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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은 학습자에게 매

우 중요한 역량이다. 구성주의 인식론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지식을 전

이하는 인지적 유연성은 교육에서 말하는 지식 전이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강인애, 2003;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재경, 1999). 하지만, 유

현숙(2012)은 실제로 학습자가 실생활과 밀접한 참여형 수업에 매우 소

극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연구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서부터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를 파악,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지만, 교수자가 가르쳐야 할 내

용이 많고, 학습자들은 지식을 사용해야할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임현

정, 김양분, 신혜숙, 신종호, 이광현 등, 2011).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배

운 지식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

킬 필요성이 있다(최상덕, 서영인, 이상은, 김기헌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인지적 유

연성을 향상을 위해 논변활동 수업을 개발하였다. 논변활동 수업은 다양

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표상을 제공하며, 학습자가 유연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선행연구로부터 도

출하고 수업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으로 Kuhn 등(2013)이 제안한 논변

활동 수업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제안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

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모형은 무엇인가? 셋째,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

변활동 수업의 모형은 타당한가?

연구방법은 설계, 개발연구 방법에 기초하였다. 우선 인지적 유연성 향

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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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헌 분석의 결과를 Kuhn 등(2013)의 논변활동 절차 모형에 적

용하여 논변활동 수업 모형의 초기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후 모형이 타

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내적 타당화와 외적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였다. 

내적 타당화 검토는 교육공학 박사 수료 이상의 교육공학 전문가와 경력 

5년 이상의 초등학교 현직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두 차례 실시

하였다. 외적 타당화 검토는 내적 타당화를 통해 수정, 보완된 수업 모

형을 실제 초등학교 한 학급 수업에 6차시로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논변

활동의 사전과 사후에 인지적 유연성 설문 검사와 글쓰기 검사를 실시하

여 인지적 유연성 수준의 변화와 수업 모형의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논

변활동 사후에는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 평가를 실시하여, 수업 모형

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논변활동 및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된 구성요소와 원리를 도출한 후 각 

영역의 원리를 종합 분석하여 수업 원리를 개발하였다. 수업 원리는 1) 

다양성의 원리(자료의 다양성, 상황의 다양성, 관점의 다양성, 표상의 다

양성), 2) 통합성의 원리(자료의 통합성, 자료와 관점의 통합성, 상황과 

관점의 통합성, 관점의 통합성), 3) 실제성의 원리(자료의 실제성, 상황

의 실제성, 관점의 실제성, 표상의 실제성), 4) 상호작용의 원리(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내용의 상호작용, 교수자-학습자의 상호작용)를 

포함한다. 수업의 원리를 기반으로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고, 두 차례 내

적 타당화에서 개발된 수업 모형이 수업 원리를 수업 모형에 적용하는 

부분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고, 수정, 보완을 통해 내적 타당성을 검

증받았다. 

외적 타당화를 통해서 학습자의 보편적인 인지적 유연성 향상은 나타

나지 않았지만, 학습 주제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수업의 흥미도가 높았으며, 수업을 통해서 다른 학습자

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학습자의 반응이 있었다. 또한 교

수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아졌으며, 학습자의 수업의 참여도와 논리력

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최종적 논변활동 수업은 크게 ‘문제 제

시’,‘관점 구체화’, ‘논변활동’, ‘성찰’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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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 수업을 통한 인

지적 유연성 향상 가능성과 학습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로서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수업 모형의 타당

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로서 논변

활동 수업 설계에 대한 연구와 수업 모형의 반복 실시의 효과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인지  유연성, 논변활동, 수업모형, 수업모형 개발연구

학  번 : 2013-21336





- v -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 ··························································································· 6

3. 용어의 정의 ····················································································· 7

Ⅱ. 이론적 배경 ····································································· 8

1.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 9

가. 인지적 유연성의 정의 ········································································· 9

나. 인지적 유연성과 학습 ······································································ 11

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 원리 ································································ 13

2. 논변활동(Argumentation) ······················································· 15

가. 논변활동의 정의 ················································································ 15

나. 논변활동 수업 ···················································································· 17

다. 논변활동 수업의 구성 요소 ···························································· 23

3.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 24

가. 인지적 유연성과 논변활동의 관련성 ············································ 24

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도출 ············ 26

Ⅲ. 연구 방법 ······································································· 29

1. 연구 절차 ······················································································ 29

2. 수업 원리 및 모형 개발 ···························································· 32

가. 문헌검토를 통한 수업 원리 도출 ·················································· 32

나. 수업원리를 통한 수업 모형 개발 ·················································· 32

다. 수업 모형 도출 과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 33

3. 모형 타당화 ················································································ 35



- vi -

가. 수업 모형의 내적 타당화 ··································································35

나. 수업 모형의 외적 타당화 ··································································38

Ⅳ. 연구결과 및 논의 ························································· 42

1. 수업 원리 및 모형 ······································································ 42

가. 문헌검토를 통한 수업 원리 도출 ·················································· 42

나.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업의 원리 수정 ········································ 46

다. 수업의 원리 적용한 수업 절차 초기 모형 개발 ························ 51

2. 내적 타당화 ·················································································· 52

가.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 52

나. 1차 전문가 검토를 반영한 수정 사항 ·········································· 54

다.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및 수정 사항 ············································ 56

3. 외적 타당화 ·················································································· 58

가. 수업의 설계 ························································································ 58

나. 수업의 실행 ························································································ 59

다. 교수자 반응 평가 ·············································································· 67

라. 학습자 반응 평가 ·············································································· 70

4. 최종 모형 ······················································································ 77

5. 논의 및 시사점 ············································································ 77

Ⅴ. 결론 및 제언 ································································· 82

1. 결 론 ······························································································ 82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 84

참고문헌 ················································································ 89

부    록 ················································································ 99

Abstract ············································································ 149



- vii -

표   목   차

<표 Ⅱ-1> 임칠성(2002)의 교육토론 모형 ············································ 18

<표 Ⅱ-2>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 28

<표 Ⅲ-1> 전문가 검토 참여자 프로필 ···················································· 33

<표 Ⅲ-2> 수업 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문항 ·············· 34

<표 Ⅲ-3> 1차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전문가 프로필 ························· 36

<표 Ⅲ-4> 수업 절차 모형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문항 ······················ 36

<표 Ⅲ-5> 글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 평가 루브릭 ································ 41

<표 Ⅳ-1>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원리 도출을 위한 문헌 분석표 ···· 43

<표 Ⅳ-2>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에 대한 

문헌 고찰 적절성 타당화 분석표 ··········································· 46

<표 Ⅳ-3>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점수 ························································· 48

<표 Ⅳ-4>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개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점수 ························································· 48

<표 Ⅳ-5> 수업 모형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 53

<표 Ⅳ-6> 수업 모형 개별 절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 53

<표 Ⅳ-7> 수업 모형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 56

<표 Ⅳ-8> 수업 모형 개별 절차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 56

<표 Ⅳ-9> 인지적 유연성 검사의 사전-사후검사 기술통계 ··············· 71

<표 Ⅳ-10> 인지적 유연성 검사의 사전-사후검사 t 검증 ················· 71

<표 Ⅳ-11> 인지적 유연성 글쓰기 사전-사후검사 기술통계 ············ 72

<표 Ⅳ-12> 인지적 유연성 글쓰기 사전-사후검사 평가 준거별 평균 점수·· 72

<표 Ⅳ-13> 인지적 유연성 글쓰기 사전-사후검사 t 검증 ················· 72

<표 Ⅳ-14> 학습자 반응 평가 문항 간 신뢰도 및 통계분석 ············· 73

<표 Ⅳ-15>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 결과 ····················································································· 74

<표 Ⅳ-16>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 반응 결과 ··········································· 76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개발을 

위한 선행문헌 검토 영역 ··························································· 8

[그림 Ⅱ-2] Johnson & Johnson(1979)의 structured controversy ··· 20

[그림 Ⅱ-3] 김회경, 송진웅(2004)의 Argumentation Scientific 

Inquiry(ASI) 모형 ··································································· 21

[그림 Ⅱ-4] Kuhn 등(2013)의 Topic Workflow ······························· 22

[그림 Ⅱ-5]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도출 방식··· 26

[그림 Ⅲ-1] 연구 절차 ················································································· 30

[그림 Ⅲ-2] 외적 타당화 검사 절차 ························································· 39

[그림 Ⅳ-1]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초기 모형 ··· 51

[그림 Ⅳ-2]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2차) ··· 55

[그림 Ⅳ-3] 2차시 수업 활동 결과물; 이유 브레인스토밍 ················· 60

[그림 Ⅳ-4] 2차시 수업 활동 결과물; 이유카드 ··································· 61

[그림 Ⅳ-5] 2차시 수업장면; 이유카드 작성 ········································· 61

[그림 Ⅳ-6] 2차시 수업장면; 상대방의 이유 공유하기 ······················· 61

[그림 Ⅳ-7] 2차시 수업 활동 결과물; 상대방 이유 정리 활동지 ····· 62

[그림 Ⅳ-8] 3차시 수업장면; 소그룹 논변활동 ····································· 63

[그림 Ⅳ-9] 3차시 수업 활동 결과물; 반박하기 어려운 상대방 이유 찾기  63

[그림 Ⅳ-10] 4차시 수업장면; 전체학급 논변활동  ·························· 64

[그림 Ⅳ-11] 5차시 발언 평가지 일부 ···················································· 65

[그림 Ⅳ-12] 5차시 수업 활동 자료; 여러 가지 관점 종합하기 활동지··· 66

[그림 Ⅳ-13]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 ········ 77



-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상황에 

맞게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1세기의 역량으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응적으로 

활용하고,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언급하였다(허희

옥, 임규연, 서정희, 김영애, 2011). 이러한 역량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도 관심

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이상기(2011)는 학습자들이 정보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종합하고, 그 지식을 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였

다. 학습자가 배우는 지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하고 많아지는데, 그 지식을 

단순 암기만을 하여 지식이 쌓는 것으로는 더 이상 학습자의 역량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학습자가 배운 것을 실제 생활 속의 전이에 

관심을 두는 구성주의 인식론에 부합한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재경, 

1999). 때문에 최근 많은 교육자들은 학습 환경이 학습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 실제 생활과 접해야 함을 주장한다(OECD, 2010). 

학습자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적 유연

성’이 중요하다. 유연성(flexibility)이라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Gough, 1987). 유연성 중에서도 

배운 지식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지

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라고 한다. Martin과 Rubin(1994)은 인지

적 유연성에는 지식에 대한 인식과 적응하려는 자발성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인지적 유연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것은 Spiro와 Jehng(1991)에 따르면,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상위지식을 습득하였다는 것이고,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지적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잡한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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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을 적응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유현숙(2012)이 언급한 것과 같이 노트필기

나 과제를 제출하는 등 수업의 진도와 과정을 따라가는 태도는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토론식 수업과 같은 참여형 수업 방식에 경우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사고를 해야 하는 상황, 지식을 다양하게 전이해야 하는 

측면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 넓게는 학생들의 태도를 통해 배운 

지식들이 실제 생활에서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유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과의 관계성에 관한 것이라기보

다는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연관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인지적 유연성과 학생들의 적응문제(이은

정, 2012; 이해리, 2013), 인지적 유연성과 학생들의 정서문제(오은혜, 2014; 

임선영, 2012; 조은영, 2012, 2014), 혹은 인지적 유연성과 목표의식(조영복, 

2013)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학습을 통해, 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인지적 유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교육학 관련 연구는 대부분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예를 들어,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텍스트 학습자료 제작에 대한 연구(장수정, 

1997; Graddy, Lee, & Timmons, 2001; Spiro & Jehng, 1991)나  학습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있었다(노승림, 2006; 박기범, 2007, 

2008). 한편, 인지적 유연성을 학습 방법으로 고려한 연구가 있었지만(임기환, 

2008), 인지적 유연성 원리를 고려하지 않아 명확한 학습 방법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의 실제적인 향상을 위해 학습자에게 

인지적 유연성의 특성을 고려한 하나의 처치로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습 상황과 수업 환경을 고려하고 관련 문헌을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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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인지적 유연성 향상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원리를 통해 인지적 

유연성을 위해 특화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Spiro, Vispoel, Schmitz, 

Samarapungavan, Boerger(1987)은 인지적 유연성은 실제 현실과 관련된 

상위 지식의 영역의 것이라고 하며, 고등학생 이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박기범(2008)의 연구나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가 실제 현실 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실제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인지는 고등학생 

이상의 대상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에게도 필요한 인지적 역량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논변활동(argumentation) 수업을 통해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고자한

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방법으로 논변활동 수업을 고려한 이유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원리와 논변활동 수업의 요소의 유사성에 있다. 인지적 

유연성은 경험했던 상황과 다른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이러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은 논변활동에서도 나타나는데, 

논변활동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관점과 주장, 근거,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발언하면서 바로 이 논의의 흐름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Spiro 등(1987)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Cognitive flexibility 

theory)에 따르면, 인지적 유연성은 개별적인 지식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

할 뿐만 아니라, 지식간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다. 그런데, 논변활

동에서의 다양한 주장과 근거 또한 하나의 주제 혹은 문제 상황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연결성 측면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논변활동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작용

이 잘 이루어져야한다는 Yuill 등(2008)의 연구는, 논변활동에서의 참여자 

간 적극적인 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과 유사성이 있다.

여기서 논변활동(argumentation)은“화자가 청자나 관중에게 말하거나 

근거나 전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복잡한 발화 행위(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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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Goldman, 1994), 주장과 근거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논변활동은 주장과 

반론, 재반박의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이루어

지며(Jonassen & Kim, 2010), 논변활동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성찰하고, 지식을 협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Jonassen & Kim, 2010). 논변활동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논변활동이 수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Jonassen과 

Cho(2011)는 교수법으로서 논변활동이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질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찰과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의 

강점과 한계를 발견하면서,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거나, 입장이 바뀌거나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높은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인 지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지식이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 참여자들이 사이에서 지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논변활동 참여자들로 하여금 인지적 

유연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으로 논변활동 수업을 제안하고 그 

모형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사실 논변활동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논변활동을 활용한 교수법을 

권장하면서, 교육 현장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진 방향과는 

다르게 여전히 수업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선할 여지가 

보인다(한국교육평가원,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 수업

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Kuhn, Zillmer, Crowell, Zavala(2013)의 논변활동 

수업 과정을 적용할 것이다. Kuhn 등(2013)의 모형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 

과정이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었던 논변활동 수업 모형과 다른 절차와 

특징이 있으며, 이 모형이 다양한 관점과 상호작용을 더 강조한다는 점이 

인지적 유연성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는 초등학교의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의 수업 원리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논변활동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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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형을 개발하며, 그것을 타당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고찰할 

것이며, 원리를 도출한 이후, 논변활동 수업의 초기 모형을 개발할 것이다. 

수업 모형이 개발된 후에는 전문가 타당화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화와 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하는 현장 적용을 통해 외적 타당화를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장점, 단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모형이 

인지적 유연성 향상에 어떤 시사점을 주며, 어떠한 다른 학습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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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가. 초등학생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는 

무엇인가?

 나. 초등학생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은 

무엇인가?

