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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실 맥락에서 과학 논변활동에 참여하

는 소집단 학생들의 실행을 바탕으로 인식론적 자원들을 확인하

고, 자원들 사이의 관계망이 어떠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1개 학급 

37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총 9개 소집단 중에서 

학생들의 논변 실행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뚜렷하게 전환된 1개 

소집단을 초점 집단으로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광합

성 단원에서 총 10차시로 진행된 논변 수업과 7번의 면담을 녹

화 및 녹음하여 전사한 것을 바탕으로 소집단의 논변 실행과 인

식론적 자원들을 분석하였다. 이때, 소집단의 논변 실행은 논변 

수준, 학생들의 질문 유형, 그리고 소집단 상호작용의 세 가지 측

면으로 분석하였고, 인식론적 자원은 1차적으로 전사본에서 확

인한 다음, 2차적으로 확인한 자원들을 세 가지로 범주화(‘지식

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 자원’, ‘정보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

의 이해 자원’, ‘인식론적 활동의 이해 자원’)하여 그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다섯 번째 논변 수업을 기점으로 초점 집단 학생들

의 실행과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이 변화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다섯 번째 수업 이전에 학생들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정당화를 

제시하지 않았고, 주로 정보 질문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하며 자신의 활동지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

했다. 이러한 실행을 바탕으로‘전파, 신뢰, 수용, 축적’이라는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을 확인하였고, 이는 ‘활동지에 정답 

채우기’라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에서 비롯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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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다섯 번째 수업 이후에 학생들은 주장에 대한 다양한 정

당화와 반박을 제기하는 생산적인 논변 실행을 보였다. 또한 복

합적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하며 사고 질문을 통해 협력적으로 추

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 이해, 수용, 축적, 형성, 반박’ 

이라는 변화된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을 확인하였고, 이는 

‘근거 있는 주장 만들기’라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에서 비롯되

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

의 과제가 제시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맥락적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것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논변활동에서 활성화시키는 인식론적 자

원들의 관계망 변화를 깊이 있게 탐색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관

여한 맥락적 요인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학

생들의 맥락 특이적인 인식론적 자원들을 분석하는 연구에 새로

운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소집단 논변활동, 과학 논변활동, 인식론적 자원, 

        인식론적 프레이밍

학  번 : 2014-2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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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은 일반적인 합의보다는 논쟁이나 대립을 통해 발전한다(Kuhn, 

1993). 특히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을 

제기하는 논변활동은 과학자들이 과학적 이론을 형성할 때 관여하는 핵심

적인 과정으로, 현재 과학 교육에서 탐구와 더불어 중요한 과학적 실행으

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변활동은 과학자들이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에

서 중요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구성하

는 학생들에게도 훌륭한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Duschl, 2000; Giere, 1991; Jiménez-Aleixandre & 

Erduran, 2008; Sandoval & Reiser, 2004). 또한 매일 같이 방대한 양

의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논변활동과 같은 비판

적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

(Jiménez-Aleixandre & Erduran, 2008; McNeill, 2009), 학교 과학에서 

이와 같은 논변활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 교육에서 논변활동이 핵심적인 실행으로 강조됨에 따

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논변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논변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논변활동을 개발하여 과학 수업에 적용하는 연구

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e.g., 윤선미 & 김희백, 2011; Chin & 

Osborne, 2010; McNeill & Krajcik, 2008). 이러한 연구들은 논변 수

업에서 학생들이 증거를 사용하여 추론하고, 스스로 주장을 구성하며, 

상대방의 주장, 증거, 추론에 대해 질문하여 그것들을 수정하는 것을 통

해 그들의 생산적인 과학 학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Berland & 

Reiser, 2009). 그러나 학생들을 논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항

상 그들의 생산적인 과학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Ber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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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er, 2012b; Driver, Newton, & Osborne, 2000). 그 이유에 관

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논의되어 왔는데, 먼저 논변 연구의 초기에는 

학생들의 논변활동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

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논변의 구성 요소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의 효과나 적절한 논변 과제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e.g., 

Felton & Kuhn, 2001; Kuhn, 1989, 1991; Larson & Britt, 2009; 

Osborne, Erduran, & Simon, 2004).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논변에 관

한 명시적인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도 특정한 맥락에서는 생산적인 논

변활동 실행을 보인다는 사례들을 발표했다(e.g., Berland & Reiser, 

2011; Bricker & Bell, 2007; Engle & Conant, 2002; Hammer & 

van Zee, 2006). 대표적인 예로 Hammer와 van Zee(2006)는 명시적

인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근거로 주장을 뒷받

침하기 위해 과학적 추론을 시도하고, 때때로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관여

하는 비교적 생산적인 논변활동 실행을 보인 사례들을 모은 연구를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변 연구의 최근 동향에 발맞추어, Elby와 Hammer는 과학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식론적 실행(e.g., 논변활동)이 맥락에 따라

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구체화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이들은 학

생들의 논변활동을 비롯하여 학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앎(학습)

에 대한 생각'이 맥락 특이적인 속성을 갖는‘인식론적 자원들’로 구성된

다는 자원 관점을 주장해왔다(Hammer & Elby, 2002). 이와 같은 자원 

관점은 지식과 앎(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맥락에 걸친 일반성을 

보인다는 기존의 관점들(Perry, 1970; Schommer, 1990)과 대조를 이

룬다. Elby와 Hammer는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있는 일종의 초

기 능력을 인식론적 자원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인식론적 자원은 맥

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합으로 활성화된다고 하였다(Elby & Hammer, 

2010; Hammer & Elby, 2002; Hammer & Elby, 2003). 이는 학생들

이 어떤 맥락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Felton 

& Kuhn, 2001; Kuhn, 1989, 1991; Larson & Britt, 2009; Os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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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uran, & Simon, 2004), 또 다른 맥락에서는 명시적인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와 반박을 나타내는 생산적인 논변활동에 참

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잘 뒷받침된다(Berland & Reiser, 

2011; Bricker & Bell, 2007; Engle & Conant, 2002; Hammer & van 

Zee, 2006). 즉, 인식론적 자원 관점은 기존의 관점들로는 설명하기 어려

운 학생들의 맥락 특이적인 인식론적 실행을 더욱 잘 설명해 준다(Louca, 

Elby, Hammer, & Kagey, 2004). 따라서 교사를 비롯한 과학 교육 연구

자들은 학생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이러한 초기 능력들, 즉 인식론적 자원

들을 인지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인식론적 자원에 대한 연구들은 이것이 맥락 특이적으

로 활성화된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의 활성화된 자원이 또 다른 자원의 활

성화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망을 형성한

다고 제안한다(Elby & Hammer, 2010; Hammer, Elby, Scherr, & 

Redish, 2005; Rosenberg, Hammer, & Phelan, 2006). 예를 들어, 

Rosenberg 등(2006)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처음에 ‘암석의 순환’을 설

명하는 활동을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로 접근하면서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다가 교사가 와서 “종이에 쓰여 있는 것 말고, 너희가 아는 것에서부

터 시작해봐.”라고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인과적 이야기를 만들

기 시작했다. Rosenberg 등(2006)은 이와 같은 학생들의 실행 변화가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학생들은 

교사가 개입하기 이전에 활동지 작성에서‘지식은 권위로부터 전달되는 

것(전파)’, ‘축적’ 등과 같은 자원들을 활성화시켰으나 교사의 개입 이

후에는 ‘전파’ 자원과 함께 ‘지식은 조작될 수 있는 것(조작)’, ‘인

과적 이야기’, ‘인과적 연결’이라는 다른 조합의 자원들을 활성화시켰

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생들이 ‘전파’라는 동일한 자원을 교사

의 개입 전과 후에 서로 다른 패턴으로 활성화시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교사의 개입 이전에 학생들은 활동을 ‘활동지에 올바른 과학적 용어

를 채우는 것’으로 인식하며  전파 자원과 축적 자원을 활성화시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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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교사의 개입 이후에, 이들은 과학적 용어에 집착하기보다 활동을 

‘(암석의 순환과 관련된)이야기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며 조작, 인과

적 이야기, 인과적 연결과 같은 자원들을 활성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인과

적 관계들 사이를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전파 자원을 활성

화시켜 활동지의 정보를 이야기에 통합시켰다. 이는 똑같은 자원일지라도 

그것과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는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에 따라 그것이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Elby & 

Hammer, 2010). 또한 이는 이와 같은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 형성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갖는 암묵적인 인식 또는 기대들은 종종 정해

진 “정답을 찾는 것”과 같이 비생산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제시된 

Rosenberg 등(2006)의 사례에서 교사의 개입 전에 학생들이 활동을 

‘활동지에 올바른 과학적 용어 채우기’로 인식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학생들이 지식과 앎(학습)의 측면에서 수업에 대해 암묵적으로 갖

는 인식이나 기대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으로 정의되며(Hammer et 

al., 2005; Redish, 2004; Sandoval, 2005), 이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lby & 

Hammer, 2010; Hammer et al., 2005).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역동적이

며 맥락 특이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Bartlett, 1932; Berland & 

Hammer, 2012a; Rosenberg et al., 2006),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안

의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비생산적인 것에서 생산적인 것 또는 그 반

대로 전환될 수 있다. Rosenberg 등(2006)의 사례는 교사가‘너희가 아

는 것에서 시작해봐.’라고 말한 것이 하나의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비생산적인 것에서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들이 생산적인 논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과 이것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론적 프레이밍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맥

락적 요인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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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

식론적 프레이밍이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으로 전환되는 맥락을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심수연, 2015; 이은주, 윤선미, & 김희백, 2015; 

Berland & Hammer, 2012a; Elby & Hammer, 2010; Hammer et al., 

2005; Hutchison & Hammer, 2010; Louca et al., 2004; Rosenberg 

et al., 2006; Scherr & Hammer,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론적 프

레이밍의 전환을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구

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국내를 비롯하여 국외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교실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전환되는 맥락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 어떠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비롯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앎(학습)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인식론적 자원 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내재

된 논변 능력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맥락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6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실 맥락에서 과학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소집단 학생들의 실행이 생산적으로 변화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보인 소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행으로부터 인식론적 자원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자원들 사이의 관

계망이 어떤 맥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해 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소

집단의 생산적인 과학 논변활동을 이끄는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을 밝

히고, 이러한 자원 관계망의 형성에 관여하는 맥락적 요인들을 탐색하

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

적인 연구 문제를 갖는다.

