 진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독자와 가정, 믿음, 가치를 공유한다면 제를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제는 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며 상식이나 습 

등 문화 인 코드가 담겨 있다(p.260). 한 제와 이유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숨은 제를 드러내어 서술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

가 많다. 따라서 굳이 제를 학생들에게 지도해야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유와 주장을 이어주는 보편 인 원칙이라면, 제를 지도하는 

것은 이유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논리 으로 충분히 서술

해야 함을 지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  쓰기에 포함된 논증의 구성요소로 

‘통계  근거’, ‘이유’, ‘주장’, ‘반론수용과 반박’ 네 가지

를 제시한다. 

첫째, ‘통계  근거13)’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 가 되는 자료와 

증거들이다. 단, 통계  근거가 통계  조사활동에서 직  수집하여 

얻은 통계자료 혹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표, 그래 , 그림 모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  근거를 마련하기 해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들 가운데 주장(혹은 주제)과 련이 있는 것들만 선별한 뒤 그것

들이 나타내는 정보, 수치, 비율 등을 바르게 읽어야 한다. 즉, 통계  

근거의 가장 요한 조건은 주장(주제)과의 련성이며 통계  근거를 

얻기 해서는 통계자료읽기 능력이 요구된다.

둘째, ‘이유’란 통계  근거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해석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이유를 마련하기 해서는 선별한 통계

 근거들 사이의 계를 찾아야 한다. 하나의 자료 안에서 구조나 경

향을 악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표와 그래 를 연결하여 상호 계나 

패턴 등의 정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통계  근거로부터 얻은 이러한 

13)혹은 짧게 ‘근거’라고도 서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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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주어진 맥락, 이미 알고 있는 통계  지식과 종합하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추론과정이 이유이며 이유의 가장 요한 

조건은 추론과정의 타당성이다. 타당한 이유를 얻기 해서는 자료를 

바르게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통계  근거, 통계  지식, 맥락  

지식 등을 종합하여 구성한 이유는 주장을 지지하게 되며, 혹은  다

른 이유를 뒷받침할 수도 있다. 

셋째, ‘주장’이란 체 의 주요 요지로 독자를 설득시키기 한 

핵심 진술 혹은 합리 인 의사결정을 통해 얻은 최종 결론이다. 따라

서 독자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고 분명하게 자신의 주장을 달하는지

가 요하다. 이를 해서는 주장을 선명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충분한 

통계  근거와 이유, 그리고 이들 간의 균형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반론수용과 반박’이란 자신의 주장 외에 다른 주장

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의 주장에 한 반론, 안 

등을 미리 상하고 이를 반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론 설득 가능성

의 의미를 통계의 역에서 고려해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풍부해진

다. 불확실성은 자료로부터 기인한 통계의 본성  하나이며, 따라서 

같은 자료로부터 출발하 다 하더라도 다양한 주장에 도달할 수 있음

을 인식하는 것은 학생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이를 통계  쓰기를 

통해 기르고 평가할 수 있다. 반론수용과 반박 역시 반론을 반박하는 

하 논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장처럼 근거와 이유를 갖추고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타당한 반론수용과 반박은 독자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결국 이유처럼 주장을 지지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통계  쓰기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논증 구성요소들을 나타낸 

도식은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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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통계  쓰기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논증 구성요소

이처럼 본 연구에서 구안한 수업은 통계  쓰기의 활동을 논증 

의 구성활동을 포함하는 것에 국한하여 개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통

계  쓰기를 자료, 맥락, 통계  지식을 근거로 주장  결론에 이

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의 내용이 논증의 요

소들로 구성되는 것이 합리 이라 단하 기 때문이다. 이것이 통계 

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 형태가 논증의 형식을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계  쓰기의 활동은 

통계  사고와 쓰기 능력을 함께 기르기 한 수업의 일환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2. 통계  쓰기의 거

2.1 통계  쓰기의 평가 거

제 Ⅱ장 4 에서는 수학과, 과학과 국어과에서의 쓰기 지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각 교과별로 쓰기를 어떤 평가 거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의 평가 하  항목이나 

세부 기 은 조 씩 다르지만 논증이나 쓰기의 평가의 범주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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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내용, 표  혹은 이와 비슷한 세 가지 범주로 나 고 있었다. 

범주 평가 거 거의 조작  정의

련된

통계의 역 

특수성

비고

구성

구조의 

균형성

논증의 기본 요소인 주장, 통계  

근거, 이유, 반론 수용과 반박이 

균형을 갖춘 상태

체  

논증이 

분석의 

단
조직의 

응집성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긴 하게 연결되어 개되는 정도

내용

주장의 

선명성

의 주제나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고 명쾌하게 악되는 정도

논증의 

기본요소

근거의 

련성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활용한 

근거가 주장과 연 된 정도

통계자료 

읽기

이유의

수용가능성

근거와 주장을 연결하는 이유를 

제시할 때, 통계  지식과 맥락  

지식을 활용하여 이끌어낸 추론이 

타당하고 합리 인 정도

통계자료사이의 

계 찾기, 

통계  추론

반론 설득 

가능성

반론을 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반박의 설득력

안,

불확실성,

비  사고

논증의 

선택요소

 

표

독자지향성
표   서술 방식이 독자의 수 , 

심과 요구를 고려한 정도

정확성
통계 (수학 ) 용어, 그래픽스, 수

식, 기호의 사용이 정확한 정도
통계  표

<표 Ⅳ-1> 통계  쓰기의 평가 거와 거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도 통계 역의 특수성과 쓰기의 일반 인 속성을 모

두 고려하여, 통계  쓰기의 평가 범주를 크게 ‘구성’, ‘내용’, 

‘표 ’의 세 가지로 나 고, 평가 거14)를  <표 Ⅳ-1>과 같이 구

14)평가 거의 용어와 련하여,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일 되고 통

일된 용어를 찾기가 어렵다.평가 거,평가 거 체계,평가 기 ,평가

척도 등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평가 거 체계와 평가 기 을 거의 구

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으며 국외의 경우도 비슷해서 rubric,criteria,

standard 등의 사용 수 이 학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 민,

2000).한편 서수 (2008)은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 거’,‘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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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 하 다. 구성, 내용, 표  범주에 각각 2개, 4개, 2개의 거가 

포함되며 이것들을 평가 거로 설정한 이유와 그 의미에 해해 자

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2.1.1 구성 범주의 평가 거

(1) 구조의 균형성

독자들은 논증이 수용할 만한 것인지 단하기 한 사고의 틀이 

필요하고, 필자 입장에서는 주장을 내세워서 독자를 설득하기 해 논

거를 조직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틀이 논증 

구조이다(민병곤, 2000). 한 앞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계  

쓰기의 논증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주장’, ‘이유’, 

‘통계  근거’, ‘반론수용과 반박’이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

기 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에 한 반론을 미리 상하여 

반박을 서술한다. 이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한 논증은 이상 인 

논증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할 수도 없다. 한 이 요

소들이 모두 갖추어진 후에도, 이 요소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유가 명시화되지 않은 채 자료만 많이 제시된다면 독자들은 혼

란스러워 할 것이고 근거와 이유가 부족하면 주장을 제 로 뒷받침할 

수 없어 독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논증 구조의 균형

성은 통계  쓰기를 평가하기 한 거로 설정되어야 한다. 

논증 구조의 균형성이란 논증구조가 논증 요소를 부족함 없이 갖추

고 있으며 그것들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논증 구조가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 에 의해 평가된

다. 

첫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충분하여야 하며 주장과 

’,‘평가 지표’에 한 차이에 해 서술하 고 본 논문에서도 이 연구에

근거하여 평가 거를 ‘필자의 쓰기 결과물인 을 평가할 때에 상으로

삼는 의 속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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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 내용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주장은 주요주장과 하  주장으

로 나  수 있으며, 하  주장들은 주요 주장들을 뒷받침한다. 이정옥

(2008)에 따르면 주장을 떠받치는 하  논 은 2-3개 정도가 당하

다. 

둘째, ‘이유’와 ‘근거’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유’는 자료의 

성격을 띠는 ‘근거’로부터 ‘주장’으로 연결되는 논리 인 추론 

과정이 명시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Williams와 Colomb(2007)은 이

유와 근거 사이의 균형에 해 양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인용과 데

이터(근거)를 진술하는 문장들이  체의 

을 넘는다면 근거가 지

나치게 많은 것이고,  체의 

이 되지 않는다면 이유를 뒷받침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하 다. 

셋째, 반론을 수용하는 경우, ‘반론 수용’과 ‘반박’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반론 수용과 반박은 상 가능한 반론에 해 미

리 반박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얻고 논증을 정교화 하는데 유리하

다. 그러나 반론을 과도하게 수용하고 그에 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주장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반론을 충분히 

반박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논증 조직의 응집성

국어과의 ｢국어Ⅰ｣ 교과서에서는 좋은 을 쓰기 해서는 을 조

직할 때, 통일성과 응집성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며 통일성과 응

집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통일성의 원리란 의 각 부분이  체의 주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종속 주제나 제재를 선택할 때에도 그것이  체의 주

제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하며, 그 하  주제나 제재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응집성의 원리란 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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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지시어나 속어 등을 히 사용하여 유기 인 계로 조직

할 수 있다.

와 같이 통일성과 응집성의 원리는 의 결속력을 해 필요하다는 

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혼용

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논증의 구성 역은 텍스트의 구조와 배열, 

개 등과 련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증 개의 응집성을 논

증 구성 범주의 거로써 제시하고, 통일성의 원리는 논증 구성 범주

가 아닌 논증 내용 범주의 련성 거에서 반 하 다.15) 논증 조직

의 응집성을 구성 범주의 거로서 설정하며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긴 하게 연결되어 개되는 정도’로 제시한다. 

2.1.2 내용 범주의 평가 거

(1) 주장의 선명성

주장이란 설득시키기 한 핵심 진술 혹은 합리 인 의사결정을 통

해 얻은 최종 결론으로 주장을 독자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진술해야 한다. 이에 한 강조는 Ⅱ장에서 살펴본 부분의 국어과 

나 과학과의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주장의 선명성을 ‘ 의 주제나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고 명쾌

하게 악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 거로 설정한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뚜렷하게 진술되어 모든 참여자들이 확인할 수 있

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은 명쾌하고 분명하게 서술되어야 한

다. 

(2) 근거의 련성

15)통일성의 원리는 의 각 부분이 체의 주제를 뒷받침 하는 것을 말

한다.통계 쓰기의 논증 구성요소 근거는 이유를,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데,이는 각각 근거의 련성,이유의 수용 가능성으로 설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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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증의 타당성에서 논증의 거로 주로 언 되는 특징이 련성이

다(김정연, 2012).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석이 되는 근거는 주장

과 긴 한 연결 계를 가져야 한다. 과학  논증과정 평가를 한 루

릭을 개발하기 한 양일호 외(2009)의 연구에서도 근거의 련성을 

‘주장과의 련되는 특정 부분에 하여 자세히 설명하거나 논증과

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근거가 가진 요성을 언 하고, 자료를 

단지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한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 다. 한편 통

계  쓰기에서 근거는 주장이나 이유의 기 가 되는 자료나 정보16)

이다. 따라서 제시된 여러 자료들 가운데 주장 혹은 주제와 련 있는 

자료만을 선별하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해서는 근

거의 련성을 평가 거로 설정해할 필요가 있다.

아직 가공되지는 않았지만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보로써 근

거를 활용하기 해서는 우선 주어진 혹은 탐색할 자료들 가운데 주

장과의 련성이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야 한다. Govier(2013)는 좋은 

논증이 되기 해서는 뒷받침하는 근거와 주장이 ‘ 정  련성’

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 다. 정  련성이란 결론의 진실이 제

의 진실과 연결된 경우이다. 따라서 정  련성을 수하면 의 

통일성은 자연스  갖추게 된다.

한편, 통계  쓰기에서의 자료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단서 

외에도 표나 그래 , 다이어그램 등을 포함한다. 주장과의 련성을 

있는 근거를 활용하기 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의 출처, 제목, 목 , 

자료 각각에 해당되는 수치 등 제시된 정보를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6)Flower(1993)는 정보에 해 다음과 같이 말 하 다.

사람들은 논증에서 이루어지는 주장에 해 동의하지 않는다.그 지만

양쪽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혹은 구체 증거이다.

이것은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서 몇 가지 립 인 데이터,사실 정보,혹은 직 찰한 내용을 언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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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거의 련성을 평가하기 한 기 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논증의 흐름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해하는 

서술이 없어야 한다. 둘째, 통계자료의 읽기(표나 그래 에서 특정 자

료 값, 하나의 에 주목하거나 하나의 자료 집합 내에서 개별 인 자

료 값이나 그들  몇 개에 주목하는 경우)를 통해 서술한 근거가 주

장과 련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이유의 수용가능성

van Eemeren & Grootendorst (1992)는 논증은 필자가 독자에게 주

장의 수용가능성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논증의 정체성

이라고 밝혔다. Govier(2013)는 수용 가능성을 단순히 주장에 국한 시

키지 않고 뒷받침하는 명제로부터 주장이 나오는 과정을 수용하는 좀 

더 넓은 범 의 의미로 설명하 다. 수용 가능성에 한 범 에 있어

서는 학자들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수용 가능성은 좋은 논증

을 가리기 한 기 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정연, 2012). 한편 통계  

쓰기 역시 뒷받침 내용이 주장을 지지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므로, 

주장의 수용 가능성은 뒷받침 내용의 수용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유의 수용 가능성을 통계  쓰기의 평가 

거로 제시한다.

통계  쓰기에서‘이유’는 자료의 성격을 띠는 ‘근거’로부터 

‘주장’으로 연결되는 정당화 과정 혹은 논리 인 추론 과정이다. 따

라서 이유가 수용 가능하다는 것은 그 정당화 과정과 추론 과정이 합

리 이고 상식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Govier(2013)에 따르면, 논증의 

수용 가능성은 뒷받침하는 명제를 확실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구체 으로는 뒷받침하는 명제의 진실성이 이  논증에 

의해 확보된 경우, 뒷받침하는 명제가 선험  진실인 경우, 뒷받침하

는 명제가 상식 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인 경우, 뒷받침하는 명제가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의해 확실시 되는 경우, 뒷받침하는 

명제가 합한 권 의 힘을 얻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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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정당화 과정에서 명제가 선험  진실인 경우, 권 의 힘을 얻고 

있는 경우 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통계  추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성을 재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통계  추론에 해서 Garfield & Chance(2000)는 통계  정보를 이

해하기 해 통계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론하는 방법으로 정의하면

서 자료에 근거하여 통계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 다. 

한 Ben-zvi & Garfield (2004)는 통계  추론은 통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유추하여 통계  정보를 이해하는 사고의 형태로, 통계 결과

를 추론한 이유와 타당성의 근거를 아는 것이라 서술하 다. 김 일, 

장 흥, 이태림, 강명희(2008)은 통계  추론은 통계 으로 단하며 

통계정보를 채택하고, 통계  개념을 자료  확률과 결합하면서, 개

념들을 서로 연결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처럼 통계

 추론에 한 합의된 사  정의는 없지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

면 통계  추론은 통계  과정들과 원리, 공식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계  결과를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 필자가 추론 과정에서 

활용한 통계  원리, 공식 등의 통계  지식이 합리 이고 논리 인지

는 추론 과정의 수용성을 높여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Moore(1998)는 통계  추론을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0번째 문제, 곧 문제 이 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야한다고 하 다. 

통계  추론은 수학  추론과는 달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한 문제가 제기된 실질 인 맥락에 기 하여 이루어지게 된

다(delMas, 2004; Wild & Pfanncuch, 1999). 따라서 학생 필자가 쓰기 

문제의 상황과 련된 맥락을 하게 악하고 상식 인 선에서 활

용하고 있는가는 추론과정의 수용가능성을 높여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유의 수용 가능성의 평가 기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선별된 통계자료(표, 그래 , 그림 등)들 사이의 계를 찾고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둘째, 서술한 통계  개념, 공식  차가 

하며 그 과정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셋째, 서술한 기술통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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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것을 구하거나 활용하는 계산과정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넷

째, 추론과에 활용한 맥락 , 일상  지식이 상식 이며 신뢰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근거와 이유로부터 주장을 정당화 하는 과

정이 충분히 서술되고 논리 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맥락  지식과 

통계  지식 사이의 상호 환이 잘 이루어 져야 한다. 