 다. 초등학생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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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Spiro, Jehng(1990)에 따르면, 인지적 유연성이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적 요구에 적응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자신의 지식을 재구조화 할 수 

있는 능력(p.165)”을 말한다. 즉, 다양한 환경, 입장에 적응하여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

을“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상황의 적응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요구에 따라 자신

의 지식을 자발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태도”라고 정의한다.

• 논변활동(Argumentation)

Walton(1996)에 따르면 논변활동은 논변을 통해 “집단이나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는 과정의 하나(김희경, 송진웅, 2004, p.1217)”이다. 

이 때, 논변, 추리, 의미의 명료화, 증거의 탐색 등의 과정이 일어난다(민병곤, 

2001). 일반적으로 논변활동이란 용어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과학적 의사소통

의 용어로서 사용되며, 최근에는 국어교육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논변활동을 “이유와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논변을 펼치며, 

둘 이상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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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가 무엇이고, 

그 원리를 토대로 수업 모형을 개발하며,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한 

논변활동의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파악한 

수업 원리를 기반하여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수업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우선, 교육공학과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원리를 

파악하였다. 또한 논변활동(argumentation) 수업을 개발하는데 있어 논변활

동의 구성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문헌을 통해 파악한다. 여기서 논변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교육공학을 중심으로 교육학 분야와 국어교육, 사회교육, 

과학교육 등의 교과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유연성 향상 원리와 논변활동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림 Ⅱ-1]은 본 연구의 선행문헌 검토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Ⅱ-1]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문헌 검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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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가. 인지적 유연성의 정의

유연성은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Gough, 1987). 또한 유연성은 인지적인 영역과 대인적

인 영역, 관리적인 영역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홍숙지, 2005). 이 중에

서‘인지적 유연성’은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안정호, 임지영, 2013). 하지만 이 정의는 

학자들마다 소속된 학계마다 다르다(양정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과 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립할 것이다. 

교육공학에서의 인지적 유연성은 Spiro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Spiro(1991)는 학교에서 배우는 입문 지식이 실제 세계의 복잡한 상황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cognitive 

flexibility theory; CFT)에 따르면, 특수한 사례에서 적용되는 지식은 상위 

지식으로서, 단순한 지적 표상이 아닌 복잡한 지적 표상을 요구한다. 즉, 상위지

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나친 내용의 조직을 단순화시켜 생각하던 

방식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prio와 

Jehng(1991)는 인지적 유연성을 “이해 혹은 문제를 해결해야할 상황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지식을 적응적으로 재조합하는 능력(p.169)”으

로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강인애(2003)는 인지적 유연성이 전통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상황과 문맥에 대처할 수 있는 인지구조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장수정(1997)은 인지적 유연성은 적용할 다양한 

사례적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기범(2008)은

“급격하게 변하는 실제 상황에서 요구들에 대해 융통성있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발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p. 

160)”을 언급하면서 인지적 유연성을 사용할 때의 주체의 자발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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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리학 분야에서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을 범주화하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하는 인지적인 능력이다. Allworth(1999), Cañas, Antolí, Fajardo, 

& Salmerón(2005), 김정식, 서문교(2008)은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인지

적 작용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West & Richards(1999), Pulakos(2000), 홍숙지(2005)는 그러한 상황에

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변화에 대한 태도가 인지적 유연성의 정의에 포함된다. Martin과 

Rubin(1994)은 인지적 유연성에는 상황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적응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자발성은 Beorgsdottir

와 Getz(2004)도 언급하였다. 또한 변화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선호하는 

태도가 인지적 유연성을 정의하는데 함께 정의되고 있다(홍숙지, 2005; 

Gough, 2005). 

교육공학과 심리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지적 유연성은 유사한 부분과 차이

가 나는 부분이 있다. 교육공학에서와 심리학에서 학습한 지식의 복잡한 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범위의 정의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큰 정의의 내용은 유사하다. 

두 연구 영역에서 변화하며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지식의 관점이 아닌, 대상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교육공학이 학습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자발성과 선호하

는 의식을 포함한 개념도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지적 유연성이 교육공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언급하였

던 지식의 복잡성과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한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즉, 인지적 유연성이란,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상황의 

적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요구에 따라 자신의 지식을 자발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태도”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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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적 유연성과 학습

인지적 유연성을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대상의 심리, 

정서문제나 적응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지만(박지연, 윤용진, 

2013; 송보라, 이기학, 2009; 양정호, 2013, 이여빈, 2013; 이채영, 2014; 

이해리, 2013, 조영복, 2013), 인지적 유연성이 학습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Cartwright(2008)에 따르면, 인지적 유연성이 학생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문해 학습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언어의 

사용 능력과 인지적 유연성과의 관련성은 Deáke(2003)도 언급하였다. 그는 

인지적 유연성에 따라 유연한 글을 사용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ertel, Cosden, & Johnson(1980)은 인지적 유연성이 스키마에 저장

과 인출 능력의 변화에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을 교수-학습 맥락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Spiro(1987)의 연구를 통해서였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CFT)은 의대생들이 

경험하는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되었다. 잘 구조화된 지식은 

학문에 입문하게 된 학습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지식, 비구조화된 지식을 배울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을 전이하는데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고, 다양한 지식도 복잡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Spiro는 이러한 복잡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제안하였고, 그것을 적용한 방법으로 하이퍼텍스트

를 언급하였다. 

여기서 Spiro가 언급한 인지적 유연성을 기본으로 한 원리의 핵심은 첫째로, 

다양한 방식의 유추나 분석 방법, 설명을 통해서 개념이 복잡하다는 다양한 

지적 표상(multiple representation)을 갖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상호 관련성(inter-relatedness)이다. 복잡한 지식이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맥락성과 개념적 다양성

이다. 배운 지식은 모든 상황에 갖은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다른 방식으로 개념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사례를 중심한 

교수 방법이다. 실제 맥락을 고려하여 가르쳐야 맥락적이고 복잡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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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위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단순화된 지식 전달방법이 오히려 학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Spiro는 이를 위해 지식을 조망교차(crosscrissing)하여 학습한 지식을 전체

를 볼 수 있고,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지식을 전달할 것을 제안하였다. 

Jonassen, Dyer, Peters, Robinson, King, & Loughner(1997)도 인지적 

유연성을 적용하여 학습할 수 있고, 학습에서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Jonassen과 연구진들은 학습 활동을 위해 다양한 내용의 

표상이 제공되어야 하고, 지나친 단순화를 피하고, 맥락 의존적인 지식을 

제공해야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 방법이 아닌 사례 기반의 

지식 구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Jonassen은 실제 문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학습 자료 제작하였다(Jonassen & Cho, 2011).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인지적 유연성이 학습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장수정, 1997; 강인애, 2003; 노승림, 2006; 박기범, 2007, 2008; 

임기환, 2008). 특히 강인애(2003)는 인지적 유연성을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교수-학습모형과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특히 인지적 유연성을 학습에 적용하

기 위해 상황성과 복잡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중시하는 측면이 대표적인 구성주

의 교수-학습모형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강인애는 주제 

중심의 학습, 세분화된 과제, 소규모 예를 통해 구체적인 교수 원칙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대부분의 학습에 대한 연구는 학습 프로그램이

나 자료를 개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Graddy와 Lee, Timmons(2001), 

Spiro, Jehng(1991), 장수정(1997)의 연구는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기반으

로 한 하이퍼텍스트 학습자료 제작, 노승림(2006), 박기범(2007, 2008)의 

경우 학습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임기환

(2008)의 경우 학습 방법을 위하여 인지적 유연성을 고려하였지만, 인지적 

유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적어 그 수준이 

높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수업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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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하는가를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원리를 고찰하였다. 실제 현실의 

상황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이 상위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초등학생의 교육 내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박기범(2008)은 초등학

생의 교과내용에서도 현실 문제를 고려한 지식을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인지적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 원리

 

인지적 유연성에 관한 연구는 인지적 유연성의 차이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인지적 유연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주로 이룬다. 또한 교육공학의 

분야에서도 연구의 대부분은 학습 자료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인지적 유연성을 

고려한 학습 환경 조성, 학습 자료 제작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지적 유연성 이론은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을 기반으로 

도출된 이론은 아니지만,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Spiro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도 함께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들과 분류하여 크게 1) 다양성, 2) 통합성, 3) 실제성, 

4) 상호작용으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원리를 정리하였다. 

(1) 다양성

다양성의 원리는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가장 중요하

게 언급되었던 원리이다. 인지적 유연성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이 인지적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특히 가르치는 내용이 다양해야한다고 많은 학자가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내용의 형식이 다양해야한다고 언급하거나(Chieu, 2007), 가르치는 순서가 

항상 일정하지 않게 하는 등의 단순화된 교수법을 피하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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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애, 2003; Spiro, Vispoel, Schmitz, Samarapungavan, & Boerger, 

1987). 또한 제시하는 사례가 다양하여 다양한 문맥과 관점을 통해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Chieu, 2007; Spiro, Coulson, 

Feltovich, & Anderson, 1988).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다른 관점도 직접 경험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Bourgeois & Nizet, 1999; Frenay & Bédard, 2004; Jacobson 

& Spiro, 1995) 이 외에도 Driscoll(2000), Spiro 등(1987), White & 

Frederiksen(1987)은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지식을 표상하는 과정이 

다양할 때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언급되기도 하였다. 

(2) 통합성

통합성의 원리는 다양성의 원리와 관련한 원리이다. 즉, 지식, 내용, 방법, 

형식 등의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원리이

다. 다양함과 통합이 동시에 인식되어질 때, 인지의 구조가 확대되어 인지적 

유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합을 위해서 Graddy 등(2001), 

Kearsley(2010)는 개별 지식은 맥락과 연결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그 지식은 의도적으로 지식간의 연관성이 고려되어져야 하고, 반복, 

심화를 통해 그 연관성을 탐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박기범, 2008; Spiro 

등, 1987) 그 외에도 다양한 관점도 그 특수성에 맞게 연관성을 고려해야 

하고(장수정, 1997), 사용되는 자료 또한 관련이 높으면 인지적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Graddy 등, 2001; Kearsley, 2010).

(3) 실제성

실제성의 원리는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상이 현실에서 느끼

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원리이다. 대부분의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한 문헌에서 실제성을 위해 사례를 많이 접해야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Spiro et al(1987)과 강인애(2003)은 사례가 인위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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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규모는 대상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하고, 

친숙하지 않은 실제적인 상황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Bourgeois & Nizet, 

1999; Chieu, 2007; Frenay & Bédard, 2004; Spiro, 1990). 때문에, 사례를 

통해 생각하는 내용도 현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이어야 한다.

(4)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원리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해 대상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업의 상황에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간, 학습자와 내용간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해 학습자, 교수자, 내용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토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경험을 해야한다(Kuhn, Zillmer, Crowell, & 

Zavala, 1991; Yuill, Kerawalla, Pearce, Luckin, & Harris, 2008). 또한 

보조적 도구,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장수정, 1997; Spiro 등, 1987).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 가까이에

서 촉진자로서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안내하고, 스키마가 증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이끌어줘야할 역할이 있다(강인애, 2003; 김판진, 

2008; Spiro 등, 1987). 이러한 상호작용이 활성할 때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 

될 수 있게 된다.

2. 논변활동(Argumentation)

가. 논변활동(argumentation)의 정의

많은 연구자들이 “argumentation”을 번역하였지만, 많은 연구에서 이 

용어에 대한 번역이 다양하다(강남화, 이은경, 2013). “논쟁”으로 번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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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김수현, 2009)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에서는 “argumentation”을 

“논증”으로 번역하거나(김효숙, 김동식, 권성호, 2009; 방선희, 김동식, 

2010; 이가영, 2013), “argument”를 “논증”으로 번역하는 연구도 있다

(임철일, 연은경, 김선희, 2011). 이 외에도, “argumentation”을 “논의”

로 번역하거나, “논변활동”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Toulmin(1958)의 

저서의 번역에서 “argument”를 “논증”이라고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 

번역이 완전하게 자리잡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를 위한 용어에 담고자 하는 개념적 특성을 담는 과정에서 번역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를 위한 번역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argument”와 관련된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논증(論證)”은 표준국어대사전

(2013)에 의하면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논변(論辨)”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1) 사리

의 옳고 그름을 밝히어 말함 또는 그런 말이나 의견. 2) 어떤 의견을 논하여 

진술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두 용어를 비교해보면, 논증이 근거, 이유를 

더 초점을 맞추며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병곤

(2001)에 따르면, 논변이라는 용어가 동적인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반면, 

논증은 객관적 사실 증명에 대한 의미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argumentation”에 대한 번역과 “argument”의 번역을 비교

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Toulmin은 처음 argumentation을 언급하였을 때, 

주장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후에 이 용어와 관련하여 설득을 위한 

목적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강남화, 이은경, 2013). 따라서 argument와 

argumentation은 번역의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백종호, 정대홍, 황세영(2014), 조현아, 장지은, 김희백(2013)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argumentation”을 “논변활동(論辨活

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논리성과 설득성을 강조한다

는 측면에서 민병곤(2001)의 연구에서 언급했던 “논증활동(論證活動)”으

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논변활동의 개념을 살펴보면 인지적 유연성과 마찬가지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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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정의되는 용어이다. 여기서  O’Keefe(1982)는 “논리적으로 가정으

로부터 결론이 도출되는 일련의 명제”와 “둘 이상의 개인이 논쟁적으로 

대화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Kuhn 등(2014)은 논변활동은 

논변(argument)과 차이가 있는 용어라고 하였다. 논변은 “이유와 근거로 

논리적인 뒷받침 되는 주장”(p.3)을 말한다면, 논변활동은 논증에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이 

논쟁이라는 것이다. Freeley와 Steinberg(2013)는 논변활동을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의 정당화, 사회적 상호작용, 분별력 있는 판단과정의 특성이 있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Nussbaum(2003)은 논변활동을 반박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는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학자들의 논변활동의 개념 정의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범주는 논리성을 강조한 정의와 논쟁의 사회성을 강조한 

정의이다. 논리성은 논변활동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측면으

로,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의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논리적인 

구조로 조직한 것을 가리킨다. 논변활동의 사회성은 논쟁을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 과정으로 보고, 둘 이상의 대상이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 논변활동 의미한다

고 보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을 “이유와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

으로 자신의 논변을 펼치며, 둘 이상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생각한다.