1. 소집단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행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2. 소집단 논변 실행에서 활성화되는 인식론적 자원들은 무엇이

며, 이들 사이의 관계망 형성은 어떠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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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자원들 사이의 

관계망 변화를 깊이 있고 풍부하게 기술하고자 사례연구를 실시하였

다. 사례 연구를 위해 중학교 1학년 1개 학급의 총 9개 소집단 중 1개

의 초점 집단이 선정되었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초점 집단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실행으로부터 인식론적 자원들을 확인하였

기에 과학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소집단 학생들이 지니는 모든 인식론

적 자원들을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의 인식

론적 자원들을 밝히는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자원

들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실 기반의 다양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사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논변 특

이적인 인식론적 자원들은 앞으로 소집단 과학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을 인식론적 자원들을 확인하는 연구에 

추가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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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과학 교육과 논변활동

1.1. 과학 논변활동

  논변이란 주장이나 설명을 명료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주장

(claim), 자료(data), 보장(warrant), 지지(backing) 등으로 구성된 결

과물이다. 그리고 논변활동은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과정, 

즉 논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Osborne, Erduran, & Simon, 2004). 특

히 과학적 주제를 다루는 논변활동은 학생들이 자연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할 때 그들의 설명을 동료들에게 납득시키려는 과정에서 일

어날 수 있다(Berland & Reiser, 2009). 과학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

생들은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타인에게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

정에서 고차원적인 과학 추론을 수행하게 된다(McNeill, 2009).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세우고,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는 논

변활동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

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실행이다(Kuhn, 

1993; McNeill, 2009).

1.2. 논변 연구의 흐름

  과학 교육에서 논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논변활동에 참여하

는 학생들을 조력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논변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학생들에게 논변의 구성 요소를 명시적으로 제공하

는 수업을 통해 그들의 논변 능력을 발달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Felton & Kuhn, 2001; Kuhn, 1989, 1991). 그 이유는 여러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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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들이 증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구성하고 평가하거나 상대방의 

반론에 반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Bell 

& Linn, 2000; Ryu & Sandoval, 2012; Sadler, 2004; Sandoval & 

Millwood, 2005). 예를 들어, D. Kuhn(1989, 1991)은 그녀의 동료들

과 수행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주장과 증거를 다른 종류의 정보라고 인식

하지 못하여 그들의 주장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제공된 증거를 사용하

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Larson과 Britt(2009)은 대부분

의 대학생들이 제시된 주장이 타당한 근거를 통해 정당화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동료의 아이디어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도 드러났는데, Felton과 D. Kuhn(2001)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동료의 

논변에 반응하기보다 자신들의 논변을 방어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것

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Osborne, Erduran, 그리고 Simon(2004)은 

전체 학생 중에서 단 26%만이 동료가 제시한 대안 논변에 실질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D. Kuhn을 비롯한 여

러 논변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논변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학생

들의 능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정교화 된 담화 

스킬”(Felton & Kuhn, 2001) 을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학생들에게 부족한 논변 능력을 발달시켜 주어야 한

다는 관점은 이후 학생들이 종종 특정한 맥락에서 생산적인 논변 실행을 

나타낸다는 몇몇 사례 연구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Berland와 Reiser(2011)는 6학년 학생들이 명시적인 논변 수업을 받

지 않고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NetLogo 시뮬레이션

(Wilensky, 1999)을 사용하여 만든 그래프를 사용했으며 상대방의 주

장에 반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ngle과 

Conant(2002) 역시 명시적인 논변 수업을 받지 않은 5학년 학생들이 

범고래가 돌고래인지 고래인지에 대한 토론에서 대안 논변

(counter-argument)과 반박을 구성하기 위해 관련 교과서와 전문가와

의 토론을 인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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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 능력을 갖지 않는다거나 부족하다기 보다 그들이 논변활동에 필요

한 초기 형태의 능력, 즉 자원들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이는 학

생들이 그들의 자원들을 어떤 상황에서 드러내는 것인지를 더욱 구체적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Berland와 Hammer(2012b)는 “학생들이 스스로 논

변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맥락”을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L. Kuhn, Kenyon, 그리고 Reiser(2006)는 학생들이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고, 상대방의 추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모습을 관찰했다. 저자들은 이것이 서로를 설득하

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D. Kuhn

과 Udell(2007)은 어린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의견에 관여하도록 분명

히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논변을 생성해 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두 

사례는 학생들에게 상대방을 설득하도록 하는 맥락이 제공되었을 때 그

들의 논변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들을 드러내도록 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탐색하는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들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이 조성되

었을 때 그러한 자원들이 드러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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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인식론과 인식론적 자원

2.1 개인적 인식론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보는 구성주의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Olson과 

Bruner(1996)는 학생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식

과 앎(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변화해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식론(epistemology)이 지식의 본질과 기원, 지식 습득의 방법과 한

계, 정당화의 근거에 관해 탐구하는 철학의 한 영역이라면, 인식론적 신

념(epistemological belief)이란 지식의 본질, 기원, 습득 과정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Hofer, 2001). 인식론적 신념을 연구하는 학자

들은 지식과 앎(학습)에 관하여 개인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신

념의 본질과 구조는 어떠하며, 신념이 어떻게 발달(혹은 변화)해 가는지 

등과 같은 측면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식론적 신념은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반성적 판단, 앎의 방식, 인식론적 반성, 인식론적 이론’ 등 

과 같은 여러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Hofer(2001)는 이를 '개인적 

인식론(personal epistemology)1)'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통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개인적 인식론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다. 

첫 번째 관점은 지식과 앎에 대한 생각이 생물학적 성숙에 따라 순차적

으로 발달해 나간다는 것이다(King & Kitchener, 2004; Perry, 

1970). 이러한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개인적 인식론이 다양한 하위 

1) 본 연구에서는 Hofer(2001)의 제안에 따라 ‘지식과 앎(학습)에 대한 학
생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하 ‘개인적 인식론(personal epistemology)'
이라고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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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의 통합된(unitary) 속성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

나는 영역 일반성을 지닌다고 말했다(윤초희, 2012). 또한 이들은 개인

적 인식론의 발달 경로가 인식론의 역사적인 발전 양상에 어느 정도 부

합한다고 주장한다(윤초희, 2012). 즉, 이분법적이고 절대 주의적인 사

고로부터 여러 다양한 관점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다수주의(multiplism)

를 거쳐 적절한 판단 근거와 책임을 바탕으로 여러 관점들 중 더욱 타당

한 관점을 인식하는 상대주의(relativism)로까지와 같이 과학 철학사에 

제시된 인식론의 발달 양상은 개인적 인식론의 발달 경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번째 관점은 Schommer(1990)가 개척하였는데, 그는 개인적 인식

론이 단일한 차원이 아닌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신념들의 

모음(system of independent beliefs)이라고 주장하였다. Schommer

는 Perry의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다섯 개의 상호독립적인 척도를 제

안하였는데, 이는 지식의 안정성(지식은 불변적인가 혹은 잠정적인가?), 

지식의 구조(개별 사실들의 집합체인가 혹은 통합된 이론체계인가?), 앎

의 정당화(권위자가 만들고 전달해주는가 혹은 개별적 추론에 의해 구성

되는가?), 학습속도(학습은 노력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점진

적으로 발생하는가?), 학습능력(능력은 타고 나는가 혹은 개발되는가?)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Schommer의 척도는 양극단에 소박한 신념

(naive beliefs)과 세련된 신념(sophisticated beliefs)을 상정하여 개인

적 인식론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적 인식론이 단계적이고 일률적으로 변화하기보

다 위와 같은 하위 차원에 따라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강

조하였다(윤초희, 2012; Hofer, 2001).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개의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인식론의 영역 일반성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Hammer와 Elby(2002)는 개인적 인식론이 맥락 내에서는 일관성이 있

지만(Hammer, 1994) 맥락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제

안했다. 예를 들어 Lising과 Elby(2005)의 연구에서 대학생 J는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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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공식을 사용한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수업 

후 면담에서 자신의 일상 경험으로부터 추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식과 앎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물리학 수업과 수업에 대한 면담과 

같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적 인식론은 교

사의 개인적 인식론 또는 교사가 사용하는 과제 및 교육과정에 따라 물

리학 수업과 면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물리학 수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Hofer & Pintrich, 1999). 이처럼 개인적 인식론이 더욱 상황

적이고 덜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다는 접근은 개인적 인식론 연구에 기

여하는 대표적인 발전으로 꼽히며(Hofer, 2001), 본 연구는 세 번째 관

점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2 인식론적 자원

  Hammer와 Elby(2002)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두 관점

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맥락 특이적인 ‘인식론적 자원’으로 구성된 개

인적 인식론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개인적 인식론이 단일한 신념들의 모

음으로 구성된다는 기존의 관점이 인지적 측면에서 인지 구조를 구성하

는 개념과 유사한 모순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즉, 단일한 신념들의 모

음으로 구성된 개인적 인식론처럼 인지구조 역시 단일한 개념들의 모음

으로 구성된다면, 학생들의 오개념 중에서 어떤 요소가 과학적 개념으로 

대체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에 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Hammer & Elby, 2002). 이러한 논리적 한계점을 바탕으로 이들은 

학생들의 오개념이 과학적 개념으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념들이 

더욱 세부적인 기초 구조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기초 구조들 중에는 생

산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diSessa(1993)는 ‘현상학적 기초 요소

(Phenomenological primitives, p-prims)'를 제안했다. diSessa는 학생

들의 오개념이 본질적으로 과학적 개념과 다르다는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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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지구조를 구성하는 개념보다 더욱 세분화된 요소로서 p-prims를 도

입했다. 이러한 p-prims는 맥락 특이적으로 활성화되며, 이것은 학생들

의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diSessa는‘움직임에는 힘이 필요하다.’는 오개념을 

‘지속성(maintaining agency)2)’과 ‘작동성(actuating agency)3)' 등

과 같은 p-prims로 세분화하여 이러한 각각의 p-prims가 맥락에 따라

서 적절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Hammer와 Elby(2002)는 diSessa의 p-prims 도입을 바탕으로 개인