(4) 반론 설득 가능성

조효정(2005)에 따르면 논증은 항상 반박의 여지가 있는 입장을 선

택하기 때문에 상 방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화

인 특성은 상호 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학

생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해 상할 수 있는 반박들을 떠

올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을 비 으로 검해 볼 수 있게 한다. 

통계  쓰기 역시 자료의 어떠한 특성에 주목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 추론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론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러한 반

론에 해 미리 상하여 반박을 진술하는 것은 주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다. 이에 반론 설득 가능성을 논증 내용의 평가 거로서 제

시한다. 반론 설득 가능성은 상되는 반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를 해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과 다른 주장 는 안이 있

음을 인식하고, 그에 한 논리 인 응이나 한 반박을 하여 주

장을 방어하여야 한다. 구체 으로, 김정연(2012)은 반론 설득 가능성

을 높이기 하여 제기한 반론의 양과 수 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근거와 이유 제시, 해석  추론의 오류 공격을 통해 반박을 실

하고, 주장의 약 을 보완하고 반론의 공격이 있을 만한 내용에 

한 안을 제시하여 반론을 통제해야함을 주장하 다.

통계  논증과정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자료

를 탐색 으로 분석하여 합리 인 안 혹은 주장을 내리는 것으로 

본다면, 그 안은 논증과정에 사용한 근거, 이유의 합리성을 의심함

으로써 반박 가능하다. 논증의 반박  안의 평가는 자신의 것을 반



- 81 -

 자료는 어디에서 얻은 것인가? 

 이런 종류의 자료는 이 문제의 맥락에 합한가?

 주어진 그래 는 하게 그려졌는가? 혹은 자료의 경향성이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통계  요약치의 기 가 되는 실제 자료의 분포 형태는 어떠한가?

 표본이 사용되었는가?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 는가? 표본은 충분히 큰가? 표본

은 모집단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포함하는가? 표본이 편 되어 있지 

않은가? 체 으로 이 표본을 통해 모집단에 한 타당한 추론이 가능한가?

 체 으로 제시된 주장은 합리 이며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상 계를 인과 계와 혼동하고 있거나 사소한 차이를 크게 보이도록 만들지는 

않았는가?

 사용한 실험도구나 측정도구(시험지, 질문지, 인터뷰)는 얼마나 믿을만한가? 

 제시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추가 인 정보나 차를 사용할 수 있어

야 하는가? 간과한 것은 없는가? 

 조사 결과의 의미에 한 안 인 해석이 있는가? 혹은 조사 결과의 원인에 

한 다른 설명이 있는가? 

 최종 으로 선택한 안이 가진 한계 은 무엇인가?

<표 Ⅳ-2> 비  사고를 한 질문(Gal, 2002) 

성 으로 평가해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 으로 평가해 보는 

것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통계  논증에서의 주장, 이

유, 근거를 비 으로 평가하고 반박하고자 할 때,  Gal(2002)이 제시

한 ‘비  사고를 한 질문’을 참고하여 만든 다음 표의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1.3 표  범주의 평가 거

(1) 독자지향성

쓰기는 말하기와 달리 수신자와의 이 불가능한 상황을 바탕으

로 하므로 독자의 이해를 원활히 하기 해서 이를 효과 으로 실

시키는 표  요소를 요구 한다(이 호, 2012). 독자들은 독자 지향

으로 작성된 텍스트를 읽을 때 편안하고 이해가 수월해진다. 즉,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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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 , 배경지식, 심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포 하고 서술함으로

써 달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독자들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인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반 하여 통계  쓰기의 표  범주의 평

가 거  하나로 독자지향성을 제시하며 이를 ‘표   서술 방식

이 독자의 수 , 심과 요구를 고려한 정도’로 정의한다. 독자 지향

성을 실 하기 한 기본 인 방법으로 서론의 앞부분에서는 주장이 

도입되는 동기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장을 암시하는 것이 필요

하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서론에

서 밝힌 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을 들 수 있다(박 목, 2008). 

이상을 바탕으로 독자지향성에 한 세부기 을 ‘ 달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표 하여야 한다.’로 제시한다.

(2) 정확성

본 논문의 Ⅱ장 4 에서 검토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명확한 

개념과 이해를 돕기 해 분명하고 구체 인 표 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NCTM의 ‘학교 수학을 한 원리와 규 ’에서도 ‘표 ’

역의 규 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수학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기록하며 의사소통하기 해서 표 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수학  표 을 선정하고 용하며 변환할 수 있다.

 물리  ‧ 사회  ‧ 수학  상을 모델링하고 해석하기 해서 표 을 활용

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하기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모델링하고 해석

하기 해서 수학  표 을 만들고 변환하고 활용한다. 따라서 통계  

을 쓸 때에 정확한 표 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에 ‘정

확성’을 평가 거로 설정하고 ‘통계 (수학 ) 용어, 수식, 그래픽

스, 기호의 사용이 정확한 정도’로 정의한다.17)

17)단,‘표 의 정확성’은 통계 표 에 국한하며,띄어쓰기나 맞춤법 등의

문법상의 정확성은 평가의 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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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계  쓰기의 평가 거별 세부 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기 을 다음 <표Ⅳ-3>과 같이 제시한다.

범주 평가 거 세부 기 코드

구성

구조의 

균형성

 주장하는 부분과 뒷받침하는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가? C1

 통계  자료와 수치를 근거로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 C2

 자료와 논리에 근거하여 주장에 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
C3

 만약 반론을 상하고 있다면, 반론에 반박하는 

부분이 충분한가?
C4

조직의 

응집성

 체 인 논증의 개가 일 성을 갖추었으며, 문장이나 

문단들이 논리 으로 연결되는가?
C5

 

내용

주장의 

선명성
 달하려는 주제나 주장이 분명한가? B1

근거의 

련성

 논증의 흐름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해하는 서술은 

없는가?
B2

통계

자료

 통계자료를 바르게 읽어 주장과 련 있는 

통계  근거만을 서술하 는가?
B3

이유의 

수용

가능성

통계

지식

 선별된 통계자료(표, 그래 , 그림 등)들 사이의 

계를 찾고 바르게 해석하 는가?
B4

 서술한 통계  개념, 공식  차가 하며 

그 과정에 오류는 없는가?
B5

 서술한 기술통계량이 하며 그것을 구하거나 

활용하는 계산과정에 오류는 없는가?
B6

맥락

지식

 추론에 활용한 맥락 , 일상  지식이 

상식 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B7

통계

추론

 근거와 이유로부터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충분히 서술되었으며 논리 인가?
B8

 맥락  지식과 통계  지식 사이의 상호 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B9

반론설득 

가능성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과 반론을 미리 

상하고 있다면, 반론에 한 반박이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B10

표

독자

지향성

 달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표 되었는가?
E1

정확성
통계

표

 통계 (수학 ) 용어, 그래픽스, 수식, 기호의 

사용이 정확한가?
E2

<표 Ⅳ-3> 통계  쓰기의 평가 거별 세부 기 과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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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쓰기 수업의 구성요소

본 장의 1 과 2 에서는 통계  쓰기는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며, 

좋은 통계  쓰기가 갖추어야할 거와 세부 기 을 자세히 소개하

다. 이 에서는 이 통계  쓰기를 용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

어야 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쓰기 수업의 구성 요소를 ‘통계  쓰기 과

제 수행’, ‘과제에 한 토론’, ‘고쳐쓰기’, ‘통계  쓰기의 방

법 지도’, ‘자기평가’, ‘교사의 피드백’의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 

3.1 통계  쓰기의 과제 수행

통계  쓰기는 ‘제시된 맥락 안에서 자료를 탐색 으로 분석하

고 알고 있는 통계  지식과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

인 주장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형

성, 자료수집, 자료 분석, 결과 해석으로 이루어지는 통계  조사과정

과 유사하므로 이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생들을 안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수업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일반 으로 학생들은 자

료 분석에 친숙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료 생성 과정에 익숙해지므로

(Cobb & Moore, 1997, p.816) 자료를 직  수집하는 자료수집의 단계

는 생략할 수 있다. 

과제를 개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 다. 첫째, 다각도로 해

석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자료 수집의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신 학생 스스로 주장과 련성 있는 자료만을 선별

하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근거의 련성)하기 해서이다. 한 

자료의 선별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론 수

용과 반박’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함이다. 둘째, 자료는 통계청 등

과 같은 통계기  혹은 신문기사로부터 얻은 실제 자료(real data)를 

표와 다양한 그래 (원, 꺾은선, 막 , 히스토그램, 기 잎 그림)로 표



- 85 -

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 이지 않은 문제 상황을 맥락으로 

제시하여 한 수학화의 기회를 제공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  과제 4개와 사후 과제 한 개를 개발 한 후, 교

육 문가 3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  보완하 다. 개발한 과제는 <부

록>에 제시되어 있다.

3.2 과제에 한 토론

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비록 쓰기 행 가 표

면 으로는 독백  수행이지만, 그것은 필자와 담화 공동체 사이의 숨

겨진 화에 의해 조정된다( 은아, 1998, P. 75). 참된 쓰기는 필자

의 내 인 말과 담화 공동체의 외 인 말 사이의 화  투쟁에 의해

서 유발된다(이수진, 2003). 

과제 수행 후 학생들은 과제의 문제에 한 각자의 주장을 비교하

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자신의 을 고쳐 쓸 수 있는 기회

를 가질 필요가 있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반론에 한 재반론의 논리를 개발할 수 있으며, 논거가 부족

한 경우 보충할 만한 다른 논거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한 논리  

오류나 통계  추론에서의 오류가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드러날 수 있

다. 

한편, Bakker와 Gravemeijer(2004)는 자료에 근거한 논증  어떤 

것이 정당하고 수용 가능 한지에 한 기 이나 규범을 고찰하는데 

학  토론이 요하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학  토론이 이어지면

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이 왜 한가에 해서 정당화해야 할 의

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에서, 논증의 규범을 만드

는 것은 통계교육을 한 요한 설계 원리의 한 요소이다(Cobb & 

McClain, 2004). 

이처럼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통계  핵심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통계  논증에 필요한 규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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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쳐 쓰기

고쳐 쓰기는 고를 완성된 로 만들어 가기 해 내용과 형식을 

다시 고쳐 쓰는 과정이다. 고쳐 쓰기는 고 으로 교정하기, 퇴고하

기, 편집하기, 수정하기, 다시 쓰기, 다듬기 등 다양한 용어로 해석

되고 정의되어 왔다(김정연, 2012). 이 게 다양하게 정의가 변화한 까

닭은 고쳐 쓰기가 쓰기의 하  요소이기 때문에, 쓰기 이론에 따라 고

쳐 쓰기에 한 개념이 다양하게 바 어 왔기 때문이다. 

우선 형식  에서는 쓰기를 필자의 의미 구성행 가 아닌 지식

의 달 행 로 악하고 쓰기에도 보편 인 형식이나 지식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작문의 핵심은 문법 , 수사학  오류를 피하여 모범

인 을 모방하는 것에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형식  에서 고쳐 

쓰기는 의 마지막에 단순 편집과 같은 활동의 형태로 수행되며 맞

춤법, 띄어쓰기와 같은 문법 이고 형식 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1960년  반 이후 형식  의 결과 심 쓰기 교육이 비 을 

받으면서 인지  의 과정 심 쓰기 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Flower & Hayes(1981)은 쓰기 행 가 일종의 문제 

해결 행 라 규정하고 쓰기 행 를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았

다. 인지  에서 고쳐 쓰기는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끊임없

이 하게 되는 연속 이고 체 인 과정이다. 학습자는 고쳐 쓰기를 

할 때 문제 해결 인 근 방식에 따라 을 쓰는  과정에서 처음

에 의도한 목 과 실제 작성된  사이의 일치와 불일치 여부를 끊임

없이 검하고 평가하며 안을 생각한다(안지은, 2013). 인지  

의 고쳐 쓰기는 학습자로 하여  능동 으로 자신의 을 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작문상황이나 담화 공동체 내

에 있는 개인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1980년 , 개인의 내의 인지  쓰기 행 보다는 필자를 둘러

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 맥락에 심을 갖고, 지식이 사회 으로 합

의된 결과물이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  의 작문 이론이 

새롭게 두되었다(최 섭, 2005). 이 에서는 쓰기를 필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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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구성 행 나 사고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사이

에 두고 필자와 독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것으로 

악한다. 이 때 의미는 학습자와 상 사이에서 객 으로 존재하여 

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와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담화공동체와의 의를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  에서 쓰기는 필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개인을 

고립된 필자로 보지 않고 사회 문화  맥락 내에 존재하는 개인으로 

보고 고쳐 쓰기 행 에 필자뿐만 아니라 독자까지 고려하고 그 범

를 확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안지은, 2013). 

본 연구에서는 고쳐 쓰기에 한 사회  을 취한다. 특히 통계

 쓰기가 합리 인 주장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임

을 고려할 때, 독자를 고려하고 지향해야 함은 자명하다. 과제 수행을 

통해 개인 으로 구성한 을 토론 이후 고쳐 쓰기 과정을 통하여 스

스로의 통계  사고와 쓰기 능력을 반성하고 수업담론에서 형성된 

통계  지식을 내면화 할 수 있다.   

3.4 통계  쓰기의 방법 지도

제 Ⅱ장 2 에서는 언어와 사고, 의사소통, 그리고 의미의 구성에 

한 본 연구에서의 입장을 명확히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사

고, 나아가 의사소통과 사고가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변증법 으로 

서로의 발달을 진하는 계에 있다는 을 취한다. 한 쓰기의 

과정은 담화 공동체의 합의와 의를 통해 진행되며, 한편의 에는 

개인의 쓰기에 여하고 있는 사회 으로 합의된 담화 습과 규칙

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쓰기를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조직하고 표 하여 수정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략, 

습 등의 형식  측면을 익 야 한다(국어과 교육과정, 2011)는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들에게 언어  ‧ 수사  습을 습득하게 하도록 

맹목 으로 지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습과 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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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자체가 수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문식성 공동체와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쓰기에 필요한 

략과 지식에 한 ‘사고 과정’들을 화를 통해서 내면화시키

면서 문식성 공동체의 유능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어 자

기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을 갖춘 자기주도 학습자로서 역할을 하

게 되며,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작문과 읽기에 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박태호, 1998, p.349).

 인용문은 학습자가 문식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쓰기의 략과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해야 유능한 필자로 성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때, 문식성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교사와 동

생들이며, 이들 간의 한 사회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담화 공동

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쓰기 지식과 략들의 사용은 학습자의 

의식 구조 속에서 암암리에 안내되며, 이로 인해 학습자는 안내된 사

고를 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박태호, 1998). 

따라서 쓰기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쓰기의 략과 지식을 안내하고 이를 학습자가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어떠한 설명이 

수학 으로 다른지, 세련되었는지, 효율 인지 등에 한 사회 수학  

규범(Yackel & Cobb, 1996)을 안내하고, 이를 반 한 을 쓸 수 있도

록 지도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쓰기 방법을 지도할 때, 어떤 용

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가 매우 요하다. 교사의 

말 속에 쓰기 과정이나 략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면 자연스럽

게 맥락이 형성되고 학습자의 습득도 용이할 것이다. 즉 쓰기 수업에

서 교사는 쓰기 과정과 략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학습자가 한 편

의 을 쓰는 과정을 화로서 안내하고 진해  수 있어야 한다(이

수진,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장의 1 에서 논의한 통계  쓰기의 정의, 

구성요소, 평가 거를 고려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지도할 통계  

쓰기 방법에 한 교재를 개발하 다. 교재에는 어떠한 내용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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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으로 타당한지, 어떠한 표 이 정확하고 효율 이며 세련

되었는지 등에 한 규범으로서 통계  쓰기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범주 수업내용

구성

통계  근거, 이유, 주장, 반론수용과 반박

이유와 통계  근거의 제시방법

구성면에서의 략

내용

통계자료 읽기, 통계자료 사이의 계 찾기

통계자료로부터 해석하기

지문외의 상식, 배경지식의 활용

내용 면에서의 략

표
통계  용어, 기호, 단 , 수식의 올바른 표

표  면에서의 략

<표 Ⅳ-4> 통계  쓰기 방법 지도의 내용

통계  쓰기의 방법 지도는 <표Ⅳ-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쓰기의 

구성  측면, 내용  측면, 표  측면에 하여 이루어졌다. 학생들

에게 논증이라는 용어와 의미는 생소하므로 통계  쓰기의 논증 구

성요소를 정의에 입각하여 가르치기 보다는 사  쓰기 과제나 토론

시간에 논의된 내용에서 얻은 학생들의 답안과 의견을 로 들어 지

도하 다. 따라서 통계  쓰기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생

소한 내용이 아니며, 개인 인 과제 수행과 체 토론을 통해 일차

으로 이미 구성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총 1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여 통계  쓰기의 평가기

을 이해할 수 있게 하 다. 수업에 쓰인 교재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

다.