나. 논변활동 수업

    

논변활동 수업은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반대하는 

의견 속에서 자신의 견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교과교육학 영역에서 

논변활동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국어교육, 사회

교육, 과학교육 분야에서 관련 수업 모형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논변활동 

수업과 관련된 문헌과 각 교과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모형과 그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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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살펴보면서 논변활동 수업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국어교육에서의 논변활동 수업은 토론, 토의 중심의 방식으로 논변활동 

수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논변활동의 수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장과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수준이 

높을수록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박은미, 2009). 이러한 수업의 내용은 국어과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업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칠성(2002)의 “교육토론”의 모형을 

살펴보면,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는 “교육토론” 모형을 나타낸다. 이 모형에서 나타나는 

수업의 단계는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표 Ⅱ-1> 임칠성(2002)의 교육토론 모형

단  계 내       용

준비하기 ․ 토론의 주제 결정 및 조의 편성 

․ 사고 거리의 제공

․ 예비 토론

․ 전략의 수립

․ 문제의 분석과 주장 및 논박 자료 준비

논쟁하기 ․ 주장과 논박

분석하기 ․ 토론 과정에 대한 화법적인 분석

․ 주장과 논박에 대한 검증

정리하기 ․ 상대의 주장과 논박 정리

․ 자기 주장 정리

이러한 특성은 김윤옥(2008), 민병곤(2001), 박은미(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어교육에서의 논변활동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의 토론, 토의 등의 논변활동 수업은 주장의 논리성과 

논변활동의 형식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토론의 토의의 형식과 절차를 익히고, 논변활동을 하기 위한 논변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등 국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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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더욱 서로의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것과 절차를 익히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과 교육에서의 논변활동 수업은 대부분 가치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업이다. 사회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회의 쟁점을 중심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 논변활동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교육을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정규 교육 방법으

로 토론, 토의 등의 논변활동 수업 방식이 권장되고 있으며, 지역 개발과 

환경보호 문제, 세계화, 문화 개방, 성역할 문제 등과 연관된 교과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논변활동을 위한 사회과 수업 모형은 다른 교과교육

보다 많은 편인데, 그 중 자주 사용되는 모형은 Oliver-Shaver의 법리모형, 

Sweeney-Parsons의 쟁점중심 수업모형, Johnson & Johnson등의 모형이 

있다. 

Oliver-Shaver의 수업 모형은 공공의 쟁점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가치와 

공공의 가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 수업 

모형의 큰 흐름은 실제적인 쟁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가치와 비교하여 갈등을 

파악하는 것과 문제 쟁점과 관련한 다른 사실들을 통한 주장 검증의 과정이다. 

적합성이 검증이 되는 주장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Sweeney-Parsons의 수업 모형도 마찬가지로 논쟁 수업과 관련된 모형으로 

의사결정활동을 수업으로 구조화한 모형이다. 수업 모형은 첫째, 생활문제 

선택 및 학습도구 제시, 둘째, 자료 분석, 셋째, 명료화 단계 및 자신의 입장 

이해, 넷째, 자료의 가치와 입장 비교 및 분류, 다섯째, 반성, 여섯째, 적용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모형도 앞의 Oliver-Shaver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인 상황에서 자신의 관점을 파악하고, 다른 입장과 비교하여 자신의 입장을 

성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입장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Johnson & Johnson(1992)의 모형은 자신의 입장은 선택하고, 근거

를 통해 주장하며, 타인의 관점을 파악하는 과정 반복적으로 거친다. 그 과정에

서 학습자는 개념에 대한 갈등과 불평형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경험, 추론 등의 과정을 통해 확산적 사고를 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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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주장 사이에서 개념이 재구성된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형이 다른 모형과 차별되는 점은 다른 입장의 진술 후, 다른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상대방이 진술하고, 서로의 의견을 고려한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림 Ⅱ-2]는 이 모형이 논변활동을 통해 의견을 종합해나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사회교육의 논변활동 수업은 주장의 근거의 논리성 

보다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 간의 충돌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검증하고 성찰함으로 적합하

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다른 가치와의 생각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Ⅱ-2] Johnson & Johnson(1992)의 structured controversy

과학교육에서도 수업을 통해 논변활동을 실시하는데 과학교육 수업에서는 

과학적 탐구를 위해 논변활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주장을 단순히 주고받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밝히고 싶은 지식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며, 

합의의 과정이다. 즉, 과학교육에서의 과학적 탐구는 과학 지식을 정립하기 

위한 인지적 활동이면서 동시에 현상에 대한 합의를 하는 사회적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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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호, 정대홍, 황세영, 2014; Driver 등, 2000; Kuhn, 1991) 과학교육에서

는 논변활동 수업을 위한 모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헌을 통해 모형을 

개발한 김희경, 송진웅(2004)의 모형을 통해 과학교육의 논변활동을 파악하

고자 한다. [그림 Ⅱ-3]이 김회경, 송진웅의 논변활동 모형을 나타낸다. 

[그림 Ⅱ-3] 김회경, 송진웅(2004)의 Argumentation Scientific Inquiry(ASI) 모형

모형을 통해 과학교육의 논변활동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실험을 통해 제시한 

과학 지식을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 

형태는 말 혹은 글로 하지만, 논변활동은 실험을 통해 밝혀진 가설적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과정을 통해 주장하는 사람은 더 타당한 

근거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을 공고히 하게 된다. 백종호(2014)

에 따르면 이러한 논변활동은 과학적 탐구의 과정으로서 자신의 과학적 사고를 

논리적으로 정교화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과학교육에서의 논변활동은 반박과 

반론을 통해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교과교육학에서의 논변활동 수업은 서로 비슷한 단계와 절차가 있지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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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국어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절차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사회교육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의 차이를 

상호작용을 통해 조율하고 종합한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교육에서 상대방의 논리와 주장에 반박하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논변활동의 특징적인 과정이 잘 나타나는 

Kuhn, Zillmer, Crowell, & Zavala(2013)의 수업 모형을 기반으로 수업 

모형을 개발할 것이다. [그림 Ⅱ-4]는 Kuhn 등(2013)의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를 나타낸 모형이다. 이 모형은 자신에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논리적인 사고를 개발시키기 위한 수업 모형이다. 

자신의 주장에 맞는 타당하고 적절하며 다양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과 소그룹, 

전체 학급이 반복적으로 반박과 반론을 중심으로 논변활동을 하는 과정, 최종적

으로 서로의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다른 교과교육학에서

의 논변활동의 초점들을 대부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Ⅱ-4] Kuhn 등(2013)의 Topic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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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hn 등(2013)의 논변활동 수업 모형은 논변활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모형이면서 동시에 본 연구의 적용 대상인 초등학교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수업 모형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한춘희, 2012), 이유를 논리적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논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모형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제시하였던 논쟁 수업 모형에 비해 쉬우면서 

반복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초등학생(11~12세)에게 적용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Kuhn 등(2013)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수업 모형을 개발할 

것이다.

다. 논변활동 수업의 구성요소

논변활동 수업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교육학 분야의 선행문헌을 

중심으로 논변활동의 정의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교과교육학을 선행문헌을 

통해 논변활동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공학 분야에서 논변활동(argumentation)과 관련된 연구들은 어떤 부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학 분야의 논변활동 수업을 위한 문헌 분석은 Alagoz(2013), 

Jonassen & Kim(2010),  Jonassen & Cho(2011), Meacham & 

Emont(1989), Wecher & Fischer(2014), 방선희, 김동식(2010), 임철일, 

연은경, 김선희(2011), 조규락, 김선연(2006) 등의 교육공학 문헌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각 문헌은 연구과정 중에 “argumentation”과 

“argument”를 고려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교육공학 연구에서는 argumentation의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인 관계, 문제 

해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의 대부분은 논변활동을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논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촉진 도구를 사용하는 연구였다. 예를 들어, Jonassen & Kim(2010), 

Jonassen & Cho(2011)의 연구는 컴퓨터 매개 협력적 논변활동을 연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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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효숙 외(2009), 방선희, 김동식(2010), 조규락(2002)는 논변활동을 

통해서 문제해결 성취도, 개인의 지식 습득, 상호작용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공학에서는 논변활동의 도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변활동의 수업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공학, 교육학, 교과교육

의 영역에서의 논변활동 정의, 특성, 수업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변활동과 관련한 선행문헌 조사를 통해 논변활동의 수업 구성요소를 4가지

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타당한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다. 논변활동에 있어서 

주장과 근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타당하고 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논변활동의 정의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교육과 교육공학 영역에서

도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다른 관점과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다. 

논변활동은 다른 사람의 주장과 생각을 듣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요소는 

타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바른 지식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여길 

수 있다. 셋째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일부의 교육공학의 연구와 

사회교육 연구를 통해서 논변활동은 자신과 상대방의 주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 혹은 가치의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도구로서의 역할이다. 이 

요소는 논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논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논변활동이 다른 사고의 과정을 촉진시킨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논변활동의 수업의 원리를 고려할 때, 문헌을 분석하여 

도출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수업 원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3. 인지  유연성 향상을 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가. 인지적 유연성과 논변활동의 관련성

인지적 유연성과 논변활동을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가 실제로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인지적 유연성과 논변활동을 관계를 연구를 살펴보면, 인지적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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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변활동이 접한 관계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Sodian과 

Barchfeld(2011)는 논변활동을 하는 중에 학습자의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인지적 유연성은 3세 이후부터 발달하는

데, 처음에는 무엇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지 구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에서,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지적 유연성이 발달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논변활

동을 높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Sodian과 Barchfeld는 Kuhn(1991)의 저서를 토대로 논변활동을 

하는 학습자의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루브릭을 개발하였고, 

논변활동을 통해서 인지적 유연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는 Yuill et al(2008)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Yuill과 

그 연구진들은 인지적 유연성을 가르치는 논변활동 상황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논변활동만큼

의 논리성이 충족되지 않은 동료와의 대화 상황에서도 농담을 통해 메타인지가 

발달하고, 인지적 유연성을 자극시킨다고 언급하였다. 즉, 같은 의미의 다른 

낱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대화 속에서 학습자들은 대화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생각하는 중에 단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단어를 분류하는 상황에서도 

인지적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테크놀로지와 같은 지원 도구를 

통해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많은 연구가 인지적 유연성과 논변활동의 관련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징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인지적 유연성

의 다양성은 논변활동에서 관점과 주장, 근거, 증거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충족이 가능하다. 또한 

인지적 유연성의 통합성의 측면은, 논변활동의 다양한 주장과 근거가 하나의 

주제 혹은 문제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 관련된 의견들이 서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인지적 유연성의 실제성의 측면은, 

논변활동의 주제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 혹은 문제 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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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변활동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측면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논변활동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앞의 Yuill 등(2008)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서로 대화하는 말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인지적 유연성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지적 

유연성과 논변활동이 청자와 화자가 연관성이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도출

앞에서 언급한 인지적 유연성의 향상과 논변활동의 수업의 구성요소를 중심

으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도출하는 

과정은 인지적 유연성의 향상을 위한 원리로 언급되었던 다양성, 통합성, 

실제성, 상호작용의 범주를 중심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논변활동의 수업의 

구성요소의 네 가지를 함께 고려하였다. 수업의 구성요소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네 가지 요소는 각각 논변활동 수업과 관련하여 범주를 다시 명명하였다. 

각각의 범주는 타당한 근거로 주장하기는 자료 제시 측면, 관점을 공유하기는 

관점 측면, 문제 상황 해결하기는 상황 측면, 지원하여 논변활동 촉진하기 

요소는 표상(representation) 측면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Ⅱ-5]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헌분석 

결과를 범주화하여 정리한 방식을 나타낸다.

[그림 Ⅱ-5]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도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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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에서 제시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원리는 논변활동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Moore(1989)가 제시하였던 상호작용의 유형을 참고하여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학습자-내용을 중심으로 원리를 고려하였

다. 또한 통합성의 원리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 간의 통합, 자료와 관점, 상황과 관점, 관점 간의 통합을 살펴보았다.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와 

설명은 <표 Ⅱ-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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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1차)

1. 다양성(Diversity)

 1.1. 자료의 다양성: 학습자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

한 자료를 제공하라.

 1.2. 상황의 다양성: 다양한 상황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

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

 1.3. 관점의 다양성: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고, 관점 간의 비교, 분

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도록 하라.

 1.4. 표상의 다양성: 학습자가 같은 내용을 글, 대화, 시각화 등의 다양한 방

법으로 표상하도록 하라.  

2. 통합성(Integrity)

 2.1. 자료의 통합성: 학습자가 제공되는 자료를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하라.

 2.2. 자료와 관점의 통합성: 학습자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

하라.

 2.3. 상황과 관점의 통합성: 학습자에게 제시한 상황에서 주제, 관점을 파악하

고 해석하도록 하라. 

 2.4. 관점의 통합성: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상황에 적절한 관점(선택 혹은 

제3의 관점)을 탐색하도록 하라.

3. 실제성(Authenticity)

 3.1. 자료의 실제성: 사례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라.

 3.2. 상황의 실제성: 학습자에게 실생활에서 접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

시하라.

 3.3. 관점의 실제성: 문제 상황에 대하여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관점들을 제시

하라.

 3.4. 표상의 실제성: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상의 방법을 사

용하라.

4. 상호작용(Interaction)

 4.1. 학습자-학습자의 상호작용: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 비교하

도록 하라. 

 4.2. 학습자-내용의 상호작용: 제공한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문제 상황

에 대하여 다양한 사고(근거 찾기, 관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라.

 4.3.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교수자는 학습자 가까이에서 학습자를 지원하

고, 대화와 같은 개별적 안내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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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를 탐색하고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된 Kuhn 등(2013)의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 모형과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모형에 대한 개발 연구를 위해 수업의 모형을 개발하

는 연구를 기반으로 실시해야하지만, 그 연구가 미비하고 적용할 만한 연구가 

부족하여, 교수설계모형을 개발에 대한 Richey와 Klein(2007)의 설계·개발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계·개발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산출물 및 도구 연구와 모형 연구로 구분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유형 중 

모형 개발과 타당화와 관련된 두 번째 유형의 개발연구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일반적 모형 개발과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문헌 

고찰을 통한 모형 개발, 전문가 타당화, 수업 모형 외적 타당화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1. 연구 절차

앞에서 연구문제를 정의하였던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외적, 내적 

타당화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단계는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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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절차

첫째, 인지적 유연성과 향상시키는 원리와 관련된 문헌과 논변활동 수업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한다. 이 때,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문헌들은 

교육학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논변활동 수업은 교육공학을 포함한 

교육학, 교과교육학 범위 내에 있는 문헌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문헌 고찰을 통해 파악한 인지적 유연성 향상 원리와 논변활동 수업의 

구성 요소를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여 원리를 도출한다. 원리는 수업의 구성 

요소의 범주와 유연성 향상 원리의 범주를 중심으로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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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이 있는 Kuhn 등

(2013)의 수업 모형을 참고한다. Kuhn과 그 연구진들의 수업 모형은 토론하면

서 자기의 의견만 생각하는 학습자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수업 모형이다. 때문에, 이 수업 모형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도움이 되는 

핵심 단계를 차용하고,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를 

적용하여 수업의 절차와 세부 활동을 수정, 보완한다. 

넷째, 개발된 논변활동 수업 모형에 대한 내적 타당화로 전문가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고, 모형을 수정한다. 전문가 타당화 검토는 두 차례를 실시한다. 

1차는 교육공학 분야의 전문가 5인, 2차는 교육공학 전문가 3인에게 실시하였

다. 내적 타당화를 통해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와 수업 모형을 수정하고 

개선하였다.

다섯째, 수정된 논변활동 수업 모형으로 초등학교 수업에서 실제로 실시해보

는 외적 타당화를 하고, 모형을 보완한다. 수업은 초등학생 1학급에서 6차시 

수업을 실시하였고, 수업 전, 후에 인지적 유연성 검사와 글쓰기 검사, 수업 

만족도 설문을 하여 외적 타당화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직 교사의 피드백과 수업 후 교사 인터뷰를 통해서 수업 모형에 

대한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형의 강점과 약점, 개선점,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인지적 유연성 변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여섯째, 외적 타당화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도출한

다. 또한 수업 모형과 관련하여 수정된 수업 지도안, 수업 자료를 정리하였다.  

