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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논변활동은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한

학습이 실행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논변활동을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요한 목표 하나이다.그런데 과

학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논변활동은 소집단 내에 형성된 규범의 향을

크게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내에 형성된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

을 탐색하고,그 형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산 과학 논변

활동을 조력하는 교수․학습 략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Ⅰ에서는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나는 동안,소집단 내에 형성되어

있는 규범을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이를 해 학교 2학년

한 학 에서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주제로 12차시에 걸쳐 소집단 논변

활동을 진행하 으며,활발한 논변활동이 일어난 소집단 학생들의 담화,

논변,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고,그들의 참여 양상과 집단 내에 형성된 규

범을 분석하 다.연구 결과,교사나 공부 잘 하는 소수의 학생이 주도하

는 권 환경에서 다수의 학생들의 의견도 가치 있게 여겨지는 허용

인 환경으로 교실 사회 규범이 변화했다. 한 논변활동 규범은 교과서

에서 정답을 찾는 것에서 차 과학 지식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자신

의 논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다.이와 같은 소집단 규범의 변

화로 학생들의 참여 양상도 변하 다.학생들은 수업 기에 주변 참

여 양상을 보 으나 수업 후기에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변활동

에 완 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 다.소집단 규범과 학생들의 참여

양상의 변화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제와 교사의 한 지원,동료 간

의 인식 ,인지 ,정서 지원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연구 Ⅱ에서는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

히는데 목 을 두었다.소집단 규범 형성을 돕기 해 연구Ⅰ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 규칙 만들기’와 ‘활동 반성하기’를 포함한 논변활동 과제

를 개발하 다. 학교 1학년 방과 후 수업에 ‘식물의 양’을 주제로 한

논변 활동을 도입하고 상반된 규범이 형성된 두 소집단 학생들의 발화,행

동,활동지를 분석하여 규범 형성 과정을 연구하 다.연구 결과, 력

이고 생산 인 소집단 규범이 형성되기 해서는 학생들이 규범을 객체



-ii-

화하고 규범의 의미를 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했

다.학생들은 소집단의 규칙을 만드는 동안 교실 사회 규범을 객체화하

고,일상 논변을 구성하는 경험을 통해 논변활동 규범을 객체화할 수

있었다.규칙을 수정하고,논변활동을 수행하고,실행 과정을 반성하는 동

안 규범의 의미를 서로 상할 수 있었다.규범의 의미를 상한 소집단

에서는 력 교실 사회 규범과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반

면,의미 상 과정의 부재로 인해 객체화된 규범과 학생들의 실행이 일치

하지 않은 소집단에서는 비 력 교실 사회 규범과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두 소집단의 학생들은 활동에 한 인식론 이

과 활성화된 인식론 자원들에 차이를 보 으며,이러한 차이는 반성

과정의 질 차이를 유발하 고 결과 으로 상반된 규범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생산 인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나기 해 어떻게 소집단의

규범 형성을 조력할 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생산 과학 논변활동,소집단 규범,교실 사회 규범,

논변활동 규범,규범의 객체화,소집단 논변활동

학 번 :2010-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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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동안 학습은 환경과 특정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로 인

식되어 왔다(Piaget,1977).그러나 Vygotsky(1980)는 학생들이 실행 공

동체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라고 하 고,학습에 한 의

변화로 인해 교육 연구자들은 지식이 구성되는 사회 ․역사 맥락에

을 맞추게 되었다.학습에 한 사회문화 에서 담화에 참여하

는 것은 학습과 앎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Lave& Wenger,

1991;Roth& Lawless,2002).이러한 의미에서 학생들이 담화 실행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학습 그 자체이다(Anderson,Zuiker,Taasoobshirazi,& Hickey,2007).

과학 탐구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 과학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한다

(Watson,Swain,& McRobbie,2004).과학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증거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가설을 증명하기 해 안

설명들을 평가한다. 한 과학자들은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기 에 과

학 공동체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검토 받고 비 받는 사회 과

정을 거치며,이러한 비 인 평가 과정에서 논변활동은 굉장히 요한

역할을 한다(Bianchini,1997;Kelly & Crawford,1997;Richmond &

Striley,1996).

과학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에서 요한 역할

을 하는 논변활동은 과학 학습의 인식 ,개념 측면과 과학 의미 형

성의 사회 측면을 연결 짓는 실행(Duschl,2008a,b)이므로 과학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교실에 논변활동을 도입하는 것은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이 이 있다.학생들은 논변활동을 통해 과학 문화를

경험하고 과학 공동체의 문화에 익숙해지며(Driver,Newton,& Os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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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Watsonetal,2004)과학 개념을 실제 맥락에 용시키면서 개념

을 통합할 수 있다(Jiménez-Aleixandre& Pereiro-Muñoz,2002).주장

과 증거를 련지으면서 오개념을 과학 개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Bell& Linn,2000;Nussbaum & Sinatra,2003),과학 추론과 비

태도를 계발할 수 있다(Kuhn,1992;Newton,Driver,& Osborne,1999).

이러한 이 들과 그 필요성으로 인해 미국, 국,우리나라의 국가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과학 증거를 생성하고 설명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것

에 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교육과학기술부,2011;NRC,1996;

Millar& Osborne,1998). 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탐구도 기존

에 실험과 탐색,해보기에 을 두는 탐구 활동에서부터 논변과 설명

을 구성하는 실행에 을 두도록 변화하 다(Chin& Osborne,2010;

Duschl,Schweingruber,& Shouse,2007).

비록 많은 학자들이 과학교육에 논변활동과 같은 과학의 인식 활동

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지만,과학 수업을 찰한 연

구들은 학생들이 소집단 토론과 논변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보

여 다(Newtonetal.,1999;Driveretal.,2000).다양한 교수 학습 략

들의 개발(Duschl,Ellenbogen,& Erduran,1999;Erduran Simon,&

Osborne,2004;McNeill,2009)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증거를 포함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논변을 구성하고,소집단 토론에 잘 참여하지 않

는다(Bennett,Hogarth,Lubben,Campbell,& Robinson,2010;Berland

& Reiser,2009;Jiménez-Aleixandre, Rodríguez,& Duschl,2000;

Sampson& Clark,2008;Sandoval& Millwood,2005).

그동안 교수학습에 논변활동을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들의 논

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다(Berland&

Reiser,2009;Sampson& Clark,2008).그러나 명시 인 논변 수업 없

이도 학생들이 논변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

(Berland& Reiser,2011;Engle& Conant,2002;Mason,1996)은 학생

들이 논변을 구성할 수 있고,학생들에게 한 맥락이 주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학생들의 인식 신념과 논변활동의 목표에 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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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논변활동으로의 학생들의 참여를 해한다는 연구 결과들

(Berland& Reiser,2009;Nussbaum & Bendixen,2003;Nussbaum,

Sinatra,& Poliquin,2008;Ryu& Sandoval,2012)은 학생들이 과학 지

식이 사회 으로 구성된다는 과학의 사회 본성에 동화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제안한다.

교사 심의 교실 문화와 학생들의 논변활동에 한 인식 이해의

결핍은 왜 학생들이 논변활동이라는 담화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고군

분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

에서 학습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내재화 과정이며(Driver,1995;Roth,McGinn, Woszczyna,

& Boutonné,1999),상황학습 에서 학습은 상황 활동으로 사회

참여와 상호작용에 기반한다(Lave& Wenger,1991).다시 말하면 집단

활동은 각 학생 는 학생 집단이 그들의 을 상 방에게 설득시키려

하는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상호작용은

교사 심의 교실 환경에서는 해되기 마련이다(Berland & Reiser,

2009).

Hogan(1999)은 집단의 규범은 집단이 가치를 두어야 할 과정과 산물

들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집단의 규범을 탐색할 필요성을 주장하 다.

규범은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이끄는 공유된 기 이다

(Graham,2003).학습의 사회문화 맥락 의존성을 고려할 때 학생 공동

체에 형성된 규범은 학생들의 논변활동 수행에 필연 으로 향을 것

이다.따라서 학교와 학생들의 문화라는 맥락 속에서 논변활동을 실행하

기 해서는 먼 교실에 형성되어 있는 규범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 규범과 문화를 탐색하고 설립할 필요성은 여러 연구들

(Dixon,Egendoerfer,& Clements,2009;Driveretal.,2000;Ryu&

Sandoval,2012;Weinstock,Neuman,& Tabak,2004;Yackel& Cobb,

1996;Yerrick,2000)에서 강조되어 왔다.그러나 과학 교실에서 어떠한

규범이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한 논의는 지 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

으며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Kuhn,Zillmer,Crowell,그리고 Zav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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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는 규범을 공유된 기 들과 가치를 이루는 차원으로 보고 과학 수

업에서 학생들의 암묵 ,명시 규범을 조사했다.그러나 이들이 탐색한

규범은 개인의 논변에 한 인식론을 평가한 것으로 집단에 공유된 규범

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 있다.Becker등(2013)은 학 물리화학

강좌에서 학생들의 추론을 분석함으로써 교실에 형성된 사회-화학 규

범(sociochemicalnorms)을 찾았다.그러나 이들이 찾은 규범은 물리화

학 수업 분자라는 주제에 특이 인 규범이므로 다른 맥락으로 확장하

여 해석하기 어려운 이 있다.이 외에도 과학 교실에 형성된 인식론

규범을 확인하고,교사의 행동이 규범 형성에 미친 향을 분석

(Lundqvist,Almqvist,& Östman,2009)하거나 지속 인 논변활동을 통

해 학생들의 인식 기 에 한 이해가 향상되었음을 찰한 연구(Ryu

& Sandoval,2012)가 이루어졌다.과학교실에 형성된 규범을 찾은 연구

로는 임 교사의 수업에서 드러난 사회-과학 규범(socioscientific

norms)(김찬종과 이선경,2005),소집단 모형 구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규

범(강은희 등,2012), 등학교 과학 탐구활동에서 형성된 교실 규범(장

진아와 송진웅,2015)에 한 연구들이 있다.그러나 과학 교실에서 논변

을 구성하기 해 어떠한 규범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한 아이디어는 문

헌들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소집단에서 학생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데

을 둔다.과학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의 다각 검토 평가

와 같은 생산 과학 논변활동을 교실에서 수행하기 해서는 과학 논변

활동에 한 인식론 규범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한 학생들이 교

실에서 자신과 동료,교사의 역할에 해 지니고 있는 신념과 어떠한 행

동을 해야 할 지에 한 기 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에 향을 미

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해 과학 논변활동에

특이 인 논변활동 규범(argumentationnorms)과 교실에서 사회 행동과

련한 교실 사회 규범(classroom socialnorms)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에 형성되어 있는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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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탐색하고 두 규범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 다.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 개념의 도입은 사회 상호작용 측면과 논변활동

에 한 인식론 측면의 규범이 어떻게 소집단에서 학생들의 과학 논변

활동 실행을 조력할 수 있는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 논변활동이 생산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집단

규범을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교육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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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목 과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학 논변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소집단에 형

성되어 있는 규범을 탐색하고,규범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생산 과학 논변활동이 이루어지기 한 소집단 규범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소집단 규범 형성을 돕는 방안에 한 시사 을 제공하

고자 하 다.이와 같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Ⅰ.과학 논변활동에서 나타난 소집단 규범의 탐색

연구문제

(1)학생들이 과학 논변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소집단에는 어떠한 규범이

나타나는가?

(2)학생들이 과학 논변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 Ⅱ.소집단 규칙 만들기와 논변활동에 한 반성을 통한 소집단

규범의 형성 과정

연구문제

(1)소집단 규칙 만들기와 논변활동에 한 반성이 소집단의 규범 형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2)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정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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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 다.

(1) 과학 논변활동과 생산 과학 논변활동(scientific

argumentation& productivescientificargumentation)

논변(argument)은 주장이나 설명을 분명히 표 하고 정당화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학생 는 학생 집단이 생성하는 산물을 말하며,논변활

동(argumentation)은 이러한 논변을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ampson

& Clark,2008).이와 마찬가지로 Jiménez-Aleixandre와 Erduran(2008)

은 산출물 는 결과로서의 논변과 사회 인 과정으로서의 논변활동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여러 연구들에서도 받아들여져 리 사

용되고 있다.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논변활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 속 과학 쟁 (socio-scientificissue)에 한 논변활동과 탐

구를 통한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변활동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의 화 과정과 사회 의미를 고려한 기존

연구들(Jiménez-Aleixandre& Erduran,2008;Kuhn,1991)과 같은 입장

을 지니고,과학 탐구를 통한 과학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

학자들의 논변활동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과학 논변활동의 정의를 내

리고자 한다.‘과학 논변활동’은 과학 상을 설명하는 주장을 구성하고

정당화하며,반 입장에 반박하는 언어 ․사회 활동이다.본 연구에

서 정의한 과학 논변활동은 과학 상에 한 논변활동에 을 두며

이것은 과학교육에서 추구하는 논변활동의 특성을 반 할 수도,반 하

지 않을 수도 있다.왜냐하면 학생들이 과학 상을 설명하기 해 사용

한 근거가 타당할 수 있지만 그 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박의 방법도 바

람직할 수도 그 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본 연구가 지향

하는 과학 논변활동에 한 새로운 용어와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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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들이 타당한 근거를 포함하고 다양한 안 설명들을

고려함으로써 지식의 생성을 이끌 수 있는 과학 논변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 이 있다.그러므로 생산 과학 논변활동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 고,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한다.‘생산 과학 논변활동’은 타

당한 증거를 포함하고 다양한 안 설명들을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과학

지식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과학 논변활동이다.

(2)소집단 규범(smallgroupnorms)

규범은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리 연구되어온 개념으로,규범이 무엇

이며 어떻게 발생되고 강화되는지에 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며,합

의된 하나의 정의는 아직까지 없다.그러나 일반 으로 사회학에서 규범

이란 무리를 지어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형성한 집단 내에서 개인들에

게 서로 기 하는 행 의 기 치의 총체(조창희,1985)로 정의되며,사회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인도하는 공유된 규칙과 기 감

(Macionis,1989:홍 기,2001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Cialdini와 Trost

(1998)는 집단 규범(groupnorms)을 수용 가능한 행동에 해 비형식

으로 동의된 기 으로 보고,집단 규범이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

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하 다.교육학에서는 특정 맥락에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유도하고,제약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 (Graham,

2003) 는 공유된 기 들과 가치들을 이루는 차원들(Kuhnetal.,2013)

로 규범을 정의하 다.이러한 규범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공통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규범을 소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에 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기 의 총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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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classroom socialnorms

&argumentationnorms)

본 연구는 과학 교실에서 생산 인 논변활동이 일어나기 한 규범을

탐색하는데 목 이 있다.소집단에서 과학 논변활동을 실행하기 해서

는 학생들이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돕는 규범과 과학 주장을 정당화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련된 규범의 형성이 필수 이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Yackel과 Cobb(1996)의 연구에서 개념화한 사회

규범과 사회-수학 규범의 개념을 도입하여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

활동 규범’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실 사회 규범

(classroom socialnorms)은 교실 활동의 일반 인 양상에 련된 규범

으로,교사와 학생의 역할과 행동에 한 기 이다.논변활동 규범

(argumentationnorms)은 과학 논변활동에 특이 인 규범으로,논변활동

의 목표 주장 정당화와 논변 평가 방법에 한 기 로 정의한다.

(4)규범의 객체화(reificationofnorms)

객체화(reification)라는 개념은 객체를 만들어 냄으로써 경험에 형태

를 부여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의미로 Wenger(1998)에 의해 사용되었다.

추상 인 개념을 객체화하여 표 하는 것은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다

른 사람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수단이 된다.객체화는 사람들의 경

험과 실천을 구체 인 형태로 상화한 결과와 그 과정 모두를 의미한

다.본 연구에서 소집단에서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은 규범이 객체화되

는 단계를 포함한다.이 때 규범의 객체화는 규범이 지닌 의미가 ,발

화,행동과 같은 방식을 통해 구체 으로 표 되는 과정 결과로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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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천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사

례 연구를 해 한 교실 내의 하나의 소집단 는 두 개의 소집단에 있

는 학생들에 을 두어 분석하 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체 학

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규범은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 이라는 두

측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이외에도 소집단에 는 학 내에 여러

가지 규범들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며 모든 규범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제

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에 형성되어 있는 규범에 한정하여 분석하

으며 이는 해당 교실에 형성된 학 수 의 규범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찾아내고 범주화 한 소집단의 규범을 교실 체의

규범으로 확 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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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과 연구 방법론

1.과학교육에서의 논변활동

1.1논변활동의 의의

논변활동(argumentation)은 학생 는 학생 집단이 주장이나 설명을

분명히 표 하고 정당화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논변(argument)을 구성하

는 과정(Sampson& Clark,2008)으로 개인 이고 사회 인 의미를 모두

지닌다.개인의 내부에서 이나 말로 경쟁하는 주장을 평가하고 정당화

하기 해 근거와 이유를 포함한 논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미

를 지닌다(McNeill,2009). 한 자신의 논변의 타당성을 말이나 을 통

해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 인 의미를 지닌

다(VanEemerenetal.,1996).Jiménez-Aleixandre와 Erduran(2008)도

논변이 개인 이면서 동시에 사회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동의하

다.그리고 과학 주제에 한 논변활동을 정당화를 통한 주장과 자료

사이의 연결 는 경험 이거나 이론 증거에 기반한 지식 주장의 평가

로 정의하 다(p.13).

최근 국내․외 과학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이 과학자들의 지식 형성 과

정을 이해함으로써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에 을 둔 교육과정들

이 생성되고 강조되고 있다.미국의 국가 과학교육 기 (NRC,1996)은

학교 과학 기 에 학생들이 ‘서술,설명, 측과 증거를 사용하여 모형

만들기를 발달’시킬 수 있어야하고(p.145),‘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이

제안한 설명들을 평가하기 해 증거들을 검사․비교하고,추론의 결

을 밝히고,증거를 넘어서는 진술을 찾아내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함(p.148)을 제안한다.더 나아가 NationalResearchCouncil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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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물인 ‘TakingSciencetoSchool:LearningandTeachingSciencein

GradesK-8(Duschletal.,2007)’은 학생들이 ‘과학 증거와 설명을 생

성하고 평가’(p.2)할 수 있는 것에 을 둔 것을 포함하여 과학에서의

숙달에 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마찬가지로 국의 ‘Beyond

2000(Millar& Osborne,1998)’은 과학 개념 학습을 강요하지 않고,

이 과학과 과학에 한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이들은 모두 과학교육에서 사실과 원

리를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무엇

을 알고 있으며,왜 다른 안을 제쳐두고 그러한 설명을 선택했는지에

을 맞추는 것을 강조한다.우리나라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교

육과학기술부,2011)에도 ‘창의 사고력과 다양한 소통능력을 길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목표가 포함되어 있다.특히,고등학교 ‘과

학’의 학습 지도 방법에는 학생들이 근거에 기반한 주장 제시 반박,

설득과 같은 과학 논변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과

학과 련된 사회 쟁 들에 한 토론을 통해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l 탐구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고,탐구결과를 발표하고 반박하거나,설득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논리

근거에 바탕을 두도록 한다.

l 과학 과학과 련된 사회 쟁 에 한 자료를 읽고,이를 활용한

과학 쓰기와 토론을 통하여 과학 사고력,창의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고등학교 ‘과학’학습 지도 방법 p.54)

다음 에서는 논변활동의 의의를 논의한 연구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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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과학 문화로의 동화

학생들은 과학 논변활동에 참여하면서 과학 공동체에서의 지식 구성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과학 문화로 동화될 수 있다.과학 지식은

단순한 실험이나 탐구뿐만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Watsonetal.,2004).과학자들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

기 해 증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비 하며, 안

설명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타당성이

검토되고 비 의 과정들을 거친 후에 논문을 에 발표할 수 있다.이

러한 과정들에서 논변활동은 요한 역할을 한다(Kelly & Crawford,

1997;Richmond& Striley,1996).Kuhn(1993)은 과학이 곧 논변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변활동이 과학 지식의 생성과 발 에 필수 인 인식론

과정임을 강조하 다.Driver등(2000)은 학생들이 과학 이론과 개념을 이

해하기 해서 지식 주장들의 기반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며,논변활동이

학생들로 하여 과학의 인식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 다.즉,학

생들이 과학을 공동체의 실행으로 인식하고 과학 문화 속으로 동화되도

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 인식론을 이해하는 것과 련이 있다

(Jiménez-Aleixandre& Erduran,2008).Jiménez-Aleixandre(2014)는 학생

들의 정교한 인식론 발달을 지원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논변활동과 모

델링과 같은 과학의 인식 실행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

고,이를 통해 과학의 본성에 련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음을 제언하 다.