3.5 자기평가 

자기 평가는 학습자 심의 평가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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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자기 주도 인 학습을 수행하는 데 평가의 의의를 두고 있

으며 스스로 학습을 조 하는 능동자로서 학습 결과에 하여 책임감

을 느끼게 하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김흥주, 2004). 특히 쓰기 학습

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자기 

평가의 과정이 학습자들로 하여  쓰기 과정과 사고를 주의 깊게 성

찰하도록 하고 그것의 의미를 숙고하게 해 다. 둘째, 이러한 자기 성

찰의 결과로서 학습자들은 보다 그들이 학습한 것에 해 더 잘 인식

할 수 있게 되고 셋째 학습자들은 쓰는 과정 자체와 학습 둘 다에 가

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 다(Larson, 2000, 김지연, 

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통계  쓰기의 방법에 한 학습 후, 학생들은 이 

규범에 맞추어 이 에 자신이 수행한 과제에 해 비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즉, 자기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의 

과제를 반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쓰기의 규범을 내

면화 할 수 있게 된다. 자기평가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표를 <표 Ⅳ

-3>의 ‘통계  쓰기의 평가 거별 세부 기 ’을 토 로 다음 

<표 Ⅳ-5>18)와 같이 만들었다.

3.6 교사의 피드백

자기 평가를 통한 학습은 많은 교육  효과가 있지만 학생들 스스

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

완해 주는 략의 하나로써 자기 평가 후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김미정과 김정환(2007)은 자기 평가 후 피드백을 제

공함으로써 자기평가만 실시하 을 때보다 학생들이 쓰기 능력이 유

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18)자기평가 피드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평가표는 <표 Ⅳ-3>에 서술

된 단어들을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친숙한 단어로 수정한 것으로,평가 내

용과 개수는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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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세부 항목 확인

 구성

 주장하는 부분과 뒷받침하는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가?

 통계  자료와 수치를 근거로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

 자료와 논리에 근거하여 주장에 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

 만약 반론을 상하고 있다면, 반론에 반박하는 부분이 충분한가?

 문단을 히 나 고, 지시어나 속사를 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용

 주제나 주장이 명확한가?

 의 흐름에 벗어나는 불필요한 서술을 하지 않았는가?

 주어진 자료 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별

하여 활용하 는가? 주장과 련 없는 자료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표, 그래 , 그림 등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 는가?

 사용한 공식이나 개념이 한가? 

 계산과정에 실수는 없는가?

 서술한 내용이 상식 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근거와 이유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충분히 서술되었으며 논

리 인가?

 자료를 분석하거나 식을 세워 풀이과정을 서술한 경우, 그 결과를 본래 

문제로 돌아가 련지어 해석하 는가?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과 반론을 미리 상하고 이를 반박할 경우, 

반박의 내용이 통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표

 달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독자들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

도록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표 되었는가?

 사용한 통계  용어, 기호, 표, 그래 , 수식 등의 표 이 정확한가?

<표 Ⅳ-5> 학생들의 자기평가  교사의 피드백 시 활용 가능한 평가표

어떤 형태의 수업이든 문제를 해결한 학생들에게 한 피드백을 

주는 것은 필수 이다. 단지 학생의 답안이 옳다, 옳지 않다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에는 칭찬과 격려를, 옳지 않은 과정

에 해서는 바른 교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통계  쓰기 수업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의 에 피드백을 주어 학

생들의 오류를 지 하고 정 인 부분을 격려할 수 있다. 교사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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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은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와 학생들 에 가필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한 학생들은 교사의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자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피드백 시 활용 가능한 

평가표는 <표 Ⅳ-5>와 같다.

4. 통계  쓰기 수업의 용 차

이 에서는 1, 2 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계  쓰기의 수업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순서에 따라 용될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앞 에서 통계  쓰기의 의미와 수업을 이루고 있는 구

성요소들에 해 자세히 설명을 하 다면, 이 에서는 그 수업 구성

요소들이 사이의 계와 상호작용에 근거한 수업 차를 서술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고정된 순서와 차에 따라 기계 으로 수업을 진행

하기 한 매뉴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통계  쓰기를 지

도함에 있어, 공동체 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되도록 

수업을 설계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제안이다. Ⅱ장 3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의사소통과 사고가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하나의  안에는 언어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담화 습과 규칙이 

담겨 있다는 을 지지한다. ‘사고는 내면화된 화’라는 

Vygotsky의 을 수용하여 작문을 화의 과정으로 본다. 의미를 구

성하는 행 인 작문의 과정이 화의 과정으로 악되며 학생들은 공

동체 구성원들과의 화를 통해서 지 으로 우수한 공동체 구성원들

이 사용하는 화 방식을 습득하면서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림 Ⅳ-2]는 본 연구에서 구안한 통계  쓰기 수업 차를 도식

으로 나타낸 것이며, 이는 교사의 신념과 가치 , 학생의 수 과 성

향, 그리고 교실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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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통계  쓰기의 수업 차

 그림에서와 같이, 통계  쓰기 수업은 교사의 지도가 아닌 학

생들의 과제수행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과제들은 앞 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구체 이고 일상 인 맥락에서 제시된다. 한 다각도로 해석

될 수 있는 자료를 해석해야 하므로 필연 으로 갈등상황을 수반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름의 합리 인 차를 서술하

고 개인 인 결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 인 지식이며 토론을 통해 학

 사회에 공표됨으로써 비 과 조사의 상이 된다. 이 후 토론을 통

해 학생들은 자신이 구성한 논증에 오류는 없는지 검토하고 반박을 

수용하고 다시 재반박함으로써 자신의 논증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게 

수정된 논증을 다시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사회  역 안에서 개념

이 일차 으로 재형성된다. 단, 이 과정에서 교사는 토론을 재하는 

역할을 할 뿐,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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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주  지식이 공표되어 사회 속에서 공 인 비평과 

재형성과정을 거쳐 객 인 지식으로 된다는 사회  구성주의를 교

수 학습에 용할 때에는 주의할 이 있다. 바로 사회  구성주의에

서 말하는 사회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사회와의 차이 이다. 즉, 수학

자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사회 사이의 차이 을 고

려할 때, 학생들의 ‘합의’를 넘어선 군가의 개입이 으로 필

요하며 이 결정 인 개입은 다름 아닌 ‘교사’의 몫이다. 실제로 교

사의 여가 배제된 학생들 간의 논의만으로는 바람직한 사회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하며 비합리 인 기 에 근거한 소모 인 논쟁으로 끝

나는 경우가 많다(임재훈, 1999). 

따라서 토론과 고쳐 쓰기를 통해 일차 으로 재형성된 과도기  지

식을 사회  합의를 거친 객  지식으로 나아가게하기 해서는 교

사의 역할이 요하다. 이를 해 학생들에게 좋은 통계  쓰기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과 표 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지

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 까지 학생들이 한 것과  다

른 새로운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

으로 수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학생들은 이미 과제를 수행

함으로써 이에 해 고심하 으며, 래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 안에서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차 으로 재형성하 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는 

통계  쓰기에 한 사회 인 규범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한 안내

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사

회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재형성된 객  지식은 학생 

개인에게 내면화된다. 

이후, 학생들은 재형성된 객  지식에 비추어 자신이 이 에 수행

했던 쓰기 과제에 해 비 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한 

교사도 이  과제에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

 과제에 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받는 한편, 통계  쓰기의 규범

을 내면화 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내면화 한 개념을 새로운 과제에 용해 볼 수 있으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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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과제에 하여  다

시 토론  고쳐 쓰기, 교사의 지도의 과정이 이어지므로, 통계  

쓰기 수업은 본질 으로 순환 인 피드백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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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통계  쓰기 수업의 용  효과

Ⅳ장에서 개발한 수업 차([그림 Ⅳ-2])에 따라 다음 <표 Ⅴ-1>과 

같이 13차시에 걸친 수업에 용하 다. 

차시 수업 내용
수업 

비물
비고

1
통계에 한 태도 검사

검사지 사 검사
통계  지식 진단검사

2 통계  쓰기 사 과제1 수행

활동지

통계  

쓰기 과제 

수행

3 통계  쓰기 사 과제2 수행

4 통계  쓰기 사 과제3 수행

5 통계  쓰기 사 과제4 수행

6
통계  쓰기 과제1에 한 토론  

고쳐 쓰기
2~5차시에

수행한

활동지

⇓

토론  

고쳐쓰기

⇓

7
통계  쓰기 과제2에 한 토론  

고쳐 쓰기

8
통계  쓰기 과제3에 한 토론  

고쳐 쓰기

9 통계  쓰기 방법 지도
교재, ppt

통계  쓰기 

방법 지도

⇓10 통계  쓰기 방법 지도

11
통계  쓰기 과제 1,2,3에 한 

자기평가  교사의 피드백

자기 평가표

교사 평가표

자기 평가  

피드백

12 통계  쓰기 사후과제 수행 활동지

사후검사
13

통계에 한 태도 검사 검사지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질문지

<표 Ⅴ-1> 통계  쓰기 수업의 차시별 내용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고 있는 통계  지

식을 어떻게 용할 것인지, 을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표 을 사용

해 서술할지 등에 한 내용을 교사가 지도하기 , 학생들이 자발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해 4개의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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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2 ~ 5차시에 걸쳐 수행하게 하고 이 사  과제 1, 2, 3에 한 

체 토론  고쳐 쓰기를 6 ~ 8차시에 걸쳐 실시하 다. 이 후 통계

 쓰기 방법을 지도하고 사  과제에 한 자기 평가와 교사의 피

드백이 이어졌다. , 새로운 통계  쓰기 과제를 수행하 다. 마지

막 차시의 수업에는 학생들의 통계에 한 태도 검사(사후)가 실시되

었고,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한 조사가 실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통계  쓰기의 사  과제로 총 4개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다. 그러나 과제 4의 경우,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기는 하나,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는 닫힌 문제 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풀이과정과 답이 

거의 유사하 으며, 논증의 타당성은 계산의 옳고 그름으로 충분히 

단이 가능했다. 한 정답이 정해진 문제이기 때문에 반론을 상하거

나 반박을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반드시 요구되는 과

제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제 4에 해서는 토론  고쳐 쓰

기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자기평가  피드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본 논문에서도 과제 4는 모든 분석에 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19) 

이 장의 1 에서는 통계  쓰기 수업을 수업의 구성요소에 따라 

양 으로, 질 으로‘분석’하도록 하겠다. 2 에서는 수업의 ‘효

과’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3 에서는 이 수업에 한 학

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서술하도록 한다.

19)과제 4를 본 논문의 분석에서 제외하 지만 과제 4가 통계 쓰기 과

제의 유형에 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본 논문의 제 Ⅱ장에서는 통계

쓰기를 ‘제시된 맥락 안에서 자료를 탐색 으로 분석하고 알고 있

는 통계 지식과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 인 주장 결

론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라 정의하 다.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과제 4는 통계 쓰기를 한 과제라 볼 수 있다.다만 반론수용과

반박은 자료로부터 기인한 불확실성에 상당부분 의지하는데,과제 4에 제

시된 자료의 경우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통계 차

와 계산을 통해 이익을 구하기 한 수치 정보의 성격이 강하다.이처

럼 통계 쓰기를 한 과제는 다양할 것이며 이에 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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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  쓰기 수업의 용 결과 분석

이 에서는 통계  쓰기 수업의 6가지 구성요소인 ‘통계  

쓰기 과제 수행(사 , 사후)’, ‘토론’, ‘고쳐 쓰기’, ‘통계  

쓰기 방법의 지도’, ‘자기평가’, ‘피드백’을 기 으로 수업을 분

석하도록 한다. 

통계  쓰기 사  ‧ 사후과제와 고쳐 쓰기의 답안은 Ⅵ장에서 개

발한 ‘통계  쓰기의 평가 범주  거의 조작  정의(<표 Ⅳ

-1>)’와 ‘통계  쓰기의 평가 거별 세부 기 (<표 Ⅵ-3>)’에 

따라 질 으로, 양 으로 분석한다. 

토론 수업의 분석은 녹화자료와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토론 의 내

용을 사하여 분석하 다. 토론 수업 장면의 사를 분석함으로써 학

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속에서‘통계  

쓰기의 평가 거별 세부 기 (<표 Ⅵ-3>)’의 어느 항목들이 두드

러지게 활성화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사  ‧ 사후 쓰기 과제에 한 학생들의 자기평가와 

교사의 피드백 사이의 일치도를 분석하 다.

1.1 사  통계  쓰기 과제 수행 용 결과 분석

학생들은 통계  쓰기 수업의 2, 3, 4차시에 걸쳐 <표Ⅴ-2>에 요

약되어 있는 사  쓰기 과제 1, 2, 3을 수행하 다. 이 과제들은 합

리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서술하거나, 반박하는 을 쓰거나,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거나, 문제에 제시된 주장의 성을 

평가하는 을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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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과제 내용 제시된 자료 유형

사  

과제

(1) 아웃도어 회사의 마  부서 직원이 

되어 톱스타를 신제품 모델로 기용할지 

말지를 제시문과 자료를 통해 결정하기

제시문

반비례 그래

띠그래

원그래

(2) 회사측과 노조 연합 측이 임 인상 문

제로 갈등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서, 제

시된 회사측의 입장을 자료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쓰기

제시문

막 그래

띠그래

(3)-1 제시문의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한 

통계자료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3)-2 흡연율에 한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

로 체육건강과 계자의 주장의 성을 

단하기

제시문

표

원 그래

꺾은선 그래

<표 Ⅴ-2> 사  쓰기 과제 요약 

과제 1과 과제 3-1은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정당

화하거나, 주장하는 을 쓰는 것이다. 즉 학생들 개개인은 제시된 같

은 자료를 보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한 과제 2와 과

제 3-2는 제시된 주장이나 입장을 반박하는 을 쓰는 것으로써 반론 

수용  반박 역시 통계  근거와 이유를 갖춘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에 착안하여 개발  용한 과제이다. 실제 개발한 과제는 <부록>

에 제시되어 있다.

각 학생들의 답안들을 본 논문의 제 Ⅵ장에서 제시한 <표 Ⅵ-3>의 

세부기 을 토 로 코딩하여 분석하 다. 사  쓰기 과제 1, 2, 3에 

한 20명 학생들의 답안을 구성범주의 5개의 세부기 (C1~C5), 내용

범주의 10개의 세부기 (B1~B10), 표 범주의 2개의 세부기 (E1, E2)

의 총 17개의 기 에 따라 평가하 다. 세 개의 사  과제에 해 각 

세부기 에 도달한 학생 수를 통계 내어 요약한 표는 다음 <표 Ⅴ-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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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

구성 내용 표

C1 C2 C3 C4 C5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E1 E2

과제1 8 9 3 4 4 19 9 12 16 15 19 5 2 17 2 13 19

과제2 19 19 6 0 7 20 17 20 20 19 17 16 3 20 0 17 20

과제3 17 16 9 4 12 17 18 19 14 20 20 16 10 19 0 12 20

<표 Ⅴ-3> 사  쓰기 과제별 세부기 별 평가 결과표
(단  : 명) 

<표 Ⅴ-3>에와 같이, 다른 세부기 에 비해 구성 범주의 C3, C4, C5

와 내용 범주의 B8, B10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1 구성

의 구성면에서 사  쓰기 과제의 답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주장에 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C2, C3)하고 있지 않

다는 이다. 이는 학생들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유를 다양하

게 제시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가지 이유

에 한 필요이상의 긴 서술이나, 제한된 개수의 통계자료들만 통계  

근거로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분의 학생들이 반론을 상하고 있지 못하 다. 따라서 

반론에 한 반박(C4)을 진술한 학생들은 과제1에서 4명, 과제2에서 0

명, 과제 3에서 4명에 불과하 으며, 반론과 반박을 진술한 학생의 경

우조차도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B10)하지 못하 다.