2. 수업 원리 및 모형 개발

Richey와 Klein(2007)에 따르면 모형 개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 사례연구, 델파이기법, 심층면담, 문헌검토, 

조사연구, 소리내어 생각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모형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 방법을 사용하여 설계원리와 모형 개발을 실시하

였다. 문헌검토를 통해서 개발된 수업의 원리와 수업의 절차 모형은 전문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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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통해 선행문헌 검토 방법과 내용의 적절성, 도출된 수업 원리와 모형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의 원리와 초기 수업 모형을 수정하

여 1차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가. 문헌검토를 통한 수업 원리 도출

이 원리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 원리와 논변활동의 수업 요소와 관련된 선행문

헌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선행문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

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구글 학술검색(scholar.google.co.k

r), 미국 교육부에서 제작한 교육학 데이터베이스인 ERIC(http://search.ebs

cohost.com), I.S.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http://web

ofknowledge.com/WOS)을 통해서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논변활동(argumentation)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책, 기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에서 인지적 유연성 향상과 관련된 서술적, 처방적 문장, 어구를 

발췌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를 정하고 발췌한 내용을 분류하였다. 분류 

후에는 범주 안에서 비슷한 내용을 묶어 세부 원리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논변활동 수업 요소 도출하기 위해서 교육학, 교육공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변활동에 대한 정의와 국어, 사회, 과학과 같은 교과교육학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의 모형의 공통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

다. 도출된 인지적 유연성 향상 원리는 각 범주에 논변활동의 구성요소를 

연결시켜 세부 원리를 재분류하여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정리하였다. 

나. 수업원리를 통한 수업 모형 개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Kuhn 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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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적용하였다. Kuhn과 동료들의 수업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모형으로 학생들이 다른 동료들의 주장과 근거

를 고려하고, 적절한 증거를 댈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킨 수업 모형이다.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Kuhn과 동료들의 수업 모형의 큰 흐름을 차용하고, 

세부 활동은 수업의 원리와 초등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원리는 

각 단계별로 복합적으로 고려되었고,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부 절차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다. 수업 모형 도출 과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1) 참가자

이 연구의 목적은 수업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는 

문헌의 적절성, 도출된 원리의 적절성 등 원리 도출 과정의 적절성과 도출된 

수업 원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교육공학 연구 경험이 10년 이상이거나 초등교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표 Ⅲ-1>에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정리하였다.  

<표 Ⅲ-1> 전문가 검토 참여자 프로필

전문가 소속 직업 경력 최종학력

전문가 A 서울대학교 연구원 12년 박사수료

전문가 B 서울대학교 연구원 5년 박사졸업

전문가 C 생연초등학교 초등교사 6년 학사졸업

(2) 연구도구

전문가 검토는 질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의 소개부분과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소개는 연구의 목적, 연구 문제, 용어 정의,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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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원리의 도출 과정으로 구성되며, 타당화 질문지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도출 과정에 대한 질문지와 원리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문항은 나일주, 정현미(2001), 성은모(2009), 홍미영(2012), 

김선희(2014)가 사용했던 문항을 토대로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수업 원리 도출과 관련된 문항은 <표 Ⅲ-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관련문헌 탐색의 적합성, 용어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조직화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에 대한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수업 원리 도출 과정에 

대한 문항은 전반적인 타당화 질문지와 개별 원리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원리의 전반적인 타당성에 관한 질문 내용은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의 영역으로 질문을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의 

마지막에는 전문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표 Ⅲ-2> 수업 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문항

영  역 문          항

관련문헌 탐색의 적합성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탐색된 문헌들은 적합한가?

용어의 적절성
선정된 용어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환경에서 의미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선행문헌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석되었는가?

조직화의 적절성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가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조직화되었는가?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를 도출하는데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3) 진행절차

전문가 검토는 총 1주간 진행되었다. 먼저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검토를 

의뢰하였고, 의뢰를 허락한 세 명의 전문가에게 구두 동의 후 실제적 전문가 

검토를 하였다. 직접 대면을 통해 연구의 배경 설명자료를 제공하였고, 심층면

담 과정에서 연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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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심층면담 후 질문지에 응답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전문가 심층면담과 

검토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진행되었다. 

전문가 검토의 내용의 분석은 전문가의 동의하에 녹취된 심층면담내용을 

전사하고 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질문 내용과 피드백 내용을 종합하여 수업의 

원리를 수정할 때 반영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질문지 응답 내용은 정리하여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지수(CVI),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CVI와 IRA는 Rubio, Berg-Weger, Tebb, Lee, 

Rauch(2003)이 제안한 지수로서, 내용 타당도 지수는 평가문항에서 있어서 

전체 전문가 중 긍정적 평가를 한 비율을,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는 전체 문항 

중에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일치한 문항의 비율을 말한다.

3. 모형 타당화

가. 수업 모형의 내적 타당화

문헌 고찰을 통해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와 원리를 

적용한 1차 논변활동 수업 모형이 도출되었다. 내적 타당화 과정은 이 수업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이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시하

였다. 

(1) 1차 전문가 타당도 검토

1차 전문가 타당도 검토는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개발된 1차 수업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의 검토와 세부절차의 검토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는 교육공학 연구 경력 5년 이상이거나 초등 교사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대상에게 의뢰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실시한 전문가 5인의 프로필

은 <표 Ⅲ-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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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1차 전문가검토를 실시한 전문가 프로필

전문가 소속 직업 경력 최종학력

전문가 D 서울대학교 연구원 5년 박사 졸업

전문가 E 논현초등학교 연구원, 초등교사 6년 박사 수료

전문가 F 서울대학교 연구원 12년 박사 수료

전문가 G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12년 박사 졸업

전문가 H 서울대학교 연구원 12년 박사 수료

1차 전문가 검토를 위해 검사지를 제작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검사지

는 연구의 소개부분과 타당도 검토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소개 부분은 

연구의 기본 사항과 수업 모형 개발과정인 수업 원리도출 과정, 수업 원리, 

수업 원리를 적용한 수업 모형으로 구성되었고, 타당도 검토 부분은 수업모형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질문지와 수업모형의 세부절차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세부문항은 실시 전에 사용하였던 전문가 검토지에서의 항목인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표 Ⅲ-4>와 같다. 문항은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의견을 

얻기 위해서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칸을 하단에 제공하였다. 사용한 연구도구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Ⅲ-4> 수업 절차 모형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문항

영  역 문          항

타당성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시 

참고할 수 있는 수업모형으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시 

따라야 할 절차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해도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을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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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검토는 전문가에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연구를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5인을 대상을 진행하였다. 전문가의 상황에 따라 일대일 심층면담

이 가능한 전문가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연구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심층면담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한편 

심층면담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일로 자료를 송부하고, 질의문답을 

전화 통화를 통해 실시하여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검토는 

약 2주간 수행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분석은 전문가 동의하에 수집한 면담 녹취자료와 타당도 

검사지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면담 자료는 중요 부분을 전사하고 검토하면서 

수정,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였다. 또한 타당도 검사지의 응답의 경우 평균과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IRA)점수의 크기에 

따라 수정할 부분을 분석하였다. 이 때, 검사지가 4점 척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점과 4점은 긍정적인 평가로 분석한다. 또한 CVI와 IRA 점수가 

.80이상인 경우를 전문가의 평가가 신뢰할 만하다고 간주한다. 

(2) 2차 전문가 타당도 검토

2차 전문가 타당도 검토는 1차 수업 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후 수정한 

2차 수업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의 검토와 세부절차의 검토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도 검토는 세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는데, 이 

전문가는 수업 원리 개발과 수업 모형 개발 단계에서 검토한 전문가 3인이다. 

3인은 교육공학 분야 연구 경력자 2인과 초등 교사 경력 6년인 1인으로 구성되

었다. 

연구도구는 1차 전문가 검토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며, 

수정된 2차 수업 모형 부분만 보완되었다. 또한 자료의 중간 형식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2차 전문가 검토는 약 3일간 진행하였으며, 회당 약 1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앞서 사전 검토를 할 때, 연구의 기본적인 사항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을 설명하고 질의문답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토 결과 분석은 1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의견을 적은 부분과 심층면담 

내용을 녹취, 전사 후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CVI와 

IRA지수를 분석하여 절차상 수정할 부분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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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모형의 외적 타당화

(1) 연구 참여자

Richey와 Klein(2007)에 따르면 외적 타당화 과정을 통해 모형사용의 

영향을 확인하고 모형을 확정할 수 있다. 외적 타당화 과정은 내적 타당화를 

거쳐 개발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실제 학교 

수업에서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실시 후 교사와 학생의 

반응과 만족도를 살펴보면서 모형을 보완해야할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외적 타당화를 실시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논변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사 1인에게 참여 의사를 묻고,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는 

본 연구에서 전문가 타당화 검사에 참여하면서 수업 전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교사는 현재 초등 교사 경력이 6년이며, 

6학년 학급을 지도하고 있다. 해당 학급에서는 남학생 14명, 여학생 13명으로 

총 27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따르면 토론, 토의에 대한 학습의 

경험이 있으며, Kuhn(1991), Sodian & Barchfeld(2011)에 따르면,  11세의 

아이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현상에 대하여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 발달 시기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을 실시하였다. 

(2) 외적 타당화 절차

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를 마친 후 연구 참여 교사와 수업 전 사전 미팅에서 

수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소개하였다. 사전 미팅을 통해서 수업의 주제를 선정하

였고, 모형을 구체화시킬 때 필요한 수업 지도안, 수업 진행시 필요한 학습자료, 

워크시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계획하였다. 이후에도 약 2주간 메일을 

통해 수업 지도안과 학습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현장 적용을 위해 수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다음으로 수업 모형에 근거한 수업 지도안과 학습자료 제작 후 수업의 스케쥴

을 정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담임 재량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정하거나, 

과목을 통합하여 교육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현장적용 수업은 국어와 사회를 

통합한 수업으로 실시하였다. 수업은 사전, 사후 검사 실시 시간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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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로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전 인지적 유연성 수준 파악을 위해 인지적 유연성 검사와 

글쓰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후 6차시의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장 교사의 

요구로 연구자는 학생들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녹화 영상을 통해 수업의 

진행상황을 관찰하였다. 

6차시 수업 이후, 연구자는 사전에 실시하였던 두 가지의 검사지를 동일한 

내용을 실시하여 인지적 유연성 수준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또한 학생 수업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수업 모형의 효과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수업을 직접 실시한 연구 참여 교사 심층면담을 통해 수업의 장점, 

약점, 개선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외적 타당화의 분석 자료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 설문 결과와 현장 교사의 

심층면담 전사자료가 기초가 되었다. 또한 수업을 관찰하면서 연구자가 느낀 

개선점도 모형을 수정, 보완할 때 참고하였다. 외적 타당도 검사를 위한 전체적

인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외적 타당화 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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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도구

수업 모형의 외적 타당화를 위한 학습자 반응 평가 문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는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를 묻는 문항이

고, 두 번째 부분은 수업의 세부 절차가 인지적 유연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에 대한 문항이었으며, 마지막 부분은 수업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개방형 

문항이다. 선택형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3문항은 개방형 

문항이다.

또한 학습자의 인지적 유연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검사 도구를 

적용하였다. 첫 번째 검사도구는 홍숙지(2005)가 개발한 개인 유연성 검사지

의 인지적 유연성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도구는 Pulakos 등(2000)의 

적응적 수행의 2차원에 기초한 문항, Martin & Rubin(1995)의 인지적 유연성 

척도, McLain(1993)과 Norton(1975)의 다중 모호성에 대한 수용도

(MSTAT) 척도, Bateman & Crant(1993)의 사전 행동적 성격 척도

(Proactive Personality Scale)에서 추출한 25개 문항 검사지이다. 크게 

2개 범주로 나뉘며, 모두 Cronbach α 계수 값이 .862, .749값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신뢰 가능한 검사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 검사를 위한 두 번째 검사 도구는 글쓰기 검사지이다. 

Kuhn(1991), Sodian & Barchfeld(2011)는 인지적 유연성과 논변활동의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연관성이라 함은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입장과 다른 입장의 근거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낮은 수준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며, 심지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논변활동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들의 해당 주제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채점하기 위한 

루브릭을 제작하였고, 전문가 2인에게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였

다. 이 루브릭은 Sodian과 Barchfeld가 제시한 인지적 유연성을 파악하기 

위한 논변활동 루브릭을 참고하였다. 루브릭은 <표 Ⅲ-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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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글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 평가 루브릭

영 역 1 3 5

근거의

적절성

․  제시한 근거가 대부분 

부적절

․  제시한 근거가 대부분 

적절

․  제시한 근거가 모두 

적절

다양한 

근거 

제시

․  자신의 관점과 관련하

여 제시한 근거가 대체

로 적절하나, 다양하지는 

않다.

․  자신의 관점과 관련한 

근거가 대체로 적절하고, 

다양한 사용한 근거가 

대체로 다양하다.

․  사용한 근거가 다양하

다.

다양한 

관점 

고려

․  문제 상황에 대한 다

양한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

였지만, 관련한 내용이 

부적절하다.

․  문제 상황에 대한 관

련된 다양한 관점을 적

절히 고려하였지만, 관점

의 근거는 고려하지 않

았다.

․  다양한 관점을 적절히 

고려하였고, 각 관점의 

입장의 근거를 고려하였

다.

관점 

통합

․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

지 않았다.

․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

려 하였지만, 적절성이 

부족하다.

․  다양한 관점의 강, 약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합 근거를 제시하였다. 

․  각 관점의 상황에 적

절한 창의적인 통합 방

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인지적 유연성 검사의 분석은 수업 전, 후에 실시한 글쓰기 검사지의 

내용을 5년 이상의 경력 현직교사를 포함한 2인이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인지적 유연성 향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반응 평가와 교사 반응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생의 경우 

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의 효과, 절차의 효과성을 묻는 설문지를 통해 반응을 

파악하였다. 검사지는 [부록 4]에 포함하였다. 한편 교사 반응 평가는 심층면담

으로 실시하였는데, 질문 내용은 학생 반응 평가의 효과성 문항을 개방형 

질문으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특히 교사의 수업 경험을 토대로 수업의 절차의 

효과성과 수업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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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이 장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결과에 대하여 정리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1)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2)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의 절차를 개발하며, 3) 

그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수업의 절차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한 수업의 원리를 기존 논변활동 수업 절차 모형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적용할 수업 절차 모형은 Kuhn 등(2013)의 논변활동 수업으로 논변활동 

수업 모형 중 인지적 유연성과 접한 수업 모형이다. 이 모형이 인지적 유연성 

향상과 관련성이 있지만, 학습자의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Kuhn의 수업 절차 중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원리와 관련된 절차를 기반하여 절차 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타당화 검토와 외적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였다. 내적 

타당화는 교육공학 전문가와 초등학교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형이 논리적, 이론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외적 타당화 검토는 초등학

교 6학년 1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절차 모형을 따라 실시한 후 교사와 

학생의 사용자 반응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 전, 후에 인지적 유연성 검사를 

통해 적용한 수업 모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후에 외적 타당화의 결과를 

적용하여 모형을 수정, 보완한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1. 수업 원리와 모형

가. 문헌검토를 통한 수업 원리 도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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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본 연구와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하였다. 

문헌을 수집하는 것은 크게 논변활동(argumentation)과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논변활동과 인지적 유연성을 주제어로 하는 연구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두 분야를 각각 고려하여 종합하여 수업 원리를 도출한

다. 