적 인식론을 구성하는 단일한 신념들보다 더욱 작고 세분화된 인식론적 

자원을 도입하였다. 인식론적 자원은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세련된 인식

론적 신념으로 대체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생산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p-prims와 마찬가지로 맥락 특이적으로 활

성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맥락 특이적인 개인적 인식론을 더욱 잘 설명

해 준다. 이에 대해 Hammer와 Elby(2002)는 과학 수업에서 어떤 학생

이 지식은 권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수업이 끝날 무렵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

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 인식론을 구성하는 신념들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인식론적 자원들이 맥락 특이적으로 

활성화되어 지역적으로(locally) 변화했다는 설명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즉, Hammer와 Elby(2002)는 ‘단일한 존재론(unitary 

2) 인지구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지속적인 결과는 지속적인 원인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바닥에 놓인 책상을 밀 때 관여하는 힘’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그들이 

‘앞으로 미는 힘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 힘이 없으면 책상은 멈춘다.’고 생각

하는 것은 ‘지속성’이 활성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인지구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결과가 원인보다 더 오래 지속될 때 

원인에 의해 촉발된 결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날아가는 공’을 보며 ‘공의 지속된 움직임은 처음에 그것에 가해져 저장된 

힘으로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작동성’이 활성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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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logy)’으로서의 개인적 인식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으로 

‘복합적 존재론(manifold ontology)’으로서의 개인적 인식론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어린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론적 자원들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지식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를 위한 자원(resources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sources of knowledge)’이다. 이 

범주의 자원들은 어린 아이에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생

님이 말씀해 주셨어요.’와 같이 대답하는 것은 ‘전파된 지식

(knowledge as propagated stuff)’자원을 활성화시켰음을 보여준다. 

또는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보았거든요.’와 같은 대답은 ‘조작된 

지식(knowledge as fabricated stuff)’자원을 활성화시켰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범주는 ‘인식론적 활동의 이해를 위한 자원(resources for 

understanding epistemological activities)'이다. 이 범주의 자원들은 어

린 아이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의 

대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자원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모으는 활동의 이해를 위한 자원인 ‘축적(accumulation)'이

나 세부적인 기초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의 이해

를 위한 자원인 ‘형성(formation)'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인식론적 형태의 이해를 위한 자원(resources for 

understanding epistemological forms)'이다. 이 범주는 인식론적 활동

을 통해 만들어내는 지식의 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stories)', '규

칙(rule)', '노래(songs)', '목록(lists)' 등과 같은 자원들을 포함한다.

  네 번째 범주는 ‘인식론적 태도의 이해를 위한 자원(resources for 

understanding epistemological stances)'이다. 이 범주는 인식론적 활

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관련된 자원들을 포

함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의 

이해를 위한 자원으로 ‘신뢰(belief)'와 ‘불신(disbelief)'이 있다. 또한 

어떠한 생각이 맞거나 또는 그 의미를 안다는 경험의 이해를 위한 자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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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understanding)'가 있다.

  이와 같이 분류한 자원들을 학생들의 실행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례 연

구 중 하나가 Elby와 Hammer(2010)의 연구에서 소개된 Louis의 사례

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Louis는 물리학 수업과 멘토링이라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확연히 다른 실행을 보였다. 물리학 수업에서 Louis는 지식을 

권위적인 출처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그의 학교 수업

에 대한 습관적인 기대가 ‘전파’자원이 포함된 인식론적 자원 네트워

크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멘토링에서 Louis는 지식을 선행 지

식을 바탕으로 구성해나가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그가 멘토링이라

는 활동을 멘토인 자신보다는 멘티의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암

묵적으로 인식한 것이 ‘구성’자원을 포함하는 자원 네트워크의 활성화

에 기여했다. 이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의 역동적인 실행 변화가 

인식론적 자원 네트워크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

한 자원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앞서 그 활동에 대한 학생의 암묵적인 인

식 또는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암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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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론적 프레이밍

  누군가가“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라는 물음을 통

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또는 기대)을 형성하는 것은 프레이밍

(framing)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인류학, 사회학, 언어학에서 연구되어 

왔다(Bateson, 1972; Goffman, 1974; MacLachlan & Reid, 1994; 

Tannen, 1993). 이러한 프레이밍 관점은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론적 자원들을 드러내도록 하

는 맥락을 조성하는 연구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논

변활동을 단순히 ‘수업’으로 프레이밍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참여도

를 평가하는 교사라는 존재를 인식하며 ‘점수 얻기’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반면에,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아이디어 교환하기’로 프레이

밍 한다면, 그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라는 

목표를 세울 것이다(Berland & Hammer, 2012a). 이와 같이 프레이밍

은 개개인이 맥락 내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다른 이들의 행동을 어떻

게 해석하며, 어떠한 말과 행동이 상황에 적절하다고 기대하는지에 영향

을 미친다(Berland & Hammer, 2012a; Tannen & Wallat, 1993).

  이와 관련하여 교육학에서는 지식과 앎(학습)의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또는 기대), 즉 ‘인식론적 프레

이밍(epistemological framing)’에 관심을 두고(Hammer et al., 2005; 

Hutchison & Hammer, 2010; Redish, 2004; Sandoval, 2005), 이것

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예

로 Sherr와 Hammer(2009)는 물리학 강좌를 듣는 대학생들의 협력적 

과제 수행이라는 활동에 대한 프레이밍이 그 수업 내에서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Hutchison과 Hammer(2010)는 토론 수업에

서 겉으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의 프레이밍이 어떻

게 그들의 과학 학습에 생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

련하여 Hammer 등(2005)은 인식론적 자원들이 특정한 조합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관여함을 제안하였다. 즉, 앞



- 18 -

서 설명했듯이 학생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인식론적 자원들을 활성

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이 활동을 지식과 앎(학습)의 측면에서 어떻

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론적 자원들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탐색하는 것은 특정 맥락에서 활성

화된 자원들이 생산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해 주는 것으로(Elby & Hammer, 2010), 인식론적 자원들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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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경기도 수원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 1개 학급 37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학교는 같은 지역 내의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

여 학업 성취도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였고, 자녀들의 학업에 대

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었다.

  참여 교사는 대학에서 생물 교육을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 과학 교육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약 20여년의 교직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교사는 대학원 과정에서 논변활동을 경험한 적은 없었지만, 평소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모둠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학급은 남학생 19명, 여학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학급은 학년 내 다른 학급들과 비교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소집단은 총 9개로 구성되었고, 이때 성별, 과학 성

적, 학습 접근 방식이라는 3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각 소집단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성별은 청

소년기 학생들의 특성상 이성끼리 한 소집단이 될 경우 서로 간에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경험담을 참고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였다. 두 번째로 성적은 학생들의 직전학기 과학 성적을 상·중·

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학생들이 소집단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접근 방식은 학생들의 논변활동 참

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최지혜, 이신영, 그리고 김희백(2014)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학생들에게 학습 접근 방식 검사지를 나누어 

주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피상

적, 심층적 학습 접근 방식이라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성적과 마찬가지

로 각 집단의 학생들이 소집단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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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표 1>과 같이 총 37명의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19명은 5개의 소

집단, 여학생 18명은 4개의 소집단으로 배치되었다.

소집단 성별 과학 성적 학습 접근 방식

남 여 상 중 하 심층적 피상적

1 모둠 4 1 2 1 2 2

2 모둠 4 1 2 1 2 2

3 모둠 4 1 2 1 2 2

4 모둠 4 2 1 1 2 2

5 모둠 3 2 1 1 2

6 모둠 5 1 2 1 2 2

7 모둠 4 1 2 2 3 2

8 모둠 4 1 2 1 2 2

9 모둠 5 2 3 2 3

총합 19 18 12 13 12 18 19

<표 1> 전체 소집단의 구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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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 소집단

  본 연구는 소집단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식론적 자원 관계

망 변화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총 9개의 소집단 중에서 

소집단의 논변 실행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뚜렷하게 변화된 소집단 8을 

초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초점 집단으로 선정된 소집단 8은 여학생 4

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학생들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들

의 세부적인 특징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학생 성별 과학 성적 학습 접근 방식

A 여 상 심층적

B 여 중 피상적

C 여 하 심층적

D 여 중 피상적

<표 2> 초점 집단(소집단 8) 구성원들의 특성

 

  초점 집단으로 선정된 소집단 8은 전체 9개 소집단 중에서 모든 구성

원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수업 후 진행된 면담에서도 적극적인 자

세로 자신들의 실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A는 학급 내에서 상

위권의 과학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 기간 내내 소집단 활동

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B는 중위권의 과학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 기간 내내 성실

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소집단 활동에서 적극적으

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거나 주로 A와 논의를 주

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C는 소집단 내에서 과학 성적이 가장 낮았으

며, 수업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집중력이 비교적 떨어져 때때로 학생 D와 

장난을 치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 기간

의 중·후반부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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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날짜)
학습 주제 수업 내용

1 논변의 활동지. 스마트폰 사주세요

<표 3> 차시별 수업 주제 및 내용 

집단 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학생 D는 중위권의 과학 성적을 유

지하고 있었지만 때때로 학생 C와 함께 장난을 치는 등 수업에 잘 집중하

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 D 역시 연구 참여 기간의 중·후

반부에 다른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종종 자신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개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3. 수업 과정

  본 연구는 ‘소집단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

략 개발’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3년 과제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1차년도에 실시

한 파일럿 연구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서 소집단 과학 논변활동에 참여

하는 학생들의 실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이

후 3차년도에서 이 학생들의 논변 과제 참여 경험의 지속성 및 파급효

과를 추적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중 2차년도 과제로 진행된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광합성 단원에서 개발된 총 10차시 분량의 논변 과제를 

적용하였다. 전체 20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된 광합성 단원에서, 10차시 

수업은 참여 교사의 평소 강의식 또는 실험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나머

지 10차시 수업이 개발된 논변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2013년 5

월 29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여름방학 직전인 7월 17일까지 진행되었

다. 각 수업의 차시별 학습 주제와 구체적인 수업 내용 및 논변활동 방

식은 <표 3>에 제시하였다.