셋째, 부분의 학생들이 문단을 나 고 있지 않았으며, 문장이나 

문단들의 연결이 논리 (C5)이지 못하 다.

1.1.2 내용

첫째, 하지 못한 근거와 이유를 서술한 학생들이 있었다. <표 

Ⅴ-4>는 과제 1에 한 한 학생의 답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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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4]의 문장에서 알 수 있듯 톱스타를 기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

다. 그 주장에 한 근거와 이유로 [2]와 [3]을 제시하 다. 

[1]톱스타 A군을 발탁하겠다. [2]왜냐하면 첫째 톱스타 기용이 제품가격에 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83.2%이다. 한 가격이 가장 합리 인 랜드는 

어디냐의 해 코오롱 스포츠가 1 , 노스페이스는 8 를 했다. 하지만 가격이 합

리 인 것은 코오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하는 랜드에는 노스페이스가 

21.9%나 차지하고 있다. [3]제품 가격이 합리 이지 않더라도 이름이 알려진 것을 

사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4]톱스타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

에 톱스타를 기용하겠다.

<표 Ⅴ-4> 사  쓰기 과제: 주장과 맞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 

[2]는 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4번째 자료를 근거로 활용한 것인데, 이 

자료는 톱스타의 기용이 제품 가격 상승에 향을 다고 인식한 사

람들이 83.2%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톱스타 기용을 찬성하는 입

장을 지지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학생의 경우, 4번째 자료가 의

미하는 바를 잘못 해석하여 하지 못한 통계  근거로 활용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이 학생은 가격에 한 정보만으로 [3]의 

진술과 같은 추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는데, ‘이름이 알려진 것’에 

한 정보는 8개의 자료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학

생의 주 인 단에 의한 것이라 해석된다. 

둘째, <표 Ⅴ-5>와 같이 논증의 흐름에서 벗어난 부 한 지문외의 

상식이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B7). 이 학생의 추론과정을 보면 [5]의 근거로 [6], [7]과 같은 이유를 

추론하여 [8]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5]에서 진술한 실험

의 출처를 알 수 없으며, [5]에서 [6], [7]으로의 추론과정 한 명확하

지 않다. 결국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진술한 문장들이 오히려 의 

신뢰도와 주장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게 된 것이다. 통계  쓰기를 쓸 

때, 맥락 , 일상  지식을 활용할 수는 있다. 단, 세부기  B7과 같이 

그것은 충분히 상식 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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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때,  학생이 서술한 [6]와 [7]은 이유의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하지 않다고 단된다.

(상략)

한, [5]‘노스페이스’ 랜드에 한 실험에서,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을 인하했

더니 오히려 팔리는 양이 었다고 한다. 결국, 비싼 노스페이스 제품을 사는 이

유에는 [6]‘모방소비’와 ‘과시소비’도 큰 비 을 차지한다는 말이 된다. [7]사

회  에서 보았을 때, 모방소비와 사치소비라는 좋지 않은 소비 형태를 부치

기는 것보다 실용 인 가격으로 제품을 매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  책임에도 

맞는 길이다. [8]따라서 톱스타를 기용하는 것에 반 한다.

<표 Ⅴ-5> 사  쓰기 과제: 부 하거나 부정확한 지문외의 상식을 활용한  1 

<표 Ⅴ-6>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9]의 주장을 지지하기 해 서

술한 진술 [10], [11], [12]는 모두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이

며, 학생 본인의 생각인지 아닌지 조차 분명하지 않다. 지문 안에 있

는 정보로도 충분히 근거와 이유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개상 제시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내용을 굳이 서술할 필

요는 없다. 

내가 [9]마  부서의 직원이라면, 톱스타를 고용하지 않겠다.

( 략)

둘째, [10]새로운 연령 의 소비층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50~60 들

이 등산을 취미 생활  건강증진활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노년층의 아웃도

어 소비량이 늘고 있다. 고모델을 보고 [11]충동 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10~20

와는 달리 50~60 는 그에 비해 훨씬 성숙해서 논리 인 단력을 갖고 있어 

성능 비 가격을 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 [12]톱스타의 향력 역시 10~20

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50~60 에서는 약해진다.

<표 Ⅴ-6> 사  쓰기 과제: 부 하거나 부정확한 지문외의 상식을 활용한  2

추론에 활용한 맥락 , 일상  지식이 상식 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때때로 주 인 단과 가치, 자

신의 고정 념에 의지하여 근거와 이유를 구성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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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음의 (<표 Ⅴ-7>)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 지

만 그것이 통계  차와 수학  정당화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 다.

노조연합의 일원으로써, 사무실의 연 소득 평균이 3500만원을 훨씬 넘으므로 임

인상은 터무니없다는 [13]회사 측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먼 , [14]

노조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임 에 해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는 하  직

 사람들이 부분일 것이다. ( 략) 그러므로 회사는 연 에 불만을 가지고 있

는 과장 정도까지의 사람들로만 해서 다시 평균을 내 보아야 한다. 

[15]부장 이상의 직  15%를 뺀 85%를 100%로 만들어 보면, 사원, 리, 과장이 

각각 47%, 34%, 18%정도 인데, 총 100명이라 가정하고 연 과 사람 수의 곱들의 

총합을 100으로 나 면 2388만원이 나온다. [16]이는 1인당 GDP에 비해 히 

낮은 수 이다. [17]이에 따라 회사는 낮은 직 의 임 인상을 허락해야 한다.

<표 Ⅴ-7> 사  쓰기 과제: 한 지문외의 정보를 근거로 활용한  

추론과정은 다음과 같다. 근거 [14]로부터 이유 [15]와 [16]을 추론하고 

[13], [1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때 사용된 근거 [14]는 지문에 제

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이다. 그러나 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인 직

별 평균연 을 해석하면 어느 정도 상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정

보이다. 즉, 과제의 내용과  무 한 맥락에서 끌어온 근거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도 [14]는 [15]에 진술된 정당화 과정에 필연 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14]는 마치 추론 과정에 ‘가정’처럼 용되어 

[15]와 같은 참신한 풀이방법을 창안하게 하 다. 따라서 <표 Ⅴ-7>은  

근거로 활용한 지문외의 정보가 정 으로 활용된 라고 볼 수 있

다. 

셋째, 사  쓰기 과제의 답안을 분석한 결과, 근거와 이유로부터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충분히 서술(B8)되지 않거나 논리 이지 않

은 경우가 있었다. 학생들의 답안에 서술된 추론 과정을 분석해본 결

과 식과 풀이과정을 생략한 경우가 꽤 많았다. 주장과 합리 인 결론

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통계  쓰기 이므로, 추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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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논리 으로 충분히 서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톱스타를 기용하면 제시문 (가)와 같이 직 ‧ 간 인 경제  효과가 크다. 하지만 

[17]설문조사에 이르면 톱스타를 기용하 을 때 가격에 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면 [18]톱스타를 이용하 을 때에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는 뜻인데 상품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 [19]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20]톱스타를 고용하 을 때 취한 이득으로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주면 후

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21]톱스타 A군을 고용하여야 한다.

<표 Ⅴ-8> 사  쓰기 과제: 주장을 정당화 하는 과정이 비논리 인  

<표 Ⅴ-8>은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비논리 인 이다. 이 학생

의 경우 근거 [17]로부터 [18], [19]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18]. [19]

는 주장 [21]을 지지하는 이유가 아니며 오히려 주장 [21]의 반론에 

한 이유이다. 이 학생은 주장 [21]을 지지하는 이유로 [20]을 제시하고 

있다. [17], [18]. [19]는 주장의 반론과 련된 서술인데 이로부터 [20]

으로의 환이 논리 이지 못하며 이유 [20]은 주장 [21]을 타당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  쓰기 과제에서 학생들은 부분 반론을 상하

지 못하 고 반론을 상한 경우조차도 그것에 한 반박이 근거와 

이유를 갖추지 못하 다(B10). <표 Ⅴ-9>는 반론을 수용한 한 학생의 

답안을 발췌한 것이다. [20]과 같이 반론에 한 가능성을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한 반박은  하고 있지 못하다. 

[20]톱스타를 CF모델로 고용하면 몇 조원의 고효과가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고 

A군을 발탁하면 얻는 이익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가격과 기능성 두 마리 토끼를 

먼  잡고 모델은 더 싼 다른 모델을 쓰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이다.

<표 Ⅴ-9> 사  쓰기 과제: 근거와 이유를 갖추지 못한 반론수용  반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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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표

표  면에서는 달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들을 독자들이 명확하

게 인지하도록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표 되었는지, 사용한 통계

 표 (통계  ‧ 수학  용어, 그래픽스, 수식, 기호의 사용)이 정확한

지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부분의 학생들이 <표 Ⅴ-3>에서와 같이 

표  면에서의 세부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토론 수행 결과 분석

6~8차시에 걸쳐 사  쓰기 과제에 한 체 토론 수업을 실시하

다.  [그림 Ⅴ-1]에서처럼 토론  모든 내용은 녹화  녹취되었고 

2명의 수업 찰자가 수업을 참 하 다. 

[그림 Ⅴ-1] 토론 수업의 환경 

체 토론으로 진행되므로 모든 참여자가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

도록 발표자를 수시로 체크하 다. 한 토론에 앞서 교사는 사  

쓰기 과제에 한 모든 학생들의 답안 분석을 마친 상태 으며 체 

토론의 개방향에 해 구상한 상태 다. 이는 학생들의 자발 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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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독려하되, 학생들이 미리 작성한 답안을 분석한 내용을 토 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체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토론규칙을 설명

하 다.

 모든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차례로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의견을 공유한다.

 다른 사람의 발표를 잘 들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상 방 아이디어를 비 하더라도 사람을 비 하지 않는다.

 감정보다는 논리에 호소한다.

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사  쓰기 과제 답안들을 복사

하여 나 어주었다. 학생은 답안을 보며 자신이 쓰기 과제 수행을 

통해 구성한 개인  ‧ 주  지식을 학  사회에 공표하게 된다. 이 

후 토론을 통해 비 과 검토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구성한 논

증에 오류는 없는지 검토하고 반박을 수용하고 다시 재반박함으로써 

자신의 논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녹화자료와 녹취자료를 근거로 토론 수업의 모든 내용을 사하

으며, 학생들의 담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들을 발견하 다.

첫째, 학생들은 반론 수용과 반박 가능성에 한 인식(C4)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장에 한 다양한 이유와 근거가 있

을 수 있음(C3)을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 Ⅴ-10>에 제

시된 토론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자신과 반 의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지윤

이의 발표 후(3-[10]), 경희는 3-[12]에서 지윤이의 의견에 해 반 의 

의견을 제시하 으며, 3-[14]에서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고 있다. 교사

가 지윤이나 경희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을 발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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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태석이는 지윤이의 의견을 반박하는 동시에(3-[17]) 경희의 주장

을 경희와는 다른 이유로 지지하고 있다(3-[16], 3-[17]).

3 20)

-[10]

지윤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하니까 (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3-[11] 교사 이 청소년 흡연율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맞나요? 

3-[12] 경희 그런데 에서 ‘2012년 ~ 12.4 %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했어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가 더 하다고 생각해요 

3-[13] 교사 경희의 의견은 이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가요?

3-[14] 경희 네...(나)의 한 칸은 0.5%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가)는 2%를 

나타내므로 (가)가 더 변화를 보여주기 해서는 (나)가 해요.

3-[15] 교사 혹시 지윤이나 경희 의견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사람?

3-[16] 태석 도 (나)를 선택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유는 거(경희의 진술을 

가리키며)랑 좀 달라요.

3-[17] 지윤이가 흡연율을 높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가)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높아 보여도 표를 해석해보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18]  꺾은선그래 는 차이를 꺾어서 나타내는 거니까 구간을 게 

해서 꺾어진 게 커야 한 에 자료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표 Ⅴ-10> 토론 수업 장면1 : 반론 수용과 반박의 가능성 인식

학  체의 의견을 서로 공유해 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과 반

의 주장에 해서도 고려하게 된다. 한 같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셋째, 많은 학생들에게서 찰된 것은 아니지만, 반론에 한 반박

이 통계  근거와 이유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B10). <표 Ⅴ

-11>은 과제 1에 한 토론의 한 장면이다. 과제 1에 제시된 8개의 통

계자료 , 2번 자료는 ‘가장 좋아하는 랜드’, 5번 자료는 ‘가격

이 합리 인 랜드’, 8번 자료는 ‘향후 구입 의향이 있는 랜드’

를 조사한 그래 이다([그림 Ⅴ-2]). 

20)과제의 번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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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석 어.. 5번 그래 에서 가격이 가장 합리 인 것이 코오롱 스포츠라고 했

는데... 가장 좋아하는 랜드(2번)로는 노스페이스에요...그것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그 제품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톱스타 

A군을 발탁하면 그 제품이 더 선 이 되면서 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

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발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2] 교사 형석이가 말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 해 래?

1-[3] 형석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 제품을 사지는 않고, 여러 가지 면을 보는데 그 

에 하나인 톱스타를 기용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좋다.

1-[4] 교사 (형석이의 진술을 칠 에 는다)

그러니까...형석이의 생각은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고려하는데, 그  톱스타를 기용하는 

것도 향을  것이다. 맞나요? 네. 모두들 이 게 생각하나요?

1-[5] 학생들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1-[6] 교사 방  고개를 래 흔든 태욱이가 한번 말해볼래?

1-[7] 태욱 2번 자료에서 노스페이스가 좋아하는 랜드 1 는데 8번 그래 에

서 향후 구입의향이 있는 랜드로는 3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선호

하는 것이 구매에 많은 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8] 그것보다도 5번에서 가격이 합리 이라고 했던 코오롱이 8번 그래 에

서 1 를 차지했어요... 톱스타를 기용하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합리 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 교사 역시 태욱이가 말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10] 태욱 가격을 조 이라도 낮추는 것이 좋으니까 톱스타를 기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1-[11] 교사 (태욱이의 진술을 칠 에 는다)

가격이 합리 인 것이 사람들의 향후 구입에 향을 다는 거네요. 혹

시  다른 의견 있나요? 그래, 찬이?

<표 Ⅴ-11> 토론 수업 장면2 : 반론수용  반박과 근거의 련성 인식

[그림 Ⅴ-2] 토론 수업 장면2에서 논의된 과제1의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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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찬 앞에서 친구가 말한 것… 가격이 합리 인 것이 코오롱인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노스페이스라고 했어요.  

1-[13] 제 에 있는 친구는 가격이 합리 인데 향후 구입이 있는 랜드는 

코오롱 스포츠라고 했고요.

1-[14] 선호는 내가 여건이 안 되어도 좋아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재 여건을 

생각했을 때, 를 들면 돈이 없거나 무 비싸거나 하면 살수는 없는 

거니까...실제 구매층은 아무래도 선호보다는 향후 구입 의사를 보는 것

이 더 정확해요. 

1-[15] 6번 설문조사를 보면 평소 활동복을 노스페이스.…평소에 입기 좋으니

까 선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16] 교사 찬이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요약해 래?

1-[17] 찬 일단은 좋아하는 것과 실제 상황을 반 한 구입의향은 다른 것이니까 

실제 수요량을 생각하려면 2번 설문조사보다는 8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조  더 정확할 것 같고. 