수집된 문헌은 구글 학술검색, 학술연구정보서비스, EBSCO, Web of Scien

ce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었다. 주요한 키워드는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융통성’, ‘cognitive flexibility’, ‘argumentation’, ‘논변활

동’등을 사용하였다. 논변활동의 경우 교육공학을 중심으로 교육학 분야를 

고려하였고, 국어, 사회, 과학의 교과교육학에서의 수업 모형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교육공학을 중심

한 교육학의 범주에서 문헌을 수집하였다.

각각의 분야의 문헌 조사를 통해서 교육에서 말하는 논변활동은 무엇이고, 

그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또한 교육학 분야에서 말하는 인지적 

유연성이란 어떤 개념이며,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 

도출하였다. 도출된 논변활동의 구성요소와 인지적 유연성 향상 원리는 범주를 

서로 고려하고, 수업에서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종합하여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로 정리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원리를 정리하였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원리는 내용에 따라 크게 네 범주로 분류하였다. 

범주는 ‘다양성’, ‘통합성’, ‘실제성’, ‘상호작용’이다. 분류된 내용

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원리 도출을 위한 문헌 분석표

문   헌 구성요소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같은 학습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라(Chieu, 2007). 다양성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 지식을 사용하라(Chieu, 2007).
지나치게 내용을 단순화 시키는 교수법을 피하라(Spiro 등, 1987).
가르치는 순서를 재배치하라(강인애, 2003; Spiro 등, 1987).
새로운 지식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 상황을 탐험하도록 하라(Bourgeois & Nize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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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헌 구성요소
새로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다른 맥락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라(Chieu, 2007, Spiro et al, 1991).
내용의 다양한 문맥, 관점을 다루라(Spiro, Coulson, Feltovich, & Anderson, 1988).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다른 관점을 구조화하라(Bourgeois & Nizet, 1999; Chieu, 2007; Frenay &  Bédard, 2004).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다른 관점을 구조화하라(Bourgeois & Nizet, 1999; Chieu, 2007; Frenay & Bédard, 2004).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인지적 유연성의 학습 조건이다(Driscoll, 2000).
관점 간의 이동을 하라(Jacobson & Spiro, 1995)
관점을 명료화하고 비교분석하라(Spiro, Vispoel, Schmitz, Samarapungavan, Boerger, 1987).
상이한 표상모형, 감각양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면 내용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Driscoll, 2000).
같은 정보를 교육 모형, 비유, 유추 등의 다양한 해석 방법으로 다양한 지적 표상을 갖도록 하라(Spiro 등, 1987; White &  Frederiksen, 1987).
내용의 다양한 표상을 제공하는 학습활동을 하라(박기범, 2008; Graddy, Lee, & Timmons, 2001; Kearsley, 2010).
주제의 개념적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개념의 성질을 보여주라(강인애, 2003; Spiro 등, 1987). 통합성
지나친 단순화된 교수 자료를 피하고, 맥락 의존적인 지식으로 지원하라(Graddy, Lee, & Timmons, 2001; Kearsley,  2010).
같은 추상적 개념을 연관된 복잡하고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사례연구나, 다양한 사례, 예시에서의 다른 개념과의 관련성을 쳬계적으로 설명, 사용, 적용하라(Chieu, 2007).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 학습자들이 복잡하고, 실제적이고 관련된 상황 속에 있는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탐구하도록 하라(Chieu, 2007).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해석이 있는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사용하라(Jonassen, 1999).
학습자들이 새로운 사례에 이용할 수 있는 인지의 패턴을 유추하여 개발시키도록 사례, 주제, 관점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라(Graddy, Lee, & Timmons, 2001).
다양한 관점과 지식이 쓰인 특수성을 염두해야 한다(장수정, 2003).
관점간의 대안탐색을 하라(Spiro, Vispoel, Schmitz, Samarapungavan, Boerger, 1987).
지식의 자료는 서로 상호 연결성이 높도록 하라(Graddy, Lee, & Timmons, 2001; 
Kearsley, 2010).
개념의 속성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통해 개념, 지식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 발견하도록 
하라(박기범, 2008).
하나의 지식을 완결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지식과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하라(Spiro 등, 1987).
인위적이고 교과서적인 사례대신 실제 상황성이 깃든 사례 (강인애, 2003; Spiro 등, 1987). 실제성
감성을 유발하고 실제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라(Godshalk, Harvey, & Moller, 2004).
학습자가 조작, 처리할 수 있는 수준(bite size chunks)의 사례를 제시하라(Spiro, 1990).
사례와 작은 사례를 통한 교수를 실시하라(박기범, 2008).
실제적인 과제 강조하라(강인애, 2003; Spiro 등, 1987).
비구조화, 비정형화 된 실제 상황성 있는 과제를 사용하라(강인애, 2003; Spiro 등, 1987)
교사는 학습자가 이전에 친숙하지 않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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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활동 수업을 위한 문헌 분석은 Alagoz(2013), Jonassen & Kim(201

0),  Jonassen & Cho(2011), Meacham & Emont(1989), Wecher & 

Fischer(2014), 방선희, 김동식(2010), 임철일, 연은경, 김선희(2011), 조

규락, 김선연(2006) 등의 교육공학 문헌과 Kuhn(1991), Nussbaum & Schr

aw(2007), Rapanta & Gilabert(2013) 등의 교육학 문헌, 국어교육, 사회교

육, 과학교육의 교과교육학 문헌을 중심으로 논변활동 수업의 공통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소는 1) 타당한 근거로 주장하기, 2) 관점을 공유하기, 

3) 문제 상황 해결하기, 4) 지원도구로 촉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각 분야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정의, 모형에서 제시되는 요소이지만, 분야 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 교육공학은 논변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와 

문제 해결의 과정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었고, 교육학에서는 논리적으로 주장하

고, 상호작용을 통해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교과교육

학에서는 국어교육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하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사회교육에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생각해내는 요소에, 

문   헌 구성요소
탐구하도록 하라(Bourgeois  & Nizet, 1999; Chieu, 2007; Frenay & Bédard, 2004).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 학습자들이 복잡하고, 실제적이고 관련된 상황 속에 있는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탐구하도록 하라(Chieu, 2007).
다양한 관점과 지식이 쓰인 사례의 특수성을 염두해야 한다(장수정, 2003).
학습자들이 상이한 방법과 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융통적인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하라(Spiro et al, 1987; Spiro et al, 1991).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주목하고, 다른 입장의 논리를 자신의 근거를 들어 반박하게 하라(Kuhn, Zillmer, Crowell, & Zavala, 1991). 상호작용
다른 학습자와 토론 하는 것이 입장의 명료성을 돕는다(Yuill, Kerawalla, Pearce, Luckin, & Harris, 2008)
동료와 토론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복잡하고 해석하기 위한 자료와 과정이 까다로운 상황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Yuill, Kerawalla, Pearce, Luckin, & Harris, 2008)
교수방법은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 구성을 강조하라(Graddy, Lee, & Timmons, 2001; Kearsley, 2010).
학습자들이 동일한 학습과제를 여러 번 탐색하도록 하라(장수정, 1997; Jonassen, Mayes, & McAleese, 1993; Spiro et al, 1991).
복잡한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 도구를 지원하라(장수정, 1997; Spiro et al, 1987).
학습참여의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라(장수정, 1997).
교사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라(Spiro 등, 1987; 강인애, 2003).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하라(Spiro 등, 1987).
스키마 증가 및 정교화 활성화 되도록 대화를 이끌라(김판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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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은 자신이 주장한 원리, 이론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는 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원리를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로 도출하기 위해서 

논변활동 수업의 요소를 파악하여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논변활

동 수업의 구성요소를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원리를 고려하여 수업의 맥락에서 

수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논변활동의 구성 요소는 각각 1. 타당한 근거로 

주장하기(자료 측면), 2. 관점을 공유하기(관점 측면), 3. 문제 상황 해결하기

(상황 측면), 4. 지원하여 논변활동 촉진하기(표상(representation) 측면)으

로 수정하여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나.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업의 원리 수정

앞에서 실시한 문헌분석을 통해 정리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수업의 

원리를 전문가 타당화 검토하였다. 전문가는 교육공학 전문가 2인과 초등교사 

경력 6년인 교사 1인에게 실시하였다. 이 타당화 절차는 문헌분석을 적절히 

했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타당화 질문지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질문지는 도출된 원리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표 Ⅳ-2>는 

전문가들이 평가한 각 문항에 대한 점수와 점수를 종합한 평균, 표준편차, 

CVI, IRA 지수이다.  

<표 Ⅳ-2>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에 대한 

문헌 고찰 적절성 타당화 분석표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탐색된 문헌들은 적합한가?
4 3 4 3.7 0.58 1 1

선정된 용어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환경에서 의미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3 3 4 3.3 0.58 1



- 47 -

문헌 고찰에 대한 문항에 결과로 대부분 3.7의 평균점수가 나타났다. 이것은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는 문헌분석의 과정의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CVI와 IRA를 통해 살펴볼 때, 평가자간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 CVI는 내용타당도 지수로 각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80이상일 때 타당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IRA는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수이다. 이 지수 역시 .80이상일 때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문헌 고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3점으로 평가 점수를 준 전문가의 경우 ‘원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원리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출 과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개선할 점을 기록하였다. 때문에 원리가 중복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반복되는 원리의 경우 도출과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 Ⅳ-3>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문항과 평가 점수이다.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선행문헌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석되었는가?

4 3 4 3.7 0.58 1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가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조직화되었는가?
4 3 4 3.7 0.58 1

선행문헌 고찰 결과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를 도출하는데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4 3 4 3.7 0.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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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점수

원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살펴보면,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해도 

문항에서 3점이 두 개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가

의 긍정적인 평가는 내용 타당화지수(CVI),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가 

.80이상이므로 타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수업의 원리의 개별적인 타당도 평가는 <표 Ⅳ-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4>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개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점수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본 개발원리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개발원리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1

본 개발원리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개발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4 3 4 3.7 0.58 1

본 개발원리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3 4 3.7 0.58 1

본 개발원리를 이용하여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4 3 4 3.7 0.58 1

본 개발원리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 개발하기 위한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4 3 3 3.3 0.58 1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1. 다양성(Diversity) 4 3 4 3.7 0.58 1 0.95

 1.1. 자료의 다양성: 학습자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라.
4 3 3 3.3 0.58 1

 1.2. 상황의 다양성: 다양한 상황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3.7 0.58 1

 1.3. 관점의 다양성: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고, 관점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도록 하라.
4 3 4 3.7 0.58 1

 1.4. 표상의 다양성: 학습자가 같은 내용을 글, 대화, 시각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하도록 하라.  
4 3 3 3.3 0.58 1

2. 통합성(Integrity) 4 3 4 3.7 0.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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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문항의 

평균점수가 3.3이나 3.7의 점수가 나타난다. 원리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긍정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VI와 IRA지수도 1의 결과가 있어 내용의 

타당성과 평가자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2의 원리의 경우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 의미 전달이 힘들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도 2.1, 3.2, 3.4의 원리도 문장 표현을 수정해야한

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또한 원리 1.4의 경우는 표상의 다양성의 예시가 

적절히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리 1의 경우 초등학교 수업의 

제한 때문에 다양성이 실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원리와 무관하게 

교수자와 학습자자에게 역할의 지침이 잘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되어 수정된 원리를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2.1. 자료의 통합성: 학습자가 제공되는 자료를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하라.
4 3 4 3.7 0.58 1

 2.2. 자료와 관점의 통합성: 학습자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 학

습 자료를 제공하라.
4 2 4 3.3 1.15 0.66

 2.3. 상황과 관점의 통합성: 학습자에게 제시한 상황에서 주제, 

관점을 파악하고 해석하도록 하라. 
4 3 4 3.7 0.58 1

 2.4. 관점의 통합성: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상황에 적절한 관

점(선택 혹은 제3의 관점)을 탐색하도록 하라.
4 3 4 3.7 0.58 1

3. 실제성(Authenticity) 4 3 4 3.7 0.58 1

 3.1. 자료의 실제성: 사례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라. 4 3 4 3.7 0.58 1

 3.2. 상황의 실제성: 학습자에게 실생활에서 접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하라.
4 3 3 3.3 0.58 1

 3.3. 관점의 실제성: 문제 상황에 대하여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관점들을 제시하라.
4 3 3 3.3 0.58 1

 3.4. 표상의 실제성: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

상의 방법을 사용하라.
3 3 4 3.3 0.58 1

4. 상호작용(Interaction) 4 3 4 3.7 0.58 1

 4.1. 학습자-학습자의 상호작용: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 비교하도록 하라. 
4 3 4 3.7 0.58 1

 4.2. 학습자-내용의 상호작용: 제공한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

자가 문제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사고(근거 찾기, 관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라.

4 3 3 3.3 0.58 1

 4.3.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교수자는 학습자 가까이에서 학

습자를 지원하고, 대화와 같은 개별적 안내를 실시하라. 
4 3 4 3.7 0.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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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대부분 표현을 수정하였고, 다양성의 실현 가능성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현직 교사와 함께 실현 가능한 방법을 고려하여 수업 지도안과 모형에 수정 

제시하도록 하였다. 수정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다양성(Diversity)

 1.1. 자료의 다양성: 학습자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라.

 1.2. 상황의 다양성: 다양한 상황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

 1.3. 관점의 다양성: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고, 관점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도록 하라.

 1.4. 표상의 다양성: 학습자가 같은 내용을 글, 대화, 시각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하도록 

하라.  

2. 통합성(Integrity)

 2.1. 자료의 통합성: 학습자에게 자료를 서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하라.

 2.2. 자료와 관점의 통합성: 학습자의 관점과 관련된 학습 자료를 제공하라.

 2.3. 상황과 관점의 통합성: 학습자가 제시한 상황에서 주제, 관점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라. 

 2.4. 관점의 통합성: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상황에 적절한 관점(선택 혹은 제3의 관점)을 

탐색하도록 하라.

3. 실제성(Authenticity)

 3.1. 자료의 실제성: 사례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라.

 3.2. 상황의 실제성: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하라.

 3.3. 관점의 실제성: 문제 상황에 대하여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관점들을 제시하라.

 3.4. 표상의 실제성: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익숙한 표상 방식(글, 그림, 대화)을 사용하라.

4. 상호작용(Interaction)

 4.1. 학습자-학습자의 상호작용: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 비교하도록 하라. 

 4.2. 학습자-내용의 상호작용: 제공한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문제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사고(근거 찾기, 관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라.

 4.3.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교수자는 학습자 가까이에서 학습자를 지원하고, 대화와 같은 

개별적 안내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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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의 원리 적용한 수업 모형 개발

수업의 원리를 고려하여 Kuhn 등(2013)의 수업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수업 

모형은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초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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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수업 모형은 기존의 Kuhn의 수업 모형에서 몇 가지 개선하였다. 

첫째로, 논변활동하기 위한 준비하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준비단계는 

실제적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주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관점은 실제 문제에서 발생하는 

3개 이상의 입장으로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준비단계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둘째로, 다양한 

논변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논변활동을 대화, 글, 포스트잇으로 하면서 자신

의 의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양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생각하기 위해 종합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 때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개발한 Nussbaum(2007)의 AVDs 도표를 사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종합한다. 