이와 같이 과학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논변활동을 과

학 수업에 포함하는 것은 과학자 집단에서의 의사소통,평가를 통한 합의,

담화 실행을 통한 지식 구성과 같은 과학 본성의 인식 측면을 학생들

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과학 문화의 실행으로 동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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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과학 개념의 유기 결합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들의 개념변화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Bell& Linn,2000;Nussbaum &

Sinatra,2003;Nussbaum etal.,2008)에서 밝 져 왔다.한 로,Bell과

Linn(2000)은 학생들에게 6주에 걸쳐 Knowledge Integration

Environment(KIE)연구 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 다.학생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 빛 주제에 한 실험을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 다.

그 후에 자신의 증거를 검토하고 상 과 토론을 하기 한 논변을 구

성하 다.연구자들은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동안 빛 개념에 한 이해

가 어떻게 변하 는지를 분석하 고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이 빛이 얼마

나 이동하는지에 해 이해하게 되었음을 발견하 다.활동 에 측정한

빛 개념 검사에서 학생들은 서술 이거나 모호한 답변을 한 반면,활동

후의 검사에서는 수업에서 목표로 삼은 완 한 모형을 지니게 되어 유의

미한 변화를 보 다.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학생들이 지식을 통합하

다는 증거로 제시하 다.학생들이 논변을 구성하면서 증거에 한 보

장(warrant)을 포함하 고,그들이 탐구한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임

들을 첨가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재구조화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한 학 친구들에 의해 표 된 논변들을 서로 검토하면서 빛 개념에

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었다.이와 같이 학생들은 논변활동에 참여하

면서 실제 맥락에 지식을 용시키고,아이디어들을 더 잘 통합할 수 있

다(Jiménez-Aleixandre& Pereiro-Muñoz,2002).

학생들이 지닌 오개념 는 안개념을 과학 개념으로 변화시키기

해서는 갈등 상황이 마련되고 자신의 주장을 노출시킴으로써 그 한계

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Driver & Scott,1996;Hodson &

Bencze,1998).논변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이 지닌 개념을 노출시키고 갈

등을 겪도록 하는데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Driveretal.,2000;

Newtonetal.,1999).뿐만 아니라 VonAufschnaiter,Erduran,Osborne

그리고 Simon(2008)은 논변 기반 수업이 학생들이 사 에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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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상 으로 더 높은 수 으로 추상화시키는 것을 도와 으로써

학생의 사고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ichmond와

Striley(1996)는 10학년 학생들이 19세기 런던에서 발생했던 콜 라와 미

국 가족에게 나타나는 선천성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사회 속 과학 쟁

(socio-scientificissue)에 한 토의에 참여하면서 논변의 정교함이 향상

되고,주제와 련된 지식을 사용하는 데 향상을 보여주었음을 보고하

다.이와 같이 교사의 일방 인 설명보다는 동료 사이의 논의가 개념 학

습에 더욱 효과 이며(Cooper,1995)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념 학

습뿐만 아니라 지식을 내재화하고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

1.1.3과학 소양 함양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풍부한 사회에서 다량의 정보들을 비 으로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해서는 과학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학 소양은 개인의 의사결정,사회 ․문화 사건에의 참여,경제

생산성을 해 필요한 과학 개념과 과정에 한 지식과 이해(NRC,

1996)를 뜻한다.과학 소양을 지녔다는 것은 증거를 토 로 주장하며,

증거에 비추어 제시된 주장을 평가하고,이와 같은 주장들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하게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NRC,1996.

p.22).증거의 평가 한 문제 해결을 해서는 과학 추론 비

사고와 태도 계발이 요구된다.비 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게 생각하는 것(Siegel,1988)이며 비 사고의 핵심은

객 인 근거에 의한 합리 평가(박상 ,2006)라고 할 수 있다.비

사고 능력은 논변활동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학생들은 증거와 주장

사이를 연결하면서 주장과 보장 간의 계를 이해하고,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맹목 으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능력이 더욱 리해진다

(Erduranetal.,2004). 한 학생들은 다른 입장들과 자신의 논변을 비

교하여 탐구하고,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논변 기술과 자신감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Driveretal.,2000).실험 활동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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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논변활동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Kampourakis& Tsaparlis,2003) 인간 유 학과 련하여 개인의

존엄성에 한 도덕 딜 마 상황에서 토론 의사결정하기(Zohar&

Nemet,2002)나 환경 문제에 해 생태학 개념들을 활용하여 찬반 토론

하기(Jiménez-Aleixandre& Pereiro-Muñoz,2005)와 같은 사회 속 과학

쟁 (socio-scientificissue)에 한 논변활동은 학생들을 실제 생활 문제

에 참여시킴으로써 련 지식에 한 이해가 향상된다. 한 학생들로

하여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과학의 본성 이해 시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1.1.4참여로서의 학습

그동안 학습 이론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학습으로

보는 이 지배 이었다.최근에는 학습의 사회문화 측면을 고려하

며,참여하는 것이 곧 학습이라는 이 두되고 있다.Sfard(1998)는

습득 은유(acquisitionmetaphor)와 참여 은유(participationmetaphor)를

통해 학습에 한 두 가지 근 방식을 설명하 다.습득으로서의 학습

은 학습을 통한 개념의 발달에 을 둔다.학생들은 학습의 결과

로 개념을 축 하고,지식이 진 으로 정교화 되며,인지구조가 풍부해

진다.이 때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들을 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지닌다.참여로서의 학습 은 학습 과정을 특정 공동체

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으로 여기고 학습 활동을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맥락과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이 에서는 학습을 통

해 지식이나 개념을 획득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참여자가 되고,공동체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둔다.학생은 주변 참여자(peripheralparticipant)

나 도제(apprentice)로서 인식되고,교사는 정보 제공자나 진자이기 보

다는 숙련된 참여자,실행이나 담화의 수호자로 여겨진다(Sfard,1998).

참여로서의 학습이라는 은유 표 은 상황 인지(situatedcognition)

로 알려진 학습 에서 기인한다.Lave와 Wenger(1991)는 학습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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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situated)된다고 하면서 사람,활동,세계가 상호작용하여 지식이

구성됨을 강조하 다.이들은 합법 인 주변 참여(legitimateperipheral

participation)를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는 개념을 도입하 다.합법 참여

는 학습자가 공동체에 소속감을 지니게 되면서 이루어지고,학습자는 참

여를 통해 공동체의 문화에 흡수된다.즉,학습은 주변 참여자

(peripheralparticipant)에서 완 한 참여자(fullparticipant)로 학습자의

정체성이 진 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며,학습 자체가 공동체의 구성원

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서 주변 참여란 공동체에서의 참여

의 성격이 깊숙하지 않고 약간의 포 인 참여를 의미한다.주변 참

여자는 공동체의 가치,규범,흥미 등에 낯설어하고 불편해하며 공동체

내에서 의사결정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지닌

다.반면,완 한 참여자는 공동체에 익숙하며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합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한다(Lave& Wenger,1991).이것은 완성된 참여(complete

participation)와는 구분되는데,완성된 참여라는 말에는 보자가 공동체

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해야 하는 제한되고 한정된 지식이나 집단 실행

이 있음을 제로 한다.그러나 완 한 참여는 공동체 소속감의 다양한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계를 인정한다는 에서 완성된 참여와

는 차이를 보인다(Lave& Wenger,1991).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것이 학습이라는 을 지니고 학생들이 논

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과학 공동체의 문화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을 둔다.학습의 목표는 학생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학습하는 것

(learning from talk)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learning to

talk)이 되어야 한다(Lave& Wenger,1991).과학 수업에서는 과학 언어

로 의사소통하고 과학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것을 학

습해야 한다(Lemke,1990).이러한 에서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참여

하는 것은 과학의 인식 실행에 참여함으로써 과학의 언어를 학습하고

과학 말하기를 수행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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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학 교실에서의 논변활동 실제

1.2.1논변활동 논의 경험 부족

과학교육 연구에서 논변활동이 과학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이 강조되어 왔지만,학교 수업을 찰한 연구들(최경희 등,2004;

Driveretal.,2000;Newtonetal.,1999)은 수업에 논변활동과 같은 토

론,토의 활동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 한다.Newton등

(1999)은 국의 등학교 과학 수업을 찰하여 학교 과학 수업이 학생

들에게 논변활동의 기회를 거의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험활동에서 이

루어진 학생들 화의 부분이 실험 과정에 한 것으로 실험에 한

반성 토론과 논변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Driver

등(2000)은 일반 인 과학 수업에서 토론,논쟁이나 논변활동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런던 지역의 등학교 7학년～11학년

의 과학수업을 찰하 다.그 결과 34개의 수업 에서 2개의 수업에서

만 소집단 토론 과제가 주어졌으며 토론은 10분 내외로 끝났다.그리고

교실에서의 지배 인 형태의 상호작용은 교사의 발화 다는 을 들며

과학 수업에서 실험이나 사회 이슈에 해 학생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지 하 다. 학교 과학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언어 상호작용을 분석한 최경희 등(2004)은 교사의 질

문이 학생의 사고를 유발하기 보다는 단순 확인이나 기억 질문이 많았

고,학생의 생각을 바탕으로 사고를 진 시키기 보다는 사고를 단 시키

는 경우가 많았음을 발견하 다.이와 같이 논변활동,토의에 한 경험

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논변활동이 주어질 경우,학생들은 논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실행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 있다.

Bennett등(2010)은 고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소집단 토의를 사용하고 그

효과를 연구한 94개의 논문들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은 논리 정연한 주장을 구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소집단 토론에 참여하는 수 이 낮았다.Berlan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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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ser(2009)는 학생들이 논변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거의 참

여하지 않음을 찰했다.이들은 그 이유를 학생들이 설득의 목표에 주

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고, 통 인 교실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해 증거를 사용할 필요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1.2.2논변활동 실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학생들의 논변 수 을 분석한 연구들은 한 논변을 구성하는 학생

들의 능력이 다소 제한되어 있음을 보고하 고(Jiménez-Aleixandreet

al.,2000;Sampson& Clark,2008;Sandoval& Millwood,2005)학생들

의 능력 부족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논변활동을 활용하는데 잠재 인 장

애물로 인식되었다.Sampson과 Blanchard(2012)는 논변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한 등학교 교사들의 견해를 조사하 다.특히 사회・

경제 지 가 낮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한 논변을 구성하거나 안 설명을

평가하는 것이 무 어렵다는 을 많이 언 하 다.Sandoval과

Millwood(2005)는 고등학교 생물수업에서 학생들의 설명 구성을 분석하

다.학생들이 증거(evidence)와 주장(claim)을 연결 짓는 것의 요성

은 알았지만 특정 주장을 지지할 때 단편 인 자료(data)에 의존하며,자

료에 한 해석이 부 하고 자료들을 비교할 때에도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자료를 고려하지 않음을 지 하 다.그 외에도 학생들이 분명하

고 충분한 보장(warrant)없이 주장하거나(Erduranetal.,2004;Kelly,

Chen,& Crawford,1998;Sandoval,2003)자료와 주장을 분명하게 연결

하지 못한다(Kelly& Takao,2002)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교사들의 논변 능력과 수업 기술의 부족도 교실에서 논변활동을 실행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Russell(1983)은 교사의 논

변이 주로 통 권 에 의존하고 증거나 이유를 간과하고 있음을 발견

하 다.Sampson과 Blanchard(2012)는 일부 교사들이 논변에 자료(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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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추론(reasoning)을 포함시켰지만,연구에 참여한 부분의 교사들이

자신의 설명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설명을 단순히 확

장시킨 논변을 구성함을 찰하 다.이들은 부분의 교사들이 자료를

활용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닌 내용 지식이나 이 경험에 의존하여 설명

의 타당성이나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 하 다.

그리고 교사들이 과학 설명이 다양한 범 의 기 을 사용하여 평가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 다.학생들의 논변을 뒷받침하

는 교사의 교육학 략의 부족은 학교 과학에서 논변을 용하는 것에

한 요한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고(Driveretal.,2000;Zeidler,1997)

과학 논변활동의 본성에 한 교사들의 이해가 증진되어야 함이 강조되

었다.

학생들이 논변을 구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논변 수 이 낮다는 연구

들과는 모순되는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Mason(1996)은 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반성하고,아이디어를 비교하고 평가하도

록 고무된 수업 환경에서 자신의 지식 주장에 책임감을 지니고 주장을

이유와 보장으로 강화하고 반증도 보 음을 밝혔다.Zohar와 Nemet(2002)

은 과학에서 좋은 논변으로 인정받기 해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한 특별한 교육 없이도 부분의 학생들(90%)이 하나의 정당화를 지

닌 주장으로 구성된 논변을 만들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Garcia-Mila,

Gilabert,Erduran그리고 Felton(2013)은 학생들이 설득과 합의 에 어

떤 목표를 가지고 토의하는지에 따라 논변 담화의 질이 달랐음을 밝혔

다.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논변을 구성할 수 있고 논변활동

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맥락에 따라 학생들이 나타내는

실행의 차이를 해석할 다른 이 도입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생들이 지식과 앎에 해 지니고 있는 인식론 신념은 논변활동에

한 학생들의 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를 들어,과

학 지식이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학생들은 논변활동에 가치를

두지 않고,논변 구성을 기피한다(Nussbaum & Bendixen,2003).반면,

과학 지식이 역동 이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인식 신념을 지닌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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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복잡하고 통합 인 논변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Bell&

Linn,2000).Nussbaum 등(2008)은 학생들을 상으로 학생들의 인식

론 신념이 과학 논변활동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인식론 으로

다원주의자(multiplists)의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은 논리 모순이나 오개

념에 덜 비 이었으며,평가주의자(evaluativists)학생들이 더욱 비

으로 상호작용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학

생들이 지닌 인식론 신념이 그들이 과학 논변을 구성하는 데 겪는 성

공이나 실패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논변활동의 목표에 한 학생들의 이해는 그들이 논변활동에 참

여하는 방식에 향을 수 있다.Berland와 Reiser(2009)는 과학 설

명을 구성하고 논변 담화에 참여하는 과학 수행의 목표를 세 가지(이해

하기,명료화하기,설득하기)로 제시하 다.‘이해하기’목표는 특정 상

을 이해하기 해 증거와 과학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고,‘명료화하기’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한 이해를 명료화하는 것,마지막으로 ‘설득하

기’는 상에 한 가장 견고한 설명을 구성하기 해 경쟁하는 아이디

어들을 고려하고 조정하는 사회 과정이다.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설득

하기의 목표에 주의를 기울일 때,설득 진술과 함께 증거(evidence)와

추론(inference)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 다.주장,증거,추론을 구분하

는 것은 과학 설명에 한 평가를 내리는데 요하다.그러나 학생들은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했는데,연구자들은 학생들의 능력이 부족

하기 보다는 설득의 목표에 상 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다른

사람을 설득할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와 추론을 구별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다고 하 다.

최근에는 활동에 한 이해인 이 (framing)방식이 개인의 인지

방식과 목표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이 두되고 있다.특히,지

식과 학습에 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한 기 를 나타내는

인식론 이 (epistemologicalframing)(Redish,2004)은 소집단 논변

활동 양상에 향을 미친다.이은주,윤선미와 김희백(2015)은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변칙 사례에 마주했을 때의 반응에 따라 학생들이 지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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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론 이 을 ‘상 이해’와 ‘교실 게임’으로 구분하 고 소집단 구성

원들 사이의 이 상호작용이 소집단 논변활동 수 에 미치는 향을

탐구하 다.그 결과,구성원들이 활동을 변칙 사례의 원인을 찾고 이를 설

명하려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상 이해 이 을 지닌 경우에 변칙 사례

의 원인에 한 폭넓은 고려와 가시 ,인과 정당화를 통해 비 인 논

변활동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찰하 다. 한 소집단 논변활동 과정에서

집단의 리더에 의해 구성원들의 이 이 환되는 것을 발견하고,생산

인 논변활동에서 요구되는 인식론 이 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심수연(2015)은 학생들의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인식론 이 이 환되는 맥락을 탐색하 고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생산 인 것에서 비생산 인 것으로, 는 그 반 로도 환될 수

있음을 밝혔다.학업 성취 수 이 높은 학생이 극 인 인지 조력자가

되거나 성취 수 이 높은 학생이 쉽게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고민할

때,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인식 권 의 차이가 어들면서 생산 인

이 이 나타났다.반면,인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학생이 인식

으로 방해하거나 학생들이 학 토론을 경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비생

산 인 이 이 나타났다.이런 결과는 학생들의 이 이 고정된 것

이 아닌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환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Hammer,

Elby,Scherr,& Redish,2005;Louca,Elby, Hammer,& Kagey,2004;

Rosenberg,Hammer,& Phelan,2006)과 일치한다.

지 까지 과학 교실에서 논변활동을 도입하는데 마주하는 어려움을 크

게 학생들의 논변 능력 부족과 교사들의 교수 략 부족,논변활동 목표에

한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해와 인식론 이 에서 논의하

다.이 외에도 논변활동을 한 교수・학습 략들의 부재가 하나의 원인

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그러나 학습이 실행 공동체 는 공동체 생활로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Lave& Wenger,1991;Wenger,1998)에서 봤을 때,과학교실에서 생

산 인 논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서는 교실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

는 규범들을 악함으로써 근본 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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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교실의 문화와 규범에 을 두고 연구를 해야 할 필

요성(Beckeretal.,2013;Driveretal.,2000;Lundqvistetal.,2009;Ryu

& Sandoval,2012)이 강조되고 있다.몇몇 연구자들은 논변에 한 명시

인 교수를 통해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지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교실

문화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Kuhn & Reiser,2007;Zohar &

Nemet,2002).Magnusson,Palincsar그리고 Templin(2004)은 과학 수업

이 학생들에게 실제 과학 공동체의 활동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해

서는 과학 수업에 한 에 근본 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 연구자들은 과학 교실이 과학 문화의 요한 요소인 과학 지식 생산

을 안내하는 요한 가치,신념,규 , 습을 반 하는 학습 환경이 되어

야 함을 강조하 다.교실의 규범과 문화에 가치를 둔 연구들과 같은 맥락

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조력하기 한 근본 인 지원책

으로 소집단 내의 규범 형성 규범 변화에 을 두어 연구하 다.

1.3소집단 논변활동 지원 방안

사회 구성주의 에서는 학습자의 개인 인 인지 활동보다는 동

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에 을 둔다(Driver,

1995;Vygotsky,1980).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에 기반하

여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하고 소집단에서 논변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으로써 사회 상호작용을 통한 력 인 논변 구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다.소집단 토론은 체 토론에 비해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된 소집단에서 토론이 일어나므로 학생들이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 할 수 있다(강경희,이강진,& 이선경,2004).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닌 개념과 동료가 지닌 개념을 인식하고 한 근거를 제시하

여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정수,강경희,& 이선경,2005).