1-[18] 그다음에  노스페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가격과는 상 없이 6번 설문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평소 활동복으로 입기 좋은 것으로 노스페이스

가 조사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2번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에서와 같이 형석이는 2번과 5번 통계자료를 근거로 톱스타를 발

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태욱이는 1-[7]에서와 같이 2

번과 8번 통계자료를 근거로 형석이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으며, 5번 8

번 자료를 근거로 톱스타를 발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

다. 형석이와 태욱이의 논증구조를 나타낸 그림은 다음 <그림 Ⅴ-3>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1-[7]은 1-[1]의 반박인 동시에 1-[8]과 함께 주

장을 지지하는 이유가 된다. 한 1-[7]은 통계자료 2, 8번을 근거로 

좋아하는 랜드의 제품이 반드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음을 추론하여 

1-[1]을 반박하고 있다. 즉, 다수의 학생들에게서 찰된 것은 아니

지만, 반론에 한 반박이 근거와 이유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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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통계 수업 장면 2에서 나타난 형석이와 태욱이의 논증과 반박의 구조

넷째, 근거의 련성21)에 해 인식하여 어떤 통계자료가 한지 

단하고 있음(B3)을 알 수 있었다. 1-[12]~[18]에서 찬이는 형석이

와 태욱이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형석이와 태욱이가 서로 다른 근

거에서 출발하여 다른 주장에 도달하 음을 지 하고, 1-[17]의 진술

에서 제품의 수요량을 상하기 해서는 제품의 선호를 조사한 2번 

통계자료보다는 향후 구입의향을 조사한 8번 통계자료가 더 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토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풀이과정이나 

계산 차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B5, B6)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표 Ⅴ-12>의 수업장면에서 교사는 과제 2에 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았고 창 이는 2-[29]에서와 같이 답안에 힌 자신의 풀이과정

을 칠 에 써 내려갔다. 그러던  학생들은 창 이가 세운 식은 타당

하지만 계산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 다. 학생들은 한 이후 21

만원이라는 오차를 수용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를 묻는 교사의 질문 

2-[27]에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2-[28])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

(2-[29])을 제시하 다. 21만 원 정도의 오차는 허용할 수 있으며 낮은 

21)본 논문에서는 <표 Ⅳ-1>과 같이 통계 쓰기 평가 거 ‘근거의

련성’을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활용한 근거가 주장과 연 된 정도’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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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2-[40], 2-[42], 2-[43])과 자료는 정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2-[44])할 수 있었다.

2-[29] 창 (자신의 답안지를 보며 칠 에 다음과 같이 는다)

××××
××

2-[30] 학생들 답이 틀렸어요!

2-[31] 교사 (식을 가리키며) 식은 맞나요? 

2-[32] 학생들 네.

2-[33] 교사 그런데 계산이 틀렸다는 건가요?

2-[34] 학생들 네.

2-[35] 교사 얼마나 차이가 나죠?

2-[36] 학생들 21만원이요

2-[37] 교사 21만원 이거 고치고 갈까요, 무시하고 갈까요?

2-[38] 학생들 고치고 가요.

2-[39] 무시하고 가요. 

2-[40] 지연 그냥 놔두는 게 더 도움이 되요.

2-[41] 교사 놔두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요? 왜요?

2-[42] 지연 낮은 것이 우리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요.

2-[43] 태욱 3300만원 와 3200만원 는 어감이 다르니까요.

2-[44] 찬 자료는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니까 고쳐야 해요.

<표 Ⅴ-12> 토론 수업 장면3 : 풀이과정의 오류를 찾기, 이유의 수용가능성 인식

정리하면, 한 학생이 보인 계산과정의 오류에서 출발한 논의가 오차에 

한 허용에 한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토론

을 통해 자신 혹은 다른 친구들의 풀이과정에서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오류로 인해 생긴 오차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한 논의

를 통해 넓은 의미로서의 이유의 수용 가능성에 해 생각해 보는 기

회를 갖게 되었다. 

다섯째, 다음 토론 수업 장면 분석을 통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추론하

고 있는 두 학생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13>에서 태욱이와 재 이는 모두 5번과 8번의 자료를 근거로 제

시하고 있다. 단, 태욱이는 3번과 8번 자료의 ‘순 ’에 주목하여 추론

을 개하 고, 재 이는 ‘비율값’에 주목하여 추론을 개하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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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태욱이는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진술을(1-[8]), 재 이는 가격이 

큰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진술을(1-[20]) 이끌어 내었다.

1-[7] 태욱 2번 자료에서 노스페이스가 좋아하는 랜드 1 는데 8번 그래 에

서 향후 구입의향이 있는 랜드로는 3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선호

하는 것이 구매에 많은 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8] 그것보다도 5번에서 가격이 합리 이라고 했던 코오롱이 8번 그래 에

서 1 를 차지했어요... 톱스타를 기용하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합리 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략)

1-[20] 재 는 일단 5번과 8번 설문조사를 비교했는데요. 5번 그래 에서 코오롱

과 노스페이스의 가격 차이가 10%이상이 나는데 반해, 향후 구입의향

에 있어서는 단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그 게까

지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21] 그래서 8번 그래 를 순 로 따지면 4 이긴 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1등인 k2와 2.9%밖에 차이가 안 나고 가격이 가장 합리 인 코오롱과

는 0.1%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 뜻은 가격보다는 기업 이미지나 좋아하

는 랜드가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22] 교사 한 문장으로 요약해 래요?

1-[23] 재 가격보다는 기업 이미지가 더 큰 향을 미친다.

1-[24] 교사 (재 이의 의견을 칠 에 는다)

자, 지  재 이의 얘기를 정리하면. 가격보다는 기업 이미지가 더 큰 

향을 미친다고 얘기했고, 그 근거로 5번과 8번 그래 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 까지 5번 8번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이 

있다면 (형석, 태욱의 진술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비교 했

죠?

1-[25] 학생들 순 요.

1-[26] 교사 (재 이의 진술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는요?

1-[27] 학생들 비율이요.

<표 Ⅴ-13>  토론 수업 장면4 : 같은 자료에서 출발한 다른 해석

이후, 교사의 발문을 통해 학생들은 1-[25], [27]에서와 같이 같은 자

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어느 면을 어떠한 기 으로 보느냐

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료의 목 에 한 인식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Ⅴ-14>는 과제 3-1에 한 토론의 한 장면이다.



- 113 -

3-[25] 민규 (가)를 지지해요. 표에서 봤을 때 2007년 이후에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숫자를 보면 감소 비율이 2%도 넘지 않아요. 그 2%도 

않는 것을 (나)는 엄청나게 감소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값을 

정확히 보여주어야 해요.

3-[26] 교사 (나)가 과장되어 보인다는 건가요?

3-[27] 민규 네.

3-[28] 교사 혹시 이에 한 다른 의견?

3-[29] 민용 그... 감소비율이 (나)그래 를 사용하면 과장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원래 약간...그래 나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로 풀어 쓰는 것보다 자료를 쓰면 사람들이 한 에 알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표나 그래 를 

많이 사용하는 건데…

3-[30] 그래서 표나 그래 에서 약간의 과장성은 괜찮아요.. 그리고 

과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처음 그 게 느끼는 것이지… 정보의 

달도 (가)보다는 (나)가 더 얼마큼 증가하고 감소했는지…알 수 

있으니까…

3-[31] 찬 원래 꺾은선 그래 를 그리는 목 이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꺾은선 

그래 를 사용할 때는 변화량을 보여주기 해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변화량을 표 하는 것이 목 이라면 변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원래 꺾은선 그래  본연의 목 을 잘 살려주는 (나)가...

3-[32] 교사 변화량의 표 이 원래 꺾은선 그래 를 사용하는 목 이다.?

3-[33] 찬 네.

<표 Ⅴ-14> 토론 수업 장면5 : 자료 사용의 목 에 한 다양한 인식

과제 3-1은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 합한 그래 를 [그림 Ⅴ-4]의 

(가), (나)  선택한 후, 그 이유를 서술하는 것이었다.

[그림 Ⅴ-4] 토론 수업 장면5에서 논의된 과제 3-1의 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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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장면의 3-[25]에서 민규는 그래 의 사용 목 이 ‘실제 값

을 정확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데, (나)는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를 선택하 다고 답하 다. 반면 민용이는 ‘자신의 주

장을 강조’하기 해 그래 와 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과장

은 허용된다고 하 다(3-[29], 3-[20]). 한 찬이는 꺾은선 그래 를 

그리는 목 이 ‘변화량’을 보여주기 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나)를 

선택했다고 답하 다. 이처럼 학생들은 각각 자료를 사용하는 목 에 

한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자료 선택과 해석에까지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지 까지 토론 수업의 장면을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자신의 답안과 학생들의 답안을 함께 교류하고 화함으로

서 같은 주장에 해서도 다양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C3)과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박할 수 

있음(C4)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 학생들은 하나의 주

장을 뒷받침하기 해 각기 다양한 통계  근거를 제시하 는데, 토론

을 통하여 그것들 가운데에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더 합한 것을 주

장과 연 된 정도로 근하고 있음(B3)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의 

풀이과정이나 계산 차를 칠 에 서술하게 한 과제도 있었는데, 이것

은 자신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회(B5, B6)를 제공하기도 했

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같은 자료에 근거하 지만 각자 다른 자료의 

측면, 를 들면 자료의 ‘순 ’와 ‘비율값’,에 주목한 결과 서로 

상반된 진술을 추론해 내기도 하 다. 학생들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같은 자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어느 면을 어떠한 기 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료의 목 에 한 논의로 화를 발 시키

기도 하 다. 학생들은 자료의 사용 목 을 ‘실제 값을 정확히 보여

주는 것’, ‘자신의 주장을 강조 하는 것’, ‘변화량을 보여주는 

것’등이라고 생각하 고, 자료의 사용 목 에 한 인식은 주어진 자

료 가운데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과 그것을 해석하

는 방식에까지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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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쓴 과 다른 학생들

의 을 교실 공동체에 안에서 공표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구성한 , 나아가 사고에 한 논의를 더욱 풍부

하게 하 으며 다양한 범 로 확장시켰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타인

의 과 의견을 비 으로 수용하는 한편 자신의 과 생각을 반성

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3 고쳐 쓰기 수행 결과 분석

6~8차시에 걸쳐 3개의 사  쓰기 과제에 한 고쳐 쓰기가 수행

되었다. 학생들에게 각자의 사  쓰기 과제 답안지를 복사해서 나

어 주었고, 토론 후 변화된 생각들이 있다면 이를 반 하여 답안지를 

수정하게 하 다.22) 고쳐 쓰기의 분석 역시 구성, 내용, 표  범주에 

따라 질 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3.1 구성

첫째, 구성 범주에서의 고쳐 쓰기 분석을 통해, 주장을 지지하는 근

거와 이유가 양 으로 증가(C2, C3)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15>

나 <표 Ⅴ-16>의 와 같이 부분의 학생들의 고쳐 쓰기 답안에서 

근거와 이유가 보충되고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22)통계 쓰기 수업에 용할 수 있는 고쳐 쓰기의 형태로 교정하기,퇴

고하기,편집하기,수정하기,다시 쓰기, 다듬기 등이 있을 수 있다.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주제에 한 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보다는

이미 작성한 을 수정하고 다듬는 수 으로 실시하 다.

23)고쳐 쓰기 답안의 취소선은 내용의 ‘삭제’를 의미하고 굵게 표시된 부분

은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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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쓰기 과제의 답안 고쳐 쓰기의 답안

(상략)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선

호하지 않게 된다. 가격이 가장 합리 이지 

않다고 선정된 에이 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랜드로 꼽히게 된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상략)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선

호하지 않게 된다. 가격이 가장 합리 이지 

않다고 선정된 에이 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랜드로 꼽히게 된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한 가격이 가장 합리 이라고 나온 K2와 

코오롱스포츠가 향후 구입의향이 있는 랜

드 3  안에 꼽혔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격

이 합리 인 랜드의 옷을 구입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다.

<표 Ⅴ-15> 고쳐 쓰기: 근거와 이유의 양  증가 1

사  쓰기 과제의 답안 고쳐 쓰기의 답안

A 자동차회사 측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회사 

측이 제시한 평균 연  4200만원은 체 직

원을 표하지 못한다. 표에 제시된 인원비

율을 고려하여 평균연 을 계산하면 약 3300

만원으로 이는 42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액

이다. 상무나 무처럼 높은 임 을 받고 있

는 사람들의 연 이 과장이나 리, 사원 직

의 연 보다 훨씬 더 높아 평균이 높게 측

정된 것이다.

A 자동차회사 측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회사 

측이 제시한 평균 연  4200만원은 체 직

원을 표하지 못한다. 표에 제시된 인원비

율을 고려하여 평균연 을 계산하면 약 3300

만원으로 이는 42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액

이다.

( 략)

  회사 측은 조사한 한 사무실의 직원들 

평균 연 이 우리나라 1인당 GDP인 3000만

원 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임 인상 

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A자동차 회사 직원의 70%에 달하는 사원

(40%)과 리(29%)의 평균 연 은 각각 2062

만원, 2335만원에 지나지 않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회사 직원의 70%에 달하는 직원들이 

우리나라 1인당 GDP인 3000만원 보다 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Ⅴ-16> 고쳐 쓰기: 근거와 이유의 양  증가 2

둘째로, <표 Ⅴ-17>과 같이 사  쓰기 과제에서는 서술하지 않았

던 ‘반론’에 한 내용을 추가(C4)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의 교류를 통해 반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

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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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쓰기 과제의 답안 고쳐 쓰기의 답안

(없음) (보충)

물론 톱스타 기용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제시문 (나)와 같이 상품 수요 곡선에 따라 

매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  4번 설문조사

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소비자들이 

재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표 Ⅴ-17> 고쳐 쓰기: 반론수용과 반박의 인식

반론을 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쳐 쓰기에 반 하 다는 것은 

통계  쓰기에 반론을 상하는 내용을 서술해야하고 이는 주장을 

더욱 견고히 하는 서술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1.3.2 내용

내용 범주에서의 고쳐 쓰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의 추론 과정이 기존의 답안보다 더욱 논리 으로 서

술(B8)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18>의 기존의 답안을 보면 

[1]로부터 [2]를 추론한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2]의

‘ 부분의 근로자들은 4200만원에 못 미치는 연 을 받고 일하고 있

다’는 진술이 어떻게, 왜 서술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반면 고쳐 쓰

기 답안에서는 [3]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자료에 근거하여 식을 

세웠고, 계산을 통해 3296.17만원 이라는 값을 구했다. 한 이는 

42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값이며 소수의 특이 값으로 인해 평균이 

높게 측정되었다는 을 지 하 다. [3]을 추가함으로서 비약 없이 

[1]에서 [2]로의 추론이 훨씬 논리 으로 서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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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쓰기 과제의 답안 고쳐 쓰기의 답안

(상략)

[1]A 자동차 회사 근로자의 직 별 평균연  

자료에 따르면 4%에 해당하는 상무와 무

의 평균연 이 각각 1억 3504만원, 1억 8820

만원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 다. 

[2] 부분의 근로자들은 4200만원에 못 미치

는 연 을 받고 일하고 있다. 따라서 A자동

차회사는 임 인상 상을 맺어야 한다.

(상략)

[1]A 자동차 회사 근로자의 직 별 평균연  

자료에 따르면 4%에 해당하는 상무와 무

의 평균연 이 각각 1억 3504만원, 1억 8820

만원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 다. 

[3]직 별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을 구

하여 보면

 ×××

×  

 

약 3297만원 정도이다. 그러므로 평균이 

4200만원이라는 것은 몇 안 되는 상무와 

무의 연  액수로 인해 많이 올라간 수치인 

것이다. 따라서 

[2] 부분의 근로자들은 4200만원에 못 미치

는 연 을 받고 일하고 있다. 따라서 A자동

차회사는 임 인상 상을 맺어야 한다.

<표 Ⅴ-18> 고쳐 쓰기: 정당화 과정의 논리 인 서술

<표 Ⅴ-19> 역시 마찬가지로 고쳐 쓰기의 답안에서 추론과정이 더욱 

자세하고 정교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보여 다.

사  쓰기 과제의 답안 고쳐 쓰기의 답안

(상략)

에서 쓴이는 ‘2012년  ‧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1.4% 로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

는 추세이다.’라고 하 다. 그러므로 2007년 

이후 흡연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

여주는 (나) 그래 를 사용해야 한다.

(상략)

에서 쓴이는 ‘2012년  ‧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1.4% 로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

는 추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

다. (가) 그래 는 한 칸이 2%, (나)그래 는 

한 칸이 0.5%이다. 꺾은선 그래 와 같은 시

각  자료의 의의와 목 은 ‘변화량’을 표

하는 것이므로 에 목 에 맞게 (나) 그

래 를 사용해야 한다. 

<표 Ⅴ-19> 고쳐 쓰기: 정당화 과정의 정교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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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 한 서술이 삭제되거나 추론에서의 오류가 수정(B5)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  쓰기 과제의 답안 고쳐 쓰기의 답안

(상략)

톱스타 기용에 의하여 가격이 올라가고 따라

서 수요는 겠지만, 결국 톱스타 기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톱스타 기용 효과 7조원 

이외의 순 한 물건 매액에 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톱스타 A군의 발탁은 

(7조원-기용비)의 큰 이익을 남기게 된다.