- 23 -

(5/29)

필요성과 구조 

& 

소집단 규칙 

정하기

논변활동의 필요성 및 논변의 구조 학습

활동지. 우리 모둠의 규칙 만들기

소집단 논변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둠별 규칙 만들기

2

(5/30)

세포의 구조와 

기능
(강의) 세포의 구조 및 기능, 현미경 사용법

3

(5/31)

세포의 형태 

관찰
(실험)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 형태 관찰

4

(6/04)

식물 세포의 

특징

(강의)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 세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

5

(6/07)

식물체의 구성 

단계
(강의) 식물체의 구성단계

6

(6/11)

뿌리의 구조와 

기능

(강의) 다양한 식물의 뿌리 구조와 기능

활동지 1. 뿌리의 기능

7

(6/12)

뿌리에서의 물 

흡수

(강의) 삼투현상의 원리

활동지 2. 당근의 물 흡수

8

(6/13)

뿌리의 구조와

기능 정리
(강의) 뿌리의 구조와 기능

9

(6/14)

줄기의 속 구조 

관찰

(강의)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의 관다발 

배열

(실험) 백합과 셀러리의 단면 관찰

10

(6/18)

줄기의 구조와 

기능

활동지 3. 물관을 통한 수송 1

활동지 4. 물관을 통한 수송 2

11 잎의 구조 및 (실험) 현미경을 이용해 잎의 속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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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공변세포 관찰 공변세포 관찰

12

(6/21)

광합성 장소 및 

재료

(강의) 광합성의 장소, 재료 및 산물

활동지 5. 잎의 단면

13

(6/25)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1

활동지 6.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소집단 

논변활동)
14

(6/26)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2

활동지 6.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학급 전

체 논변활동)
15

(7/09)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

(강의) 생성된 광합성 산물이 이동해 저장

되는 과정

16

(7/11)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강의) 온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이 광합

성에 미치는 영향

17

(7/12)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강의)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

활동지 7. 빛의 세기 실험 결과 해석

18

(7/15)
식물의 호흡 1

(강의)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얻은 영양분

을 호흡에 사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
19

(7/16)
식물의 호흡 2 활동지 8. 강낭콩의 호흡

20

(7/17)

환상박피의 

원리
활동지 9. 환상박피

  

  총 10차시로 진행된 논변 수업 중에서 전체 학급 논변으로 진행된 일

곱 번째 논변활동(14차시)과 개인 글쓰기 논변으로 진행된 열 번째 논

변활동(20차시)을 제외한 나머지 8차시의 논변 수업들이 소집단 논변활

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첫 번째 논변활동은 ‘스마트폰 사주세요.’

라는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 맥락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

을 내세우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이 활동은 학생

들에게 논변의 필요성과 더불어 논변의 구성 요소인 주장, 데이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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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반박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소집단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둠별 규칙을 만들어보도록 하였고, 이를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7차시의 논변 수업에서 사용된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활동지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 적절한 주장을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사용하여 정당화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았다. 먼저 개인 논변활동은 학

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지에 몇 가지 예

시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유를 작성해 보도록 

하거나, 또는 제시된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작성해 보도

록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지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과 관련된 과학적 내용들이 적힌‘도움카드’

를 만들어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개인 논변활동 이후에는 소집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뽑아보도록 

하는 소집단 논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인식하도록 하여 상호 반박을 통해 스스로 구성한 논변

을 정교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집단 논변활동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서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소집단의 논의 결과를 발표해 보도

록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는 소집단 논변활동과 마찬가지로 학

생들에게 상대방의 논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 어떤 것

이 더욱 설득력있는 논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논변 과제들은 학생들이 단순히 주어진 활동지를 채우며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별로 논변활동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그 방식에 차이를 두었다. 즉, 여러 주장들 중에서 더욱 타당한 것 선택

하기, 실험을 설계하여 그 결과 발표하기, 실험 결과 예측하기, 예시 논

변 중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논변 선택하기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논

변을 활용하였고, 또한 개인, 소집단, 전체 논변활동이 골고루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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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배치하여 학생들이 과제의 형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논변 활동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총 10차시의 논변 수업과 일곱 차례의 면담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 기

간 동안 진행된 모든 수업과 면담을 녹화 및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학생

들이 카메라와 녹음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실제 논변 수업에 대한 자

료 수집이 이루어지기 전의 강의식 수업부터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실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논변 수업에서 학생들은 카메라와 녹음

기 및 연구자들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담은 논변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실

행을 반성해볼 수 있도록 반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때 면담에 

참여하는 소집단 학생들에게 한 명의 전담 연구자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구자와의 래포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약 

20분~30분 정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는 면담 전에 수업 영상을 면밀

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였다. 또한 학생

들의 기억 회상을 돕기 위해 비디오 클립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면담에서 

실행을 반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과 면담에서 얻어진 전사본 이외에도 수업 중 연구자들이 작성한 

필드 노트와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가 추가적인 자료로 수집되었다. 

<표 4>는 10차시의 논변 수업과 면담의 시기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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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논변 주제 논변 활동

1

논변의 필요성과 

구조 & 

소집단 규칙 정하기

(논변활동 1)

논변활동의 필요성 및 논변의 

구조 학습

모둠별 규칙 만들기

면담 1

면담 2

6 뿌리의 구조와 기능
(논변활동 2)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 

선택하기

7 뿌리에서의 물 흡수
(논변활동 3)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 

선택하기

면담 3

10 줄기의 구조와 기능
(논변활동 4)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기 

12
광합성 장소 및 

재료

(논변활동 5)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 

선택하기

면담 4

13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1
(논변활동 6) 실험 설계하기

14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2
(논변활동 7) 가장 그럴듯한 논변 선택하기

면담 5

17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변활동 8) 설득력 있는 논변 고르기

면담 6

19 식물의 호흡
(논변활동 9)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 

선택하기

20 환상박피의 원리
(논변활동 10)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논변 글쓰기

면담 7

<표 4> 논변 수업과 면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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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형 설명

정보 질문

단순히 지식을 회상하거나 관찰 결과 및 절차

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심층적인 사고를 

요구하지 않음.

사고 질문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요청하거나 학

<표 5> 학생 질문의 유형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학생들의 소집단 논변 실행을 바탕으로 인식론적 자원들

을 탐색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먼저 영상 자료와 전사본으로부터 

소집단의 논변 실행 양상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활성화시키는 인식론적 자원들을 확인하여 그들 사이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5.1. 소집단의 논변 실행

  소집단의 논변 실행은 ‘논변 수준’, ‘질문 유형’, ‘상호작용’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 파악하였다. 먼저, Toulmin(1958)의 분석틀

을 바탕으로 소집단 담화 전사본에서 주장(Claim), 자료(Data), 정당화

(Justification), 반박(Rebuttal)과 같은 논변 요소들을 확인하여 전체적

인 논변의 수준을 판단하였다. 그리고 전사본에서 학생들이 제시하는 질

문들은 Chin과  Brown(2002)의 분석틀을 재구조화 한 것을 바탕으로 

‘사고 질문’과 ‘정보 질문’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표 5). 마지막으로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Shepardson과 Britsch(2006)의 분석틀을 재구성한 이지영(2011)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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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 개념의 확장, 다양한 추론의 유도 및 실

험절차를 계획하도록 하는 데에 관여하는 질

문으로 심층적인 사고를 요구함.

상호작용 영역 내  용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

학생이 자신의 발화에 초점이 맞는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만 접근을 허용함. 한 번에 한 학생 또는 

한 교사만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상호 작용 영역.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

소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에 목적이 다를 때 같은 

목적이나 생각, 신념을 가진 구성원들끼리 분리된 

하위 소집단을 형성하는 상호작용 영역. 서로 다

른 하위 소집단들끼리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시

키고자 함.

집합적 상호작용 

영역

한 참여자의 발화의 대부분이 소집단 전체로 향

하게 되면서 소집단 구성원들의 모든 발화가 하

나의 공통된 사회적, 내용적 목적을 위한 것이 되

는 상호작용 영역.

<표 6> 상호작용 영역 분석틀(이지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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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식론적 자원

  인식론적 자원은 1차적으로 지속적 비교분석법(Strauss & Corbin, 

1990)을 통해 수업과 면담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학생들의 발화

와 행동으로부터 확인하였다. 그 이후 2차적으로 Hammer와 

Elby(2002)가 제안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확인한 자원들을 범주화하

였다. 이때 자원들을 범주화하기 위해 인식론적 측면에서 소집단 논변 

실행을 다시 한 번 탐색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학생들은 일반적인 

과학 내용 지식을 유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논변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

장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집단 논변 실행의 인식

론적 과정을 바탕으로 앞서 1차적으로 확인한 자원들을 그 특성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 ‘지식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 자원’, ‘정보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의 이해 자원’, ‘인식론적 활동의 이해 자원’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표 7). 

<그림 1> 소집단 논변 실행의 인식론적 과정 및 인식론적 자원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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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지식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 자원’은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서 일반적인 과학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

정에서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지식이 ‘어딘가로 부터 전달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 정당화한 주장을 제

시하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것을 그대로 베껴 근거로 제시할 가능

성이 높다.

  둘째로, ‘정보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의 이해 자원’은 학생들이 논

변활동에 필요한 과학 내용 지식을 유입할 때, 정보원이 되는 소집단 내 

구성원에게 취하는 인식론적 태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논변활

동에 필요한 과학 내용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주로 소집단 내에서 공

부를 잘하는 학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

은 맥락에 따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신뢰하며 그가 제공한 정보를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서 비롯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셋째로, ‘인식론적 활동의 이해 자원’은 학생들이 지식과 앎의 측면

에서 논변활동에 대해 암묵적으로 세우는 목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가령 

학생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논변활동의 목표를 맥락에 따라 ‘정

보를 축적하는 것’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형성하는 것’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세울 수 있다.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한 자원과 범주는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실제 교실 사례에서 귀

납적으로 추출해 낸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식론적 자원들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Hammer와 

Elby(2002) 역시 자신들이 제안한 인식론적 자원들이 완전한 것이 아

니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실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추가적인 자원들

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7>에 대한 타당도

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 연구자 1인 및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함께 각 

자원들의 범주 및 종류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였

다. 그리고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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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녹화 자료와 전사본 이외에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추가로 확인

하여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였다.

인식론적 자원 

범주

인식론적 

자원
설명

지식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 

자원

전파
지식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여김.

구성
지식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여김.