2. 내적 타당화

가.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원리 도출 후, 해당 수업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업 모형이 연구를 통해서 적절히 개발되었는지, 

절차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검토는 5명의 교육공학 전문가가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교육공학 박사수료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차 전문가 타당

화 검토는 자료 검토후 심층면담과 타당화 질문지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모형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문항과 개별 절차에 대한 문항으로 구분된다. 

<표 Ⅳ-5>과 <표 Ⅳ-6>는 [그림 Ⅲ-3]의 수업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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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수업 모형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시 참고할 수 있는 
수업모형으로 타당하다.

3 4 4 4 3 3.6 0.55 1 0.8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시 따라야 할 절차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3 4 4 3 3 3.4 0.55 1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3 4 4 3 3.4 0.55 1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4 4 4 3 3.6 0.55 1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을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3 3 4 2 4 3.2 0.84 0.8

<표 Ⅳ-6> 수업 모형 개별 절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1. 준비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3 4 4 3 3.4 0.55 1 1

2. 나의 이유 표현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4 4 4 4 3.8 0.45 1

3. 동료 이유 평가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4 4 4 4 3.8 0.45 1

4. 다른 입장의 이유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4 4 4 3 3.6 0.55 1

5. 동료 간 논변활동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4 4 4 3 3.6 0.55 1

6. 다른 입장의 강점 정리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4 4 4 3 3.6 0.55 1

7. 나의 입장의 강점 정리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4 4 4 3 3.6 0.55 1

8. 마무리 논변활동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4 4 4 4 3.8 0.45 1

9. 종합 및 정리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3 3 4 4 4 3.6 0.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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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평가와 개별 절차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절차의 경우 최저 3.2, 개별 절차의 

경우 최저 3.4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VI 지수와 IRA 지수가 모두 0.8이상임

을 살펴보면, 내용 타당도와 평가자간 일치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업 모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방 질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업 

모형이 Kuhn et al(2013)의 모형과의 차별점이 느껴지지 않고 있으며, 원리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용된 용어에서도 

연구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도, 수업 모형이기 때문에 교사가 실제로 보았을 때 머릿속에서 

흐름이 그려지는 구체적인 모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가 점수와 

의견을 종합하여 수업 모형을 고려해보면, 수업의 큰 흐름이나 절차의 개별적인 

흐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차별성이 느껴지는 모형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 1차 전문가 검토를 반영한 수정 사항

1차 전문가 검토에서 평가의 점수는 높았지만, 심층면담에서의 의견의 대부

분은 수업의 모형이 연구자만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절차의 흐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용어가 다르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도 

Kuhn의 모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모형이 더 구체적으로 단계를 

제시할 때, 모형이 실제로 사용가능할 것이라는 수정의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다.

첫째로, 모형의 절차와 용어를 수정하였다. 단계 명칭을 통해 어떤 단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단어로 고쳤다. 또한, 단계를 ‘수업 준비 → 논변 구성 → 

논변활동 → 성찰 → 글쓰기’ 통합하여 큰 흐름을 단순화 하였다. 그 외에도 

‘문제’, ‘관점’ 등의 용어로 대부분의 용어는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변경하였다. 둘째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하였다. 큰 흐름의 절차 

밑에 세부 절차를 나누어 각 단계마다 실제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차시수를 고려하여 기록하여 수업에서 사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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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고려하였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수업 모형으로 수업 내용의 핵심 

부분을 함께 제시하였고, 차후에 2차 모형을 제시할 때는 모형에 적용한 원리를 

기록하여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가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수업 모형은 [그림 Ⅳ-2]과 같다.

[그림 Ⅳ-2]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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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및 수정 사항

1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후 수정 모형을 개발한 후, 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검토는 3인의 전문가가 실시하였다. 2인은 

교육공학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하였고, 1인은 

교사 경력 6년인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하였다. 2차 전문가 검토도 1차와 

마찬가지로 설명 및 심층면담, 질의문답 후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절차와 개별 절차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Ⅳ-7>, <표 Ⅳ-8>는 2차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토 결과이다.

<표 Ⅳ-7> 수업 모형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C F G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시 참고할 수 있는 수업모형으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1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시 따라야 할 절차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4 3 3 3.3 0.58 1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3 4 3.7 0.58 1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3 4 3.7 0.58 1

본 수업 모형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을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4 3 3 3.3 0.58 1

<표 Ⅳ-8> 수업 모형 개별 절차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C D E

1. 수업 준비 – 문제 제시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1

2. 수업 준비 – 가능한 관점 소개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3. 수업 준비 – 관점에 따라 모둠 구성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4. 논변 구성 – 자신의 관점 이유 찾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5. 논변 구성 – 모둠의 이유 명료화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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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문항의 평균은 이해도가 3.3, 타당도,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문항의 평균은 

모두 3.7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모형의 개별 절차에 대한 검토 결과는 

마지막 글쓰기 단계의 절차의 평균인 3.3을 제외하면 모두 3.7의 평균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절차와 새롭게 만든 절차에 대한 흐름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결과라고 인식할 수 있다. 

1차 모형 타당화에서의 의견과 2차 모형에서의 타당화 과정에서의 의견을 

비교해보면, 연구에서 개발하는 수업 모형으로서의 차별성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내용의 구체적인 제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 2차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과정에서는 대부분은 단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후 모형의 단어와 

표현을 수정하는 것으로 내적 타당화를 통한 모형 수정, 보완을 마무리하였다.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C D E

6. 논변 구성 – 관점 간의 이유 공유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7. 소그룹 논변활동 – 소그룹 구성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8. 소그룹 논변활동 – 논변활동 실시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9. 소그룹 성찰 – 각 관점의 강력한 이유 찾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10. 전체학급 논변활동 – 논변활동 준비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11. 전체학급 논변활동 – 논변활동 실시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12. 전체학급 성찰 – 논변활동 종합하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4 3.7 0.58 1

13. 글쓰기 – 최종 입장으로 글쓰기 단계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로서 타당하다. 
4 3 3 3.3 0.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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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 타당화

가. 수업의 설계

본 연구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수업을 어떤 과정으로 설계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다는 

수업이 실행되는 절차와 각 단계의 활동이 타당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초점이라

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 참여자는 수업을 직접 설계하기 보다는 수업 설계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수업 모형을 실행하게 된다. 여기서 수업의 실행이 

가능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수업의 설계는 수업의 주제를 선정하고, 모형의 

절차에 맞는 수업 지도안과 워크시트와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업 자료를 준비하

는 것이다. 

대부분의 설계 과정은 적절한 수업의 준비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연구자가 

직접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할 현직 교사에게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수업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있는 수업의 주제를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 연구자와 교사가 

동의한 수업의 주제는 ‘현재 학생들이 하고 있는 숙제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이었다. 특히 이 주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에서 실제 숙제를 

늘이라는 학부모의 항의가 있어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주제 선정 이후, 모형의 각 단계별로 제시해야 할 자료를 제작하였다. 우선, 

1차시에 숙제의 양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영상을 

2개 준비하였다. 또한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학급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실제로 가지는 관점을 중심으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다. 여기서의 자료는 학습자가 실제로 겪을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 신문 기사, 도표, 사진 등이 수집되었다. 

읽기자료 외에 2차시와 3차시, 5차시에서 필요한 학습자용 워크시트도 제작되

었다. 

수업 지도안은 교수자가 모형을 처음 접한다는 가정 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도록 제작되었다. 수업에서의 좌석 배치, 논변활동에서의 규칙, 모둠 구성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도록 하였다. 이 수업 지도안과 앞에서 제작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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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은 현장 교사에게 검토를 받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하도

록 수정하였다. 수정된 수업 지도안과 수업 워크시트, 읽기 자료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나. 수업의 실행

수업은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6차시를 기본으로 진행하였고, 사전, 사후 

검사로 2차시를 더 진행하였다. 과목은 국어와 사회 통합 과목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활동 중 논리적으로 말하기와 읽기, 쓰기가 요구되고, 생각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생활의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차시 배치는 현장 교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학교의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하여, 1~2차시, 3차시, 4차시, 

5~6차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 1차시: 수업 준비

1차시 수업은 논변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해결해야할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자신의 

관점에 몰입해야 이후의 단계인 논변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실제 학습자가 느끼는 문제를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학습자

가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였다. 이 단계는 교수자가 

문제 상황에 대해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게 

하는 단계이다. 각 관점의 내용은 읽기자료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읽기수준을 고려하여서 중요한 부분이나 반드시 읽어야 할 부분을 표시하여 

쉽게 지나쳐서 읽지 않도록 하였다. 읽기자료는 [부록 6]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점을 선택하고 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자신의 관점을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학생의 관점을 대부분 선택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현장 교사는 학생들의 말하기 수준, 생각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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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였다. 논리성이 떨어지거나 흥미가 없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그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를 높이려 하였고, 논리적이며 흥미가 높은 학생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2차시: 논변 구성

2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하거나 배정받은 관점에서 자신이 해야할 

주장을 정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였다.  1차시에서 제공하는 

읽기자료를 참고하고, 선생님의 감독 하에 근거자료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 검색을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활동을 하였다([그림 Ⅳ-3]). 

      

[그림 Ⅳ-3] 2차시 수업 활동 결과물; 이유 브레인스토밍

그 후 학습자는 자신의 이유를 이유카드에 기록하여 모둠원과 함께 명료화하

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활동은 카드게임 형식으로 한 명이 먼저 카드를 

내고, 모둠원 중에 비슷한 근거를 적은 모든 사람이 카드를 내서 같은 근거를 

모으는 활동이다. 다 분류한 카드는 근거가 가장 명확한 이유카드를 맨 위에 

올려 놓아 마지막에는 모둠원이 서로 어떤 이유를 기록했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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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2차시 수업 활동 결과물; 이유카드

   

[그림 Ⅳ-5] 2차시 수업장면; 이유카드 작성

다음으로 같은 관점의 다른 모둠에서 기록한 이유를 공유하여 서로의 이유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였다. 서로의 모둠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들

이 무엇이 있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 모둠은 다른 관점의 이유를 

공유하였다. 각각의 모둠은 다른 관점에서 어떤 이유를 생각했는지 파악하고, 

미리 그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Ⅳ-6~7]).

 

[그림 Ⅳ-6] 2차시 수업장면; 상대방의 이유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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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2차시 수업 활동 결과물; 상대방 이유 정리 활동지

(3) 3차시: 소그룹 논변활동 및 성찰

3차시 수업에서는 2차시에서 생각했던 자신의 관점의 주장과 이유를 토대로 

상대방과 논변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논변활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

라,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것으로 제한하였

다. 뿐만 아니라 논변활동 사이의 말 사용도 제한하여, 학습자가 글로 써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은 각 관점별로 2명씩 새로운 소그룹을 구성한다. 이 구성 

방법은 직소모형(Gigsaw)의 전문가집단 구성 방식을 참고하였다(Gunter, 

Estes, 2010, 권낙연 역). 소그룹 구성 후 각 그룹은 교수자가 제시한 규칙에 

맞게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소그룹 논변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제한된 

시간에 순서에 맞게 자신의 주장을 하며, 상대방의 반박하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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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3차시 수업장면; 소그룹 논변활동

소그룹 논변활동 이후, 다시 자신의 모둠에 돌아와서 모둠별로 자신이 제한된 

시간에 반박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관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하였

다. 또한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했던 주장의 근거를 찾아본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상대방의 근거를 왜 반박할 수 없는지,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성찰하게 되었다.

       

[그림 Ⅳ-9] 3차시 수업 활동 결과물; 반박하기 어려운 상대방 이유 찾기

(4) 4차시: 전체학급 논변활동

4차시 수업은 3차시 동안 학습자들이 생각하고 발전해왔던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전체 학급이 함께 논변활동을 실시하는 수업이다. 4차시에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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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활동은 말로 직접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3차시와 

다른 표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문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각 관점별로 발언자 3명씩 선정하여 관점을 

대표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논변활동을 준비한다. 이 논변활동은 처음에는 

발언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 이후 청중도 함께 참여하여 각 관점에 대한 

주장, 근거, 반론,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 때 교수자가 

논변활동의 사회자 역할로 학생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4차시의 수업은 녹화를 하여 5차시 수업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각 관점별 발언자 초기 발언>         <다른 관점의 이유 반박하기>

  

            <청중 질문하기>                    <청중 질문 대답하기>

[그림 Ⅳ-10] 4차시 수업장면; 전체학급 논변활동  

(5) 5차시: 전체학급 성찰

5차시 수업은 4차시의 수업에서 전체 학급이 주장했던 각 관점의 주장과 

근거를 성찰하고, 각 관점의 주장을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수업이

다. 교수자는 [그림 Ⅳ-11]과 같이 학습자가 4차시에 발언한 내용을 기록하여 

발언한 내용의 적절성에 따라 발언내용에 각각 점수를 주어, 학습자가 어떻게 

발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가도록 한다. 학습자는 발언한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자신의 주장을 글로 다시 읽어보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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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전체 학급에서 어떤 흐름으로 발언이 되었는지 기억을 상기될 수 있다.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였던 발언 평가지는 [부록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11] 5차시 발언 평가지 일부

다음으로 전체 학급이 진행한 논변활동에서의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 

상황을 종합하였다. 이 때 Nussbaum(2007, 2008)이 개발한 AVDs(Argum

entation Vee Diagrams)를 사용하여 종합하였다. AVDs는 [그림 Ⅳ-12]와 

같이 각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적고, 반박을 기록하여 반박되지 않은 근거를 

종합하여, 문제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표이다. 본 수업에서는 입장이 3개이므로, 도표를 [그림 Ⅳ-12]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함께 각 입장의 근거와 반박을 

생각하여 도표를 완성하고, 최종으로 반박되지 않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

들은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이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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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5차시 수업 활동 자료; 여러 가지 관점 종합하기 활동지

본 수업에서 세 관점 중심의 논변활동 종합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느끼는 숙제의 양을 학부모가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

지만, 인생의 경험을 통해 대부분 이해하신다. 하지만 가정환경에 

따라서 학생들의 숙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선생님이 특별히 지도하여 숙제의 양이 적절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개개인의 수준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학생에게 개별적인 숙제를 내줄 수 없는 선생님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학부모의 의견대로 숙제의 양은 조정할 필요

가 있다.”1)

“학부모의 관점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숙제의 내용은 선생님이 

전문성이 있으므로, 선생님에게 맡겨야 한다. 단순한 숙제나 재미있

는 숙제나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에는 학습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도 양육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 양육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할 숙제를 

많이 생각하여야 하고, 그런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들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1) [부록 8] 논변활동 5차시 수업 활동 자료(관점 종합하기 활동지) “1) 숙제의 

양”에서 발췌
2) 앞의 자료 “2) 숙제의 질”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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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교 공부와 학교 숙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많아지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하여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책임

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 학생에게 여가

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보장하면서도, 학생은 자신이 열심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3)

(6) 6차시: 최종 입장 선택 및 글쓰기

6차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주장과 근거를 생각하고, 

수업에서 제시했던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최종 입장을 선택한다. 최종입장은 

자신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후 

학습자는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

을 생각한다. 수업 마지막 부분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여러 관점을 고려하여 문제 상황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교수자 반응 평가

교수자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6차시 수업 마친 후, 교수자가 수업과 

수업 모형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크게 두 가지를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두 주제는 교수자의 수업 만족도 

및 수업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관한 모형의 사용성과 수업 모형이 인지적 

유연성이나 학생의 다른 역량을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효과성에 관한 주제이다.