(삭제)

<표 Ⅴ-20> 고쳐 쓰기: 부 한 서술의 삭제  오류의 수정 1

<표 Ⅴ-20>의 학생의 경우 사  과제 수행 시, 제시문의 맥락  지식

을 잘못 해석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 으나, 고쳐 쓰기 답안에서는 이를 

삭제하 다. <표 Ⅴ-21>의 답안은 사  쓰기 과제 분석 시 <표 V-8>에

서 추론과 정당화의 과정이 비논리 인 로 들었던 것이다. 이 학생의 

고쳐 쓰기 답안을 분석해 본 결과, 부 한 서술을 삭제하 으며 토론

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사  쓰기 과제의 답안 고쳐 쓰기의 답안

톱스타를 기용하면 제시문 (가)와 같이 직 ‧ 

간 인 경제  효과가 크다. 하지만 설문

조사에 이르면 톱스타를 기용하 을 때 가격

에 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면 톱스타를 이용하 을 때에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인데 상품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낮게 나타

난다. 하지만 톱스타를 고용하 을 때 취한 

이득으로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주면 후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톱스타 A군을 

고용하여야 한다

톱스타를 기용하면 제시문 (가)와 같이 직 ‧ 

간 인 경제  효과가 크다. 하지만 설문

조사에 이르면 톱스타를 기용하 을 때 가격

에 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면 톱스타를 이용하 을 때에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인데 상품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낮게 나타

난다. 하지만 톱스타를 고용하 을 때 취한 

이득으로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주면 후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톱스타 A군을 

고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료 5, 2, 8을 비

교하여 보면 가격이 합리 인 랜드가 많이 

선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이 구매에 

큰 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표 Ⅴ-21> 고쳐 쓰기: 부 한 서술의 삭제  오류의 수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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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표

토론 수업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고쳐 쓰기의 분석을 통해, 표  범

주의 측면에서 사  쓰기 답안과 에 띄는 차이 들을 발견할 수

는 없었다.

1.4 통계  쓰기 방법 지도의 용

9차시, 10차시에 걸쳐 통계  쓰기 방법을 지도하 다. 이는 본 

논문의 제 Ⅱ장의 3.3 , 제 Ⅳ장의 3.4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쓰

기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쓰기의 략과 

지식을 안내하고 이를 학습자가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었다.  

어떠한 설명이 수학 으로 다른지, 세련되었는지, 효율 인지 등에 

한 사회 수학  규범(Yackel & Cobb, 1996)을 안내하고, 이를 반 한 

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되, 형식 인 측면에 치우치지 않게 경계하

다. 

통계  쓰기의 정의, 구성요소, 평가 거를 고려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지도할 통계  쓰기 방법에 한 교재를 개발하 다. 교

재는 쓰기의 구성  측면, 내용  측면, 표  측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통계  ‧ 수학 으로 타당

한지, 어떠한 표 이 정확하고 효율 이며 세련되었는지 등에 한 규

범으로서 통계  쓰기 방법  략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총 1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여 통계

 쓰기의 평가기 을 이해할 수 있게 하 다. 수업에 쓰인 교재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 <표 Ⅴ-22>는 통계  쓰기 방법 지도

를 한 수업 지도안24)이다. 이 수업지도안에는 학습 단계 별로 지도

되어야 할 내용과 지도 시 유의 이 기술되어 있다.

24)통계 쓰기 방법 지도는 9차시,10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두 차시

가 합쳐진 하나의 수업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하나의 수

업 지도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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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통계적 글쓰기 차시 9-10

학습

목표

 통계적 글쓰기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와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 할 수 있다.

 주어진 통계 자료를 바르게 분석하고 조직하여 타당성과 논리성을 갖춘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전개
교 수 ‧ 학 습  과 정

학습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주의

환기
 인사 및 출석 확인

선수

학습 

확인

 지난시간 수행한 통계적 글쓰기 과제, 토론, 

고쳐 쓰기에 대한 회상

 지난 통계적 

글쓰기  과제 

답안지(1~4)

동기

유발

 개그콘서트(그것이 알고 싶은 추적 60분 수첩)

 통계적 글쓰기란?

 통계적 글쓰기를 잘 쓰려면?

(동영상)

학습

목표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전개

통계적 

글쓰기

의 구성

1. 통계적 글쓰기의 내용 구성요소

 통계적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와 증거들이다. 인

용된 그림, 표,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 수치 등.

 이유

통계적 근거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해석으로 주

장을 뒷받침하는 진술.

 주장

글 전체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술한 문

(ppt)

 통계적 근거

와 이유, 주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강조. 

 반론 수용과 

반박 시 유의

할 점 설명.

<표 Ⅴ-22> 통계  쓰기 방법 지도를 한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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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전체 글의 주요 핵심.

 반론 수용과 반박

자신의 주장(혹은 논증 전체)에 대한 대안, 한정, 반

대의견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이에 반박하는 것.

 

2. 통계적 근거와 이유의 제시방법

 병렬 구성 

주장을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독립적인 여러 개의 이

유를 나란히 제시

 직렬 구성 

  이유를 차곡차곡 쌓는 방식. 

 3. 구성면에서의 기타 전략

 뒷받침 내용

의 병렬구성과 

직렬 구성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

는 예시를 통

해 익히도록 

한다.

전개

통계적 

글쓰기

의 내용

1. 통계 자료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통계 자료 읽기

 통계 자료 사이의 관계 찾기

 통계 자료로부터 해석하기

2. 지문 외의 상식, 배경지식의 활용

 통계적 조사과정과 통계적 글쓰기

- 문제 형성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결과 해석

 지문외의 정보를 활용 시 유의점

3. 내용면에서의 기타 전략

(ppt)

 통계적 글쓰

기, 나아가 통

계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는 통계자료를 

바르게 읽고 

탐색적으로 분

석하여 자료로

부터 근거와 

이유를 구성해

야 함이 필수

적임을 지도한

다.

 통계적 조사

과정은 깊게 

다루지 않는다.

 지문외의 정

보를 활용 시 

유의점은 예시

를 통해 지도

한다.

통계적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바른 문장으 (ppt)



- 123 -

글쓰기

의 표현

로 서술한다.

 독자의 배경지식, 관심, 요구 등을 반영하여 

표현하고 서술한다.

 통계적(수학적) 용어, 기호, 단위, 수식 등을 올

바르게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 그래프나 표를 바르게 작성한다.

자기

점검표

 통계적 글쓰기의 구성, 내용, 표현 범주의 세

부 항목들을 정리한 자기 점검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자기 점검표가 좋은 통계적 글쓰기의 준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ppt)

정리

반성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 각자가 자신

의  지난 글쓰기 과제(과제1~4)를 반성하도록 

한다.

 지난 통계적 

글쓰기 과제 

답안(1~4)

차시

예고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인사  인사하고 마친다.

의 ‘구성’과 련하여서는 통계  쓰기가 갖추어야할 통계  

근거, 이유, 주장, 반론수용과 반박의 네 가지 구성요소와 이 구성요

소들 사이의 련성에 하여 설명하 다. 통계  근거로 활용할 자료

들을 선별하고 이로부터 이유를 추론해 내어 주장을 뒷받침 하는 과

정을 서술하여야 함을 안내하 다. 근거가 이유를, 이유가 주장을 뒷

받침할 때 타당하고 논리 인 이 완성됨을 강조하 다.  다양한 

근거와 여러 개의 이유를 서술해야 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 됨을 

설명하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두 가지 습 인 방법을 소개하

다. 

의 ‘내용’과 련하여서는 통계자료를 읽고, 통계 자료 사이의 

계를 찾고 해석하는 것이 의 구성요소인 통계  근거, 이유, 주

장, 반론수용과 반박과 어떠한 련성을 갖는지 설명하 다. 한 

의 흐름상 지문에 제시 되어 있는 문제 상황과 맥락 외의 상식이나 

배경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근거와 

이유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 다. 단, 이때 활용한 지문 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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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언 할 만큼 가치 있는 정보인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한 역할

을 충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뢰할 수 있으며 다수가 공감할 만큼 

상식 인 내용인지 등을 검하도록 하 다. 

의 ‘표 ’과 련하여서는 학생들에게 의미를 분명히 악할 

수 있도록 바른 문장으로 서술하고 정확한 통계 (수학 ) 용어와 기

호, 단 , 수식 등을 사용하도록 하 다. 

통계  쓰기 방법  략을 지도할 때에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

한 용어나 내용들은 <그림 Ⅴ-5>와 같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 다. 

[그림 Ⅴ-5] 비유를 사용한 통계  쓰기 방법의 지도의 

한 [그림 Ⅴ-6]과 같이 학생들의 사  쓰기 과제 답안을 시로 

활용하 다.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기 보다는 

시를 심으로 지도하여 의미를 합의하고 이해하게 하 다. 논증이라

는 용어와 의미는 생소하므로 통계  쓰기의 논증 구성요소를 정의

로 가르치기 보다는 사  쓰기 과제나 토론시간에 논의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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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얻은 학생들의 답안과 의견을 로 들어 지도하 다. 

[그림 Ⅴ-6] 학생들의 답안을 시로 사용한 통계  쓰기 방법의 지도의 

따라서 통계  쓰기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생소한 내

용이 아니며, 개인 인 과제 수행과 체 토론을 통해 일차 으로 이

미 구성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통계  쓰기를 잘 쓰

기 한 방법과 략에 한 이 수업은 교실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

에서 통계 으로, 수학 으로 합리 이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의사소

통의 규칙과 규범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시간이다. 한 학생들은 이 

사회 수학  규칙과 규범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표 하는 방법을 습

득하고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 126 -

1.5 자기평가  피드백 수행 결과 분석

통계  쓰기 방법에 한 수업이 끝난 후, <표 Ⅳ-5>의 평가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사  쓰기 과제 2에 한 자신들의 답안을 평

가하도록 하 다. 자기 평가표를 제출하게 한 후, 교사의 평가표를 나

어 주었다. 본 에서는 학생들의 자기평가와 교사의 평가의 일치도

를 분석하 다. 

[그림 Ⅴ-7]은 17개의 세부기   학생과 교사의 평가가 일치한 세

부기  개수별 학생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17개의 세부 기   

8개, 10개, 11개, 12개의 항목에서 교사와 학생의 평가가 일치한 답안

은 각각 1개이다. 한 13개, 15개 항목에서 평가가 일치한 학생 수는 

각 각 4명이었으며, 14개 항목에서 평가가 일치한 학생이 8명으로 가

장 많았다.

[그림 Ⅴ-7] 학생과 교사의 평가가 일치한 세부기  개수별 학생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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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Ⅴ-23>과 같이 17개의 각 세부 기 에 해, 교사와 학생

의 평가가 일치한 학생의 수도 조사하 다. 

세부

기

일치한

학생수

세부

기

일치 

학생수

세부

기

일치 

학생수

세부

기

일치 

학생수

C1 14 B1 19 B6 15 E1 12

C2 17 B2 15 B7 17 E2 13

C3 11 B3 17 B8 13

C4 18 B4 18 B9 16

C5 12 B5 16 B10 18

<표 Ⅴ-23> 세부 기 별 자기평가와 피드백 결과가 일치한 학생의 수

(단  : 명)  

20명의 학생  19명의 학생의 답안에서 B1 항목에 해 교사와 학

생의 평가가 일치하 으며, 18명의 답안에서 B4, B10, C4 항목의 평가

가 일치하 다. 이 외에도 부분의 세부 기  항목에서, 학생들의 평

가와 교사의 평가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이 통계

 쓰기의 평가 거와 세부기 에 해 비교  잘 이해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1.6 사후 통계  쓰기 과제 수행 결과 분석

사후 쓰기 과제에 한 각 학생들의 답안들을 사  쓰기 과제

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제 Ⅵ장에서 제시한 <표 Ⅵ-3>의 세부기

을 토 로 코딩하여 분석하 다. 20명의 학생에 한 각 사  쓰기 

과제별 평가 결과표는 다음 <표 Ⅴ-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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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

구성 내용 표

C1 C2 C3 C4 C5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사후 

과제
19 19 17 15 17 19 19 19 19 19 19 18 16 19 14 18 19

<표 Ⅴ-24> 사후 쓰기 과제별 세부기 별 평가 결과표
(단  : 명) 

다수의 학생들이 구성, 내용, 표  범주의 세부기 에 도달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에서는 사  쓰기 과제와 고쳐 쓰기의 

답안과 마찬가지로, <표 Ⅵ-3>의 구성, 내용, 표  범주의 세부 기

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1.6.1 구성

구성 범주에서 학생들의 답안을 질 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  구성 범주에서 사  쓰기 과제나 고쳐 쓰기의 답안에 비해 

가장 에 띈 차이 은 학생들의 논증의 개가 일 성을 갖추었으며, 

문단을 히 나 고 있다는 (C5)이다. 19명의 학생들이 사고의 단

락이 바뀔 때 마다 문단을 나 고 있었으며, 한 속사(그리고, 

하지만, 특히, 그 다고 해서, 물론, 실제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Ⅴ-25>는 ‘두 

번째로’, ‘하지만’, ‘한편’과 같은 속사를 사용하여 문장들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 다.

둘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인 근거와 이유의 서술이 사  쓰기 

과제의 답안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에 띄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

었다(C2, C3). 모든 학생들이 3개 이상의 이유(하 주장)를 제시하 으

며 그  4명의 학생이 4개 이상의 이유를 제시하 다. 한 이유는 

여러 개의 통계  근거로부터 추론한 것이었으며, 사후 쓰기 과제에 

제시된 12개의 자료를 폭 넓게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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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1]두 번째로, 학부모 측의 입장과는 달리 학입시와 사교육은 큰 련이 없다. [2]사교육 

증가원인 우선순 에 한 자료 8을 보면 세 항목이 5  만 에 4.1 으로 공동 1 를 했

다. [3]이 세 항목은 모두 학 입시에 련된 내용이다. [4]하지만 정작 학 입시와 가장 

한 련이 있는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자료 1에서와 같이 세 학교   가장 

낮다. [5]한편, 자료 9와 자료10을 보면 고등학생의 EBS 교재의 구입 비율과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각각 40.5%, 73.0%로 다른 학교 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략)

<표 Ⅴ-25> 사후 쓰기 과제: 다양한 통계  근거의 활용 

<표 Ⅴ-25>의 학생은 주장에 한 두 번째 이유로 [1]을 제시하고 있

다. 이 이유를 4개의 자료(1, 8, 9, 10)로부터 추론해 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자료 안에서 구조나 경향을 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

러 개의 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 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표 Ⅴ-26>은 반론을 상하고 반박하는 부분이 충분히 서술하

고 있음을 보여 다. 이 학생은 사교육에 찬성하는 주장의 두 번째 이유

로 EBS교재와 방과 후 수업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를 지지하는 하  이유로 두 가지 진술을 하고 있으며 반론을 상

하고 그것을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게 된다.

(상략)

  [1]둘째, 내가 사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다른 이유는 EBS 교재나 학교 내 방과 후 학

교가 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부록>의 표 3번을 보면, 사교육 

수강 목  에서 학교 수업 보충이 체의 73%에 이를 정도로 비 이 높다. [3]해당 연도

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약 57.5%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에서만 진행되는 공부만을 통해서는 충분히 공부할 수 없다고 단하는 것이다. [4] 한 11

번 그래 를 참고하면 상  10% 이내의 학생들도 EBS 교재 구입 비율이 약 22% 정도로 그

리 높지 않다. [5]일각에서는 표 10번을 참고해 학교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약 50%, 

고등학교는 73%에 육박할 정도이므로 방과 후 학교의 요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6]반드

시 여러 명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이러한 형태의 반

론에는 문제가 있다.

(하략)

<표 Ⅴ-26> 사후 쓰기 과제: 반론수용  반박이 서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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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26>에서 드러난 논증과 반박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은 [그림 

Ⅴ-8]과 같다. 