정보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의

이해 자원

신뢰
정보를 유입하는 소집단의 정보원에 대

한 태도로 정보원을 신뢰함.

수용 정보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받아들임.

이해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비판적인 자세

로 이해하려함.

인식론적 

활동의

이해 자원

축적
활동의 목표를 정보를 어딘가에 쌓는 

것으로 세움.

형성
활동의 목표를 근거가 있는 주장(지식)

을 생성하는 것으로 세움.

반박4)

활동의 목표를 상대방의 주장(지식)이 

성립하지 않을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세움.

<표 7>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인식론적 자원들의 범주 및 종류

4) ‘반박 자원’은 Hammer와 Elby(2002)가 제시한 이론틀에 더하여 본 연
구에서 새롭게 추가하였다. 논변의 구성 요소 중에서 ‘반박’이란 상대방의 
반론에서 정당화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여 그것이 성립하지 않을 조건을 논리
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반박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구성한 지식
(정당화가 포함된 반론)에 인식론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는 인식론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반박은 하나의 인식론적 자원
이 될 수 있으며,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반박 자원의 활성화
를 통해 반박이라는 실행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반박
(rebuttal)’을 동료 연구자들의 합의를 거쳐 논변 특이적인 인식론적 자원
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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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소집단 학생들의 과학적 논변 실행을 바탕으

로 그들이 활성화시키는 인식론적 자원들이 무엇이며, 자원들 사이의 

관계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초점 집

단 학생들의 논변 실행이 다섯 번째 논변 수업을 기점으로 변화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전과 후로 

나누어 소집단의 논변 실행과 인식론적 자원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술

할 것이다.

1.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이전

첫 번째 논변 수업에서 학생들은 논변활동에 필요한 모둠의 규칙을 스

스로 만들어 보는 활동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폰 사주세

요.’라는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맥락에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내세우는 

연습을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논변 수업부터 학생들은 뿌리의 구조와 

기능, 삼투 현상, 관다발 배열이라는 학습 주제를 다루는 논변활동에 참

여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업은 초반에 약 20-30분 동안 교사의 강

의식 수업이 진행된 다음 나머지 시간에 논변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리

고 네 번째 수업에서 백합과 셀러리의 단면에 대한 논변활동이 진행되었

는데, 여기에서는 별도의 강의식 수업 없이 곧바로 논변 수업이 진행되

었다. 다음은 소집단의 과학적 논변 실행 및 인식론적 자원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초점에 따라 첫 번째 논변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수

업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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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집단의 논변 실행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이전에 학생들은 주장을 제시하였지만 이를 뒷받

침하는 정당화는 제시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활

동지를 채우는 데 보냈고, 다 채운 후에도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활동을 마쳤다. 두 번째 논변 수업의 과제는 ‘사막 식물의 길게 뻗은 

뿌리’라는 과학적 현상에 대해 ‘식물체의 지지’와 ‘수분의 흡수’ 

중 어떤 것이 더욱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는지 선택하고 이에 대한 근

거를 제시하는 활동이었다. 여기서 학생들은 활동지를 채우는 데에 집중

하였고, 때때로 활동지 채우기에 필요한 절차를 묻는 정보 질문들을 제

기했다.

1. C : 아현(A)아, 그니까 이게 뿌리가 지지를 해주는지 흡수

를 해주는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2. A : 지지, 흡수 다 해 뿌리는. 근데 그 깊게 뻗은 이유가 

양분인지 지지인지 둘 중 더 타당한 거.

3. D : 질문. 내가 만약 주장2를 했어. 그럼 여기에 이거를 붙

였어. 그럼 남는 게 주장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붙이

는 거야?

4. A : 선생님! 이거 고른 것에 상관없이 스티커는 다 붙이는 

거예요?

5. 교사 : 아뇨, 자기가 생각했을 때 1번이 더 타당하다고 생

각하면 1번을 중심으로. 2번이 더 타당하다 하면 2번을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6. C : 아현(A)아, 뻗은 뿌리가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 지라

고?

7. A : 그러니까 모든 뿌리는 지지도하고 양분도 흡수를 해, 

물도 흡수를 하고. 근데 뿌리가 이렇게 깊은 이유가 

어...그러니까 둘 중 하나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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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지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건지 아니면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건지.

< 2번째 논변활동 >

13. A : 줄무늬가 있으면 전체로 퍼졌으면 다 진해야 되는데 

줄무늬가 있다는 건 어디에는 있고...

14. C : 주장 틀렸어?

15. A :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지.

< 4번째 논변활동 >

위 두 번째 논변활동 담화 예시(p. 34-35)에서 A, C, D는 모두 논변

활동의 절차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 위해 정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는 이들이 ‘과학 내용 지식’ 자체보다는 활동지 채우기에 필요한 정보

들에 집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네 번째 논변활동 담화 예시

(p. 35)에서 C는 활동지를 바탕으로 추론을 시도하려는 A의 말을 가로

채며 활동지에 제시된 주장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묻

고 있다. 이에 A가 답을 주지 않자(15행) C는 “(활동지에 제시된 주

장에) 동의를 할까? 하지 말까?”, “현아(활동지 속 인물)는 신빙성이 

없어. 전에 한 번 틀렸기 때문에.”라며 평소 정답을 선택할 때 하는 무

의식적인 행동으로 주장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했다. 학생들이 실제로 수

업 중에 작성한 활동지를 확인한 결과, 그들은 도움카드 자체를 그대로 

베낀 것 또는 A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는 학생들이 주장에 대한 타당한 정당화를 제시하기보다 정답인 주장을 

찾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두 번째 수업에서 ‘수분의 흡수’를 선택했던 A, B, D와 ‘식

물체의 지지’를 선택했던 C는 서로가 다른 주장을 선택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 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때 학생들은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하며 논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두 번째 논변활동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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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p. 34-35)에 포함된 C와 D의 질문을 비롯하여 소집단 논변활동 

전반에서 B, C, D의 질문이 주로 A를 향해 있음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소집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낸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C는 "A

꺼, A가 했으니까"라고 말했고 나머지 학생들 역시 C에게 별다른 이의

를 제기하지 않으며 A의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학생

들은 다섯 번째 이전의 논변 수업들에서 정당화 없이 주장만을 제시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논변 실행을 보였으며(Erduran, Simon, & Osborne, 

2004), 상호 작용 측면에서도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는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1.2 소집단의 인식론적 자원 활성화

  소집단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과학 내용 지식을 유

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논변을 구성하는 인식론적 과정을 수행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활성화시키는 인식론적 자원들을 확인

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먼저 다섯 

번째 수업 이전에 학생들이 각 범주에서 활성화시킨 자원들의 관계망은 

아래 <그림 2>의 오른쪽과 같다.

<그림 2> 인식론적 자원의 세 가지 범주(왼쪽)와 다섯 

번째 수업 이전에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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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지식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 자원

  이 범주의 자원들은 논변활동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인 과학 내용 지식

을 바탕으로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

과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이전에는 학생들이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논변 수업에 대해 진행

된 면담 3에서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각자의 주장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

을 때, A는 "도움카드에 제시된 내용이 수분 흡수에 관련된 것들이 더 

많았다."라고 대답했고, B는 "소집단 논의에 앞서서 흡수를 배웠기 때문

"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D는 자신의 주장을 특별한 근거 없이 직관적으

로 선택한 것임을 드러냈고, C 역시 자신이 주장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

히 답하지 못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두 번째 

논변활동에 참여할 당시에 논변 능력이 부족하여 정당화 자체를 인식하

지 못했다는 것이다(Felton & Kuhn, 2001; Kuhn, 1989).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정답인 주장(수분 흡수)’을 선택하는 것

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정당화 능력은 이미 

첫 번째 논변 수업에서‘스마트폰 사주세요’라는 활동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 활동은 두 학생이 각각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편지글을 읽고 누구의 글이 더욱 타당한지 의견을 나누

어 보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일상생활 맥락을 활용하여 

논변의 필요성 및 구조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활동으

로, 여기서 학생들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때때로 상대방

의 의견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다섯 번째 수업 이전에 학생들의 논변 실행에서 정당화가 드러

나지 않은 것을 그들의 논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학생들이 평소 과학 수업에서 익숙하게 갖게 

되는 ‘정답 맞추기’라는 인식을 논변활동에서 역시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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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Berland & Hammer, 2012b)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 다섯 번째 

이전의 수업들에서 정당화가 드러나지 않은 것에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Hutchison과 Hammer(2010)는 학생들이 수업

에 대해 익숙하게 갖는 기대는 종종 정답 맞히기와 같은 “교실 게

임”(Lemke, 1990)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교사가 칠판에

서 학생들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과 같은 미묘한 맥락적 단서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학

생들 역시 과학 논변활동에서 적절한 맥락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익숙한‘정답 맞추기’로 수업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 중 작성한 활동지를 확인한 결과 도움카드의 내용 

또는 A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추론한 근거가 아닌 도움카드나 A와 같이 인식적 권위

로부터 전파된 지식(knowledge as propagated) 자체를 정당화로 제시

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이전에 지식

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 자원으로 전파 자원을 활성화시켰다.

1.2.2 정보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의 이해 자원

이 범주의 자원들은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필요한 과학 내용 지식을 유

입할 때, 정보원이 되는 소집단 내 구성원에 대해 취하는 인식론적 태도

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A나 교사로부터 제공받은 과학 

내용 정보를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신뢰), 그것을 받아들여(수용) 활

동지를 채워나가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제시한 두 번째 

논변활동의 담화 예시(p. 34-35)에서 C와 D는 A에게(1행, 3행, 6행), 

A는 교사에게(4행) 정보 질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다섯 번째 

이전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인 A에게 높은 인식적 

권위를 부여하며 A를 소집단 내 정보원으로 삼아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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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다. 그리고 이들은 주어진 논변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 

내용 지식보다 활동지를 채우는 방법에 관한 정보들을 주로 요청했다. 

이와 같이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학생들이 ‘논변의 절차’에 관련된 정

보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과학적으로 타

당하게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다(Berland & 

Hammer, 2012b). 학생들이 인식적 권위에 의존하며 그로부터 제공받

은 정보를 신뢰하고, 수용하는 모습은 위 담화에서 뿐만 아니라 다섯 번

째 이전의 논변 수업 전반에 걸쳐서 드러났으며, 이는 학생들이 정보원

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의 이해 자원으로 신뢰 자원과 수용 자원을 활성

화시켰음을 의미한다.