(1) 모형의 사용성

교사의 모형의 사용성을 크게 수업 만족도, 강점, 약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사용성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수업 모형을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 교사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면

서 재밌었다고 생각하였다.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이 수업을 다른 주제로 

해도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3) 앞의 자료 “3) 학업 스트레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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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현장 교사가 느낀 수업의 강점은 학생의 의견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논변활동을 할 때 미리 자신의 논변을 충분히 구성한 후 논변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논변활동에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이것이 

처음 모둠 구성을 수준에 따라 구성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편하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른 강점으로는 한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생각한 것이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의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관점을 공유하고, 소그룹 논변활동하

고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말로 글로 논변활

동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하게 되는 강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모둠 

활동에서 다툼이 적어졌고, 모둠 활동에서 무임승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다고 강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업의 약점으로는 시간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논변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주제를 파악해야 하고, 관점을 선택해야 하며, 자신의 이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대표자를 선정하고, 자리를 

옮기는 것과 같은 수업 내용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활동에서도 시간이 많이 

뺏기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마지막 종합하기 활동에서 

종합하는 것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발언을 채점하는 것에 기준이 불명확하여 가르치기 어려웠고, 불러주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수업 설계와 관련하여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소그룹 논변활동이나 전체학급 논변활동의 수업 진행을 너무 무리하

여 길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고, 논변활동이 길게 되면서 뒤의 종합해야할 

내용도 방대해지는 결과가 생겼다. 결국 뒤에 하례해야 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논변활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루해하거나 

같은 내용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일이 생겼다. 때문에, 수업 시간 부족 문제는 

논변활동 시간을 심도 깊은 논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방법을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게 된다면, 종합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불필요한 내용이나 

근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모형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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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배분에 대한 개선이다. 수업 지도안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 관점의 반론을 적는 시간, 이유 정리하는 

시간, 전체학급 논변활동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늘려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전체학급 논변활동 질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다. 전체학급 

논변활동 전 단계까지 학습자들의 주장과 근거의 양이 풍부하고 준비가 잘 

되었지만, 발언자가 대표로 관점을 대표하여 말할 때에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근거를 거의 언급하지 않아 흐름이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 반드시 전체학급 논변활동 준비하기 단계에서 발언을 미리 준비하고, 

세 명의 발언자를 각각 10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여 중간 중간 자신의 근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소그룹 논변활동 

시 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위권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종합하기 활동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직접 준비를 한다면 관점을 종합한 내용을 더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모형의 효과성

수업을 진행하며 모형이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현장 교사는 동의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에 익숙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생각해보고 들어보는 기회가 없고, 교육과정에서도 다른 

생각으로 써보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 수업 모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의 

생각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2차시에서의 다른 관점과의 근거 

공유하는 단계, 3차시에서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소그룹 논변활동을 했던 단계, 

4차시에서 전체학급 논변활동을 하고, 5차시에서 논변활동을 종합하여 서로의 

관점을 조율했던 단계를 통해 학습자의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가 향상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지어 

하위권의 성적인 학생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모둠을 구성하게 되면서, 자신이 

생각한 근거보다 더 많은 근거를 찾게 되고, 반박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공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수업의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던 학생들도 이유를 깊이 

생각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표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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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논리력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습자가 대화

로 하는 논변활동 뿐만 아니라 포스트잇을 붙여 글을 통해 논변활동을 하면서, 

평상시에 글에 약했던 학생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고, 반대로 

말에 약했던 아이들이 글을 써본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최종 글쓰기를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실력이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라. 학습자 반응 평가

모형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홍숙지

(2005)가 개발한 인지적 유연성 검사지와 Sodian과 Barchfeld(2011)의 

루브릭을 수정하여 만든 인지적 유연성 글쓰기 검사지,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모형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설문지로 실시되었다. 앞의 두 

검사는 수업 사전, 사후에 동일한 내용을 실시되었고, 수업 만족도 설문은 

수업 후에 실시되었다.

(1) 인지적 유연성 향상 여부

학습자들의 인지적 유연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홍숙지(2005)가 개발한 

인지적 유연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는 검사 대상자의 다양한 사고와 

복잡성 선호하는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지이다. 검사는 6점 척도로 실시하

였으며, 1점은 ‘확실히 아니다’, 6점은 ‘확실히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문항 내용에 따라 역코딩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인지적 유연성 검사지는 수업모형 적용 전과 수업모형 적용 후인 

글쓰기 이후에 실시하였다. 문항의 최고점은 150점이고, 최저점은 25점으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으로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검사에 

참여한 학생 중 사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표 Ⅳ-9>와 같다. 또한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결과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대응표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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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9> 인지적 유연성 검사의 사전-사후 기술통계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97.3462 26 16.91613 3.31753

사후검사 97.4471 26 17.39821 3.41207

<표 Ⅳ-10> 인지적 유연성 검사의 사전-사후 t검증

대응차

t
유의확률 

(양측)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 사후검사 -.10096 13.82588 2.71148 -.037 .971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결과의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97.3462, 97.4471

로 약 0.1점의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p>.01). 즉, 수업 모형을 

1회 실시한 후 일반적인 인지적 유연성의 향상은 매우 미비하고,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Sodian & Barchfeld(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인지적 

유연성 검증을 위한 글쓰기의 결과를 실시하였다. Sodian과 Barchfeld는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통해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의 적절성, 다양한 근거 제시, 다양한 입장 고려, 상황에 맞게 입장을 

통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루브릭에 

의해서 각 기준에 따라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였다. 검사의 최고점은 20점이

고, 최저점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유연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의 글쓰기는 사전, 사후에 동일한 문제 상황과 조건을 주고 실시하

였다. 루브릭에 의한 글쓰기 평가는 경력 7년의 초등 교사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평가하였다. <표 Ⅳ-11>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표준편차

를 나타내고, <표 Ⅳ-12>는 평가 준거별 사전-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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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표이다. <표 Ⅳ-13>는 평가점수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유의

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한 t-검증 결과표이다. 

<표 Ⅳ-11> 인지적 유연성 글쓰기 사전-사후검사 기술통계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사전검사 9.9600 25 4.09756 .81951

사후검사 12.1200 25 4.12634 .82527

<표 Ⅳ-12> 인지적 유연성 글쓰기 사전-사후 검사 평가 준거별 평균 점수

<표 Ⅳ-13> 인지적 유연성 글쓰기 사전-사후검사 t-검증

사전검사 - 사후검사

대응차

t
유의확률 

(양측)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총합 -2.16000 2.98161 .59632 -3.622 .001***

적절한 근거 사용 -.36000 1.80000 .36000 -1.000 .327

다양한 근거 제시 -.72000 1.62070 .32414 -2.221 .036*

다양한 관점 고려 -.60000 1.29099 .25820 -2.324 .029*

통합적 사고 -.48000 1.04563 .20913 -2.295 .031*

                                                                           (* p<.05, *** p<.001)

인지적 유연성 글쓰기에 대한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비교해보

면, 각각 9.96, 12.12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사 결과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이다(p<.001). 뿐만 아니라 각 평가 준거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후 검사가 큰 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근거 사용의 준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는 수치이다(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가 특정 

평가 준거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자 평균 표준편차

적절한 근거 사용 3.92 1.681 4.28 1.370

다양한 근거 제시 2.12 1.301 2.84 1.625

다양한 관점 고려 2.12 1.236 2.72 1.595

통합적 사고 1.80 1.155 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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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은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향상은 일반적인 글쓰기 수업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직 교사와의 

심층면담 내용을 비추어보면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2) 수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실시 후 학습자에게 설문을 통해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학습자의 태도를 묻는 3문항과 일반적으로 논변활동 수업의 효과성의 

인식을 묻는 문항 6문항, 수업 모형의 각 절차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 효과성 

인식을 묻는 문항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문항으로 수업

의 강점과 약점과 개선점을 묻는 3문항도 함께 구성하였다. 개방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으며, 1점은‘전혀 그렇

지 않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표 Ⅳ-14>는 각 범주별 문항 간 신뢰도 지수와 각 범주별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Ⅳ-14> 학습자 반응 평가 문항 간 신뢰도 및 통계분석

문항 범주 항목수 Cronbach α
표준화 

Cronbach α
평균

평균
최소값

평균
최대값

분산

수업 태도 3 .868 .865 3.321 3.192 3.385 .012

수업 효과성 6 .761 .767 3.173 3.000 3.269 .010

수업 절차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효과성 10 .858 .850 3.181 3.038 3.423 .013

각 문항별 신뢰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수업태도에 대한 문항 신뢰도와 

수업 절차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문항 신뢰도는 .80이상으로서 학습자의 

응답이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 6문항에 

대한 문항 신뢰도는 .80에 근접하여 신뢰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문항 범주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모두 3점(그렇다) 이상으로서 수업 태도, 

논변활동 수업의 효과, 수업 절차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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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산이 0.01정도 되어 학습자들의 

차이가 적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Ⅳ-15>는 문항에 따른 학습자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을 나타낸 자료이다. 각 문항은 범주에 따라 1~3번 문항이 수업 태도와 관련된 

문항, 4~6번 문항, 17~19번 문항이 논변활동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항, 

7~16번 문항이 논변활동의 각 절차가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을 묻는 문항이다. 

<표 Ⅳ-15>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 결과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나는 이번 주 논변활동 수업에 집중하였다. 3.38 0.752 2 4

2. 나는 이번 주 논변활동 수업이 재미있었다. 3.38 0.852 1 4

3. 나는 이번 주 논변활동 수업을 하는 동안 즐겁게 공부하였다. 3.19 0.939 1 4

4. 나는 이번 주 논변활동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23 0.908 1 4

5. 논변활동 수업에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졌다. 

3.27 0.778 2 4

* 6. 논변활동 수업은 학습에 방해가 된다. 1.81 0.895 1 4

7. 논변활동 수업에서 제시했던 자료(영상, 밑줄친 읽기 자료)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15 0.881 1 4

8. 논변활동 수업에서 제시했던 자료(영상, 밑줄친 읽기 자료)는 
나의 관점의 이유와 근거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19 0.801 1 4

9.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다른 모둠의 이유를 바꾸어보는 것은 
유연하고 폭 넓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12 0.864 1 4

10.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다른 모둠의 이유를 바꾸어보는 것은 
유연하고 폭 넓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15 0.834 1 4

11. 포스트잇을 사용한 논변활동은 “문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장과 이유에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3.31 0.679 2 4

12. 포스트잇을 사용한 논변활동은 “문제 상황”을 대처할 때, 
나와 다른 다양한 주장과 이유에 대응(주장, 반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3.04 0.871 1 4

13. 논변활동에서 관점들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했던 것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3.08 0.744 2 4

14. 학급 전체가 하는 논변활동은 “문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장과 이유를 파악하고 서로 비교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3.19 0.694 2 4

15. 도표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활동은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문제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3.15 0.83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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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가 있는 문항은 점수를 역코딩하여 결과를 분석함.)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수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모두 3점 

이상의 반응을 보이며, 수업이 재미있었고, 집중하여 참여하였다는 것을 나타

낸다. 또한,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 대체로 학습에 효과가 있으며, 상호작용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각 단계에 따라 인지적 유연성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응답이 모두 3점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상위 문항을 살펴보면, 

계속 생각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 마지막에 글쓰기를 다시 해보는 과정이 여러 

입장을 고려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논변활동을 실시하

는 것도 다양한 주장과 이유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

다.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에게 논변활동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인지적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강점과 약점, 개선점을 물어본 

문항을 분석하면 <표 Ⅳ-16>과 같다. 수업의 강점으로는 ‘서로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15명)’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수업을 통해 ‘반박, 

주장을 더 잘할 수 있다(3명)’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자신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한편 수업의 약점에 대한 문항에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고(18명), 응답한 

학생의 경우 수업을 1회 실시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2명)’고 응답하였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루하거나(1명), 발언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있거나 갈등이 더 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형을 개선하기 원하는 문항에서도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한 학생의 경우, 의견을 살펴보면 수업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적절히 사용해야함을 언급하였다. 정보를 많이 요구한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6. 같은 내용으로 다시 글쓰기를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입장과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3.42 0.643 2 4

17. 논변활동 수업은 “문제 상황”에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00 0.748 1 4

18. 논변활동 수업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함께 생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23 0.652 2 4

19. 논변활동 수업은 여러 관점이 있는 복잡한“문제 상황”에 
적절한 해결방법을 생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12 0.86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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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있으며, 의견을 줄여서 전체적인 논변활동의 흐름을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체 참여할 수 있는 논변활동을 고려해야하며, 

이 때 발언의 규칙을 엄수하도록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한편으로 선택형 

응답과는 반대로 포스트잇 논변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학생도 

있었다. 이것은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살펴볼 때, 포스트잇을 활용한 소그룹 

논변활동에서 소외되거나 무시 받았던 학생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소그룹 논변활동의 규칙을 지키고 서로 모니터링하며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16>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 반응 결과

문항 응답내용 빈도

강점 서로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15
반박이나 주장같은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3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좋아졌다. 1
직접 말할 수 있게 되었다. 1
준비성이 좋아진다. 1
무응답 4

약점 시간이 오래 걸린다. 2
아이들이 앞에 서있는 친구만 믿고 발언을 안한다. 1
(전체학급 논변활동)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 지루했다. 1
관점을 통해 갈등이 더 늘었다. 2
무응답 18

개선점 시간을 줄여야 한다. 1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1
발언권을 받은 사람만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1
의견을 줄여 최종 의견을 잘 나오게 해야한다. 1
포스트잇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토론만 계속해서 지루하다. 1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자. 1
무응답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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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모형

모형의 수정과 보완은 Richey와 Klein(2007)에 따르면 내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를 통한 자료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자료와 관련하여 

논변활동 수업의 최종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외적 타당화 과정에서의 교수자

의 반응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모형을 개발하였다. 특히 교수자가 언급하였던 

복잡한 수업 모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제안한 최종 

모형 수정 방향을 반영하였다. 

논변활동 수업의 최종 모형에 반영한 수정 사항은 1) 수업 과정을 파악하기 

쉬운 모형으로 개선할 것, 2) 수업 모형에서 논변활동 수업의 인지적 유연성 

향상 원리를 적용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제안한 최종 모형은 [그림 Ⅳ-13]과 같다.

[그림 Ⅳ-13]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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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고, 모형을 개발하

며,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의점과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통한 인지적 유연성 향상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

는 홍숙지(2005)의 연구를 기반한 인지적 유연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실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변활동에서의 인지적 유연성 수준을 측정

하는 글쓰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수업 사전과 사후에 동일하게 실시하였

다. 학습자의 인지적 유연성 검사의 결과는 <표 Ⅳ-9>와 <표 Ⅳ-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할 만한 부분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 여부와 통계적 유의성이다. 

우선 첫 번째로 실시한, 인지적 유연성 검사는 사전과 사후에 평균 0.1의 

상승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두 번째 실시한 인지적 유연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글쓰기 검사에서는 평균이 

약 3점 상승하였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다. 나타나는 

통계적 결과에 따르면,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되었는지 그대로인지 가늠할 

수 없겠지만, 검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논변활동 

모형이 인지적 유연성에 어떤 관계인지 살펴볼 수 있다.