[그림 Ⅴ-8] <표 Ⅴ-26>에서 드러난 논증과 반박의 구조

1.6.2 내용

내용 범주에서 학생들의 답안을 질 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반론  수용이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B10). 사  쓰기 과제, 토론 수업 장면에서는 반론을 상하

고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반론이 통계  근거와 이유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었다. 그러나 사후 쓰기 과제의 답안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14명) 자료로부터 시작하여 이유를 추론해 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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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1]학부모 측에서는 자료 4와 자료5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 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와 사교

육 참여율이 높으니 사교육을 시켜야 성 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2]하지만 

자료 6의 성  순  상  30% 학생들의 사교육비 황을 보면 ‘사교육을 받지 않음’이라

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다. [3]  자료 11을 보면 성 이 올라감에 따라 EBS 교재 구입비율

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이를 통해 반드시 사교육을 받아야 성 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략) [5]앞에서 열거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학교 측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략)

<표 Ⅴ-27> 사후 쓰기 과제: 반론수용  반박이 근거와 이유를 갖춘 

<표 Ⅴ-27>의 학생은 사교육을 반 하는 입장이다. 상략된 부분에서 

주장에 한 이유를 제시하 고 [1]과 같이 반론을 상한 후, 서술하

다. 한 이 반론에 해 [2], [3]에서와 같이 통계  근거인 자료 6

과 자료 11에 근거하여 반박하고 있다. 반론 수용  반박이 근거와 

이유를 충실하게 갖춘 에 해당되며, 결론 으로 [5]번의 주장을 지

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도식 으로 나타내면 [그림 Ⅴ-9]와 같

다. 

[그림 Ⅴ-9] <표 Ⅴ-27>에서 드러난 반론에 한 반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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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추론에 활용한 맥락 , 일상  지식이 비교  상식 이며 신

뢰할 수 있음(B7)을 알 수 있다. <표 Ⅴ-25>의 [4]에서 ‘정작 학 입

시와 가장 한 련이 있는 고등학생들’ 혹은 <표 Ⅴ-26>의 [6]에

서 ‘반드시 여러 명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요하다고 단정 지

을 수 없으므로’와 같은 서술은 지문 외에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단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상황과 추론의 과정에 비교

 합리 으로 매개되어 있다.

  셋째, 부분의 학생들이 <표 Ⅴ-28>에서처럼 통계  개념, 공식  

차를 하게 활용(B5)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계산결과 [2]를 

맥락  상황에 비추어 [3]과 같이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9). 

(상략)

  [1]마지막으로 자료 5를 보면 성  순  하  70% 학생들 에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

는 학생들의 비율은

[2]


×


×


×라고 할 수 있다. [3]사교육을 이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 이 잘 나오지 않은 것은 사교육이 성 이 그리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을 의미한다.

(하략)

<표 Ⅴ-28> 사후 쓰기 과제: 통계  개념, 공식  차를 하게 활용한 

이 밖에도 통계자료를 바르게 읽어 주장과 련 있는 통계  근거만

을 활용하고(B3), 근거와 이유로부터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논리

으로 서술되었음을 분석(B8)할 수 있었다. 

1.6.3 표

사후 쓰기 과제를 표  범주에서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의 맨 마지막 문단에서 앞 서 서술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

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달하고자 하는 주장을 

독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표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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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평가하는 E1과 련된다.

(상략)

  [1]결론 으로, 나는 의 세 가지 이유인 사교육의 여부와 학생의 성 은 상당히 한 

계를 한 계를 가지고 있다는 , [2]EBS 교재나 교내 방과 후 학교 활동이 성  향

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 [3]그리고 학생 본인의 의지가 사교육에 어느 정도 반

이 된다는  때문에 [4]학생들의 사교육을 지지한다.

<표 Ⅴ-29> 사후 쓰기 과제: 의 마지막 문단에서 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한 

<표 Ⅴ-29>의 학생은 [1], [2], [3]에서 의 요약을 요약하고, [4]에서 

주장을 재 진술하여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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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쓰기 수업의 효과

본 장의 1 에서는 통계  쓰기 수업을 수업 구성요소에 따라 분

석하 다. 사  ‧ 사후 통계  쓰기와 고쳐 쓰기는 통계  쓰기의 

평가 거별 세부 기 에 따라 정성 으로 분석하 으며, 토론 수업은 

사 자료를 분석하 다. 자기평가와 피드백의 결과를 양 으로 분석

하여 교사와 학생의 평가의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이 에서는 1 에

서의 분석 결과를 토 로 통계  쓰기 수업의 효과를 ‘통계  

쓰기 능력’, ‘통계에 한 태도’의 측면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2.1 통계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2.1.1 체 인 변화

통계  쓰기 수업이 통계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기 하여 사  쓰기 과제의 수와 사후 쓰기 과제의 수의 차

이를 검증하 다. 이를 하여 먼 , 통계  쓰기 평가 거별 세부

기 을 코딩한 결과를 수화 하 다. 분석한 3개의 사  과제의 수

의 평균을 사  쓰기 과제의 수로 활용하 다. 학생들의 수 차

이 즉, (사후 쓰기 과제 수) - (사  쓰기 과제 수)를 SPSS 통

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최소 최 평균 표 편차 t p

구성 0.33 4.33 2.4386 1.05440 10.081 0.000**

내용 1.00 4.67 2.4561 1.03763 10.318 0.000**

표 -0.33 0.67 0.2281 0.29508 3.369 0.0015**

합 1.33 9.67 5.1228 2.09411 10.663 0.000**

<표 Ⅴ-30> 사  ‧ 사후 통계  쓰기 수 차이의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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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0>에서와 같이, 수업  후, 쓰기 과제의 수가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내용, 

표 의 각 범주에서도 모두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1.2 구성, 내용, 표  범주의 세부기 별 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계  쓰기 평가 거의 세부기 (표 Ⅴ-3)

별 향상 효과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하여 McNemar-test를 실시

하 다. 학생들 각 각의 3개의 사  쓰기 과제, 한 개의 사후 쓰

기 과제를 구성 범주의 C1~C5, 내용 범주의 B1~B10, 표  범주의 E1, 

E2총 17개의 세부기 에 따라 1(기 을 만족하는 경우)과 0(기 을 만

족하지 못하는 경우)으로 코딩하 다. 3개의 사  과제  한 개 이상

의 과제에서 세부 기 을 만족하는 경우 1로 코딩하여 SPSS통계 패키

지를 이용해 McNemar-test를 시행하 다. 그 결과, C3, C4, C5, B7, 

B8, B10의 6개 세부기 이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3개의 사  과제  두 개 

이상의 과제에서 세부 기 을 만족하는 경우 1로 코딩하여 

McNemar-test를 시행한 결과 다음 <표 Ⅴ-31>과 같이 B1, B6, B9, E2

를 제외한 13개의 세부기 이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게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1 C2 C3 C4 C5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B1 B2 B3 B4 B5 B6

유의확률 0.125 0.002 0.004 0.002 0.008 0.125

B7 B8 B9 B10 E1 E2

유의확률 0.000 0.000 0.125 0.000 0.001 0.500

<표 Ⅴ-31> 통계  쓰기 평가 거의 세부기 별 McNemar-test의 결과

한 본 장의 1 에서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들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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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표 Ⅴ-32>는 사  ‧ 사후 쓰기 평가 거 별 세부기

에 따라 평가한 것을 비교한 표이다. 

구분

과제

구성 내용 표

C1 C2 C3 C4 C5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사

과제1
8 9 3 4 4 19 9 12 16 15 19 5 2 17 2 13 19

사

과제2
19 19 6 0 7 20 17 20 20 19 17 16 3 20 0 17 20

사

과제3
17 16 9 4 12 17 18 19 14 20 20 16 10 19 0 12 20

사

평균

14.

67

14.

67

6.0

0

2.6

7

7.6

7

18.

67

14.

67

17.

00

16.

67

18.

00

18.

67

12.

33

5.0

0

18.

67

0.6

7

14.

00

19.

67

사후 

과제
19 19 17 15 17 19 19 19 19 19 19 18 16 19 14 18 19

<표 Ⅴ-32> 사  ‧ 사후 쓰기 과제별 세부기 별 평가 비교표
(단  : 명) 

사  쓰기 과제를 평가한 결과 구성 범주에서는 ‘자료와 논리에 

근거하여 주장에 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C3)’, ‘만약 

반론을 상하고 있다면, 반론에 반박하는 부분이 충분한가?(C4)’가 

해당되는 구조의 균성성과 ‘ 체 인 논증의 개가 일 성을 갖추

었으며 문장이나 문단들이 논리 으로 연결되는가?(C5)’가 해당되는 

조직의 응집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 범주에서

는 ‘추론에 활용한 맥락 , 일상  지식이 상식 이며 신뢰할 수 있

는가?(B7)’와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한 반박이 근거와 

이유를 갖추고 있는가?(B10)’등의 수가 상 으로 낮았다. 표  

범주는 다른 범주에 비해 비교  수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본 장의 1.1  분석에서 정당화 과정을 논리 으로 충분히 

서술(B8)하지 못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토론 수업을 분석한 1.2 에서는 C3, C4, B3(통계자료를 바르게 읽

어 주장과 련성 있는 통계  근거를 활용하 는가?), B5(서술한 통

계  개념, 공식  차가 하고 오류가 없는가?), B6(서술한 통계

량이 하며 그것을 구하거나 활용하는 계산과정에 오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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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된 부분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하 다. 한 드문 경우 지만 

반론에 한 반박이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례(B10)도 

발견할 수 있었다.

1.3 에서는 학생들이 사  쓰기 과제 답안을 고쳐 쓴 수정본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  쓰기 답안에 비해, 통계  근

거와 이유를 충분히 서술하고(C2, C3) 반론을 상하고 반박하는 부분

을 서술(C4)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다소 비논리 이고 

비약이 있었던 부분에 진술을 추가하여 근거와 이유로부터 주장을 정

당화 하는 과정이 충분히 서술되었음(B8)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  쓰기 방법을 지도 한 후, 학생들에게 사  쓰기 과제에 

해 자기평가를 하게 하 으며 그 결과를 본장의 1.4 에서 교사의 

평가와 일치도를 조사하 다. <표 V-22>와 같이 부분 일치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이 평가 거와 세부 기 을 잘 이해하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후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 으며, 그 답안을 본 

장의 1.6 에서 분석하 다. 그 결과 <표 Ⅴ-32>와 같이 17개 세부 기

  부분에서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 인 

논증의 개가 일 성을 갖추었으며, 문장이나 문단들이 논리 으로 

연결되고(C5), 달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인

지하도록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표 된 것(E1)은 사  쓰기 과

제나 토론, 고쳐 쓰기를 분석할 때에는 두드러지지 않은 부분이었다. 

한 세부기  B10도 토론 수업을 분석 할 때 소수의 학생들에게서 

찰된 반면, 사후 쓰기 과제 답안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의 반론과 

반박이 통계  근거와 이유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  쓰기 과제 답안과 사후 쓰기 과제 답안을 비교한 결

과, 구성, 내용, 표 의 부분의 세부 기 에서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  쓰기 과제 수행과 사수 쓰기 과제 수행 사

이에 있었던 토론 수업, 고쳐 쓰기 활동, 자기 평가, 교사의 피드백이 

통계  쓰기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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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계  쓰기 수업의 구성요소에 따라 특별히 향상효과가 두

드러지는 세부기 항목들이 있었다. [그림 Ⅴ-10]은 이를 도식 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Ⅴ-10] 통계  쓰기 수업의 구성요소별 향상된 세부기

6개의 수업 구성요소에서 두드러진 향상 효과를 보인 세부기 항목

들이 조 씩 다르다는 은 각 수업 구성요소들이 통계  쓰기 능

력을 신장시키기 해 모두 필요하다는 을 보여 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특히 다른 수업구성요소의 분석에서는 효과를 찰할 수 없

었던 C5, B7, B1025), E1항목은 사후 통계  쓰기 답안을 분석할 때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 통계  쓰기 방법 지도, (5) 

자기평가, (6) 교사의 피드백 3가지 수업 구성요소의 향이거나, 어

도 이 구성요소들이 다른 구성요소들과 복합 으로 향을 미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25)B10세부기 항목은 토론 수업 장면을 분석할 때,소수의 학생들의 발

화해서 찰할 수 있었다.그러나 사후 쓰기 과제 답안을 분석할 때에

는 20명 14명의 답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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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계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수업의 첫 차시와 마지막 차시에는 통계에 한 태도 검사를 실시

하 다. 통계에 한 태도 검사는 제 Ⅲ장의 <표 Ⅲ-2>에 요약 된 것

과 같이 ‘흥미’, ‘가치’, ‘인지  역량’, ‘용이성’, ‘노력’

의 5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SPSS 통계 패키

지를 이용해 학생들의 사후-통계에 한 태도 수와 사 -통계에 

한 태도 수의 차이를 검증하 다.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Ⅴ

-33>과 같다.

구분

요인
최소 최 평균 표 편차 t p

흥미 -1.66 1.83 0.4298 0.8320 2.252 0.018

가치 -0.57 1.71 0.3082 0.5679 2.366 0.015

인지  

역량
-0.55 1.33 0.2222 0.341 1.813 0.04

용이성 -0.50 1.66 0.4298 0.6462 2.899 0.005

노력 -1.75 2.50 0.3289 0.9466 1.515 0.074

합 -0.75 1.32 0.3438 0.4396 3.409 0.001

<표 Ⅴ-33> 사  ‧ 사후 통계에 한 태도 수 차이의 T-검정

<표 Ⅴ-33>에서와 같이 수업 과 후 학생들의 통계에 한 태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흥미, 가치, 인지  역량, 용이성 요인들은 0.05 유의 수

에서 향상 효과가 있었고, 노력 요인은 0.1 유의수 에서 향상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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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쓰기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

통계  쓰기 수업의 마지막 차시에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체감 

난이도, 흥미, 유용성 등 통계  쓰기 수업에 한 학생들의 반

인 인식을 알아보고 시사 을 얻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어 수업에 한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얻고

자 하 다. 질문지는 본 논문의 제 Ⅲ장에 제시된 <표 Ⅲ-4>와 같이 

총 10문항이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3.1 수업에 한 참여도, 흥미와 유용성 인식

학생들은 통계  쓰기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극 으로 참여하

으며 이 수업이 자신들의 통계 학습에 유용할 것이라 인식하 다. 

[그림 Ⅴ-11]과 같이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 다고 응답한 학생들

이 95%(매우 그 다 7명, 그 다 11명), 수업이 흥미롭다고 느낀 학생

들이 95%(매우 그 다 8명, 그 다 10명), 수업이 자신의 통계학습에 

유용하다고 느낀 학생들이 95%(매우 그 다 11명, 그 다 8명) 다.

[그림 Ⅴ-11] 통계  쓰기 수업에 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  유용성의 인식

부분의 학생들에게 통계 학습과 련하여 이 수업이 유의미한 경험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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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들에게 을 쓰고 난 후,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는 것

이 통계  쓰기 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 고 그 결과 다음 <표 Ⅴ-34>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통계자료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친구들이 말해주었다.

 개방 인 사고를 도울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되어 다음 쓰기에 응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이유나 근거에 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쓰기로 배운 것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것 같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의 합의 을 찾아갈 수 있다.

 남의 의견을 수용할  아는 것을 가르쳐주었으며,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과 반론을 상하고 이를 반박하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 다.

<표 Ⅴ-34>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조사: 토론의 유용성에 한 의견

학생들이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론’은 ‘통계  쓰기’를 

쓰기 해 반드시 필요한 수업 구성요소이다. 

마지막으로,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자신의 생각과 느낀 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 다. 이에 학생들은 ‘ 에는 그냥 자료를 가

져다 쓰면서 내 주장만 말하고 끝냈을 텐데, 통계  쓰기 수업을 통

해서 체계 으로 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다.’, ‘실력이 향상되었

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통계  문제를 보고 을 쓰며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 에는 그냥 느낌 로 쓰면 되는  알았는데, 지켜

야 하는 나름의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와 같은 의견을 서

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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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업에 한 난이도 인식

이 수업의 반 인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학생들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쉽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0%

로‘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0%에 불과하 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학 우수아임을 고려하 을 때, 일반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도 으로 용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다음 <표 Ⅴ-35>의 내용들  가장 어

려웠던 내용, 가장 쉬웠던 내용을 조사(3개까지 복 선택 가능)하

다. 