1.2.3 인식론적 활동의 이해 자원

이 범주의 자원들은 학생들이 지식과 앎의 측면에서 논변활동에 대해 

암묵적으로 세우는 목표를 탐색하여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다섯 번째 

이전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소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보다, 이들은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도움카드에서 탐색한 정보를 활동지에 붙이며 채워나가는 데에 보냈다. 

실제로 면담 3에서 A는 "같이 얘기를 나누기보다 쓰기만 한 것 같다."

라고 말했고, B와 C도 "그냥 쓰기만 했고, (그러다 보면) 종이 쳤다."라

고 말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논변 실행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활동에 참여할 당시에 자신들의 암묵적 목표가 ‘활동지를 채우는 것’

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논변이라는 인식론적 활동의 목표를 

도움카드의 정보를 활동지에 채우는 것(축적)이라 인식했고, 이는 곧 학

생들이 인식론적 활동의 이해 자원으로 축적 자원을 활성화시켰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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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이후

  다섯 번째 이후의 논변 수업들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학 논변활동

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 주제는 잎의 구조,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광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물의 호흡, 환상박피 순으로 다루어졌다. 다

섯 번째와 여덟 번째 논변 수업은 초반에 약 20-30분 동안 학습 주제

에 대한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진행된 후, 나머지 시간에 소집단 논변활

동이 이루어졌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논변 수업은 광합성에 이산화

탄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논변활동으로, 여섯 번째에

서 소집단별로 실험을 설계한 뒤 일곱 번째에서 그 결과를 모둠 별로 발

표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별도의 강의식 수업 

없이 곧바로 소집단 논변활동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소집단의 논변 실행 

및 인식론적 자원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초점에 따라 소집단 별로 실험 

설계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한 일곱 번째와 글쓰기로 진행된 열 번째 논

변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수업을 분석한 결과이다.

2.1. 소집단의 논변 실행

  초점집단 학생들의 논변 실행은 다섯 번째 논변 수업을 기점으로 변화

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주장에 대한 정당화가 나타난 것과 상대방의 

의견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다섯 번째 이후의 수업에 

대한 소집단의 논변 실행은 다음과 같이 ‘주장에 대한 정당화’와 ‘소

집단의 상호작용’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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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주장에 대한 정당화

다섯 번째 논변 수업을 기점으로 학생들은 이전과 다르게 활동지를 채

우는데 집중하기보다 주어진 논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

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논변의 절차를 묻는 정

보 질문보다 논변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과학 내용 지식을 묻는 사고 질

문을 주로 제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종류의 정당화 특징을 보였다.

첫째, 학생들은 도움카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모습

을 보였다. 다섯 번째 논변 수업의 과제는 잎의 단면을 촬영한 현미경 

사진을 바탕으로 어느 쪽이 잎의 윗면인지 추론하는 것이었다. 이 수업

에서 학생들은 이전과 다르게 도움카드에 제시된 과학 내용 정보에 집중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모

습을 보였다. 아래 다섯 번째 논변활동 담화 예시(p. 41-42)에서 D는 

울타리 조직의 세포 배열이라는 도움카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A에게 

사고 질문을 던졌다(51행). C 역시 A에게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의 

위치 및 이들 조직과 기공과의 관련성을 추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A에게 요청했다(166행, 176행, 178행, 180행). 그리고 A는 C와 D에

게 논변의 인식적, 개념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고(52행, 54행),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C와 D는 ‘어느 쪽이 윗면인지’를 추론했다.

51. D : 야 근데 울타리 조직에는 길쭉한 세포들이 빽빽이 배

열되어있다 이거에 왜 이 주장의 근거로 돼있는 거야?

52. A : 그러니까 만약에 니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세포들이 많

이 있다 생각하면 이쪽이 울타리 조직이기 때문에 이쪽이 

윗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53. D : 아, 울타리조직 있는 데가 위쪽인거야?

54. A : 그러니까 잎의 구조가 맨 위에 큐티클층, 그 다음이 

표피, 그 다음에 막...울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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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166. C : 그럼 울타리 조직이 있는 곳에 기공이 더 많거나 적

거나 그런 건 없어?

167. A : 울타리 조직은 잎의 윗면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조

직 있는 데가 기공이 더 없어.

(중략)

176. C : 아니 근데 해면조직이 뭐야 그러면?

177. A : 해면 조직은 이렇게(교과서 그림 보여줌) 생긴 거야.

178. C : 동글동글 한 거?

179. D : 나 그냥 A 할래. 난 A 할래. (풀 죽음)

180. C : 해면조직은 뭐 역할이 없어? 기공에 관한 거?

181. A : 그냥 해면조직에 있는 물들이나 울타리 조직에 있는 

물들이, 수분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야. 

< 5번째 논변활동 >

위 수업에 대한 면담 4(p. 42-43)에서 "도움카드에 없는 말을 증거

로 제시한 사람이 있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A와 B는 "엽록체"를 제시

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사진에서 오른쪽을 잎의 윗면으로 선택한 A와 B

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엽록체가 있어 초록

색을 띤다.’라는 도움카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빛을 받는 쪽에 엽록체

가 많아서 더 진하게 보일 것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아래 면

담 4(p. 42-43)에서 A가 말했듯이(236행) 그들이 도움카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추론을 통해 주장을 정당화("오른쪽이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윗면")했음을 잘 보여준다.

234. 연구자 : 아까 B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엽록체 얘기 했

었잖아, 그치? 그거 도움카드에 없었던 것 같은데?

235. C : 엽록체라는 단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얘네가 얘기하

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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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A : 엽록체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빛을)받는 쪽이 더. 

그래서 잎 앞면, 그러니까 받는 쪽이 더 진할 것이다. 그

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 면담 4 >

둘째로, 학생들은 도움카드 이외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장을 정당화하

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 번째 수업에서 C는 A, B와 반대로 왼쪽이 잎의 

윗면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 이유는 C가 현미경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비교적 큰 구형을(실제로 이것은 관다발임) "여러 개의 작은 기

공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엄청나게 큰 기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C

의 이러한 추론은 잎의 구조를 관찰하는 이전 수업에서 기공을 관찰하기 

위해 잎의 뒷면을 떼어 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것("아래에 기공이 

있었으면...저번에 아랫면 떼어내지 않았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는 C가 처음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관찰 사실에 의거하

여 독자적인 추론을 통해 주장을 정당화 한 것으로, 앞선 논변 수업들에

서 관찰된 C의 소극적인 태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127. D: 야, 근데 B, B~ 이거에 대해서 왜 근거가 ‘콩이 싹

틀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도움카드 내용)는 근거가 나와?

128. B: 어디?

129. C: 네.

130. D: 나올 이유가 없잖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 

에너지가 필요해서 썼는데...

131. B: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가 나가면...그...무게가 줄

어드는거 아니야?

132. D: 왜?

133. B: 에너지를 쓰니까. 뭐...운동하면 에너지를 쓰고 살 빠

지잖아.

< 9번째 논변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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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당화의 특징은 싹튼 콩과 싹트지 않은 콩의 무게를 추론

해 보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진 아홉 번째 논변 수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

었다. 여기서 B는 A, C와 함께 싹트지 않은 강낭콩이 더 무거울 것이라

는 주장을 내세웠고, D만이 혼자서 싹튼 콩이 더 무거울 것이라는 주장

을 내세웠다. 위 아홉 번째 논변활동 담화 예시(p. 43)에서 D가 제기한 

사고 질문은(127행) 도움카드에 제시된 내용과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B는 "에너지가 나가면(소비되면), (콩의) 무게가 줄어들 것"이라는 자신

의 추론을 제시해 주었지만(131행), 이를 이해하지 못한 D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하는 사고 질문을 제기했다(132행). 그러자 B는 콩의 무

게가 줄어드는 것을 “사람이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해서 살을 빼는 

것”에 비유하며 자신의 정당화를 구체화했다(133행). 

  여기서 B가 보여준 ‘비유를 통한 정당화’는 이후 D에 의해서도 나

타났다. D는 "두 강낭콩 모두 3일을 건조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상대측의 반론에 "우리(사람) 물 3일 안 먹어

도 (몸)안에 물 있잖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를 제시

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한 정당화’는 '호소(appeals to) 구조'를 

사용하여 논변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Walton(1996)의 추정

적 추론(Presumptive reasoning scheme)에서도 가장 드물게 나타나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수업에서 D가 선택한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

었으나 높은 수준의 추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2. 소집단의 상호작용

  소집단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학생들은 이전과 다르게 상대방의 의견

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이들은 자신과 같은 주장을 

선택한 학생과 하위 그룹을 형성하며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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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과정에서 협력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그 이후, 상대

편의 주장과 근거를 듣고 반박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논

변을 정교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82. C: B쪽이 뒷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쪽이 기공이 

많은데 여기 엄청나게 큰 기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B쪽

이 뒷면이에요.

83. D: (아현이가)무시하고 있다.

84. A: 그건 기공이 아니라...이게 기공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85. C: 겁나 큰 기공이야 이건. 이게 기공 여러 개가 모여 있

는 건가?

86. D: 당근! 당근이요. 어, 저는 A가 위쪽이라고 생각해요.

87. A: 왜요? 

88. D: 빛이 윗부분에서 먼저 흡수된다고 하면, (중략) A가 

흡수하기 때문에. A가 윗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9. A: 당근! 빛을 많이 흡수하면 더 초록빛을 띨 것 아니야. 

그럼 B아냐? 근데 문제는 또 규칙적인 것 같은 것이 이

쪽에 있어.

90. B: 아 근데 A가 좀 불규칙적인 것 같은데?

91. D: 아니, 야 잎 표면의 표피세포는 투명해 빛이 잘 통한다 

이거는 표피세포가 잎 표면이니까 표면 쪽은 거의 윗부

분인데, 투명해서 빛이 잘 통과한다 하면 A가 (윗면) 아냐?