한 논변활동의 상이 교사가 아닌 동료 학생이므로 화 당사자들의

지 가 동등하고,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면서 논변활

동이 더욱 진될 수 있다(Kuhn,Shaw,& Felton,1997).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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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개별 으로 형성한 논변을 소집단에서 발표하고 그 에서 가

장 그럴듯한 의견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다.이는 학생들이 의견을 공

유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가 제시한 논변의 차이에 집 하고 논변활동을

진할 수 있도록(Fischer,Bruhn,Grӓsel,& Mandl,2002)의도 한 것이

었다.

정주혜와 김희백(2010)은 소집단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진하기 해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한 과학자들의 견해를 이해하고(개

념 측면),주장을 뒷받침해주기 한 요소로서 증거가 왜 요한지 이

해하고(인식 측면),공동체에서 증거가 어떻게 모아지고 해석되는지(사

회 측면)를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의

차이를 비 으로 사고하는 능력(인지 측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 다(p.169).이 네 가지 측면들이 논변활동에 미치는 향은 여러 연

구들에서 논의되어왔다.

첫째,학생들의 과학 개념에 한 선지식은 그들이 구성하는 논변의

질과 복잡성에 향을 다(Bell& Linn,2000;Kuhn,1991;Means&

Voss,1996;Sadler& Zeidler,2004;Von Aufschnaiteretal.,2008;

Yerrick,2000).VonAufschnaiter등(2008)은 학생들의 지식 사용과 논

변 발달의 계를 연구한 결과,내용에 한 선지식을 지닌 학생들 사이

에서 논변 담화가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

다.학생들은 논변 주제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일 때 논변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학생들이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지녔을 때 논변활동을

통한 개념의 통합과 개선이 가능하다.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논변활동

을 수행하기 해서 활동에 포함된 개념에 한 기본 인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함을 나타내며,본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논변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 개념과 원리가 포함된 도움카드를 제공한

것에 이론 인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학생들의 과학에 한 인식 이해는 논변활동 본성에 향을

미치며(Nussbaum etal.,2008),논변의 오류를 찾아내는 능력과도 련

되어 있다(Weinstocketal.,2004).Nussbaum 등(2008)은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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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학생들의 인식론 신념과 타당한 과학 논변에 한 기 을 드

러내는 것이 온라인 학습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그 결과,타당한

과학 논변에 한 기 에 노출된 학생들이 논변을 구성하는데 더 많은

기 들을 이용하 고,더 많은 사고 실험을 수행하 으며,논변을 구성함

에 있어 더 많은 안들을 고려하 다.이는 학생들의 논변 구성 과정에

서 인식 이해를 스캐폴딩할 수 있는 략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Jiménez-Aleixandre(2008)은 논변활동을 진하는 6가지 설계 원칙을 제

시하 는데,그 에서도 학생들의 인식론 이해의 발달을 스캐폴드하

는 교사의 역할 인식론 활동을 진하는 자원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구성이 요함을 강조하 다.이들 연구들은 학생들의 논변

활동을 지원하기 해 과학에 한 인식 이해에 특이 인 규범이 형성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학에 한 인

식 이해를 지원하기 해 본격 인 논변활동 수행 에 학생들에게 일

상생활과 련된 논변을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하고,교사의 논변 구성

시범을 통해 학생들이 논변을 구성하는 요소와 논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 소집단 논변활동 에는 학생들에게 실험결과,과학

지식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근거를 포함하여 개인의 논변을

구성하도록 강조하 다.그 후 소집단에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의 논변을 평가하여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증거 기

반의 추론 과정으로서의 과학에 한 인식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

다.

셋째,논변활동에서 서로의 증거를 고려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 해서는 소집단의 사회 분 기가 요하며

화의 과정을 강조하고 서로 존 하는 학습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Oliveira와 Sadler(2008)는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 계에 있을 때에

는 소집단의 문제 해결 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방어하는데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이게 되어 소집단 활동이 정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

다.Richmond와 Striley(1996)는 소집단에서 포용 인 리더가 존재할 때

리더가 집단 토의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진하고,집단 토의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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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포용 인 리더십과 련된 기술을 획득하고

동등한 참여 분 기를 진할 때 소집단 토의에서 생산 인 학습이 일어

날 수 있다고 주장하 다.Levinson(2006)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

의 화의 덕목으로 인내, 용,차이 을 인정하기,주의를 기울여 듣기,

개방성,솔직한 표 ,표 의 자유,평등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화의

덕목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참여자의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

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하 다. 한 이러한 화의 덕목이 실 되기

해서는 권 인 학습 환경이 아니라, 화 과정을 강조하는 학습 환경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교실 환경에 한 연구에서,Jiménez-Aleixandre등(2000)은 학생들

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방어하도록 격려하는 교사의 노력은 생

기 넘치는 교실 분 기를 형성하고 력 인 문제 해결과 논변활동을 이

끈다는 것을 찰했다.소집단의 력 인 분 기는 한 순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한 지원을 통해 지속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에서

규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소집단

으로 구성하고 소집단 논의와 교실 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

학자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 다.

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집단에서 지켜

야 할 규칙들을 만들고 이를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하여 서로 존 하는

문화를 형성하려고 하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의 차이를 비

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논변활동 수행에서 기본 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다.Driver등(2000)은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통해 과학에 한 인식론

이해를 하기 해서는 교사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지 하거나 학생들

이 각자의 증거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 다. 한 학

생들이 소집단에서 자신의 입장을 탐구하는 기회를 가진 후 다른 입장들

을 비교, 조하여 가장 좋은 해석을 제공하는 하나의 입장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학생들이 서로의 주장을 평가하기 해서는 이견이

존재해야 한다.이선경(2006)은 소집단 토론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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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논증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상호작용 논증이 발 으로

개되기 해서는 이견과 이유가 수반된 논증이 필수 임을 강조 하

다.도제 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의 역할에 한 인식을 탐색한 Grindstaff

와 Richmond(2008)도 동료들 사이에서 사회인지 지원(socio-cognitive

support)이 잘 일어나기 해서는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 과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주제를 포함하지만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는 것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고,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과제 상황을 마련하 다.그리고 그럴듯한 시 의견을 포함하여 학생들

이 그에 동의하는지,동의하지 않는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논변을 구성하

도록 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반 입장을 취하게 되고

소집단 논의 과정에서 반성 이고 비 인 사고를 통해 논쟁 설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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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학 교실 규범

2.1규범의 정의 특성

규범은 사회학,정치학,법학,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

가 이루어져왔다.사회학에서는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단

에서 개개인에게 기 하는 행 의 기 치라는 측면으로 규범을 해석하

고,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성장 과정을 통해 부모의 도덕 권 에 동조

해 나가는 결과 는 사회화 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기 를 부응해 나간 결과로 보기도 한다(조창희,1985).이와 같이 규범

에 한 은 학문 역에서도 다양하며 가장 연구가 활발한 사회학에

서조차 규범이 무엇인지,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지에 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Horne,2001a).

사회학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범을 살펴보면,Cialdini와 Trost

(1998)는 사회규범(socialnorms)을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이해된 규칙

과 기 들로서 법 인 강제 없이 사회 행동을 안내하거나 제약하는 것

(p.152)으로 정의하고 있다.조창희(1985)는 규범의 정의에 한 학자들

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으로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

원들에게 행 의 유형을 제시해주는 규칙으로 규범을 악할 수 있다

(p.75)고 하 다.Horne(2001a)은 규칙이 규범이 되기 해서는 집단 멤버

들에 의해 수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규범을 어느 정도 합의가 된,사회

제재를 통해 강화되는 규칙으로 정의하 다.Macionis(1989:홍 기,

2001에서 재인용)는 사회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인도하는 공유

된 규칙과 기 감을 의미한다고 하 다.심리학에서도 역시 유사한 정의

를 내리고 있는데,사회 규범은 일반 으로 법률 인 강제나 정부의 공

식 인 선포에 기 지 않는 사회 규칙(Posner& Rasmusen,1999)으

로 보고 있다.

에 제시된 학자들이 정의한 규범에서 공통 인 특징들을 정리해보

면,구성원들의 합의나 이해가 선행된다는 ,법 인 구속력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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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 제재가 따른다는 것,그리고 규범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동 방

향을 제시한다는 이다.

규범의 성격에 한 사회학,심리학 연구들을 살펴보면,규범은 제재

(sanction)에 의해 주로 강화된다(Coleman,1990).옳은 행동에 상을 부

여하고 옳지 않은 행동에 벌을 부여하는 사회 강화가 규범의 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Horne,2001a).즉,규범은 법에 의해 강제되지 않

지만,규범을 반함에 따라 피해를 당한 사람과의 계가 단 되거나

행동에 한 주 사람들의 불승인,비난 등에 의해 강제된다(Posner&

Rasmusen,1999).김지 과 김기범(2005)은 한국 여성에게 용되는 사

회문화 규범의 형성과 심리 기능에 한 연구를 통해 타인에게 정

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가 불평등한 사회 규범을 수하도

록 하고,사회화 과정에서 규범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규범을 어기는

경우에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서 규범의 사회 강화 본

성을 이야기 하 다.조창희(1985)도 규범이 집단 으로 수용되면서 사

회 인 압력이 생겨나고,이러한 압력이 인간들이 행 에 한 결정을

하는데 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 다.즉,규범이 지니고 있

는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고,형태도 다양할 것이지만 공통 인 요소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당 성(oughtness)을 띠고 있다(Hechter&

Opp,2001)는 것이다.

교육학에서도 교실에 형성된 규범을 확인하고 교과 특이 인 규범 형

성을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Graham(2003)은 컴퓨터 매개의

워크를 한 규범 발달 모델 연구에서 행동에 향을 미치는 규범의 지

시 (prescriptive)본성을 강조하고,명시 이면서 암묵 인 규범 모두를

포함하여 규범을 정의하 다.규범은 ‘특정 맥락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행

동을 유도하고,제약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 들’로 소집단 활

동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도구로 규범을 사용하 다.학교 문화의 형성

을 연구한 홍 기(2001)는 규범에 한 Macionis(1989)의 정의(사회 집

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인도하는 공유된 규칙과 기 감)를 수용하

여 규범이 집단 내에서 발생되고 행동 규칙에 향을 주며,집단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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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구성원들이 규범의 향으로 인해 특별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느끼

고 행동하는 경향을 띤다고 하 다.

교과 특이 규범에 한 논의는 Yackel과 Cobb(1996)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수학 교실에서 학생들의 수학 신념과 가치 발달

과 자율성을 설명하기 해 사회 규범(socialnorms)과 사회-수학

규범(sociomathematicalnorms)의 개념을 도입하 다.사회 규범은 어

떠한 과목 역에든 용되며 교실 활동의 일반 인 양상에 련된 규범

으로,사회-수학 규범은 수학에 특히 련된 것이며 어떤 것이 수학

으로 다른,정교한,효율 이며 명쾌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에 한 규범

이해로 정의하 다(p.461).

과학교육에서는 Lundqvist등(2009)이 ‘실행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

할지에 한 규칙’으로 규범을 정의하 고,Kuhn등(2013)은 ‘공유된 기

들과 가치들을 이루는 차원들’을 규범으로 명명하 다.Kuhn등(2013)

은 규범을 규범의 인식 측면과 행동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는데,인식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신념들과 가치들을 포함하여 자

신과 동료집단,넓게는 일반 사람들에게 기 되는 행동이 무엇으로 이루

어지는지를 다루고,행동 측면은 개개인이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그러

한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국내 과학교육 연구에서는 김찬종과 이선경(2005)이 Yackel과 Cobb

(1996)의 사회 수학 규범에서 기원한 사회-과학 규범(socio-

scientificnorms)의 개념을 정의하 다.사회-과학 규범은 일반 인

사회 규범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 교실 상황에서 특별히 과학 인 지

식과 이해에 련된 규범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실수업에서 과학 으로

독특하고,정교하며,유효하고,정 한 것에 한 규범 이해’를 의미(p.

361)하는 것으로 사용하 다.강은희 등(2012)은 학생들의 모형 구성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규범의 향으로 해석하 으며 소집단 력에 기여

하는 일반 규범과 과학 모형 구성을 진하는 주제 특이 규범으로

구분하 다.소집단 력을 진하는 일반 규범은 집단의 한 구성원으

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을 받아들이고,집단 활동에 자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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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며,다른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구성원들의 발화와 행동들에

가정된 신념으로 규정하 다.모형 구성을 진하는 주제 특이 규범은

다른 구성원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

며,자신의 의견에 해 증거나 찰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화하거나 상

방의 의견에 해 정당화를 요구하는 발화와 행동에 가정된 신념이라

고 하 다(p.375).이들의 연구에서 규범은 학생들의 특정 행동과 발화

들에 신념이 반 된 것이라는 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장진

아와 송진웅(2015)은 집단 차원의 규범에 을 두고‘어떤 행 가 명

시 이든 암묵 이든 는 외 강제성이 있든 없든 구성원들이 의무감

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서 범 하게 규범을 정의하 다.

지 까지 논의된 연구들에서의 정의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구성

원들 사이에 공유되고,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당 성을 포함한 규범의

특징을 고려하여 소집단 규범을 ‘소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기 의 총체’로 정의하 다.그리고 구성원들

에게 내면화된 규범이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을 통해 실행 속에서 드러나는 규범을 분석하 다.

한 교실에서 형성된 규범을 두 가지로 구분하 는데 교실 활동의 양상

에 련된 일반 인 교실 규범으로 교실 사회 규범(classroom social

norms)을 과학 논변활동에 특이 인 논변활동 규범(argumentation

norms)의 개념을 도입하 다.교실 사회 규범은 ‘교실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과 행동에 한 기 ’이며 논변활동 규범은 ‘과학 논변활동의

목표 주장 정당화와 논변 평가 방법에 한 기 ’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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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규범의 형성

2.2.1사회 규범의 형성

사회학과 교육학에서 규범이 발생되고 형성되는 과정에 한 연구들

은 본 연구에서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을 조력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

는데 이론 배경을 제공한다.

규범은 일정한 형태의 정당성과 상벌 체계의 운용,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지켜진다(Baldridge,1980:조창희,1985에서 재인용).정

당성은 규범이 왜 지켜져야 하는 가를 설명해주는 근거이며 규범을 지킴

으로써 인간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가에 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다.상벌 체계의 운용은 사람들에게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

력을 제공한다.내면화 과정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 규칙 속에서 오

랫동안 살아옴으로써 자연스럽게 규범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일부가 되

도록 한다.본 연구에서 규칙 만들기는 소집단 학생들에게 법 구속력

은 없으나 집단 내에서 유도하는 행동을 지키도록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활동에 한 반성은 한 행동의 정당성

과 내면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규범 형성을 한 략으로 포함

하 다.

Horne(2001b)은 규범의 발생을 설명하는 두 가지 근을 제시한다.

첫째,행동-기반 근(behavior-basedapproach)은 존하는 행동의 양

상들이 규범 인 규칙의 발생을 이끈다는 근이다.개인은 그들을 기쁘

게 하고 고통을 피하게 하는 일들을 추구하는데,행동할 때 가장 좋은 과

정을 계산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특정

행동이 흔하게 됨에 따라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 행동을 기 하기 시작하

고,당 성(oughtness)이 행동에 따라붙게 된다.따라서 규범은 존하는

행동을 반 한다.둘째,외 -기반 근(externality-based approach)은

규칙들이 발생하여 강화되고 이것이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근이다.

개인은 해로운 외 행동들에 참여하지 않고,집단에 이익을 주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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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에서 그룹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들은 좌 된다. 의 두 근은 행동과 규범 에서 어

떤 것이 먼 이루어지고 다른 것에 향을 미치는 지에 차이가 있다.

행동들의 패턴화로 인해 규칙이 발생되는 경우와 규칙이 외부에서 제시

된 후에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우로 볼 수 있다.Jasso(2001)는 규칙

형성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유형1은 자발 활동이 규칙으로

되는 경우이다.한 번의 자유롭고 자발 인 활동이 의무가 되고,제재가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를 들면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 형성됨에

따라 그 둘 사이에는 비형식 이고 명시 이지 않은 기 들이 발견된다

는 것이다.유형2는 목표를 성취하기 해 규칙이 의도 으로 고안된 경

우이다.여기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하며,개인 목표이든 사회

목표이든 계가 없다.Horne(2001b)과 Jasso(2001)가 제시한 규범 발생

의 유형들은 본 연구에서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정

에서 보이는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 인 배경을 제공한다.

규범의 발달은 집단 내에서 규범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과정을 통해

더욱 조작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Graham,2003).Graham(2003)은 집

단 역동성에서 규범 형성 과정의 요성을 강조하고 컴퓨터 매개 학습

에서의 규범 발달 과정을 조사하 다.그 결과 규범은 불분명한 경계

를 지닌 일반 인 상태에서 보다 경계가 분명한 조작 인 상태로 발달했

고,그는 연구 결과를 토 로 규범의 발달 과정 모델을 제시하 다(그림

Ⅱ-1).규범의 발달은 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기 사건은 규범의

필요성을 제공하는 사건 는 일련의 사건들로 과거 경험,개인 인 필

요, 의 충돌,트라우마 인 사건,새로운 을 한 형식 규범형성 활

동으로 구성된다. 기 사건 후에는 규범이 제안된다.이 단계에서는 규

범이 명시 이거나 암묵 으로 집단에 제안된다.규범이 제안된 후에 집

단에서 논의를 통해 규범의 경계가 명백하게 되고 상된다.제안된 규

범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면,구성원들은 구두로 규범을 승인하거나

규범을 수함으로써 규범을 수용하 음을 보여 다.규범이 수용된 후에

는 규범의 수 는 반을 통해 규범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고,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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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규범 발달의 순환 모델(Graham,2003)

반하는 행동은 규범을 약화시킨다.규범을 실행함에 따라 구성원 각각

이 인식한 규범의 경계,범 가 명백해지게 된다.이 때 경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경계의 차이를 인식한 경우, 다른

과정의 순환을 통해 차이가 해결되고,규범의 경계를 정제하고 규범을 재

설립하게 된다.이러한 순환 과정의 반복을 통해 경계가 불분명했던 일

반 인 규범이 좀 더 경계가 분명해지고 개인 간의 규범의 범 가 첩

되면서 조작 인 규범으로 발달하게 된다(그림 Ⅱ-2).이는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규칙을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규범의

차이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론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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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규범 발달 과정을 통한 개인 규범 경계의 변화

(Graham,2003)

2.2.2과학 교실에서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학교육 연구들은 통 인 교실에 존재하는 규범이 학생들의 과학

논변활동으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다(Berland&

Reiser,2011;Driveretal.,2000;Jiménez-Aleixandreetal.2000).그리

고 학생들이 과학 공동체가 지식을 구성하기 해 어떻게 논변을 이용하

며,과학에서 좋은 논변이 되기 해 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

다고 강조하 다(Driveretal.,2000;Newton etal.,1999;Sandoval,

2003;Sandoval& Millwood,2008).

과학교육에서 규범 형성 과정을 밝힌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

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을 조력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Berland와 McNeill(2010)은 논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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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학습 발달 과정(learningprogression)을 개발하고 교실에 용

함으로써 학생들이 구성한 논변의 복잡성을 탐구하 다.연구자들은 논

변활동을 한 규범을 형성하기 해서 교수 맥락을 단순하게 제시할 것

과 학생들의 내용 이해도가 향상되는 경우 복잡성을 서서히 증가시킬 것

을 제언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증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제시할 때 학생들이 유용성을 경험하고,증거를 사용하는 규범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 다.

Becker등(2013)은 학 물리화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사

회-화학 규범을 탐색하 다.그 결과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하면서

규범이 진화하 고,학생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교실 규범들을 재 상하

다. 한 교수자가 학생들의 증거 사용을 타당화하고,주장과 데이터의

련성을 명확히 하도록 돕고,증거를 한 형태로 재형성하도록 도운

것이 규범 형성에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Ryu와 Sandoval(2012)

은 8～10세 학생들을 상으로 과학 수업에서 10개월에 걸쳐 장기간 논

변 수업을 하 다.연구자들은 논변활동에 을 둔 지속 인 교수활동

을 통해 좋은 논변을 한 많은 규범들이 발달함을 찰하 다.교사가

학기 부터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학생

들이 서로를 향한 진정한 담화 입장을 지니도록 하 다. 한 상 방을

설득하라는 수업 목표는 학생들에게 비 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 기 에 한 개선을 상하도록 이끌었다.