두 검사를 비교해본다면, 첫 번째 검사는 보편적인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이다. 일반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혹은 복잡한 현상을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인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검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 

수준을 파악한 검사였다. 사전과 사후 검사에서 같은 주제로 이루어졌고, 

학습자는 그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펼치면서 같은 입장 혹은 다른 

입장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근거를 사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검사인 것이다. Cartwright(2011)에 따르면, 쓰는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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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료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종합시키는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이라고 언급하였다. 비록, 같은 주제로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글쓰기가 

쉬울 수 있었겠지만, 사전이나 사후의 검사하는 시기는 응답자가 자신의 평가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검사를 

통해서 응답자의 인지적 유연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검사가 응답자의 보편적인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검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을 말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단회적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반복된 

수업 실행을 통해 여러 주제에 대한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보편적인 인지적 유연성의 향상으로 연결도 가능 여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판단된다.

둘째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통한 학습효과이다. 이 모형을 현장에서 적용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통해 파악한 모형의 학습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한 관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학습자는 처음 문제를 제시받는 단계에서부터, 이유 공유하기, 소그룹 논변활

동, 핵심적 이유 찾기, 전체학급 논변활동, 문제 상황 종합하기 등의 세부 

단계에서 다른 관점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한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문제 상황을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 관점을 통합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논변활동

을 하면서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통합하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는 학습자들이 모든 관점과 

근거를 폭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복잡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관점에 따른 주장과 근거를 찾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자연스

럽게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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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또한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되고, 적절한 근거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지식들을 

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반복적인 논변활동과 성찰을 통해서 

지식을 적용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수업 모형을 하면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단원에서 배워야 할 지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형을 통해 학습자의 논리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유카드를 활용하면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근거를 만드는 경험을 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또한,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글로 주장하게 되고, 자신의 주장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체학급 논변활동으로 

말로 주장하는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근거들을 말로 적절히 표현하

게 된다. 논변활동 후 성찰을 통해 글을 길게 쓰면서 주장과 근거를 다시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반복하여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더 정제되고 논리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셋째로, 모형의 내적, 외적 타당성 과정을 통해 언급할 만한 모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논변활동에서의 자료와 문제 상황, 관점, 표상 방법을 중심으로 Kuhn 

et al(2013)의 논변활동 모형을 수정하였다. 또한 현장 적용을 통해 수정된 

모형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실정에 적합한지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용했던 

절차나 단계를 개선하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내적 타당성 과정에서 

언급했던 모형의 적용 부분에 표상의 다양성을 적절히 적용하는 점이다. 표상은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piro 등, 1987). 표상의 

방식을 통해 지식의 복잡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교육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표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소그룹 논변활동을 실시할 때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긴 

하였지만, 기록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글씨를 서로 알아보는데 

불편하였다. 가능하다면, 컴퓨터나 핸드폰 등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표상의 

방식을 다양화한다면, 다른 환경적인 제약을 제거하고 인지적 유연성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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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논변활동의 마지막 글쓰기 활동을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에서도 짧은 글쓰기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처음의 생각과 이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자율성 여부이다.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리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자발성에 있다. 학습자의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자가 인지적으로 유연한 상태가 되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가 아닌 수업 설계의 부분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읽기자료나 영상자료가 

수집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필요시 원하는 자료를 

연구자가 제공해야했기 때문에 원하는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수자가 수업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습자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근거, 증거 자료를 직접 찾아오도록 하거나 학급에서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제한된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면 적극적인 수업참

여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을 따르는 것이 교수자에게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는 의견을 근거로 교육 준비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논변활동 종합하기 단계에서 교수자가 종합하는 활동에서의 수업 부담감

을 줄이고, 수업의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논변활동 종합하기의 내용을 

전사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활동을 모니터를 보고 끊어가면서 내용을 

종합하는 활동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이 활동이 어떤 내용으로 

종합이 되는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발언을 평가하는 단계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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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 연구는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도출하고 

수업의 모형을 개발, 타당화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은 Kuhn 등(2013)이 제안한 논변활

동 수업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의 맥락과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원리를 

고려하여 제안된 수업이다. 연구문제는 첫째,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모형은 무엇인가. 셋째,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모형은 타당한가로 설정하였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크게 

둘로 나누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원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 선행분석에서는 Spiro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

학 영역과 심리학의 영역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원리는 1) 다양성, 2) 통합성, 3) 실제성, 4) 상호작용으로 도출되

었다. 두 번째, 논변활동(argumentation) 수업의 구성요소를 위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여기서의 선행연구는 교육공학에서의 논변활동 연구, 교육학 

전반에서 언급되고 있는 논변활동, 국어교육, 사회교육,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교과교육에서의 논변활동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각 연구분

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논변활동의 정의와 특성, 모형을 토대로 논변활동의 

구성요소는 1) 타당한 근거로 주장하기(자료 제시 측면), 2) 관점 공유하기(관

점 측면), 3) 문제 상황 해결하기(상황 측면), 4) 지원하여 논변활동 촉진하기

(표상 측면)으로 도출되었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의 원리와 논변활동 수업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원리를 

종합하였다. 도출된 원리는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다. 수업의 

원리는 1) 다양성의 원리(자료의 다양성, 상황의 다양성, 관점의 다양성,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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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 2) 통합성의 원리(자료의 통합성, 자료와 관점의 통합성, 상황과 

관점의 통합성, 관점의 통합성), 3) 실제성의 원리(자료의 실제성, 상황의 

실제성, 관점의 실제성, 표상의 실제성), 4) 상호작용의 원리(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내용의 상호작용, 교수자-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도출되

었다.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Kuhn 등(2013)의 논변활동 수업 절차 모형을 

기반으로 수업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수업 모형의 타당성은 내적 타당화

와 외적 타당화를 통해 검증하였다. 내적 타당화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

데, 1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는 교육공학 연구 경력 10년 이상 혹은 경력 

3년 이상의 초등학교 현직 교사인 전문가 5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전문가 3인에게 의뢰하였으며, 현장 

적용을 할 현직 교사 1인이 참여하여 타당화 검토 및 심층면담을 통해 모형 

구체화를 실시하였다. 

외적 타당화는 현직 교사와의 심층면담 후 구체화된 수업 모형과 수업 지도안

을 토대로 1회(6차시) 실시되었다. 외적 타당화를 위해서 경력 6년 초등교사 

1인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명이 연구 참여자로 함께 하였다. 현직 교사는 

수업 모형과 연구자가 설계한 자료를 토대로 수업을 실시하였고, 연구자는 

학생들의 수업 과정을 관찰하였다. 학습자는 수업 전과 후에 인지적 유연성 

검사와 인지적 유연성 글쓰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지적 

유연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수업 직후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 

반응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수자 반응 평가를 위해 학습자의 반응 평가와 

수업 내용을 토대로 현장 교사와 수업 모형, 수업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외적 타당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논변활동 수업 모형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의 절차 모형은 크게 ‘문제 제

시’,‘관점 구체화’, ‘소그룹 논변활동’, ‘소그룹 성찰’, ‘전체학급 

논변활동’, ‘전체학급 성찰’의 단계를 따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교수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아졌으며, 수업의 

참여도를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의 논리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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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학습자의 반응 평가를 통해서 수업의 흥미도가 높았으며, 수업을 

통해서 다른 학습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학습자

의 인지적 유연성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가 보편적인 인지적 유연성 향상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 모형의 적용 결과와 관련하여 효과와 개선방향

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수업 환경을 

고려한 실제적인 인지적 유연성 원리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지적 유연성은 Spiro가 제시한 인지적 유연성 이론 외에는 수업 환경의 

맥락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다. Spiro가 제시한 인지적 유연성의 

원리도 수업에서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

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반영이 

되었고, 실제 수업의 맥락을 고려하여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한 것이다.

둘째, Kuhn 등(2013)의 모형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의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uhn의 모형은 미국 초등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여 개발된 수업 모형이다. 이 모형이 사용되었던 맥락과 다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테크놀로지 사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차시 수와 수업 내용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맥락을 고려하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외적 타당화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의 학생의 학급 문화가 반영되

었다. 

셋째, 기존의 교과교육에서의 논변활동 수업 모형의 차별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논변활동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발표 형식의 논변활동만 고려하

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의 방식을 반복하여 실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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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를 통해 논변활동을 실행하고, 다음으로 포스트잇을 활용한 논변활동을 

실행하였다. 또한 전체학급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논변활동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긴 글쓰기 활동을 통해 논변활동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같은 주제로 논변활동을 반복 실행하지만, 학습자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논변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성찰 

과정은 논변활동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변활동 

수업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이 다양한 과목을 

융합하여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논변활동 수업 모형은 

특정 교과에서 사용하는 모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논변활동 수업모형은 여러 가지 지식을 융합적으로 사용해야할 실제적

인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 과목의 내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과 수업에서의 논리적인 주제, 근거 

구성을 위해 사용가능하고, 문제 해결과정을 위해 사회과 수업을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도덕, 역사, 실과 등의 수업과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본 수업 모형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와 논리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변활동 후 학습자와 교수자 반응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

들이 논리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사용하였고, 다양한 근거를 생각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심층면담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가 증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 근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하게 되어 학습 동기가 부여되었고,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체학급 논변활동을 통해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와 반복된 논변활동을 통해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여러 학습 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 해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나타난다. 첫째로, 학습자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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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해서 학습 자원의 제한이 있었다. 학습자와의 실제적인 상황과 

자료, 다양한 자료를 수업의 단계에서 제시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업의 주제와 

다양한 학습 자료가 필요하였다. 수업을 실행하는 만큼의 수업 준비 과정이 

필요하였고, 학습자가 배워야 할 지식을 고려할 경우 적절한 단계에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학습자가 배워야 할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적절한 시수를 사용하는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업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교사 주도의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학급에서 연구를 실행할 수 있었다.

둘째로, 원리가 적용된 수업 모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수자의 모형 이해도가 

필수적이었다. 교수자가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주장과 근거를 

명료화하는 방식, 다양한 근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수업의 각 절차를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논변활동을 성찰하는 단계에서 학습자가 제시하였

던 의견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어떻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교수자

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모형을 실행하기 위한 교수자의 인지적 

유연성 혹은 모형의 숙지가 필요하였다.

세 번째, 이 모형이 실제로 인지적 유연성 향상이 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토론 혹은 토의 수업을 통해 수업을 실시한 학급과 

비교가 필요하다. 현장 교사에 따르면, 학습자가 6~7차시의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 부분에서 기존 수업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 실제로 본 연구의 수업 모형과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이 보편적인 인지적 유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반복적인 실험 

설계를 통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 모형을 1회 적용하여 

수업 주제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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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엄격한 실험설계를 통해 반복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학습자

를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의 원리를 적용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이 실제 수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논변활동 수업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논변활동 수업을 위한 문제 상황 설정, 관점 설정, 수업 자료 제작, 평가 등과 

관련된 설계 연구가 기반이 될 때, 실제 현장에서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헌과 심층면담 자료를 통해 수업을 준비하

여야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다. 또한 교수자 반응 평가를 통해 모형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하는 것이 잘 정리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추후 인지적 유연성을 위한 수업 설계 원리와 

수업 설계 모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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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ility to apply knowledge in various situations is very important 

for learners. According to constructivism epistemology in education, 

this competence is also important for purposes of transfer of learning 

in situations (Park, Lim, Lee, & Cheo. 1999). However, Yoo(2012) 

mentions that Korean students are passive in classes that demand 

learners' participation and positive responses. In particular, although 

elementary school curricula  are designed with the goal of developing 

understanding of real life and using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skills(Lim et al., 2011), the knowledge to be acquired is significantly 

broad and learners find it difficult to consider knowledge-used 

conditions(Cheo, 2014).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learners’ 

cognitive flexibility for application of knowledge in different situations 

and with varying methods.

In this research, argumentation instructional method is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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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learners' cognitive flexibility, the ability to apply their 

knowledge to changeable situations in real life. Argumentation 

instructional method provides learners with various representations 

of performing diverse activities within the classroom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they have to think flexibly. From this aspe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the principles of argumentation 

instruction for enhancing cognitive flexibility, to develop the 

argumentation instructional model, and to examine validation of the 

model. In addition, for development of the argumentation instruction 

model for improving cognitive flexibility, the argumentation instruction 

process suggested by Kuhn et al. (2013) is modified, taking into account 

the Korean elementary school environment and principles for enhancing 

cognitive flexibility. The research questions are the following; first, 

what are the principles of argumentation instruction for improving 

cognitive flexibility?; second, what is the model of argumentation 

instruction for improving cognitive flexibility?; third, is the 

argumentation instructional model for improving cognitive flexibility 

valid?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Richey & Klein's (2007)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 First,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principles of argumentation instruction for 

enhancing cognitive flexibility.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was applied to the Kuhn et al. (2013) argumentation instruction 

process, and the initial model of argumentation instruction was 

develope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argumentation 

instructional model, the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were examined 

for validation of the model. The internal validity test was conducted 

twice by educational technology experts who completed the doctoral 

course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had teach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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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eding five years. The external validity test was conducted with 

the modified argumentation instruction model, implemented in an 

elementary school class and consisting of six lessons. In these 

argumentation classes, the researcher identified the change in level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the effect of the model with a cognitive 

flexibility survey and writing test before and after the classes. Also, 

after the classes, the researcher identified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model with the learners’and the 

teachers' response assessments.

In the research review, the components and principles of 

argumentation and cognitive flexibility were drawn. The principles 

were analyzed synthetically and the researcher developed the 

argumentation instruction principle. The principles of argumentation 

instruction for improving cognitive flexibility are as follows: 1) principle 

of diversity (diversity of materials, diversity of situations, diversity 

of perspectives, diversity of representations), 2) principle of integrity 

(integrity of materials, integrity between materials and perspectives, 

integrity of perspective and situation, integrity of perspectives), 3) 

principle of authenticity (authenticity of materials, authenticity of 

situation, authenticity of perspective, authenticity of representation), 

4) principle of interaction (interaction among learners,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contents,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teachers).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argumentation instruction 

model was developed and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model with 

proper points. Most of the modifications were related to how to apply 

the principles to the instructional model clearly. 

In the external validity test, the effect of the argumentation 

instructional model is analyzed. General improvement in 

learners’cognitive flexibility was not evident in that result, b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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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visible improvement in relation to specific themes. In addition, 

learners responded that the classes were interesting and that during 

the classes they could understand others’thoughts. Moreover, the 

teacher answered that the number of times learners expressed their 

opinions increased, and that their participation and logic in their own 

opinion were enhanced. Through the external validity test, the model 

was supplemented and a final revision made. The steps of the final 

argumentation instructional model are 1) presentation of problems, 

2) perspective specification, 3) argumentation, and 4) refl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researcher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in cognitive flexibility and learning effects 

through this argumentation instructional model. Futhermore, important 

outcomes of the research were proposed: 1) authentic principles for 

cognitive flexibility in consideration of the classroom environment, 

2) revised Kuhn et al. (2013) and developed argumentation 

instructional model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elementary school 

context, 3)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of the model. Lastly,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related to iterative experiment 

design and instruction design are proposed. 

Keywords : Cognitive flexbility, Argumentation, Instruction model, 

Instructional model develop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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