< 5번째 논변활동 >

  예를 들어 위 다섯 번째 논변활동 담화 예시(p. 45)에서 C는 "B쪽(사

진의 오른쪽)에 기공이 있기 때문에 B쪽이 뒷면"이라는 주장을 제시했

고(82행), 이에 대해 A가 "그것(C가 현미경 사진에서 기공이라고 판단

한 것)을 기공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반론을 제시했다(84행). 그러자 

C는 다시 "그것은 기공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엄청나게 큰 기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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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을 제시했다(85행). 한편, "빛은 잎의 윗부분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A쪽(사진의 왼쪽)이 윗면이다."라는 D의 주장에 대해(88행), A(89행: 

빛을 많이 흡수하면 오히려 초록빛을 띨 것)와 B(90행: A쪽의 세포 배

열이 더 불규칙적이므로 아랫면일 것)가 각각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D

는 "잎의 구조에서 표피 세포가 위쪽에 위치하는 데 이것은 투명하기 때

문에, 사진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곳인 A가 윗면이다."라고 반박하며(91

행) 처음에 제시한 주장보다 훨씬 더 정교화 된 논변을 구성하였다. 이

와 같이 학생들이 반박을 통해 정교화 된 논변을 구성해 나가는 모습은 

다섯 번째 이후의 수업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반박은 논변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지표로

(Jiménez-Aleixandre & Erduran, 2008), Erduran, Simon, 그리고 

Osborne(2004)은 반박이 포함된 논변을 가장 높은 수준의 것으로 분

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반박이 포함된 논

변 실행은 정당화 없이 주장만을 제시하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류되었

던 이전의 실행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초점집단 학생들의 전반적인 

논변 실행 변화를 논변의 구성 요소 측면에서 아래 <그림 3>과 같이 간

략하게 나타내었다.

<그림 3> 초점 집단(소집단 8)의 전반적인 논변 실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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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다섯 번째 수업 이후에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

2.2. 소집단의 인식론적 자원 활성화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이후에 세 가지 범주의 인식론적 자원들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변화되었다. 그 이유는 다섯 번째 수업 이후에 여러 

가지 맥락적 요인들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단락에서는 소집단의 인

식론적 자원 관계망이 순차적인 맥락적 단서의 작용으로 인해 연쇄적으

로 변화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그림 4>는 맥락적 단서에 의한 인식론

적 자원 관계망의 변화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2.2.1. 지식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 자원

학생들이 일반적인 과학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는 과정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과학적 추론을 통해 정당화를 제시하

고 있음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도움카드의 정보 또는 그 이외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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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추론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정당화의 공통

적 특성은 인식적 권위로부터 전파된 지식(knowledge as propagated)

이 아닌 추론을 통해 구성한 지식(knowledge as constructed)이 사용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 자원의 활성화에는 다섯 번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익

숙하지 않은 형태의 과제가 제공되어 A의 인식적 권위가 낮아진 것이 

하나의 맥락적 단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는 다섯 번째 수업에서 

처음으로 “진짜 모르겠네.”라고 말하며 잎 단면 현미경 사진이 포함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A에게 의존하며 답을 

구하기 위해 정보 질문을 제기하기보다 자신들의 추론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사고 질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다섯 번째 수업에

서 A의 인식적 권위가 낮아짐에 따라 소집단 내 전파 자원이 비활성화 

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집단 내로 유입된 과학 지식의 타당성을 

스스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때 학생들은 주

로 도움카드의 과학 내용 지식을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추론을 

전개하고자 A에게 사고 질문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서로 같은 

주장을 선택하였을지라도 나름의 추론을 통해 스스로 근거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 번째 수업에 대해 진행된 면담 4에서 학생들은 “오늘은 왜 그

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전체가 다 모르는 상태

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답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답하며 수업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는 학생들이 다섯 번째 

논변 수업에서 지식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 자원으로 구성 자원을 활성화

시켰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모습은 다섯 번째 이후의 수업들에서도 지

속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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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보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의 이해 자원

다섯 번째 논변 수업에서 A의 인식적 권위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소

집단 내 정보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론적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여전히 A를 그들의 주요한 정보원으로 삼았지만 더 이상 A가 

유입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다섯 

번째 논변활동의 담화 사례(p. 41-42)에서 잘 드러나는데, 학생들의 질

문은 주로 A를 향해 있었지만 이때 질문의 종류는 정보 질문이 아닌 사

고 질문이었다. 즉, 학생들은 단순히 A에게 정보 질문을 통해 제공 받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맥락이 아닌,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맥락에서 사고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섯 번째 수업에서 A의 

인식적 권위가 낮아짐에 따라 소집단 내 신뢰 자원과 수용자원이 전파 

자원과 함께 비활성화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A가 아닌 

도움카드에서 직접 과학 내용 지식을 유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해 자원과 수용 자원이 활성화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생

산적인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Hammer와 Elby(2002)는 “이해 자원이 수용 자원의 활성화를 

이끄는 것은 생산적인 자원 활성화의 한 패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Hammer와 Elby(2002)는 이러한 ‘이해-수용’ 패턴이 항상 나타

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수용 자원이 이해 자원의 활성화를 이끌게 될 

경우 특정 맥락에서는 교육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

해 자원보다 수용 자원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학생들은 “특정 맥락에서 

그 아이디어를 믿는 것이 곧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Hammer & Elby, 2002). 따라서 다섯 번째 이

후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이해 자원을 통해 수용 

자원을 활성화시킨 것은 생산적인 논변 실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반증하

는 지역적인(local)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의 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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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인식론적 활동의 이해 자원

마지막 범주인 지식과 앎(학습)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대해 

암묵적으로 세우는 목표를 확인한 결과, 이 범주에서도 변화가 관찰되었

다. 이 범주에서는 축적 자원과 더불어 두 개의 자원이 추가적으로 확인

되었다. 그 중 첫 번째 자원은 형성 자원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또는 복

합적 상호 작용 영역의 형성을 통해 협력적으로 추론한 근거에서 드러났

다. 다섯 번째 수업에서 A의 인식적 권위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학생들

은 도움카드로부터 스스로 과학 내용지식을 유입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

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적 단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전파 자원

과 신뢰-수용 자원이 비활성화 되도록 함과 동시에 구성 자원과 이해-

수용 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관여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자원 관계망에서 나타난 A의 몇몇 발화들은 소집단 

내 형성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맥락적 단서로 작용하였다. 다섯 번째 수

업에서 A는 자기 것을 따라하려는 C에게 “야, 내꺼 따라 하지 마! 확

실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활동지를 그대로 베끼지 못하게 하였

다. 그 이후 “나는 내 주장으로 ‘여기가 엄청나게 큰 기공이다.’라고 

쓸 수 있지 않아?”라고 말하는 C에게 “그건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니

까. 이거(사진)를 직접 찍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잖아. 이 사진을 어

떻게 해석하느냐는 너한테 달린 거지.”라고 말하며 상대의 의사를 존중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A가 자신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려는 소집단 구성원들을 제지하고, 동료들이 스스로 추론할 수 있

도록 격려하는 발화들은 그들이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생성하도록 하

는 형성 자원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형성 자원은 다섯 번째 

이후의 수업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나타난 이해-수

용 자원의 패턴과 더불어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생산적인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원은 반박 자원으로, 다섯 번째 이후의 수업들에서 학생들

이 제기한 반박을 통해 드러났다. A의 발화를 통해 형성 자원을 활성화



- 51 -

시키며 안정적으로 생산적인 자원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 학생들은 소집

단 내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선택할 때에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또는 협력적으로 추론하여 나름의 근거를 세우게 된 학생들은 더 

이상 무비판적으로 A의 것을 소집단의 의견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들

은 자신의 의견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반박 자원을 활

성화시키며 상대방의 반론에 반박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

화를 추가하며 보다 정교화 된 논변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소

집단 내 형성 자원이 활성화됨에 따라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근거로 주

장을 뒷받침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집단 내에서 가장 그럴듯한 

의견 선택하기’는 또 다른 맥락적 단서로 작용하여 반박 자원을 활성화

시킨 것이다. 

  앞서 제시된 다섯 번째 논변활동 담화 예시(p. 45)에서 나타난 네 학

생의 반박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C와 D가 제시한 반박으로, 이들은 

인식적 권위가 높은 A와 반대되는 주장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

게 반박을 제기하였다. 이때 이들이 제시한 반박이 비록 과학적으로 옳

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는 논변의 인식적 측면에서 볼 때 논리적인 것

이었으며(Duschl, 2008) 또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며 논

변을 정교화하는 생산적인 실행에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논변활동에서 

상대의 반론에 반박을 제기한다는 것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상대방이 구

성한 지식(정당화가 포함된 반론)에 인식론적으로 개입하여 그것이 성립

하지 않을 조건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반박 자원의 활성화를 수반한다. 

즉, 반박 자원은 앞서 제시된 이해-수용 자원 패턴 및 형성 자원과 더

불어 생산적인 논변활동을 반증하는 하나의 인식론적 탐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반박 자원의 활성화는 아홉 번째 수업에서 학생들이 

‘3일 동안 건조 시킨 콩’에 대해 3일 이라는 시간이 콩을 건조시키기

에 충분한 시간인지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드러

났다. 종합하면 학생들은 다섯 번째 이후의 수업에서 인식론적 활동의 

이해 자원으로 축적 자원과 더불어 형성 자원과 반박 자원을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생산적인 논변활동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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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총 10회에 걸친 광합성 단원의 논변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져온 인식

론적 자원들을 탐색한 결과, 다섯 번째 논변 수업을 기점으로 변화가 나

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다섯 번째 수업 이후에 

나타난 연쇄적인 맥락의 등장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들은 학생들로 하여

금 기존의 자원 중 일부를 비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자원을 추가로 활성

화시키도록 작용하였다. Hammer 등(2005)은 인식론적 자원들이 특정

한 조합을 형성하며 일관성 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인식론적 프레이밍

(epistemological framing)’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식론적 

프레이밍이란 ‘지식과 앎(학습)’의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한 학생들의 암묵적인 인식으로, 이것은 인식론적 자원들의 활성

화 및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ammer et al., 2005; 

Hutchison & Hammer, 2010; Levin, Hammer, & Coffey, 2009; 

Redish,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결과에서 밝힌 학생들의 

인식론적 자원들의 변화를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초점 집단의 학생들은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이전

에 ‘전파, 신뢰, 수용, 축적’이라는 조합으로 인식론적 자원들을 활성

화시켰다. 여기서 학생들은 지식이 권위로부터 전파되는 것이라 인식했

고, 소집단 내 인식적 권위가 높은 A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주로 A

로부터 전달받은 과학 지식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리도 그들은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활동지를 채우는 데에 보냈으며, 논의를 주고받을 때에

도 과학 내용 자체가 아닌 논변의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 집중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활성화시킨 인식론적 자원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우리는 

학생들의 개인적 인식론 기저에 ‘활동지에 정답을 채우는 것’이라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유추하였다. 