① 주장,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입장을 취하기, 주제 악하기)

② 하나의 그래 나 표에 표 된 자료의 특성을 찾아내기

③ 여러 개의 표와 그래 를 연결하여 자료의 특성( 계)을 찾아내기

④ 이끌어낸 자료의 특성 들  주장(주제)와 련 있는 것들을 선별하기

⑤ 선별한 자료(근거)로부터 이유를 만들어내기

⑥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개의 이유를 제시하기

⑦ 자료 분석이나 계산결과를 본래 문제로 돌아가 련지어 해석하기

⑧ 문단을 히 나 고, 지시어나 속사를 히 사용하기

⑨ 공식, 개념을 하게 활용하고 계산을 바르게 하기

⑩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과 반론을 상하고 이를 반박하기

⑪ 의 흐름에 벗어나는 불필요한 서술 하지 않기

⑫ 지문 외의 정보를 활용할 경우, 상식 이며 다수가 공감할만한 내용만을 서술하기 

⑬ 달하고자 하는 주장과 이유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표 하기

⑭ 통계  용어, 기호, 표, 그래 , 수식 등을 정확하게 표 하기

⑮ 을 쓰고 난 후, 토론을 통해 의견 교류하기

<표 Ⅴ-35>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조사: 수업에서 다룬 내용

3.2.1 수업  가장 어려웠던 내용

수업  가장 어려웠던 내용을 묻는 질문( 복 선택 가능)에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것은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과 반론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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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반박하는 것(⑩)’이었다. 이는 통계  쓰기의 평가 거

별 세부기  C4와 B10과 련된다. 그 다음 순으로 ‘ 을 쓰고 난 

후,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기(⑮)’, ‘여러 개의 표와 그래 를 

연결하여 자료의 특성과 계를 찾아내기(③)’가 많은 응답을 얻었

다.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Ⅴ-36>과 같다.

1 2 3 합 이유

①

② 2명 2명

③ 2명 1명 3명 6명
 여러 조합이 가능한데 한 것 찾기가 힘들다.

 여러 그래 의 특성을 연결 짓는 것이 어렵다.

④ 2명 2명  자료에 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⑤ 2명 2명  자료로부터 그 뜻을 악하는 것이 어렵다.

⑥ 1명 1명

⑦ 1명 1명 2명 4명  자료를 주제와 연  짓는 것이 어렵다.

⑧ 1명 1명

⑨ 2명 1명 3명
 평소에 계산 실수가 잦다.

 계산실수를 할까  두렵다.

⑩ 4명 6명 2명 12명

 평소에 많이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두 의견을 모두 다 갖춘 상태에 도달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론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려웠다.

 어떤 반론이 나올지 상하기 힘들었다.

 반박을 하다가 나에게 독이 되는 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⑪ 2명 2명 1명 5명
 자신이 쓸 데 없는 말을 자주 늘어놓기 때문이다.

 쓰다보면 자연스  그 게 된다.

⑫ 3명 1명 4명

 지문외의 어떤 정보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상식이 부족하다.

 내가 서술한 내용이 나만 아는 것인지  상식인지 구분

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⑬ 3명 1명 2명 6명
 설득력 있게 표 하는 것이 어렵다.

 문장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⑭

⑮ 3명 2명 2명 7명

 주장에 한 근거를 빨리 생각해 내는 것이 힘들었다.

 발표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 많아서 말할 기회가 없었다.

 토론이 어렵다.

 의견을 논리 으로 풀어서 토론하는 것에 서툴다.

 성격상 여러 사람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기타 시간에 맞춰 을 쓰는 것, 체 인 문단 구성

<표 Ⅴ-36>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조사: 수업  가장 어려웠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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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업  가장 쉬웠던 내용

수업  가장 쉬웠던 내용을 묻는 질문( 복 선택 가능)에 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Ⅴ-37>과 같다. ‘주장,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①)’가 12명의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이는 통계  쓰기의 세부기

 B1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계  쓰기 수업 , 사  쓰기 과제의 

답안에서도 부분의 학생들이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다음 많은 응답을 얻은 것으로 ‘문

단을 히 나 고, 지시어나 속사를 히 사용하기(⑧)’, ‘공식, 

개념을 하게 활용하고 계산을 바르게 하기(⑨)’가 있었다. 

1 2 3 합 이유

① 7명 2명 3명 12명

 자신의 생각을 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장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 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지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② 2명 1명 3명
 그래 를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쉬워졌다.

③ 1명 1명  연 성을 찾는 것이 재미있다.

④ 1명 1명 2명  자료를 선별하면 되기 때문이다.

⑤

⑥ 1명 2명 3명

⑦ 2명 2명

⑧ 4명 1명 3명 8명

 문단만 히 나 면 되기 때문이다.

 국어시간에 배운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알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⑨ 3명 3명 2명 8명
 공식에 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은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⑩

⑪ 1명 1명 2명

⑫ 1명 2명 2명 5명  매체를 통해 알고 있던 배경지식이 많기 때문이다.

⑬ 1명 1명  원래 알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⑭ 2명 1명 3명

⑮ 1명 1명

<표 Ⅴ-37> 통계  쓰기 수업에 한 인식 조사: 수업  가장 쉬웠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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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요약  논의

인간의 사고와 언어가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인간의 인지와 사고에 

있어 언어의 상은 무엇인지, 혹은 언어 없는 심상들이 존재할 수 있

는지 등에 한 문제는 사고에 한 논의에서 역사상 가장 끈질기고 

범 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재 수학교육과 통계교육에서도 언어

와 의사소통에 련된 연구가 활발히 개되고 있긴 하지만 부분은 

수학  의사소통이 학업성취도와 수학  성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며, 수학의 다른 역과 구분되는 통계의 본성에 주목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통계의 본성’과 ‘통계  

사고과정’에 주목하 으며 다음과 같이‘논증(argumentation)’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는 ‘맥락’을 내포하고 ‘불확실

성’을 가진 자료를 다루고, 자료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변이

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이성은 통계  사고 체계의 핵심이 되

고, 따라서 통계  사고는 명확한 목 의식을 갖고 자료를 만들고 수

집하고 분석하며 결론을 내리는 통계  조사활동(statistical 

investigation)의  과정에 걸쳐 일어난다. 한편 논증의 목 은 독자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거나 상 편의 반론을 

반박하는 것이다. 합리 인 단에 이르기 한 정당화의 과정으로 일

련의 명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통계  조사활동에 걸쳐 일

어나는 통계  사고 과정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사고과정과 논증 구성과정이 유사하다는 

에 주목하여 통계  사고를 진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을 잘 드러내 

주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통계  쓰기(statistical writing)’를 정

의한 후, 이를 지도하기 한 수업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한 석으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언어와 사고, 나아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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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사고 사이의 계, 의미의 구성과 쓰기 사이에 계에 한 

본 연구의 과 지향을 명확히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사고, 

나아가 의사소통과 사고가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반사 으로

(reflexively) 서로의 발달을 진하는 계에 있다는 을 취한다. 

한 쓰기에 한 사회  구성주의  을 지지한다. 즉, 텍스트

의 개념을 언어 공동체의 담화 습  규칙의 집합으로 규정하고 필

자를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독자를 해석 공동체의 사회

화된 구성원으로 본다. 따라서 이 표면 으로는 개인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완성한  속에는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습과 

규칙들이 담겨 있다. 쓰기가 사회 이고 언어 인 추론행 임을 고려

할 때, 을 생성하고 조직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략, 습과 같은 

형식 인 측면 한 지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가 

일방 으로 수할 수 있거나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학생과 학생간의,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범으로서 습

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의 과 지향을 명확히 한 후, 통계  쓰기를 정

의26)하고, 통계  쓰기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논증 구성요소로 ‘근

거’, ‘이유’,‘주장’, ‘반론수용과 반박’을 제시하 다. 이후 

‘통계  쓰기의 논증 구성요소의 도식([그림 Ⅴ-1])’을 만들었으며 

이는 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논증 도식인 동시에 통계  사

고 과정을 보여주는 인지 도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본 논문의 제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통계  쓰기를 용한 수업을 구안하 다. Ⅳ장 1 에서는 통계  

쓰기가 갖추어야할 구성요소를 정하 고, 2 에서는 통계의 역 특

수성과 쓰기의 일반성을 함께 고려하여 ‘통계  쓰기의 평가 범

주  거’를 조작 으로 정의하 다. 수학과, 과학과, 국어과의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평가 범주를  ‘구성’, ‘내용’, ‘표 ’으로 

나 었다. 구성 범주의 거로는 ‘구조의 균형성’, ‘조직의 응집

26)본 연구에서는 통계 쓰기를 ‘제시된 맥락 안에서 자료를 탐색 으로

분석하고 알고 있는 통계 지식과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

리 인 주장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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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내용 범주의 거로는 ‘주장의 선명성’, ‘근거의 련

성’, ‘이유의 수용 가능성’, ‘반론 설득 가능성’이, 표  범주의 

거로는 ‘독자지향성’, ‘정확성’이 포함된다. 이후 이 8가지 평

가 거에 한 17개의 세부 기 을 마련하 다. 이 세부 기 은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는 틀이 된다. Ⅳ장 3 과 4 에서는 통계  

쓰기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논의하 다. 수업의 구성요소

로 ‘통계  쓰기 과제 수행’, ‘토론’, ‘고쳐 쓰기’, ‘통계  

쓰기의 방법 지도’, ‘자기평가’, ‘교사의 피드백’의 여섯 가지

를 제시하고 수업의 차를 소개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안한 

통계  쓰기 수업이 고정된 순서와 차에 따라 기계 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뉴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  

쓰기를 지도함에 있어, 구성주의  환경이 설정되도록 수업을 설계하

려는 하나의 시도와 제안으로 교사의 신념과 가치 , 학생들의 수 , 

교실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용될 수 있다.

Ⅳ장에서 개발한 수업을 13차시로 구성하여 서울 소재 학부설 

재교육원 수학분과에 소속된 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상으로 

용하 다. 이 학생들은 수학에 한 흥미와 열의가 높아, 새로운 소재

나 교수 방법을 용한 수학수업에 한 거부감이 덜 할 것이며 논술 

시험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므로 기본 인 쓰기 소양을 갖추었다고 

기 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참여자로 하다. 먼  이 학생들에게 통

계  쓰기의 사  과제들을 수행하게 하 고, 이 과제에 한 체 

토론  고쳐 쓰기를 실시하 다. 이 후, 통계  쓰기 방법을 지도

하고, 사  과제에 한 학생들의 자기평가와 교사의 피드백이 이어졌

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계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 다. 한 

수업 과 후에 통계에 한 태도 검사를 시행하 으며, 수업의 맨 마

지막 시간에는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Ⅴ장 1 에서는 통계  쓰기 수업의 6가지 구성요소를 기 으로 

수업을 분석하 다. 학생들의 쓰기 결과물(사  ‧ 사후 통계  쓰

기 과제 답안, 고쳐 쓰기 답안)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계  쓰

기의 평가 범주별 세부기 (<표 Ⅳ-3>)’에 따라 양  ‧ 질 으로 분



- 148 -

석되었다. 한 토론 수업은 녹화 ‧ 녹취자료를 바탕으로 사하여 질

으로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기평가와 교사의 피드백의 

결과를 비교해 채 의 일치도를 확인하 다. 

사  통계  쓰기 과제의 답안을 분석한 결과 17개의 세부기  

 C3, C4, C5, B8, B10의 항목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 

수업을 사하여 분석한 결과 토론 활동을 통해 C2, C3, C4, B3, B5, 

B6의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한 학생들의 고쳐 쓰기 답안을 분석하여 C2, C3, C4, B8이 특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사후 통계  쓰기 답안을 분

석한 결과 부분의 학생들이 17개의 세부 기 에 모두 도달하 음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수업 구성요소들의 분석에서는 향상 효과가 두드

러지지 않았던 C5, B7, B10, E1항목 역시 사후 과제의 답안에서는 그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Ⅴ장 2 에서는 수업의 효과를 학생들

의‘통계  쓰기의 능력’과 ‘통계에 한 태도’의 두 측면에서 

서술하 다. 한 3 에서는 13차시로 구성된 체 수업에 한 학생

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 다.

먼 , ‘통계  쓰기의 능력’에서의 향상 효과를 분석하기 해 

사  ‧ 사후 통계  쓰기 과제의 수 차이를 t-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구성, 내용, 표 의 세 범주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부 기 별 향상 효과를 더

욱 자세히 알아보기 해 McNemar-test를 실시하 고, 그 결과 17개

의 세부 기   13개의 세부 기 이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Ⅳ에서의 질  

분석한 내용으로부터 통계  쓰기의 여섯 가지 수업 구성요소에 따

라 특별히 향상 효과가 두드러지는 세부 기  항목들이 있음을 발견

하 다. 이는 각 수업 구성요소들이 통계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해 모두 필요하다는 을 반증해 다. 

그 다음으로 ‘통계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수업 과 후 학생들의 통계에 한 태도 수의 차이를 t-검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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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흥미, 가치, 인지  역량, 용이성 요인들은 0.05 유의수

에서, 노력 요인은 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분의 학

생들이 통계  쓰기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극 으로 참여하 으

며 이 수업이 자신들의 통계학습에 유용할 것이라 단하 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의 제안

본 연구는 통계  사고와 논증  쓰기 사이의 계에 주목하여 

통계 역의 쓰기 능력 신장을 한 구체 인 수업을 개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학교 통계 교육의 개선을 한 수업과 

평가를 한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한계 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수학 우수아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 학생

들에 한 수업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한 이 학생들은 일반 학생

들보다 비교  수학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뛰어나 수업  후, 향

상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항목들이 있었다. 통계  쓰기 수업의 

타당성  일반성, 일반 학생들에 한 용 가능성 확보를 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이 달랐다. 

본 연구의 사  쓰기 과제 4의 경우, 학생들의 답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세부 항목들이 많았다. 과제 4에 제시된 자료는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통계  차를 통해 계산하기 한 수치  

정보의 성격이 강하 고, 바르게 계산을 하면 하나의 답으로 수렴하는 

닫힌 구조의 문제 다. 이 때문에 답안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이 매우 제한 이었다. 그러나 과제4는 맥락  ‧ 상황  

정보와 알고 있는 통계  개념  차를 종합하여 합리 인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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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리는 과정을 서술하게 한다는 에서 꼭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통계  쓰기를 한 과제는 다양할 것이며 과제의 특

성에 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통계  쓰기가 평가로 활용 될 경우 수화하기 힘들

다는 , 채 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단 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통계  쓰기의 평가 거별 세부기 ’의 개선 

 정교화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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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통계에 한 태도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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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사  통계  쓰기 과제(1, 2, 3, 4)

◆ 과제 1 



- 169 -



- 170 -

◆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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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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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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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통계  쓰기 방법 지도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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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사후 통계  쓰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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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 수업에 한 의식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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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gram to 

improve student’s writing ability 

in statistics 

Yang, Jung Eu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mathematical communication on student achievement and attitude 

toward mathematics. However,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verbal 

communications or short writing of answers to mathematics problems. 

In this study, we expand the scope of writing in mathematics 

classroom to argumentative essay based on data and statistical 

reasoning. 



- 186 -

Statistics should be learned with context of statistical investigation 

that includes the process such as formation of problems,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The reasoning required for statistical investiga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arguments based on data and presented 

information. 

We took the view that thinking and communicating are linked 

inextricably, interconnected, inseparable and promotes their own 

development simultaneously and reflexively and adopted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vism of ‘writing’, which means the 

concept of text is stipulated to the set of discursive rules and 

customs that society or community follows and a writer and a reader 

are regarded respectively as a socialized member of 

discourse-community and interpretative-community. Therefore, 

although writing seems to be a individual activity, a piece of writing 

contains social norms, rules and customs concurred in community, 

and affected by the discourse of the communit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program for statistical writing design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participating a math-gifted 

student education program,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program on the statistical writing ability and attitude towards 

statistics. An analytic framework is developed based on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on mathematics, science and korean education. This 

framework is used to analyze and evaluate student’s statistical 

writing.

The program included writing tasks, lessons for statistical argument 

essay, classroom discussion, re-writing, teacher evaluations and 

self-evaluations. Comparing student’s statistical writings before and 

after the lesson, the effect of the lesson is analyzed in terms of 

students’ writing ability and attitude towar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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