Kuhn등(2013)은 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3년에 걸친 종단 연구를

수행하 고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논변 실행에 참여하면서 담화 규범

이 발달하 음을 찰하 다.이들은 학생들의 담화에 한 메타 화

(metatalk)의 공유가 담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유된 규범들이 발달하

는 데에도 강력하게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 다.이들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논변활동 규범을 형성하도록 조력하기 해 학생

들에게 실행에 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략의 유용성에 한 이론

배경을 제공한다.

지 까지 과학교육 연구에서 규범 형성에 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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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형성되고 발 는 변화하는데 교사,과제,기간 등이 어떤 향을

주었는지에 이 맞춰져 있으며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 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논변활동 맥락에

서 소집단 규범이 형성되는데 향을 주는 요인들의 분석과 함께 규범

형성의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목 이 있다.

2.2.3규범 형성 과정 분석을 한 본 연구의

본 연구는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곧 학습이라는 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규범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분석하는데 목 을 둔다.따라서 사회 참여과정을 하나의 학습과 앎의

과정으로 개념화 한 Wenger(1998)의 을 도입하고 규범의 형성 과정

을 해석하 다.

Wenger(1998)는 학습을 참여 과정으로 보고 실행공동체(Communitiesof

Practice)에서의 참여를 강조하 다.참여(participation)는 사회 공동체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사회 경험과 활동이며 일

반 인 의미의 참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객체화(Reification)는 객체를 만

들어냄으로써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추상 인 개념이 구체

인 형태로 드러난 결과와 그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실천 공동체에서

는 자신들이 여하는 실천을 일정한 형태로 객체화시키는 추상물,도구,

상징,이야기,용어,개념을 만들어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

다.객체화 과정에서 개념이나 용어를 동원하여 생각을 표 하고 참여를

통해 객체화를 원래의 의도에 맞게 정정하고 조율하는 참여와 객체화의

상보 과정에서 의미의 상이 나오게 된다.즉,의미는 상 행 의 산

물이고 삶의 역동 인 계 내에서 존재한다.

Wenger(1998)의 을 도입한 교육학 연구들(Barton & Hamilton,

2005;DeFreitas,Oliver,Mee,& Mayes,2008;Llinares,2002)은 교육

상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향을 설명하는데 참여와 객

체화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Bart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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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2005)은 실행공동체(communitiesofpractice)와 소양(literacy)에

한 연구가 같은 근간을 지니고 있음에 기반하여 두 연구들을 연결 짓고

객체화 이 실행공동체와 소양 연구,보다 넓은 사회학 이론들에 걸

쳐 분석 연결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함을 주장하 다.

Llinares(2002)는 수학 비 교사들의 신념과 지식이 그들이 교수법을 학

습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상황학습 에서 분석하 다.연구자

는 교사가 되기 해 학습한다는 것은 교사의 역할,학교 수학의 본성,

교수․학습 과정 등에 한 의미의 객체화와 참여 과정을 통해 서술될

수 있다고 하 다.DeFreitas등(2008)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육학

모델을 연구한 결과,교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도구들을 자신에게 의미

있고, 련성 있고 유용하도록 재 모델화함을 찰하 다.이는 객체화된

산물이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에는 사용자가 다시 그에게 의미 있게 만드

는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 다.

본 연구는 소집단 규범 형성을 조력하기 한 략으로서 소집단의

규칙 만들기와 논변활동 반성하기를 포함하 고,이들이 어떻게 규범 형

성을 이끌게 되는지를 밝히는데 목 이 있다.Wenger(1998)의 참여와

객체화 은 규범 형성을 분석하는데 하나의 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본 연구는 규범 형성 과정에서 객체화와 의미 상의 보다 구체

인 과정을 밝히는데 목 을 둔다.즉,과학 논변활동이라는 인식 실행

을 해 필요한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규칙 만들기와 반성하기가 어떻게 두 규범의 객체화와 의미 형성을 이끌

었고 규범의 형성으로 연결되는지 상세한 분석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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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과학교육에서 논변활동 규범과 련된 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논변활동 규범은 과학에 한 인식 인 규범으로서

과학교육에서 논의되어 왔던 과학의 본성(natureofscience),인식론 신

념(epistemologicalbelief) 인식론 이 (epistemologicalframing)

과 한 련이 있다.따라서 이 에서는 이러한 개념들과 구분되는 논

변활동 규범의 특성을 제시하겠다.

2.3.1과학의 본성(NatureofScience)

과학자,과학철학자,과학역사학자,과학교육자들 사이에 과학의 본성의

구체 인 정의에 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반 으로 과학의 본

성(NatureofScience:NOS)은 과학의 인식론,앎의 방식으로서의 과학,

는 과학 지식이나 과학 지식 발달에 내재하는 가치와 신념들을 일컫는

다(Abd-El-Khalick& Lederman,2000;Lederman,1992).Lederman(2004)

은 K-12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일상생활과 련된 일반 으로 수용

할만한 과학의 본성의 수 이 있다고 주장하면서,과학교육과정과 교수에

다음과 같은 7가지 측면이 포함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첫째, 찰과

추론은 차이가 있다.둘째,과학의 법칙과 이론 사이를 구별해야 한다.셋

째,과학 지식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수반한다.넷째,과학 지식은

주 이거나 이론-의존 이다.다섯째,과학은 과학을 수행하는 사회,

문화의 향을 받으므로 사회,문화가 함축되어 있다.여섯째,과학은 경

험 증거에 기반하며 증거와 결론 사이의 일치는 요하다.마지막으로

과학 지식은 이거나 확실한 것이 아닌,잠정 이고 변할 수 있다.

과학의 본성은 과학 활동에 기 가 되는 가치와 인식론 가정과 련되

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과학 논변활동에 특이 인 논

변활동 규범에 비해 과학의 인식론 측면에서 더욱 범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논변활동 규범은 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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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과학의 본성의 주요한 측면들 에서도 과학 지식이 경험 증거에

기반 되며 증거와 결론을 연결 짓는 것이 요하다는 과학의 본성에

을 둔다.

2.3.2인식론 신념(EpistemologicalBelief)

인식론 신념(EpistemologicalBelief)은 개인이 지식의 본질과 학습

에 해 지니는 암묵 인 신념 는 가정으로(Hofer& Pintrich,2004),

Hofer(2000)는 인식론 신념을 지식이 무엇인지와 련된‘지식의 본질’과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련된 ‘앎의 본질’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 다.마찬가지로 Nussbaum 등(2008)은 인식론 신념을‘지식과 앎

에 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인식론 신념이 논변활동에 한 학생들의

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고려하 다.Sandoval(2005)은

‘실천 인식론(practicalepistemology)’을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 자신의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데 용하는 인식론 아이디어라고 정의하 다.

여기서 실천 인식론은 문 인 는 형식 과학에 한 학생들의 표

된 신념들을 의미한다.Sandoval과 Millwood(2008)는 과학의 인식론은

과학 지식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지식의 근원과 진리 가치,과학 으

로 한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하 다.조정수(2001)는 교수・학습 활

동의 사회,문화 에서 수학 교실에서 사회 상호작용을 진시키

는 규범은 교사의 수학에 한 신념과 수학 교수・학습에 한 신념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았다.Yackel과 Cobb(1996)은 학생들이 사회-수학

규범들을 상하는데 참여하면서 수학 신념과 가치를 발달시켰을 것으

로 보았다.Cobb,Stephan,McClain,그리고 Gravemeijer(2011)는 수학

신념과 가치를 사회-수학 규범들의 심리학 연 성을 지닌 것으로 보

고(표 Ⅱ-1)특정 사회-수학 규범의 형성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신념과 가치(수학 성향이라고 여겨지는)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고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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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리학

교실 사회 규범

(Classroom socialnorms)

자신의 역할,타인의 역할,학교에서

수학 활동의 일반 인 본성에 한

신념

사회-수학 규범

(Sociomathematicalnorms)
수학 신념과 가치

교실 수학 수행

(Classroom mathematical

practices)

수학 해석과 추론

<표 Ⅱ-1> 집단 ,개인 수학 활동과 학습을 분석하기 한 해석

틀(Cobbetal.,2011)

의 연구들을 토 로 보았을 때 인식론 신념은 지식,학습,앎의

본질에 한 신념으로 개인 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공동체

를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에 신념이 일치할 수도 불일치할 수도 있다.규

범은 공동체에서 공유된 이해로서 지식,앎의 본질에 해 구성원들이

암묵 으로 는 명시 으로 상한 형태이며 신념과는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인식론 신념은 소집단의 규범에 향을 미칠 수 있

고,집단에서 형성된 규범은 개인의 신념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

서 한 련을 지니고 있다.

2.3.3인식론 이 (EpistemologicalFraming)

인식론 이 (EpistemologicalFraming)은 인식론 신념이 고

정되고 불변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변화하는

특성(Hutchison& Hammer,2010;Rosenbergetal.,2006)을 나타내기

해 제안된 개념으로 지식과 학습에 하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한 기 를 나타낸다(Redish,2004).Lising과 Elby(2005)는 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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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로 들며 수업 상황과 면담 상황에서 학생이 드러내는 인식론의

차이를 설명하 다.이 학생은 물리학 수업 에는 공식을 사용함으로

써 문제를 푸는 것에 집 했지만 면담 과정에서는 일상 경험에서 추론을

활용하면서 맥락에 따라 역동 인 이 을 보 다. 한 Rosenberg

등(2006)은 학생을 상으로 암석의 순환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인식

론을 찰하 다.교사는 학생들이 암석 순환에 한 모델을 구성할 것

을 기 하 으나 학생들은 활동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을 두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활동에 근하 다.이에 교사는“종이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가 아닌,

희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직 으로 제안하 다.이

러한 교사의 요구에 학생들은 경험 ,개념 으로 친숙한 지식과 상황들

을 끌어오면서 자신들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하 고,그

들이 제시한 설명의 의미에 집 하면서 인과 인 이야기를 형성하는 것

으로 활동의 이 변화되었다.이은주 등(2015)은 소집단에서 리더의

발화가 구성원들의 이 환에서 큰 역할을 하 음을 발견하 고,

심수연(2015)은 소집단에서 인지 권 를 지닌 학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학생들이 토론의 목 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인식론 이 이 환됨을 밝혔다.이와 같이 인식론 이

에 한 연구들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학습에 해 지니고 있

는 기 를 확인하고 있고,소집단 내 개개인들의 이 은 일치할 수

도 불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규범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따라야 할 바람직한 행동을 지

니며 집단 내에 공유된 개념이라는 에서 인식론 이 과는 차이

를 보인다.게다가 인식론 이 은 맥락에 따라 굉장히 역동 으로

환되지만 규범은 비교 안정되고 지속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학생들의 이 을 분석한 연구들(심수연,2015;이은주 등,

2015)을 보면 한 차시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학생들의 이

은 변화를 거듭하 다.그러나 소집단에 형성된 규범은 유지되려는 속성

을 지니고 있고(Kuhnetal.,2013)규범을 변화시키기 해서는 최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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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Kuhnetal.,2013;Ryu& Sandoval,2012;

Yun& Kim,2015)는 에서,규범은 인식론 이 에 비해 안정

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인식론 이 과 규범은 차이를 지니

고 있지만 서로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Elby와 Hammer(2010)는

학생들이 지닌 인식론 자원(EpistemologicalResources)들의 조각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으며 지역 으로 일 성 있게 활성화된다고 하

면서,인식론 자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인식론 이 으로 보

았다. 한 자원 활성화의 일 성 있는 양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

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주장하 다.이 듯 인식론 이

은 인식론 자유 의지에 의해 더욱 단단해지고,일 된 양상들이 사용

되고 재사용되면서 안정화되면 소집단의 규범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2.4과학 교실에 형성된 규범

이 에서는 과학 교실에 어떤 규범들이 형성되어있는지에 한 연구

들을 검토하고,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겠다.

국내에서는 김찬종과 이선경(2005)이 세 명의 임 과학 교사의 수업을

찰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담화에서 과학 지식의 정당화 권 의 치

를 분석하여 각 교실에서의 사회-과학 규범(socio-scientificnorms)을

확인하 다.과학 지식의 권 를 교사나 교과서,추론,교과서에 의존한

추론에 두는 등 교사마다 다른 경향을 보 고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해 갖는 기 에도 차이가 있었다.강은희 등(2012)은 소집단

모형 구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규범을 소집단 력을 진하는 일반 규

범과 과학 모형 구성을 진하는 주제 특이 규범으로 구분하 고,

소집단 규범이 모형 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이들은 력과

련된 규범으로 활발한 참여,격려,멤버십의 부재,참여를 기피, 력

해와 같은 규범을,모델 공동구성과 련된 규범으로는 모든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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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지 책임감을 동등하게 지닌 경우,정당화가 없거나 부분 으로

있는 규범 등을 확인하 다.장진아와 송진웅(2015)은 등학교 과학 수

업을 찰하고 탐구 활동에서 형성된 교실 규범을 세 가지로 분류하

다.학교 교실 생활의 지표가 되는 생활규범,수업의 참여 구조나 활

동 방식을 결정하는 범교과 학습규범,마지막으로 과학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과학탐구 학습규범(p.305)을 제시하고

하 규범을 추출하 다.이 에서 과학 탐구에 련된 과학탐구 학습규

범만 살펴보면,내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과학 으로 타당한 이유를 함

께 제안하는 것이 요하다는 규범,과학 실험에서는 옳은 실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규범이 학 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것을 찰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 맥락과 좀 더 계가 깊은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실에 형성된 규범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Jiménez-Aleixandre등(2000)은 고등학교 유 수업에서 논

변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교실 담화의 동향을 조사하 다.이들은 과학의

문화(scienceculture)와 학교 문화(schoolculture)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학생들이 과학수업을 ‘수업하기(doingthelesson)’로 인식하는

경우와 ‘과학하기(doing science)’로 인식하는 경우를 탐색하 다. 를

들어 수업의 주제가 유 이기 때문에 상에 한 여러 가설들 에 유

과 련된 가설이 답일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견은 다르지만

집단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은 ‘수업하기’ 을 보여 다.반

면,지식 주장을 평가하고,서로 토의하고,가설에 한 정당성을 제공하

는 담화는 학생들이 과학수업을 ‘과학하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Ryu와 Sandoval(2012)은 장기간에 걸쳐 등 교실 수업을 찰하

다.학생들은 설득하기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해서 규범을 만들기 시작

하 고 주장 뒷받침하기,증거 보이기,증거의 정당화 제시하기의 세 가

지 규범을 발달시켰다.‘주장 뒷받침하기’는 교사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다시 표 하거나 요약한 경우, 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해석하도록 요청

한 후에 학생들에 의해 자발 으로 사용되었다.학생들은 기에 증거의

의미를 각자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그러나 실험에 참여하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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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증거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게 되었고 ‘증거 보이기’라는

규범을 형성하 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증거들을 정당화하도록 격려

하 고,이로 인해 학생들이 자발 으로 정당화를 제시하면서 ‘증거의 정

당화 제시하기’라는 규범이 형성되었다.

Kuhn등(2013)은 학생들의 논변 담화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암묵 ,

명시 규범을 찾아냈다.학생들의 메타 화(metatalk)에서는 네 가지의

규범이 나타났는데 주제를 유지하기,증거를 제시하기,증거와 시를 구

분하고 개인 인 것과 일반 인 것을 구분하기,논변의 양쪽 측면을 모

두 고려하기이었다.교과 특이 규범으로는 Becker등(2013)이 학 물

리화학 강좌에서 학생들이 지닌 사회-화학 규범을 확인하 다.사회-

화학 규범(sociochemicalnorms)은 화학에서 무엇이 증거와 추론의

한 형태로 고려되는지에 련된 인식 기 으로,이 교실에는 입자

수 의 증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수용 가능하다는 규범

이 형성되어 있었다.

과학 교실에 형성된 규범에 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탐구 과

정에서,모델 형성에서,논변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닌 인식 이해와

련된 규범을 조사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과학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력 인 과학 논변활동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어떠한 규범들이 형성되어야 하는지,그리고 그러한 규범들이 어떻게 형

성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이 소집단 논변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소집단에 형성된 규범을 찾으려 하

으며,특히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에 을 두어 분석하

다. 한 두 규범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생산 과학 논

변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집단 규범을 형성하는 방안에 해 제언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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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례연구와 근거이론

3.1사례연구

사례연구(casestudy)는 의학,법학,인류학,심리학,사회학,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장의

역동 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사례연구는 질 연

구 근의 하나로서 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

인 사례 는 여러 체계들인 사례들에 해 탐색하고,다양하고 심층

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사례를 연구한다(Creswell,2013).사례연구는 연

구자가 상에 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심을 두고 있을 때 가장

한 설계가 될 수 있으며,사례에 한 상세한 이해를 하는 것이 목 일

때 합한 연구 방법이다(Merriam,1998).

Stake(2005)는 사례연구를 방법론 인 선택이 아니라 경계가 있는 체

계(boundedsystem)인 사례(thecase)에 해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

다.따라서 일반화 보다는 사례를 최 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설계하

는데 을 둔다.Stake(2005)는 사례 연구를 세 가지로 분류하 다.첫

째,본질 사례연구는 추상 이고 일반 인 상을 이해하거나 이론을

세우기 한 목 이 아닌,본질 인 심으로 인해 수행하는 경우이다.

둘째,도구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가 어떤 이슈에 해 통찰력을 제시

하고 일반화에 한 새로운 그림을 제시하기 해 수행되는 경우에 사

용한다.마지막으로,집단 사례연구는 도구 사례 연구를 여러 사례로

확 한 것으로,어떤 상이나 집단,일반 인 조건을 연구하기 해 여

러 사례를 결합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Yin(2009)은 사례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보고,사례연구의 범 와 기

술 속성의 에서 정의하 다.즉,사례연구는 재 실생활에서 벌어

지는 상에 해 조사하는 실증 연구이며, 상과 상황 사이의 경계

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사례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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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변수를 다룰 수 있으며,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렴하여 새

로운 결과를 도출한다. 한 자료 수집과 분석의 기반이 되는 이론 명

제를 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Yin(2009)은 사례연구

를 해 양 근과 질 근 모두를 지지하고 세 가지 사례연구들을

제시한다.첫째,탐색 사례연구는 연구 주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

우에 규모 조사를 하기 에 수행하는 간결한 사례연구로서 연구 질문

을 규명하도록 돕는다.둘째,기술 사례연구는 상을 기술하는 연구로

서 기본 으로 구체 으로 정의된 상에 해 상 으로 은 변수에

을 맞추고 체계 이고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마지막으로 설명 사

례연구는 상에 한 인과 계를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Yin(2009)

에 의하면 사례연구는 연구 문제가 특정 사회 상을 범 하고 깊이 있

게 기술해야 하는 경우에 효과 인 연구 방법으로 연구 문제가 실제

상을 설명하기 해 설정된 경우에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하다.