이는 Hutchison과 Hammer(2010)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

에 정확한 대답을 맞추려는 “교실 게임”(Lemke, 1990)으로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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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했던 것과 더불어 Jiménez-Aleixandre, Rodriguez, 그리고 

Duschl(2000)의 연구에서 언급된 전형적인 “수업하기(doing the 

lesson)”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갖는 

학생들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형성하고 반론에 반박을 제기하는 생

산적인 논변활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Berland 

& Hammer, 2012b; Berland & Reiser, 2009).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갖게 되는 익숙한 기대는 종종 이와 같이 비생산적인 

경우가 많으며, ‘활동지에 정답 채우기’라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형

성된 학생들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전파, 신뢰, 수용, 축적’이

라는 자원 관계망을 상호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된다. 이때 주목할 

것은 활성화된 네 개의 자원들 중 어떤 것도 생산적인 논변활동으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섯 번째 논변 수업부터 학생들은 ‘구성, 이해, 수용, 축적, 

형성, 반박’이라는 변화된 인식론적 자원 관계망을 활성화시켰다. 

Hutchison과 Hammer(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주변의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의 종류를 인식하며, 그들의 인식이 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을 바꾸게 된다. 여기서 주

변의 신호란 교사나 소집단 구성원의 발화 속 뉘앙스를 알아채는 것과 

같이 미묘한 맥락적 단서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Louca 등

(2004)은 그들의 연구에서 교사가 ‘왜’에서 ‘어떻게’로 질문의 형

태를 바꾸었을 때 학생들의 설명이 목적론적인 것에서 기계론적인 것으

로 전환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적 단서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소집단의 자원 관계망이 변화되도록 하는 신호로 

작용하였다.

먼저 다섯 번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과제가 주

어지면서 A의 인식적 권위가 낮아진 것이 1차 맥락적 단서로 작용하였

다. 이는 기존의 소집단 자원 관계망에서 전파, 신뢰, 수용 자원이 비활

성화 되도록 함과 동시에 구성 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더 이상 A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또 다른 정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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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카드의 과학 내용 지식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이것이 소집단 내 

이해, 수용 자원의 활성화를 야기하는 2차 맥락적 단서로 작용하였다. 

이후 A가 자신의 것을 따라하려는 구성원들을 제지하고 스스로의 추론

을 격려하는 발화들을 제시한 것이 3차 맥락적 단서로 작용하여 형성 

자원이 추가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의 이와 같은 발화가 다섯 번째 수업이 아닌 네 

번째 수업부터 등장했다는 점이다. A는 네 번째 수업에서도 구성원들에

게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지.”,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와 

같은 발화를 제시했지만, 여기서는 형성 자원의 활성화를 야기하지 못했

다. 이는 학생들이 다섯 번째 수업에서와 다르게 전파, 신뢰, 수용 자원

을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었기에 A가 제시한 발화가 형성 자원과 

같이 생산적인 자원 관계망으로의 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자원을 활성화

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형성 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인 자원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 소집단은 추가적으로 소집단 내 가장 그럴 듯한 하나의 의견을 선택

해야 하는 4차 맥락적 단서를 통해 반박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이때 4차 맥락적 단서 역시 A의 발화와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이전의 

수업에서도 나타났으나 3차와 같은 이유로 생산적인 자원의 활성화를 

야기하지 못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맥락적 단서들은 연쇄적

으로 자원의 비활성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원 관계망이 새로운 조합

을 형성하도록 작용하였고, 이와 같이 변화된 관계망을 통해 우리는 학

생들이 ‘근거 있는 주장 만들기’라는 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형성하였음을 유추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갑작스러운 논변 실행의 전

환, 즉 다섯 번째 수업 이전에는 정당화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다

양한 정당화와 반박을 제시하게 된 것에 대해 발달론자나 신념론자들은 

학생들의 논변 능력 발달 또는 신념의 변화를 그 주된 원인으로 꼽을 것

이다. 그러나 이는 논변의 수준 측면에서 보았을 때(Erduran et al., 

2004) 양극단에 위치할 정도로 매우 급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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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은 단일한 특성을 지니는 매우 안정한 구조라는 기존의 발달 또는 

신념 관점(Perry, 1970; Schommer, 1990)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Elby & Hammer, 2010; Louca et al., 2004). 다시 말해 본 연구에

서 다섯 번째 논변 수업을 기점으로 나타난 소집단 학생들의 실행 변화

는 단 네 차시의 명시적 수업으로 인한 발달의 결과라거나(Perry, 

1970), 또는 그들의 안정한 인식론적 신념이 소박한 것에서 세련된 것

으로 바뀐 것(Schommer, 1990)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다양한 정당화와 반박은 학생들의 부족한 논변 능

력을 발달시키게 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기보다,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었던 인식론적 자원(Hammer & Elby, 2003)들을 특정한 맥

락에서 드러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Louca et al., 

2004). 이와 관련하여 Cavagnetto, Hand, 그리고 

Norton-Meier(2010)는 논변의 구성요소를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수업

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소집단 논변

활동 양상의 차이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Osborne, Erduran, Simon(2004)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명

시적인 스캐폴딩(scaffolding)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상호작용을 촉진

할 수 있는 맥락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하였을 때 그들의 논변활동이 정교화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이 매 수업마다 갖게 되는 기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Bartlett(1932)은 프레이밍을 과거 경험에 대한 활동적 조직인 스

키마(schema)에 비유하며, “어떠한 새로운 상황도 이전 경험과 완벽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들을 

조직하는 구조, 즉 프레이밍은 반드시 유연하고 반응적일 수밖에 없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다섯 번째 논변 수업에서 생산적으로 전

환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그 자체로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비생산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프레이밍의 특성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전환된 프레이밍이 다섯 번째 이

후의 수업들에서도 지속되는지 주의 깊게 탐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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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켰고, 이를 

통해 생산적으로 전환된 프레이밍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lby와 

Hammer(2010)는 이에 대해 맥락 의존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인식론

적 프레이밍이 교수적 맥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에게 특정 패턴의 자원 

관계망을 반복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경험들이 누적되면, 그들 스스로 그

러한 자원 관계망을 이끄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Elby & Hammer, 2010).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

떠한 요인이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안정화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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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실 맥락에서 과학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소집

단 학생들의 인식론적 자원들을 확인하고, 자원들 사이의 관계망이 어

떠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색하였다. 그 결과 

다섯 번째 논변 수업을 기점으로 초점 집단 학생들의 실행과 인식론적 

관계망이 변화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이전에 학생들은 과학 내용 지식보다 논변의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 주장에 대

한 타당한 정당화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하며 자신의 활동지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 질문들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실행을 바탕으로 ‘전

파, 신뢰, 수용, 축적’이라는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을 확인하였

고, 이는 ‘활동지에 정답 채우기’라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에서 비롯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 다섯 번째 논변 수업 이후에 학생들은 논변의 절차가 아닌 과

학 내용 지식에 집중했고, 그에 따라 도움카드의 내용 또는 그 이외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 다양한 정당화를 제시하였다. 또

한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하며 사고 질문을 통해 협력적으로 추

론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을 제기하며 자신의 논변

을 정교화하는 생산적인 논변활동 실행을 보였다. 이러한 실행을 바탕

으로 ‘구성, 이해, 수용, 축적, 형성, 반박’이라는 인식론적 자원들의 

관계망을 확인하였고, 이는 ‘근거 있는 주장 만들기’라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에서 비롯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생산적으로 전환되어 인식

론적 자원 관계망이 변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맥락적 요인들이 순차적

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다섯 번째 수업의 과제에 학생들

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미경 사진이 포함되어, 이로 인해 A의 인식적 

권위가 낮아진 것이 1차 맥락적 단서로 작용하였다. 이는 인식론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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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관계망에서 전파, 신뢰, 수용 자원이 비활성화 되도록 함과 동시에 

구성 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A가 아닌 도움카드

로부터 스스로 정보를 유입하게 된 것이 2차 맥락적 단서로 작용하였

다. 이는 이해, 수용 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A가 자신의 

것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한 발화가 3차 맥락적 단서로 작용하여 형성 

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집단 내에서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4차 맥락적 단서로 작용하여 반

박 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교수법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소집단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인

식론적 자원들을 확인하는 데에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산적인 논변활동에 참여할 때 활성화시키는 인식론

적 자원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맥락을 탐색하는 연구에 추가적인 연

구 사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인식론적 자원들을 파악하여 생산적인 논변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

가 예비 교사 교육 측면에서 교사가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자원에 어떻게 접근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실제 사례를 엮은 

논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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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kinds of 

epistemological resources activated during small group argumentation 

and how these activated resources networks change in response to 

contextual cues based on students’ argumentation practices. To 

accomplish this goal, ten argumentative lessons were developed.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lessons and from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analysed in terms of two areas: the arg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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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of the focal group and the activation of epistemological 

resources based on the framework of Hammer and Elby (2002).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tudents’ argumentation 

practices and epistemological resources network began to change from 

the fifth argumentative lesson. During the earlier lessons, the students 

sensed the activities as ‘filling in the worksheet with right answers’ 

and simply copied the responses of the group’s most high-achieving 

student, while activating network resources of propagated, belief, 
acceptance and accumulation. However, during the later lessons, the 

students sensed the activities as ‘constructing evidence-based claims’ 

and began to show not only various justifications, but also rebuttals to 

counter-arguments, while activating network resources of constructed, 
understanding, acceptance, accumulation, formation and rebuttal. The 

contextual cues that caused this change were also identifi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sources 

framework has more powerful lens for explaining students' 

context-sensitive practice than existing frameworks: developmental-, 

and beliefs-based frameworks do.  Finally, this case study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framework to identify ways to 

strengthen students’ epistemological resources.

Keywords : Small group argumentation, Scientific argumentation,  

             Epistemological resource, Epistemological framing

Student Number : 2014-2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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