Merriam(1998)은 교육에서 질 사례연구를 한 일반 근을 옹호

한다.사례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본 연구자들에 동의하면서 본질 으

로 경계 지워진 것을 사례로 규정하 다. 한 사례 연구를 하나의 요소,

상 는 사회 단 에 한 집 이고 체 인 서술과 분석이라고 정의

한다.Merriam(1998)은 질 사례연구를 특정 (particularistic),서술

(descriptive),발견 (heuristic)으로 특징지었다.질 사례연구는 특정한 상

황 는 상에 을 둔다는 에서 특정 이다. 한 연구의 최종 결과물

이 상에 한 풍부하고 자세한 기술(thickdescription)이라는 에서 서술

이고,연구를 통해 독자가 상에 해 명백히 이해하게 된다는 에서

발견 이다.Merriam(1998)은 질 사례연구에서 사례를 깊게, 체 으로

이해하기 해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연구를 강조하면서 면담,

찰,문서 분석의 자료들을 수집할 것을 제안하 다. 한 자료에 한 삼

각검증(triangulation) 의미 있는 해석,풍부하고 도 있는 서술은 질

연구의 엄 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교실 내의 소집단에 형성 되어있는 규범을 깊이 있게 기술

하고 소집단에서의 규범의 형성 과정에 한 상세한 이해를 목 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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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Merriam(1998)의 근에 따라 소집단 규범이라는 특정 상

에 을 두고, 상에 한 풍부하고 자세한 기술을 통해 독자가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사례에 한 철 한 이해를 해서는 다양

한 출처의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조 달,2015;Creswell,2013;Yin,

2009).따라서 소집단 논변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들의 담화와 행

동을 녹음 녹화하고,수업에 한 찰일지와 개별 학생들의 면담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 등을 수집하 다.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들의

수집과 분석은 연구 결과의 내 타당도와 신뢰도를 함께 강화시킨다

(Merriam,1998).

3.2근거이론

근거이론 연구(groundedtheoryresearch)는 사회학,간호학,심리학

분야에서 리 활용되었으며 교육학에서는 어떠한 과정이나 행동을 설명

하는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도입되었다.Strauss와

Corbin(1998)은 이론을 체계 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발견되고

개되고 잠정 으로 검증된 것으로 기술하고,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개발하는 방법인 근거이론을 도입하 다.이 귀

납 연구 설계는 개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범주들을 이용하여 행동,

상호작용,과정에 한 이론을 창출한다(Creswell,2013).연구자는 주로

면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이론과 련된 아이디어

들과 지속 으로 비교하면서 자료와 이론 사이의 간극을 채우고 이론을

발달시킨다.

근거이론에는 두 가지 근 방법이 있는데,Strauss와 Corbin(1990)의

체계 차와 Charmaz(2006)의 구성주의 근이 있다.구성주의 근거이

론은 질 연구에 한 해석학 근을 취하며,연구 방법보다는 개인의

,가치,신념,이데올로기 등을 강조한다(Charmaz,2006).Strauss와

Corbin(1990)의 체계 차는 특정 주제에 한 과정,행동,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을 체계 으로 개발하고자 한다.연구자는 이론을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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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도록 돕는 연구 참여자를 의도 으로 선택하고,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

행한다.자료 수집은 참여자에 한 정보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이루어

지며 정보들을 비교하고 범주화시키는 지속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method)을 통해 자료들을 범주화한다.지속 비교 방법은

연구자가 자료로부터 잠재 범주를 구성하고 자료가 그 범주에 타당한

지를 독하는 과정에서 귀납 사고와 연역 사고의 교환이 이루어진

다(Hatch,2002).

근거이론에는 정형화된 하나의 분석 차는 없지만 Strauss와

Corbin(1990)의 체계 차는 자료 분석의 단계를 제시한다.개방코딩

(opencoding)에서 연구자는 자료들을 구분하여 범주를 형성한다.각 범

주 내에서 여러 속성이나 하 범주를 발견한다.축코딩(axialcoding)에

서 연구자는 코딩 패러다임이나 시각 모형을 제시하고 상에 한

심 범주인 심 상을 확인한다. 한 인과조건 탐색과 략의 구체화,

맥락과 재 조건의 확인 상의 결과를 묘사한다.선택코딩

(selectivecoding)에서는 심 상을 다시 다른 개념이나 범주들과 연결

해보면서 측되는 계를 진술하는 명제나 가설을 구체화한다.

본 연구는 교실 내 소집단에서 학생들이 과학 논변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있는 규범을 탐색하고,논변활동을 수행하기 해 요

구되는 규범들의 형성에 한 이론을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근거이론

은 단순한 기술 수 을 넘어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한 이론을 생성하는

데 목 이 있다.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해 활용

할 수 있는 이론이 없을 때 한 설계 형태이며 자료로부터 귀납 으

로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론을 개발하는 근거이론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소집단에

형성되어있는 규범을 탐색하고,규범의 형성 과정에 한 이론을 구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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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과학 논변활동에서 나타난 소집단 규범의

탐색 (연구Ⅰ)1)

1.연구 방법과 차

1.1연구 참여자

수도권 소재 남녀공학 학교(총 28학 , 교 학생 1207명)에 있는 2

학년 학생 44명(남 23명,여 21명)과 과학 교사 한 명이 이 연구에 참여

하 다.이 학교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국에서 간 정도에 해당

한다.참여 교사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과학을 가르쳐온 여교사로 논

변활동을 처음 했으나 새로운 교수․학습 략을 수업에 도입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이 교사가 수업하는 학 에서 학교 행사로 인

한 수업 결손이 은 학 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교사는 4명이

한 소집단이 되도록 간고사 과학 수에 기 하여 성 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포함되고,남녀의 비율이 1:1이 되도록 총 11개의 소집단을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반과 후반에 학생들의 상호작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소집단을 연구하고자 하 다.이를 해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데 다른 장애물들이 없는 집단을 선정하 다. 를 들어,학생들

이 서로 다투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집단은 배

제하 다.11개의 소집단 에서 교사의 조언과 교실 찰을 기반으로

가장 활발한 소집단 논변활동이 일어난 한 소집단을 연구의 집단으

1) 연구Ⅰ은 Yun& Kim(2015).Changesinstudents'participationandsmall

group normsin scientificargumentation의 제목으로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45(3)465-484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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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택하 다. 소집단은 두 명의 여학생(수지,은하)과 두 명의 남

학생(지훈,민수)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제시하

다.수지는 논변 수업이 이루어지기 에 시행된 교내 간고사에서 높

은 수를 받았고,이 소집단에서 과학 성 이 가장 좋은 학생이다.지훈

은 간 정도의 과학 성 을 받았으며,은하와 민수는 과학 성 이 낮은

편이었다.

1.2연구 맥락

수업은 주로 과학실에서 이루어졌으며,모든 학생들은 소집단끼리 모

여 앉아 수업을 받았다.수업이 시작되면 교사는 그 날의 주제에 한

간단한 도입과 함께 주요 과학 개념을 설명하 고,때때로 학생들에게

실험할 기회도 제공했다.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 과학 상을 제시하

고,이러한 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논변을 구성하도록

요구하 다.그 후에 학생들에게 소집단에서 각자의 논변을 비교하고 가

장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집단의 표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 다.소집

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

장을 정당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각 수업의 마지막에는 교사가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오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의 구조와 기능’주제로 소집단 논변활동 과제

12개가 개발되고 수정되었으며 한 수업에 한 과제가 주어졌다.학생들

은 이 에 논변활동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매 수업의 45분 에서

20분 동안 논변활동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친숙해지도록 하

다.따라서 12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약 4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상 으로 긴 기간은 학생들로 하여 그들의 아이디어를 토론할 기회

를 지니도록 하 으며 연구자에게는 집단 규범 탐색을 가능하도록 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12개의 과제는 <표 Ⅲ-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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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제 활동

1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과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는

어떻게 다른가?

� 뿌리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장을 만

들고,이유를 들어 정당화하기

� 소집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논변을

선택하기

2

식물에 비료를 무

많이 경우 식물이

죽는 이유는?

� 식물이 왜 죽었는지 설명을 구성하

고 증거로 정당화하기

� 동료의 설명을 평가하여 소집단에

서 가장 좋은 논변 선택하기

3

메 의 수경재배 결과

에 한 시 의견에

동의하는가?

� 동의하는지,동의하지 않는지를 이

유와 함께 진술하기

� 반 의견을 지닌 사람을 이유를

들어 설득하기

� 소집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논변을

선택하기

4

식물에 유기물이 없다

는 시 의견에 동의

하는가?

� 동의하는지,동의하지 않는지를 이

유와 함께 진술하기

� 반 의견을 지닌 사람을 이유를

들어 설득하기

� 소집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논변을

선택하기

5

선화 기 단면

찰로부터 기의 기능

에 해 무엇을 추론

할 수 있는가?

� 기의 기능에 한 설명을 구성하

고,실험 증거로 정당화하기

� 동료의 설명을 평가하여 소집단에

서 가장 좋은 논변을 선택하기

<표 Ⅲ-1>각 수업의 주제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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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떡잎식물과 떡잎

식물의 기 단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두 기 단면의 차이에 한 설명을

구성하고,실험 증거로 정당화하기

� 동료의 설명을 평가하여 소집단에

서 가장 좋은 논변을 선택하기

7

기의 껍질이 잘린

나무 기에서 일어나

는 변화에 한 시

의견에 동의하는가?

� 동의하는지,동의하지 않는지를 이

유와 함께 진술하기

� 반 의견을 지닌 사람을 이유를

들어 설득하기

� 소집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논변을

선택하기

8

잎의 횡단면을 찰한

미경 사진에서 잎의

쪽은 어디인가?

� 어느 쪽이 잎의 쪽인지 주장하고

증거로 정당화하기

� 동료의 설명을 평가하여 소집단에

서 가장 좋은 논변을 선택하기

9

증산작용 실험 장치에

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측하는

설명을 구성하고 이유에 근거하여

정당화하기

� 소집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논변을

선택하기

10

증산작용 실험 장치에

서 나타난 변화는 어

떻게 발생했는가?

� 변화 메커니즘에 한 설명을 구성

하고 증거로 정당화하기

� 동료의 설명을 평가하여 소집단에

서 가장 좋은 논변을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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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정말 실험을 토 로

합성이 일어나는 장

소가 어디인지 설명하

기

� 잎에서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해 설명을 구성하고 증거로 정당

화하기

� 동료의 설명을 평가하여 소집단에

서 가장 좋은 논변을 선택하기

12

해캄과 호기성 세균이

들어있는 페트리 디쉬

에 한 쪽만 빛을 비추

면 어떤 일이 벌어질

까?

� 페트리 디쉬 안의 변화에 한 설

명을 구성하고 증거로 정당화하기

� 동료의 설명을 평가하여 소집단에

서 가장 좋은 논변을 선택하기

일부 과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고 증거를 제공하거나

안 논변들을 평가함으로써 주장을 정당화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그 시

는 부록에 제시하 다(부록 1).과제에는 시 의견( .어떤 사람이 실

험 결과를 보고 “식물이 생장하는데 칼륨,철,나트륨,염소가 꼭 필요하

다”라고 말했다.)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이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

지 않는지를 물음으로써 논변활동을 진하 다.학생들은 자신의 논변

을 구성하기 해 련된 주제에 해 교과서에서 정보를 찾을 수도 있

었고,실험 결과에서 찰한 차이 을 활용하거나 그림을 볼 수 있었다.

한,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하기 해 그날 학습한 정보들을 용할 수

도 있었다.교사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으로써 학생들의 논변 구성을

도왔고,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을 맞추도록 방향 환을

유도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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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후반 수업에서 소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활발히 참여

한 소집단을 선정하고 사례 연구를 실시하 다. 소집단에 형성된

규범은 학생들의 논변 실행에서 드러난 규범을 추론하 다.이를 해

학생들의 소집단 담화를 녹음,녹화하 으며 화 사본이 분석의 주요

한 자료로 사용되었다.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카메라로 촬 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실제 수업 촬 에 앞서 몇 번의 수업 촬

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녹화에 익숙해지도록 하 다.수업에서 학생들의

화를 분석한 결과,잡담을 하거나 딴 짓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하

으므로 녹음과 녹화로 인한 인 인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단하

다.

사례연구에서 사례에 한 철 한 이해를 해서는 다양한 출처의 자

료 수집이 필요하며(Merriam,1998;Yin,2009)다양한 자료들의 수집과

분석은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강화한다(Merriam,1998).따라

서 학생들의 담화 사본 외에도 연구자의 수업 찰 노트,학생들이

로 작성한 논변,면담 자료(반 구조화된 면담과 보충 면담 자료)를 수집

하 고,다양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여 사례를 풍부하게 이해하려고 하

다.

자료 분석은 학생들의 참여와 소집단 규범 분석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졌다.학생들이 기 수업과 후반 수업에서 어떻게 참여하

는지는 발화의 기능을 찰함으로써 합법 주변 참여의 (Lave&

Wenger,1991)에서 분석하 다.논변활동의 질을 평가하기 한 방법론

도구로서 Toulmin'sArgumentPattern(TAP)(Toulmin,1958)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지만 TAP은 논변 요소를 확인하고 해석하

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Kellyetal.,1998).게다가,몇몇 연구자들은

TAP이 실제 담화 논변활동을 분석할 때에는 부 하다고 이야기 하

는데,그 이유는 TAP이 논변의 상호작용 측면과 언어 ,상황 맥락

에 의해 향 받는 논변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Dusc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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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a;Duschletal.,1999).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들의 참여를 분석하기 해 학생들의 발화의 기능

을 분석한 박지 과 김희백(2012)의 분석틀을 사용하 다.박지 과 김

희백(2012)은 학생의 발화를 논변활동의 질에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분

류하 다(표 Ⅲ-2).본 연구에서 학생의 발화는 한 학생의 말이 다른 학

생의 개입으로 인해 멈추어졌을 때나 말하는 학생 스스로 말을 끝냈을

때를 발화의 한 단 로 구분하 다.모든 발화는 연구자에 의해 분석되

었고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 과학교육 문가 1인이 12개의 수

업들 에서 3개 수업(자료의 약 25%)에서의 학생 발화를 독립 으로

코딩하 다.평가자 간 신뢰도는 두 평가자 간 일치의 비율로 계산되었

다.두 명의 평가자들 사이의 일치도는 94.6% 고,불일치는 논의를 통

해 해결하 다.그 후에 12개 수업에서의 모든 발화가 연구자에 의해 다

시 확인되었다.

소집단 규범은 근거이론(Strauss& Corbin,1990)을 기반으로 소집단

활동의 비디오 녹화본,담화 녹음,면담 사본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활

용하여 귀납 으로 분석되었다.그 후에 문헌들을 검토하여 소집단 활동

에서 자주 나타나는 규범들을 추출하고 면담 자료와 수업 찰 노트를

분석함으로써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 내의 세부 카테고리를 형

성하 다.마지막으로,확인된 소집단 규범을 소집단 담화 맥락에서 재해

석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에서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하 다.이러한 과정에

서 과학교육 문가와의 의를 통해 모든 자료를 수정,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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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기능

도입 논의를 시작 토의해보자/ 동의해?

응답
질문에 한 간단한 답

(수동 )
난 동의해/난 동의하지 않아

핀잔 핀잔 무슨 말 하는 거야?/바보야

약간 부연
앞의 발화에 동의하면서

내용을 조 추가

그러니까 이 막 서 도

히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이 에 말한 것에 추가)

단순 응
이 발화에 한 간단한

호응
맞아/그래

종합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종합

는 이 게 생각하고, 는

… 생각하고,나는 …라고 생

각해.

회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심

을 나타냄

그게 식물이 철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 하는 게 아니잖아.식

물이 필요하다는 거지.

다른 면
안을 고려하여 논의된

아이디어를 확장

사람이 당뇨로 죽는 거랑

같애.

정교화
증거와 추론을 포함하여

정교한 의견을 제시

내 생각에 비료를 무 많이

주면 식물이 죽을 거 같아.왜

냐하면 토양이 고농도가 되

고…….

설명 요청 설명을 요구 그게 왜 그런데?

반박

정교화

상 방의 입장에 한 정

교한 반박을 드러내기

그건 사실이 아니야.왜냐하면

나트륨과 염소가 첨가된 D를

보면,보통의 배양액에서 자란

A와 같으니까.

<표 Ⅲ-2>학생 발화 분석틀(박지 과 김희백,2012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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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결과

학생들이 12개의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 양상과 소집단

의 교실 사회 규범 논변활동 규범에서의 변화가 찰되었다.이 에

서는 기 수업과 후기 수업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을 제시할 것이다.

2.1 기 수업

2.1.1학생들의 참여

2차시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왜 죽는지’에

해 각자의 설명을 제시하고 동료의 설명을 평가하여 소집단에서 가장

좋은 설명을 선택하도록 하 다.교사는 과제를 제시한 후에 교실을 순

회하면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도록

격려하 다. 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 이고 합리 으로 어야 하며 수

업 시간에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논변을 작성하도록 하 다.이 과정에

서 교사는 학생들이 의견을 은 후에도 토의하지 않는 것을 찰하

고,그러한 소집단에 다가가 “왜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친구들이

랑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격려하 다.이는 학

생들이 토의를 시작하도록 도왔다.교사는 주장만 제시하고 어떠한 증거

도 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 의 주장을 실험 결과랑 찰한 것들 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해 ”와 같이 말하 다.교사가 이와 같이 격려한 후에

학생들은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소집단의 논변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지는 교사가 의견을 나

눠보라고 요청하자마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 다(표 Ⅲ-3).수지는 그

날의 수업 주제 던 삼투 상과 련된 지식을 사용하여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었을 때 식물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 다.수지의 발표에 이어서

지훈은 식물이 죽은 것은 사람이 당뇨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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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학생의 발화 코드

(교사가 다가와서 말함)토의해 보세요. 도입

1 수지:(활동지에 은 것을 보며)나의 의견은 비료

를 무 많이 주면 흙이 고농도가 되고 식물이

농도가 되니 뿌리에 있는 물이 흙 속으로 빠져

나가서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정교화

2 지훈:사람이 당뇨로 죽는 거랑 같애. 다른 면

3 수지:아닙니다. 핀잔

4 지훈: [이]막히잖아.. 약간 부연

5 수지:(약간 짜증내며) 이 막히는 게 아니라 말

라 죽는다니까~

6 지훈:어.그러니까 이 막 서 도 히 물이 들어

갈 수 없는 거야.

약간 부연

7 수지:무슨 헛소리야.(조원들 웃음) 핀잔

8 은하:수지 의견이 제일 잘 쓴 거 같애. 단순 응

9 지훈:차수지 의견에 반발 합니다. 핀잔

10 수지:( 은 것을 보며)삼투 상이라는 상인데

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약간 부연

11 지훈:차수지 의견에 반발합니다.차수지에게 발언권

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핀잔

12 수지:무슨 헛소리야,버려버려 핀잔

13 지훈:자 오늘은 가 바 보로 발표할 사람 정하자.

(다른 학생들은 서로 딴 이야기를 하며 듣지 않음)

14 지훈:야,오늘 가 바 보로 발표할 사람 정하자.

15 은하:싫어

16 수지:우리 조[가 발표]안할 수 있어.

<표 Ⅲ-3>2차시 소집단 논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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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훈:안내면 발표.가 바 보!안냈어!하하하(남

학생들 웃음)

18 수지:(짜증을 내며)아니.우리 발표 안할 수도 있다

니까~

19 지훈:(짜증을 내며)그러니까 정해놔야 될 거 아니야

20 수지:그래!가 바 보

[]는 의미 이해를 해 연구자가 추가한 부분임.

하 다.지훈은 아마도 사람의 당이 높으면 당뇨병을 유발하고,이와

유사하게 과다한 비료가 식물의 병과 죽음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훈의 논변은 수지에 의해 지속 으로 방해되었

고 동료들에 의해 무시당했다(2～7행).이에 지훈은 수지의 설명이 가장

좋다는 은하의 의견에 반 하 고,비록 수지의 설명이 자신의 설명 보

다는 더 정교한 형태 지만,집단의 의견을 제시할 표를 선정하는데

가 바 보를 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9～19행).이와 같이 학생들의

발화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근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다.이

소집단에서 수지만이 자신의 의견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 고(1행),은하

는 다른 학생의 논변에 단순한 반응을 했으며,민수는 어떠한 발화도 하

지 않았다.이 수업에서는 수지와 지훈 두 명 만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

기하 으며,일부의 구성원들만이 참여하는 것은 교실에서 흔하게 나타

나는 상호작용이다(강석진,김창민,& 노태희,2000).

3차시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배양액에서 메 을 수경 재배한 결과가

그림으로 제공되고,이것을 찰한 가상의 어떤 사람의 의견이 시 의

견으로 주어졌다.교사는 학생들에게 제시된 시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

의하지 않는지 입장을 정하고,소집단에서 논의하도록 하 다(부록 1).

과제를 제시한 지 몇 분 후에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이 자신

의 의견을 는 것을 망설이고 있음을 찰하 다.그리고 체 학생들

에게 “여러분.정답이 있는 게 아니 요.여러분이 는 것이 옳은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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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는 것에 해서 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우리가 배

운 거에 기반해서 논리 이고 타당하게 으면 되요”와 같이 말하 다.

이후 교사가 소집단에 근해서 토의를 시작하라고 격려하 고 여

학생들(수지,은하)이 토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두 명의 남학생(민

수,지훈)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서로 잡담을 하 다.교사는 체 학생

들에게 토의를 해보라고 다시 말하 고,수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나트륨과 염소가 포함된 배양액과 포함되지 않은 배양액에서

자란 메 들의 외향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트륨과 염소가 식물의 생장

에 어떠한 향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은하와 민수는 이에 동의했

지만 지훈은 수지의 의견에 반 를 나타내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 다.

지훈의 주장은 ‘나트륨과 염소가 식물의 생장에 필수 이다’는데,이

의견은 ‘어떤 요소가 부족한 경우 반드시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상식 인 해석에 기반한 주장이었다.그러나 실험 결과로 제시

된 그림이 보여주는 것과는 모순되는 의견이었고,수지와 은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지훈의 의견에 반박했다.이 수업에서도 2차시 수업에서와 마

찬가지로 오직 수지만이 발달된 형태의 추론을 나타냈으며 은하와 민수

는 수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표 만 하 을 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4차시 수업에서도 이 수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지가 가장 먼 자신

의 의견을 발표하 으며 이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을 기반으로 주장을

제시했다.반면 두 명의 남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나도 그 게 썼어”라고 말하 다.지훈은 “그러니까 수지 의견으로 발

표하자.우린 다 그 게 썼거든”이라고 하 고 민수 역시 지훈에 동의하

며 소집단 토의를 끝내려고 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응

와 응답과 같은 주로 단순한 발화만을 보 으며 이는 상 으로 낮은

인지 수 의 발화 유형이었다(박지 과 김희백,2012).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한 사람이 일방 으로 토의를 이끄는 경우 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떨어진다는 도승이와 김은주(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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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는 수지만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 으며,나머지 세 명의 학생

들은 참여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 반에 이루어진 수업에서 세 명의 학생들(은하,지훈,민수)은

소집단의 합법 인 구성원들이었지만,서로를 구성원으로 존 하는 모습

을 보여주지 않았다.그들은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 으며,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소극 으로 참여하 다.Lave와 Wenger(1991)는 공동체의 활동

에 깊숙이 참여하지 않고,의사 결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불충분한

구성원을 주변 참여자(peripheralparticipant)로 개념화하 다.반면 완

한 참여자(fullparticipant)는 공동체 활동에 익숙하며 문제 상황에

한 한 인식과 그에 합한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 은하,지훈,민수는 논변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구성하고

발표하기보다는 수지의 의견에 단순히 동의하거나 감정 으로 반 하

다.이것으로 보아 세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충분하

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체 활동에 주변 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다.반면,수지는 과제의 상황을 분석하고 과학 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

를 한 근거들을 포함하여 설명을 구성하 다.이것은 수지가 과제에

한 한 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 으며 소집단 활동에 완

히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2교실 사회 규범

이번 에서는 2～4차시까지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으로부터 소집단에

존재하는 교실 사회 규범을 추론하 다.

첫째,학생들은 교사가 토의하라고 하면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

범을 지니고 있었다.소집단에서의 논변활동은 주로 교사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고,학생들은 논변 작성이 끝난 후에도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신에,텔 비 로그램이나 게임에 한 이야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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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둘째,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토의를 이끌어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책

임이 있다는 것이다. 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지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찰되었다. 를 들어,자신의 생각을 는 시간에도 수지(이 소집단에

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가 은 것을 베끼려고 하거나 수지가 무엇을

었는지 물어보았다. 한 자신의 논변을 작성하기 에 수지에게 내용

이 맞는지 확인을 받는 것도 찰되었다.즉,수지는 언제나 소집단 토의

를 시작하 고,집단의 논변활동을 조 하는데 권 를 지닌 것으로 보

다.연구자와의 면담에서,수지가 “제 이미지가 있잖아요.차수지는 맞다.

차수지 말은 맞다.이런 이미지 때문에 잘 써 보이려고…….(웃음)모르

는 것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더 하게 되고…….(웃음)”라고 말한 것도 집

단 내에서 자신이 인지 권 를 지닌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셋째,학생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는 규범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학생들은 교사가 이 활동

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는 것이 요하

다고 지속 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특히,은하와 민수 같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으려고 하지도,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다.2차시와 3차시

에 의견을 제시했던 지훈이 4차시에는 수지의 의견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지훈이 4차시에 보여 수동 인 참여는 아마도 3차

시 마지막에 “오늘 무식의 극치를 보여줬어…….재미로 한 거 알죠?”라

고 한 말로부터 견할 수 있다.학생들이 토의에서 부정 인 경험을 축

하고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는 걱정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소집단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

(Blatchford& Baines,2010).2차시와 3차시에 지훈이 동료들로부터 무

시당했던 부정 인 경험은 4차시에 지훈의 소극 인 태도를 유발하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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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논변활동 규범

이번 에서는 2～4차시까지의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으로부터 소집단

에 존재하는 논변활동 규범을 추론하 다.

첫째,이 소집단에는 논변활동에서 교사가 기 하고 있는 정답을 찾

아야 한다는 규범이 형성되어 있었다.학생들은 개인 논변을 구성할 때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찾아 으려고 하 고 이것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정답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것을 베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다.학생들은 동료가 발표할 때 경청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교사가 수업 끝 부분에서 체 수업에 해 정리해 때 자신이 은 답

을 고치려고 하 다.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수지도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애들이 막 혼자서 써요.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틀린 답이 있어요.틀렸

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야?하면서 제거 답을

말해줘요.그러면 애들이 아～ 그러면서 다 고쳐 써요”라고 하 다.수지

와의 면담은 이 소집단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수지 역시 논변활동에서

자신이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정답을 찾는데 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 다.

둘째,소집단의 표 의견으로 어떠한 의견이든 선택해도 상 없다는

규범을 지니고 있었다.학생들은 체 토의에서 이 집단의 표로 발표

할 학생을 가 바 보를 통해 선발하 다.즉,학생들은 각각의 논변들

에서 왜 특정 논변이 가장 좋은 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고려하는

신에 운에 좌우되는 게임을 선택하 다.이와 같은 행동은 학생들이 동

료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어떤 논변이 타당한 논변으로 고려

되는지와 련된 과학 논변활동에 생산 인 규범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 다.

셋째,소집단에는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포함하 다면,그 논변은 맞

을 것이라는 규범이 있었다.수지는 자신이 학습한 지식( .삼투 상)을

잘 사용하 고,다른 학생들은 수지의 의견을 믿고 그것을 수용하 다.4

차시에 교사가 은하에게 “ 가 제일 설득력 있게 얘기했어?”라고 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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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은하는 “수지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잘 썼어요.”와 같이 답하 다.

마지막으로,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해 비유를 사용하

거나 상식에 의존하 다.Hogan과 Maglienti(2001)는 일부 학생들이 개

인 인 에 의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발견하 다.일상생활에서

의 경험과 비유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여러 방식들 에 하나가 될 수 있

다.그러나 비유가 증거로 기능하기 해서는 설명하려는 상에 하

게 사용되어야 한다.이 소집단에서 “사람이 당뇨로 죽는 것과 같은

상이다”와 “원소 한 가지가 빠지면 비정상 으로 자란다”와 같이 비

유와 상식을 토 로 한 지훈의 논변은 다른 실험 증거들에 부합하지 못

했다는 에서 부 한 추론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다.

2.2후기 수업

2.2.1학생들의 참여

8차시 과제는 사철나무 잎의 단면 라트를 미경으로 찰한 사

진을 보고,잎의 윗면과 아랫면이 어디일지 추론하는 것이었다(표 Ⅲ-4).

놀랍게도 이 수업에서 토의를 시작한 것은 수지나 교사가 아닌,은하

다.은하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고(1～7행),의견을 말하기 어려워

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격려하 다(11행).이에 따라

이 수업들에서 수동 이었던 민수가 은하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

했고,은하는 민수의 의견을 정당화하고 명확히 하기 한 추가 질문을

하 다(13～16행).지훈 역시 자신의 의견을 말하 는데 책상조직이 록

색이고, 합성을 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어느 쪽이 쪽인지를 주장하

다(17행).지훈의 의견을 들은 수지는 “오늘 가장 잘 쓴 사람은 지훈

이야(37행)”와 같이 말하며 지훈의 의견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하 다.

이 수업에서는 네 명의 모든 학생들이 한 증거를 포함하여 명확히

의견을 제시하 고,둘 씩 짝지어(은하와 민수,지훈과 수지)그들의 의

견을 공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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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학생의 발화 코드

1 은하:(남학생들을 보며)자,어느 쪽이 일거 같애? 도입

2 지훈:어.(민수와 게임 이야기를 다시 하려함)

3 은하:말해. 반복

4 은하:말해 . 어느 쪽이 윗면 일 꺼 같애? 반복

5 은하:(지훈에게)말해!(일어나서 민수의 활동지를 뺏

으며)야!빨리 말하라고 어느 쪽이 야?어느

쪽이 윗면이냐고?

반복

6 민수:아직 안 썼어. 응답

7 은하:(지훈에게) 어느 쪽이 윗면 일 꺼 같애? 반복

8 수지:(다 쓰고 난 후)야!내가 쓴 거 아닌 거 같애. 응답

9 은하:(비꼬듯이)왜 무 완벽해? 핀잔

10 수지:아니.아닌 거 같애. 반복

11 은하:그냥 간단히 써.아래 무 록색이 많이 있으니

까 책상조직이 빽빽하게 있다[고]그래 그냥.

다른 면

12 민수:야.내내..내..내..내 생각은..앞면 쪽에는 책상조

직이 빽빽하게 있고...

(은하가 은 것을 읽다가 은하에게 맞고 활동지를 뺏

김.동시에 은하와 민수,수지와 지훈이 둘씩 짝지어

서로 이야기를 시작함)

13 민수:(그림을 가리키며 은하에게 말함) 쪽에 이런

모양이 있어. 쪽에 이런 모양이 있는 건 무

해.아랫면엔 이게 있어.그래서 아랫면이야.

정교화

14 은하: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냐고? 설명 요청

15 민수: 합성을 해서 약간 부연

16 은하:아래쪽엔 책상조직이 있으니까 여기가 록색으

로 보이는 거 아냐.빽빽하게 있으니까.그리고

정교화

<표 Ⅲ-4>8차시 소집단 논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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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조직이 여기 드문드문 있으니까 여기가 아래

쪽이야.뒷면 쪽에는 물방울 같은 게 보이고 기

공이 있잖아 여기에.여기가 빽빽하니까 여기가

윗면이라 치면은……. 니?

17 지훈:(수지에게)그러니까 여기가 쪽이야.왜냐하면

합성을 하기 때문에 책상조직은 록색이야.

맞어.

정교화

18 수지:나도 그 게 생각해 단순 응

19 수지:(자신이 은 것을 읽음)잎의 구조는 세포가

빽빽하게 되어있는 책상조직이 먼 고 세포가

느슨하게 되어있고 군데군데 비어있던 해면조직

이 그 다음이었다.그러니 사진으로 보면 록색

으로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책상조직이고

그 다음인 층이 해면조직이다. 엽록체 즉

록색이 아 없는 곳은 기공,공변세포임을 알

수 있다.

정교화

( 략)

32 지훈:[가장 잘 쓴 사람으로]차수지 썼어.

33 은하:맨날 차수지야.

34 지훈:(웃으며)아 그러면 나로 할까?

35 은하:그래.니 써.(웃으며)지가 지 써.

36 은하:다 차수지야…….근데 수지가 제일 잘 쓰는 거

같애.

37 수지:별로.별로.오늘은 구냐면 이지훈이야.

[]는 의미 이해를 해 연구자가 추가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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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의 환은 8차시에 제시된 주제의 특징

소집단 규범의 변화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8차시 과제는 정답

을 찾는 과제이기보다는 보다 비 인 사고 기술을 요구한다.학생들은

그들이 수집한 다양한 형태의 증거들을 기반으로 잎의 어느 쪽이 윗면인

지에 한 주장을 지지할 수 있었다. 한 “내가 쓴 거 아닌 거 같애”라

고 한 수지의 발화 이후에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부 잘하는 학생의 자신감 부족은 다른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했다.학업 성취 수 이 높은 학생이 답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경

우,소집단 구성원들은 인지 권 의 차이가 좁아진 것을 인식하고 실

행에 활발히 참여하게 된다(심수연,2015).

이 수업에서는 교사가 토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 사

이에서 활발한 담화가 진행되는 것이 찰되었고,이는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요성을 이해하는 규범

이 형성되었음을 보여 다.이 수업들에서 교사는 “가장 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는 거 요.여기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다

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에 해 이야기 해 보세요”라고 계속 강조하 다.

과학 논변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허락하는 교사의 스캐폴딩은

학생들의 주장 정당화 반박을 이끌 수 있다(Martin& Hand,2009).

따라서 교사의 이러한 격려는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

져왔을 것이다.8차시에서 학생들이 서로에 한 존 을 보이기 시작하

음이 찰되었다. 기에 무시를 당했던 지훈은 논변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자신의 주장을 다른 멤버들과 공유하는데 자신감을 얻은 것으

로 보 다.

연구의 마지막에 이루어진 12차시 과제는 해캄과 호기성 세균이 들어

있는 페트리 디쉬의 한쪽에만 빛을 주고 반 쪽은 어둡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측하는 것이었다.이 수업에서 소집단 토의는 은하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시작되었고

은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았다.이 수업에서 한 가지 주목할 은 지

훈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을 선택하는 방식에 항의를 하 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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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지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기도 에 “은하가 가장 잘했어”라고

말했을 때,지훈은 “야～ 들어보지도 않고...”라고 하며 서운한 마음을 나

타내었다.이에 은하는 지훈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었고 수지에게

지훈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 다.지훈은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곳에서 산소의 농도가 높다’와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해캄은 빛이

있는 곳에서 합성을 통해 산소를 배출한다’,‘해캄은 어두운 곳에서 산

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 한다’와 같은 지식들을 사용하는 보강

(backing)을 제시하며 ‘호기성 세균이 빛이 있는 곳으로 이동 한다’는 자

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일련의 발언들을 생성하 다.

학생들이 공동체의 실행에 참여하면서 주변 참여자에서 완 한 참

여자로 정체성이 진 으로 변화되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Lave&

Wenger,1991). 기 수업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불충분한 주변 참여

자의 모습을 보 던 은하,민수,지훈은 후기 수업에서 변화된 실행을 보

여주었다.세 명의 학생 모두 수지와 마찬가지로 근거와 추론을 포함하

여 자신의 논변을 제시하 으며 동료의 논변에 증거를 추가하도록 요청

하고 추론을 정당화하도록 지원하 다.자신의 의견을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조언을 해주는 모습은 학생들이 공동

체에 익숙해지고 안정되었으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에 심 으

로 참여함을 나타낸다. 한 네 명의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각자의 해결 방식을 제안하고 능력을 발휘했다는 에서 이

들이 과학 논변활동에 완 히 참여(fullparticipation)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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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교실 사회 규범

이 소집단에서는 교실 사회 규범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

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토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규범이 형성된 것이다.학생들이 토의를 시작하라는 교사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토의를 시작하 고 이것은 기 수업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

이었다.게다가,토의를 시작한 학생이 기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수

지에서 후기에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은하로 변화했다.소집단 토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은하는 토의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지녔고 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두 명의 남학생들도 의견을 제시하기를 제안하 다.학생들

은 은하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 고,이것은 다른 학생들이 은하

를 집단의 리더로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 다.

두 번째 변화는 ‘모든 사람의 의견은 가치 있고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규범이 나타난 것이다. 를 들어,은하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남자애들 보면,제가 [말을]안 하면 다른 애들도 안 하겠지 하는 생각

도 들어요...그래가지고 더 말하게 되고...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낫잖아요”라고 하 다.이 면담을 통해 소집단에서 동료의 역할에

한 그녀의 신념에 변화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왜냐하면 기 수업

에서 은하는 다른 멤버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수지의 의견만을 수용하

지만,후기 수업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 기 때문이다.리더의 포용 인 행동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진하며 토의의 질을 향상시켜 생산 인 학습을 이끈다(이경 ,윤선미,

& 김희백,2012;Richmond& Striley,1996).이 소집단에서는 은하의

격려로 인해 토의 분 기는 격히 변하 고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소집단 논변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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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논변활동 규범

학생들은 후기 수업에서 논변활동 규범에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첫째,논변활동에서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요하다는 규범

이 형성되었다.학생들은 논변활동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으

로 인식하 고,증거와 주장을 연결 짓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즉,학생들은 기에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 지만

하나의 정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안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자발

으로 제시하기에 이르 다.이와 같은 변화는 과학에 한 인식 이

해가 논변활동 본성에 향을 미치며(Nussbaum etal.,2008),학생들이

활동을 어떻게 이 했는지에 따라 수업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고

활동 양상이 변화한다는 연구들(Berland& Hammer,2012;Hutchison

& Hammer,2010)과도 일맥상통한다.연구자와의 면담에서 민수는 “[선

생님이]답이 없다고 하길래.답이 없으니까 생각 로 썼어요”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진 모습을 보 다.더욱이 학생

들은 동료에게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 다. 를

들어 8차시에서 은하는 민수에게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냐고?”와 같이

말하며 잎의 구조와 기능에 한 지식으로부터 추론을 사용하여 주장을

정당화하도록 요구하 다.왜 그 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성

사고를 유도하며(최경희 등,2004)학생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더욱 분

명히 포함하도록 격려하는 질문은 심도 있는 사고를 진하고 생산 인

토의를 이끈다(Chin,2007).결과 으로,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 고 그들의 논변이 타당하다는 것을 동료에게 설득

시키려 노력하 다.

둘째,논변을 평가하여 가장 좋은 논변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범이 형

성되었다.학생들은 집단의 표 논변을 선택할 때 어떤 논변이 더 타당

한지를 평가하는 것의 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12차시에 수지가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논변을 정당화할 어떠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은하의

논변을 수용했을 때 지훈이 이에 한 불만을 표 한 것에서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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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지훈은 모든 멤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

장했고,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마지막으로,실험 데이터와 과학 지식,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주장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집단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규범이 형성되었다.학

생들은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나 교사가 제공한 자료 해석을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구성하 다. 한 이 게 구성된 의견을 소집단에서 제시

했을 때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인정받았으며,이는 학생들이 집단에서

동료들에 의해 존 받을 수 있는 의견의 형태를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

다.

이와 같은 논변활동 규범과 유사한 양상이 수지의 교실 밖 생활에서

도 발견되었다.이 수업에 참여한 후에 행동에서 변화한 것이 있는지 물

었을 때,수지는 “원래 공부할 때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요.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웠어요.그냥.근데 이거 쓰고[논변활동을 하고]나서는,일단

이런 거처럼 쭉 써놔요.일단 쓰고 그거를 보고 계속 보는,그럼 바

고...( 략)친구들이랑 답을 맞춰보면 틀린[다른]게 있잖아요.나는 이

런데 는 이 지?비교하고,옛날에는 [그냥]넘어갔는데...”라고 답했

다.과학 탐구에서 높은 수 의 논변활동은 타당한 증거를 기반으로 주

장을 정당화하기,자신의 논변을 평가하기,그리고 상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된다.논변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비 으로 사고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Erduranetal.,2004).수지와의 면담을 통해

수지가 논변활동 규범에 해 이해하고 있으며 논변활동에서 사용하 던

비 사고 능력을 과학 교실 밖의 상황에도 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소집단 논변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소집단에 형성된 규범의 변화

는 <표 Ⅲ-5>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소집단에 형성된 교실 사회 규범

을 분석한 결과,‘토의 진행’에 련된 규범과 ‘집단에서의 의미 형성’에

련된 규범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기 수업에서는 토의는 교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이끌고 시작해야 한다는 규범이 형성되어 있었지

만 후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토의 시작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73-

토의를 이끌 수 있다는 기 가 형성되어 있었다.집단에서의 의미 형성

측면에서는 기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주도하는 것에서 후기에는 구

성원들의 력을 통한 의미 형성에 을 둔 규범으로 변화하 다.논

변활동 규범은 ‘과학 논변활동의 목표’와 ‘주장 정당화’와 련된 규범들

이 소집단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에는 과학 논변활동을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목표라는 기 를 지니고 있었으나 후기에는 근

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

다.마지막으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포

함하거나 비유나 상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규범에서 후기에는 실

험 결과,과학 지식,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상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규범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74-

기 수업 후기 수업

교실

사회

규범

토의

진행

¤ 교사가 토의하라고 하

면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

¤ 공부 잘하는 학생이

토의를 이끌어야 한다.

¤ 교사의 허락 없이도 토

의를 시작할 수 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도

토의를 이끌 수 있다.

집단에서

의 의미

형성

¤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

조용히 있는 게 낫다.

¤ 내 의견도 가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

경받을 수 있다.

¤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논변

활동

규범

과학

논변활동

의 목표

¤ 교사가 기 하는 정답

을 찾아야 한다.

¤ 집단의 표 의견으로

아무 의견이나 선택할

수 있다.

¤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

을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 각 논변을 평가하여

가장 좋은 논변을 선

택해야 한다.

주장

정당화

¤ 논변에 교과서 지식을

포함하면 맞다.

¤ 비유나 상식은 증거가

될 수 있다.

¤ 실험 결과와 과학 지

식을 기반으로 주장하

는 것이 타당하며 수

용될 수 있다.

¤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

여 과학 상을 설명

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Ⅲ-5>소집단 규범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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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논의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드러내고 토의하는 것을 꺼려하는 권 인 한

국 교실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력 논변활동이 일어났다는

은 의미가 있다.학생들의 참여와 소집단 규범의 변화는 논변활동 기술

을 향상시키기 한 략들을 교실에 도입하자마자 나타난 것은 아니었

다. 기 수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수지

오직 한명이었으며 나머지 세 학생들은 그 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후반부 수업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소집단

논변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이러한 결과들은 학생

들 사이에 존재하는 참여 수 의 차이들이 차 어들고 소집단에서 학

생들의 지 가 보다 평등해졌음을 나타낸다.즉,이 에 공부 잘하는 학

생이 토의를 지배하던 것에서 지 은 자신의 의견을 동료에게 제시하는

보다 많은 기회를 공유하게 된 것으로 변화했다.

이 소집단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향상시키고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

동 규범을 형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

첫째,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제들은 학생들에게 증거를 기반으로 아

이디어를 표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논변활동을 실행할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과제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

도록 기 되었고 동료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데 사용한 기 들을 기술하

도록 요구되었다.과제에는 증거를 기반으로 하 지만 논리 으로 타당

하지는 않은 주장이 시 의견으로 포함되어 있었고,이것은 소집단 논

변활동을 발달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4차시에서 ‘식물이 생장하

는데 칼륨,철,나트륨,염소가 꼭 필요하다’는 시 의견은 수집된 증거

를 바탕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시로서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이 시

는 학생들이 왜 시 의견이 옳은지 는 옳지 않은지를 단하고 그들

의 단을 지지할 증거를 사용할 필요성을 제공했다.학생들은 식물 A,

B,C,D의 성장을 비교하면서 어떤 요소가 식물의 성장 결과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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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과제,교사,학생들의 지원에 따른 학생들의 참여와 소집단 규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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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요인인지 논의하 고 시 주장을 반박했다. 를 들어 식물 A와

D(나트륨과 염소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으므

로 시 주장이 이러한 실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갈등 상황은 주어진 증거를 종합 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여 논변을 진시킬 수 있

다(이지 과 김희백,2011). 시의견에서 타당하지 않게 구조화된 진술

은 학생들의 인지 갈등을 유발하 고 학생들이 안 주장이나 안 논변

을 생성하여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반박하도록 자극하 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에게 부가 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하 고 이러한 담화

들은 집단에서 논변활동 규범의 발달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교사는 학생들에게 메타인지 질문을 하 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의 요성을 지속 으로 강조하 다.연구 반에 교사는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스토 하기보다는 생각을

지 않거나 는 것을 망설이고 교과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찰했다.이에 교사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 요. 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합리 이고 논리 으로 는 겁니다.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증거로 설명하는 거 요.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와

같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언 하 다. 한 교사는 연구 후반으로 갈

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에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

졌고,교사가 기 한 답을 학생이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를 바탕으로

논변을 구성한 경우에 정 인 피드백을 해주었다.학생들에게 직

이고 옳은 피드백을 주는 신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의 답을 반추하고 재 고려하도록 진한다(Chin,2007).교

사는 암묵 이면서도 명시 으로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을 강

조하 고 학생들의 논변 구성을 도왔다.

셋째,소집단 토의에서 학생들의 발화는 논변활동 규범을 생성하고

인식 실행의 향상에 공헌하 다.학생들은 동료가 구성한 증거를 포함

한 논변을 듣고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를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본 연

구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수지는 기 수업에서 부터 실험 증거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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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지식을 사용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제시하 고,다른 학생들은

이러한 실행을 하지 못했었다.수지의 발화는 동료들에게 증거를 사용하

여 논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는 동료들에게 이유를 어떻게 요

청해야 하는지에 하여 모델을 보여주었고,Berland와 McNeill(2010)

의 연구에서 보이는 교사의 역할을 취했다.동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찰은 과제에 해 어떻게 근해야 할지에 한 암묵 인 집

단 규범의 발달로 이끈다(Engelmann,Kozlov,Kolodziej,& Clariana,

2014). 한 소집단 토의가 진행됨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은하는

집단의 남학생들에게 왜 그 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며 주장을 지지할 추

가 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기 시작하 다.최지혜,이신 과 김희

백(2014)은 지식수 은 높지 않지만 심층 학습 근 방식을 지닌 학생

이 인지 조력자의 역할을 통해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조력함을 발견하

다.본 연구에서 수지와 은하의 노력은 개인의 아이디어나 추론이 제

시되어야 한다는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는데 요한 지원 환경을 형

성하 다.동료의 발화는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인식 ,인지 지원을 제

공하 고,이것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표 하는 것보다는 타당한 증

거와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논변활동 규범과 실행을 형성하

도록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서 인 지원이 참여에서의 환을 이끌었다.

를 들어,수지와 은하는 다른 학생들이 잡담을 하고 있을 때 의견을

말하도록 이끌었다.특히,학업 성취도가 낮은 은하는 자신과 같이 의견

제시를 꺼려하는 남학생들을 격려하 고 수업의 후반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에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었다.수지와 은하의 노력과 지원은 집단

내에 허용 인 분 기를 형성하 고,모든 학생들이 토의에 참여하도록

기 된다는 것과 그들의 의견이 존 된다는 기 를 형성하 다.게다가

집단의 어떤 사람이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 지라도 토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 가 형성되었다.학생들이 동료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

음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고,이는 소집단 논변활동 동안에 형성

된 새로운 교실 사회 규범과 력 학습을 진하는 분 기의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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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다.소집단 활동에서 허용 인 분 기의 요성을 강조한 다른

연구들(박지 과 김희백,2012;Dixonetal.,2009;Mortimer& Scott,

2003)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서로 칭찬과 격려함에 따라 소

집단 토론에서 자신감을 얻고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는 논변활동을 진하는 과제를 제시하 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의 요성을 지속 으로 강조하 다.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논변을 구조화하고 논변활동을 통해 소집단에서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하는데 그들의 과학 지식을 명료화하도록 격려하 다.4주간의 기간

동안 소집단에 있는 다수의 학생들은 논변 수 과 과학 학업 성

취도 측면에서 향상을 보여주었다(표 Ⅲ-6).학생들에게 제시된 과학

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한 논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장,

증거,추론이 포함되어있는지를 악하여 그들의 논변 수 을 분석했다.

과학 학업 성취도는 ‘식물의 구조와 기능’단원에서 심 개념을 포함한

10개의 문항을 사 ․사후 동형 검사형태로 개발하여 사용하 다.특히,

지훈은 소집단에서의 참여 양상뿐만 아니라 논변 구성에서도 큰 향상을

보여주었다.논변 구성의 경우,사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증거와

추론을 포함하 고,과학 수도 굉장히 향상되었다(표 Ⅲ-6).이는 지훈

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과 련한 개념에 한 이해가 증가하 음을 보

여 다.학생들은 논변활동에서 련 지식을 맥락에 용시키면서 지식

을 통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개념에 한 이해가 향상된다(Bell&

Linn,2000;Jiménez-Aleixandre& Pereiro-Muñoz,2002).즉,논변활동

을 해 증거를 수집하는 실행은 과학 지식의 증가로 이끌었고,결과 으

로 식물의 구조와 기능 반에 한 이해가 향상되었다.연구 이후에 이

루어진 교내 기말고사에서도 지훈의 과학 성 이 체 학생 상

50%에서 15%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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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평균
수지 지훈 은하 민수

과학

수

사 28.9 70 20 10 10

사후 61 90 80 60 20

논변

수

사 - C,E,R C - E

사후 - C,E C,E,R C,E,R C,E,R

<표 Ⅲ-6> 소집단 학생들의 사 ․사후 과학 수 논변 수

*과학 수 총 :100

C:Claim(주장),E:Evidence(증거),R:Reasoning(추론)

4.결론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해석하고자 하 다.이를 해 학교 2학년 학생들의 소집단 담

화와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참여를 분석하고 소집단 규범을 추론하 다.

연구 결과,교실 사회 규범은 교사나 공부 잘 하는 소수의 학생이 주

도하는 권 환경에서 다수의 학생들의 의견도 가치 있게 여겨지는 허

용 인 환경으로 변화했다.논변활동 규범은 교과서에서 정답을 찾는 것

에서 차 과학 지식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자신의 논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다.소집단 규범의 변화로 학생들의 참여 양상도 변하

다.학생들은 수업 기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기보다는 동료의 의견

을 수용하면서 논변활동에 주변 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 다.그러나

수업 후기에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논변활동에 완 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 다.후기 수업으로 갈수

록 교실 사회 규범은 력 으로,논변활동 규범은 생산 으로 변화되면

서 소집단에서의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생산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나기 해서는 력 인 교실 사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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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생산 인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후 이러한

규범들의 형성을 돕기 한 방안 마련에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생들의 참여와 소집단 규범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네

가지 요인들에 기반하여 설명하 다.첫째,개발된 과제들이 학생들로 하

여 다양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논변을 구성하도록 돕고 타당하지 않은

시 의견에 반박하는 주장을 구성하도록 진하 다.둘째,교사의 역할

이 요했는데,교사가 증거를 기반으로 논변을 구성하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고,교실에서 소집단 토의를 진하 기 때문이다.셋째,논변활동

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진 인식 ,인지 지원은 의견 제시 주장

을 지지하는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한 어떻게 논변을 구성해야

하는지 시를 보여 으로써 소집단 규범의 변화를 이끌었다.넷째,타당

한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칭찬하고 박수를 치는 것과 같은 동료의 격려

는 력 인 소집단 분 기를 형성하 고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활발히

하도록 도왔다.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을 분석하기 해 11개의 소집단 에서 하나

의 소집단에 을 두었다.본 연구 결과는 11개의 모든 소집단 논변활

동이 소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지는 않는

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연구에서는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인 하나의

소집단에 을 맞춤으로써 교실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소집단 규범의

변화의 방식을 탐색하고,이러한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고

하 다.비록 이 연구가 몇 가지 제한 을 지니지만 교실에서 학생들의

논변활동이 소집단 규범과 련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련하여 의

미 있는 을 제공한다.

교실에 논변활동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은 많지만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논변활동을 실행하는데 큰 장애물 에 하나이

다.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45분 가운데 15～20분의 논변활동을

포함하 고,교사는 소집단 활동 이후 부족한 과학 개념을 설명할 수

있었다.이러한 략은 새로운 교수 략을 수업에서 실행하는데 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한 12차시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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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경험하도록 상 으로 충분한 기회

를 제공하 다.본 연구는 체 수업을 논변활동으로 구성하는 신에

짧은 경험들을 지속 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집단 규범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성공을 이룬 시가 될 수 있다.

비록 이 교실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지만 여 히 많은 교실에

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 교사가 권력을 지니며 교실 상호작용을 통제

한다.교사의 지배 인 역할에 더하여 학생 집단 문화에서의 권력 구조 역

시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여러 연구들은 력 인 학습 환경 형성을 방해

하는 장애물들을 지 했다(Bianchini,1997;Kelly&Crawford,1997;Moje

& Shepardson,1998). 를 들어,주로 말이 많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에

의해 집단 토론이 주도되며,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학생들

의 지 는 그들의 참여와 하게 연 되어 있다.소집단에서 지 가 높

은 학생이 토의에 더 많은 공헌을 하게 되고,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Bianchini,1997).학 의 규범과 문화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교실에서 그들의 학습에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방식으로 발달되어

야 한다.

재까지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진하기 해 형성되어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분석하

여 집단에 형성된 두 유형의 규범(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을

확인하 고 후기 수업에 형성된 규범들이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끄

는 것을 찰하 다.본 연구에서 범주화 한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은 과학 교사들과 과학교육자들에게 논변활동을 진하는 방법에

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학생들의 참여를 진하는 허용

인 분 기를 형성하기 해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방법을 학습하고,과학

논변활동 규범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많은 연구자들이 지

했듯이,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논변활동 기술을 기르고 능력을 함양

해야 한다(Chin& Osborne,2010;Hogan,1999;Jiménez-Aleixandreet

al.,2000;Roth& Roychoudhury,1992).그러므로 학생들이 학습에 책임

감을 지니고 지식을 구성하고 표 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교실 규범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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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논변 구성 능력과 과

학 개념에 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학생들

의 논변 구성과 참여를 격려할 방안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 한 교

사의 지원의 요성을 인식하고,소집단 구성원들의 인지 지원과 사회

상호작용에 한 교육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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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소집단 규칙 만들기와 논변활동에 한

반성을 통한 소집단 규범의 형성 과정 (연구Ⅱ)

1.연구 방법과 차

1.1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는 수도권 소재 여자 학교에 있는 1학년 학생 20명이 참

여하 다.이 학교에는 27학 에 약 9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이 학교의 과학 교사이자 참여교사이다.교사는 방과 후 수업

강좌로 ‘과학 탐구’반을 개설하 고,20명의 학생들이 이 강좌에 신청하

다.교사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5개의 소집단에 나 어 앉도록 하여

소집단은 학생들의 의지 로 자연스럽게 구성되었다.본 연구에서는 과

학 논변활동에서 소집단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 으므로

5개의 소집단 에서 연구 반에 걸쳐 소집단 규범의 분명한 차이를 보

이는 두 소집단을 선택하여 분석하 다.

소집단 A는 민지,세나,미라,보미로 구성되어 있다(학생들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 다).민지는 과학에 흥미가 굉장히 많으며 자신의 의견

을 말하기 좋아하는 학생이다. 한 과학 성 도 높으며 수업에 활발히

참여한다.세나는 과학에 흥미가 많으며 성 이 높다.세나는 매우 사려

깊고 평소에 조용히 말하지만 발표할 때에는 목소리가 커진다.미라는

과학 성 이 간이며 소집단에서 큰 소리로 토의를 이끈다.보미는 이

소집단에서 과학 성 이 가장 낮으며 과학 지식이 부족함을 보이지만 자

신감이 있다.

소집단 B는 은주,하니,지나,유진으로 구성되어 있다(학생들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 다).은주는 이 학 에서 가장 성 이 높은 학생이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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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체 1학년 학생 에 성 이 상 1%에 해당한다.은주는 의견을

말할 때 주로 웅얼거리고,소집단 활동 동안에 친구들과 잡담을 많이 하

고 딴 짓을 많이 한다.하니는 은주와 마찬가지로 과학 성 이 높지만

목소리가 크지 않다.토의하는 시간에는 은주와 잡담을 많이 한다.지나

는 과학 성 이 다소 높으며 이 수업에 열의가 있다.지나는 모르는 것

이 있으면 교사에게 자주 질문하고,은주,하니와 함께 잡담을 많이 하기

도 한다.유진은 이 학 에서 과학 성 이 가장 낮으며 소집단에서 이야

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다른 학생들이 잡담을 할 때에도 말을 하지 않

으며 목소리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1.2연구 맥락

연구Ⅰ을 통해 소집단에서 력에 가치를 두고 논변활동에 한 인식

이해가 포함된 규범이 형성되면서 학생들의 참여와 논변활동이 달라

졌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을 돕는 방안을 포함하여 학교 1학년 ‘식물의

양’주제로 11차시의 논변활동 과제를 개발하 고,방과 후 수업을 신청

한 학생들에게 용하 다.

소집단에서 자신과 동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한 생각은 개

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집단에서 규범이 형성되기 해서는 각

자가 지닌 생각과 기 를 공유하는 것이 요하다(Binder,1996).본 연

구에서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기 를 겉으로 표 하도록 ‘소집단 규칙

만들기’활동을 구성하 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규범이 유용하다는 것

을 경험하고 담화에 한 메타 화를 공유함으로써 논변활동에 필요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다(Berland& McNeill,2010;Kuhnetal.,2013).따

라서 논변활동을 수행하는 도 에 소집단 규칙을 지속 으로 되새겨보는

‘활동 반성’과 논변활동 후에 ‘활동 후 반성’을 포함하여 자신과 동료

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의도하 다.

체 수업 구성에 한 략 설명은 <표 Ⅳ-1>에 제시하 다.



-86-

차시 주제 형태

1
논변활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 강의

일상생활 상황에서 설득하는 논변 구성하기 논변활동

2 우리 모둠의 규칙 만들기

3

우리 모둠의 규칙 수정하기

사막에 사는 식물의 뿌리는 왜 이런 형태일까?

(활동지 1-1)
교사시범논변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활동지 1-2)
논변활동

4
염색된 기 단면 사진에서 물 찾기

(활동지 2)

실험

+논변활동

5
잎 단면 미경 표본에서 어디가 쪽일지 찾기

(활동지 3)

논변활동

+반성

6
조건이 다른 네 실린더에 어떤 변화가 있

을지 상하기 (활동지 4)

논변활동

+반성

7
잎에서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활동지 5-1)

실험

+논변활동

8
세 시험 에서 BTB 용액의 색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활동지 5-2)

실험

+논변활동

+반성

9
빛의 세기에 따라 합성량은 어떻게 달라질

까?(활동지 6-1)

실험

+논변활동

10

나무 기에서 껍질을 잘라낸 부분의 쪽이

굵게 부풀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활동지 6-2)

논변활동

+반성

11
싹이 트고,트지 않은 두 강낭콩의 무게에 차이

가 있을까?(활동지 7)

논변활동

+반성

<표 Ⅳ-1>수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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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업에서 교사는 논변활동의 개념과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것의

요성을 설명하 다. 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새로운 핸드폰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주장하기)을 제시하 고,어떤 식으

로 주장할 때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단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논

변을 구성해보도록 하 다(부록 2).두 번째 수업에서는 ‘규칙 만들기’활

동이 포함되었다.규칙 만들기는 본격 인 논변활동이 이루어지기 에

학생들이 자신의 소집단에서 지킬 규칙을 정하는 활동이다.소집단의 규

칙을 정할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해

서 어떤 규칙이 필요할지 생각한 후 규칙을 상세히 도록 하 다(부록

3).세 번째 수업에서는 소집단에서 만든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다

시 살펴보고 수정하도록 하 다.이후의 3～11차시 수업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과 반성하기를 포함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식물의 양’주제로 개발된 과제를 소집단에서 해결하 다

(부록 4).과제에는 과학 상을 설명하는 시 의견이 제시되었고,학생

들은 그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이유를 작성하 다. 시 의견은 학

생들에게 반박하거나 상 를 설득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해 으로써 자

신의 의견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기 한 방안이었다.과학 논변을 구성

하기 해서는 련 개념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과학 개념과

원리에 한 설명이 포함된 ‘도움카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논변을 구성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 다.3차시의 도입부에는 교사의 시범 활동을

포함하 다.교사는 제시된 자료들 에서 주장과 련 있는 자료를 찾

고 주장과 근거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며 소집단 활동에

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이후 9번의 소집단 논변활동에서는

먼 교사가 과학 상을 제시하 고 학생들은 제시된 상을 설명하는

논변을 개별로 구성한 뒤 소집단에서 의견을 교환하 다.학생들은 소집

단에서 가장 좋은 논변을 선정하 고,학 체에서 발표하 다.

각각의 수업 후에 이루어진 반성에서는 학생들에게 반성지를 제공한

후 오늘 활동에서 가장 활발히 참여한 사람, 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과 그 게 생각한 이유,모둠원의 이야기를 도와 사람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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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할 을 생각하여 도록 하 다(부록 5).이를 통해 학생들이

소집단의 논변활동을 반성하고 다음 논변활동에서 더 나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 다.

1.3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을 탐색하고자

하 으므로 소집단 논변활동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수

행하 다.2차시～11차시 수업에서 두 소집단 내에 이루어진 규칙 만들

기,규칙 수정하기,소집단 논변활동 반성 과정을 모두 녹음․녹화하

다.학생들은 처음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신기해하고 만져보기도 하

지만 차 상장비들에 익숙해져서 잡담 비속어 사용 등 평소 모

습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어 녹음과 녹화로 인한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사례에 한 철 한 이해를 해서는 다양한 자료들

을 수집해야 한다(Merriam,1998;Yin,2009).따라서 학생들의 소집단

담화 사본,학생들의 논변 활동지,활동 반성지가 분석의 주요 자료로

사용되었고 학생들의 면담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 다.

소집단에 형성된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은 근거이론

(Strauss& Corbin,1990)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행동과 발화를 분석함으

로써 논변활동 실행에서 드러난 규범을 추론하 다.교실 사회 규범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력 규범과 비 력 규범으

로 구분하 고,논변활동 규범은 과학 논변활동의 본질을 반 하는지 여

부에 따라 생산 규범과 비생산 규범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소집단 구성원들을 동료로 인정하고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력을

통해 의미가 형성되는 경우에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분

석하 다.반면,한 학생이나 일부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주도하며 다

른 구성원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

므로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 다.논변활동의

목표를 주장 구성하기로 인식하고 자료에 기반한 논변 구성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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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학 논변활동의 본질을 반 하며 지식의 생성을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

다.이와 반 로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에 한 기 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논변활동을 교사가 원하는 정답을 찾는 것으로 여기

고 의견 평가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 생성을 해하고 기존

지식의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규칙 만들기와 반성이 규범 형성에 어떻게 기여

하 는지는 Wenger(1998)의 객체화와 참여 에서 해석하고 규범 형

성 과정을 이론화하 다.본 연구에서는 규범이 구체 형태로 드러난

것을 객체화되었다고 악하 으며,학생들이 작성한 규칙,논변,반성

실행 속에서의 발화 행동 등 다양한 형태들에서 규범의 객체화를

확인하 다.교실 사회 규범의 객체화는 교사와 학생이 어떤 역할을 지

니며 소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해 학생들의 생각이 명시

으로 나타낸 것을 통해 확인하 다.논변활동 규범의 객체화는 학생들

이 어떻게 주장을 정당화하고,증거를 고려하며 논변을 평가하는지와 같

은 논변활동에 한 이해를 명시 으로 나타낸 것으로 악하 다.

소집단에서 규범의 형성 과정 분석에는 연구자와 과학교육 문가 1

인이 참여하 고 지속 인 논의 합의를 통해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을 높이려고 노력하 다(조 달,2015;Merriam,1998).소집단 담화

사본,논변 활동지,반성지,면담 사본,연구 노트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토 로 하여 소집단에 형성된 규범과 실제 발화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

성을 지속 으로 비교 분석하고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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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부분에서는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 A와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

된 소집단 B를 비교하여 제시하고,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 과정을 분석

하 다.두 번째 부분에서는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 A

와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 B를 비교 분석하여 논변활

동 규범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 다.마지막으로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

활동 규범 사이의 계를 악하 다.

2.1교실 사회 규범

2.1.1 력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

교사나 학생의 역할 행동에 해 학생들이 어떤 기 를 공유하고

있는지,즉 어떠한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기 해

논변활동 실행 속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을 분석하여 제시하 다.

소집단 A의 실행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끼어들지

않기 해 발표 순서를 정한 후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발표함으로써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하 다.그러나 다음 담화에

서 보듯이 토론 도 에 서로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이러한 경우에는 발언의 기회를 양보하면서 모두가 의견을 말할 수 있도

록 하 다(95,97행). 한,동료가 발표하는 도 에 떠들거나 끼어들지

않았으며 발표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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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미라 말 좀 하자

95 보미 (웃으며) 네~ 하세요~ 하세요~

96 미라 말하려고 하니까 얘(세나)가 말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얘

(민지)가 말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니(보미)가 말해

97 보미 하하하하하하  (웃음)

　 　 (세나와 민지가 미라에게 말하라는 행동을 취함)

98 미라 (적은 것을 보고 읽음) 저는 지성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중략)

(3차시 소집단 A논변활동)

소집단 A 학생들은 동료가 발표 내용에 집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 번 더 발표하 으며,소집단에서 발표된

의견은 구의 의견이든지 존 했고 그에 해 논의하 다. 를 들어 3

차시 수업에서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될지에 해 미라와 보

미는 비료가 양분이 많으므로 식물이 더 잘 자랄 것이라고 주장했고,민

지와 세나는 삼투 상에 의해 식물이 말라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

지와 세나는 미라와 보미의 의견이 일리가 있는 상황도 있지만 비료를

많이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상 방의 의견을 존 하면서

반박하 다.

소집단 A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서 일 되게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발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각기 다른 의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

하 으며 “우리는 공생 계니까”라고 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모습

을 보 다.이는 집단에서의 의미 형성이 권 를 지닌 한 사람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력을 통해 의미가 형

성된 것을 나타내며,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집단 B의 실행을 살펴보면,학생들은 동료가 설명할 때 잡담하며

듣지 않았고,의견을 들을 때에도 발표자를 방해하거나 그 의견을 무시

하 다.다음에 제시된 학생들의 담화에서 보듯이,지나가 설명하는 동안

은주와 하니는 말의 꼬투리를 잡았고,계속 말허리를 자르면서 방해하

다(42～55행).결국 상을 설명하려던 지나 신에 기회는 은주에게 돌

아갔고,은주가 설명하는 동안 지나는 자신이 당했던 로 은주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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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나 (은주와 하니를 보며) 봐봐. 내가 설명해 줄께. 진짜 이거 식물이 

이렇게(손으로 식물의 몸통을 표현) 돼 있잖아.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잖아.

42 하니 이렇게 왜 돼있어?

43 지나 (손으로 몸통모양을 표현하며) 이렇게 되 있잖아. 이렇게.

44 은주 (나뭇가지를 손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된 것도 있잖아.

45 지나 어. (은주가 표현한 나뭇가지를 표현하며) 이렇게. 이렇게. 

46 하니 걔가 뭔데?

47 지나 이렇게 돼있고, 잔뿌리가 있어 어쨌든. 근데 여기 안으로 들어간

대잖아 물이. 

48 은주 어. 왜. 왜 들어가?

49 지나 그거! 농도가 좀 높잖아

50 은주 (지나의 말을 자르며) 삼투현상!

51 지나 어. 맞아. 그거~

52 은주 삼투현상 때문에 뭐가 이동하는데?

53 지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짐) 물이 이동하잖아~

54 은주 어디서 어디로?

55 하니 (은주와 동시에) 물만 이동하냐?

를 방해하 다.

(3차시 소집단 B논변활동)

이 외에도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유진이는 발표

하기를 꺼렸고 결국 세 명의 학생(은주,하니,지나)만 의견을 이야기하

다.6차시에는 교사의 격려로 인해 유진이 발표를 하 지만,지나만 귀를

기울일 뿐 은주와 하니는 서로 이야기하며 듣지 않았다.토의에서 축 된

부정 인 경험은 소집단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를 해한다(Blatchford&

Baines,2010).동료들의 무 심과 부정 인 반응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유진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나가 과학 으로 옳지 않은 내용을 말했을 때 은주는 “이 바보야”

라고 하며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상 방의 의견을 가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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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다.

이와 같이 소집단 B 학생들은 거의 모든 수업에서 구성원들의 의견

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서로를 통해 배

우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은주가 다른 학생들에게 내

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 다.모두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려고

시도는 하 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 으로 이 소집단에서 의미 형

성은 구성원들의 상호 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도가 높은 학생

의 주도로 이루어졌다.즉,소집단 B에는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제한

하고 력을 해하는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다음 에서는 규범 형성에서 차이를 보인 두 소집단의 규칙 만들

기 규칙 수정 과정,실행과 반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력 교실

사회 규범과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 과정을 제시하겠다.

2.1.2 력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 과정

두 소집단 학생들의 논변활동 실행을 분석한 결과,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타났다.먼 ,학생들은 규칙

만들기 활동을 통해 규범을 객체화할 수 있었다.그 후에 규칙 수정 과

정에서 객체화된 규범의 의미에 한 상이 일어났다.마지막으로 실행

과 반성의 순환 과정에서 력 규범의 의미가 지속 으로 상되고,

결과 으로 력 교실 사회 규범이 정착되고 형성되었다.비 력 교

실 사회 규범 형성의 단계는 력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 단계와 마찬

가지의 단계를 지녔지만 세부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두 규범의 형성

과정에 한 세부 인 서술은 각 부분에서 비교하며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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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칙 만들기에서 나타난 규범의 객체화

소집단 논변활동을 실행하기 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칙을 만들고 수정해보도록 하 다.소집단 A 학

생들이 최종 으로 생성한 규칙은 <그림 Ⅳ-1>과 같다.

1.다른 사람 의견에 끼어들지 않는다.

2.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

3.한 명씩 돌아가며 의견을 낸다.

- 원 모두가 참여하되,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4.한 가지의 주제로 공부할 때,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한다.

5.주제에 련이 없는 이야기는 삼간다.

<그림 Ⅳ-1>소집단 A의 규칙

제시된 규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다른 사람의 의견에 끼어들지 않

고,경청하기’와 같이 의견 교환을 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인 에티켓들이

포함되어 있었다.‘한 명씩 돌아가며 의견을 낸다’는 항목에 포함된 ‘원

모두가 참여하되,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는 내용은 구성원 모두의 참여

를 독려함과 동시에 개인의 참여 의사를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뿐

만 아니라 수업 주제와 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때 인지 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서로 력하자는 인식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주제에

련 없는 이야기를 삼간다’는 규칙은 소집단 논의가 잡담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업에 집 하기 한 목 에서 추가되었다.이와 같이

소집단 A의 규칙에는 상 의 의견을 존 하고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

며 력해야 한다는 규범이 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집단 B 학생들이 작성한 규칙은 <그림 Ⅳ-2>와 같다.‘동하며

문제를 해결하기’와 ‘자기 의견을 한 번씩 꼭 말하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력을 강조하 다.‘올바른 말을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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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목은 토론 에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에티켓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딴 짓을 하지 않는다,녹음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빠지지 말자’

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1. 동하며 문제를 해결하자.

2.자기 의견을 한번 씩 꼭 말한다.(근거있는 것으로)

3.딴 짓을 하지 않는다.

4.녹음기를 건드리지 않는다.(건드리면 딱밤 맞기)

5.올바른 말을 사용하자.

6.빠지지 말자.

<그림 Ⅳ-2>소집단 B의 규칙

소집단 규범은 소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해 구성원들 사

이에 공유된 기 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는데,구성원들이 규범을 인식하

고 실행으로 나타내기 해서는 규범이 지닌 추상 인 의미가 명시 이

고 구체 으로 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inder,1996;Wenger,1998).

한 학습 환경에서 무엇이 문제화되고 객체화되었는지에 따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가 결정되므로(Llinares,2002),규범의 어떠한 측면

이 규칙으로 객체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요하다.객체화된 규범

을 살펴보면 두 소집단의 학생들 모두 력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학생들이 소집단 규칙을 만들면서 모두가

참여하기 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한 기 가 명시 으로 표 되

었으며,이는 Wenger(1998)의 에서 력 교실 사회 규범의 객체화

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지식과 앎에 한 인식 실행과

련된 규칙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사회 인 행 를 할 때

요구되는 규범들만 규칙으로 객체화된 것을 볼 수 있다.이는 학생들이

기존의 토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것들이 반 되거나 학교에서 공동체 생

활을 해 강조되어 왔던 것들을 그 로 표 한 것으로 보인다.



-96-

두 소집단은 모두 력에 가치를 둔 규범을 객체화하 으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 다.소집단 A에서는 네 명의 학생들이 각

자 하나씩 의견을 제시하 고 동료에 의해 규칙이 제시되면 “그것도 괜

찮다”는 식의 반응을 나타내며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소집단 B에서

는 유진을 제외한 세 명의 학생들이 규칙에 한 의견을 제시하 고 제

시된 의견은 은주에 의해 수정된 후에 규칙으로 되었다.은주가 낸 규칙

이 억지스럽다며 부 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은주는 규칙으로 포함

시켰다.지나가 제시한 의견은 은주와 하니에 의해 무시되면서 규칙 만

들기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발언권이 강조되었음을 찰할 수 있었다.

두 소집단의 객체화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는 소집단 내의 각 학생들

의 지 와 련하여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소집단에서 자신이 가

치 있는 존재이며 인정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에 향을 다.Berland와 Lee(2012)는 학생들이 논변활동에서 동료의

의견이 자신의 것과 다르거나 불완 하더라도 의견을 인정해주었을 때

소집단에서 의견의 상이 일어나고 합의에 도달하 음을 찰하 다.

이들은 학생들이 비록 동료의 의견이 불완 하더라도 의견 자체를 인정

해주는 것을 동료 합법화(peerlegitimization)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동

료 합법화는 학생들의 체면을 세워주어 경쟁 인 논변활동에서 벗어나

이해와 합의가 형성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Berland& Lee,

2012).본 연구의 소집단 A에서는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구

성원들을 동등한 참여자로 간주하고 모든 의견을 인정하는 동료 합법화

가 일어났지만,소집단 B에서는 동료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와

같은 차이는 이후 학생들이 규칙을 수정하고 소집단 논변활동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의 차이를 유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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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칙 수정을 통한 객체화된 규범의 의미 상

에서 제시했듯이 소집단 A와 B모두에서 력 교실 사회 규범이

객체화되었으나 두 소집단에서의 규칙 수정 과정은 차이가 있었다.소집

단 A에서는 규칙을 수정하는 동안 구성원들 사이에서 규범의 의미가 논

의되고 의미 상이 이루어졌으나,소집단 B에서는 의미 상의 부재로

인해 객체화된 규칙과 실행이 괴리되었다.다음은 두 소집단에서의 규칙

수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이다.

소집단 A에 있는 민지는 각 규칙에 해 세부 사항을 을 것을 제

안하 고,민지의 제안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한 구체 인 방안을

학생들 스스로 모색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민지의 제안에 세

나와 보미는 감탄하며 칭찬하 고,소집단 A 학생들은 규칙들을 한 가

지씩 살펴보며 수정할 을 논의하 다.<표 Ⅳ-2>는 소집단 A 학생들

의 규칙 수정 담화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미라는 ‘태클을 걸지 말자’

를 주장했고 민지와 세나는 ‘끼어들지 않는다’를 규칙으로 사용하자는 의

견을 제시했다.민지와 세나는 미라가 이야기하는 태클을 건다는 표 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화를 하면서

태클을 건다는 표 과 끼어든다는 것이 결국은 상 방을 화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결과 으로 ‘다른 사람 의견에 끼

어들지 말기’라는 표 으로 규칙을 수정하 다(16～25행).

‘한 명씩 돌아가며 의견을 내자’는 규칙에 해서는 학생들 사이에 의

미 악의 오류가 있었다.미라와 민지는 ‘의견을 낸다’는 동일한 표 을

사용하고 있었지만,두 가지 의미(소집단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

기,소집단의 표 의견을 반 체에 발표하기)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논

의가 발 되지 못하고 있었다.DeFreitas등(2008)은 객체화의 의미는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는 분명하지만,다른 사람에게 이동하 을 때는 그

사람에 의해 객체화된 것이 의미 있게 되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소집단 A에서 각자가 제시한 규칙들은 본인에게는 의미가 분명하

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정확히 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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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학생 발화

16 미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시비 거는 거나 태클을 거는 거

나 같은 말이고,

17 민지 시비?시비[라는 말은]없는데?

18 미라 아니.내가 태클을 건다고 그랬잖아.근데 니네가 시비

를 건다고…

19 민지 아니.‘우리는 끼어들지 않는다’라고 했어.

20 미라 그러니까 그런 거나 태클을 거는 거나 다 같은 뜻이

고, ,내가 일부러 다른 애들 다 화나게 하는 거니까

바꿔서 쓰려고 그런 거야.

21 민지 우리가 태클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

고.한번 이 게 해보자는…

22 미라 그러니까 태클이라는 뜻이 말하자면,끼어든다는 뜻이

잖아.

23 세나 거의 그런 거야.

24 민지 그럼,‘다른 사람의 의견에 끼어들지 않는다’라고 써도

되겠네.

25 세나 응.거의 그런 거야.

<표 Ⅳ-2>소집단 A학생들의 규칙 수정 담화

[]는 의미 이해를 해 연구자가 추가한 부분임.

즉,규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규칙의 구체 의미는 논의되지 않았

고 학생들은 ‘의견을 낸다’는 의미를 각각 다르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지가 지속 으로 소집단에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한다는 의미로

‘의견을 낸다’는 용어를 사용하 고,이에 보미와 미라 역시 모든 학생들

이 소집단에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이후에는 동일

한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 다.

소집단 B 학생들은 규칙을 수정해보라는 교사의 요청에 6가지 규칙

들 에서 ‘녹음기를 건들지 말자’는 규칙에 해서만 논의하 다.

<표 Ⅳ-3>은 소집단 B학생들의 규칙 수정 담화를 나타낸 것이다.



-99-

행 학생 발화

5 하니 (웃음)흐흐.‘녹음기를 건들지 말자’하면 뭐 할껀데?

6 은주 다섯 번 건드리면 딱밤 [맞기]

7 하니 진짜?

　 　 (유진을 제외한 세 명이 웃는다)

8 지나 지 부터 시작!

9 하니 신 자리를 움직이거나 이럴 때에는 괜찮아.

10 은주 응

11 하니 를 들어서 이 게 옮긴다던지...

12 지나 옮겼어.

13 은주 아,옮겼네.

14 하니 이런 건 괜찮다고～

15 은주 아,여기다 옮겨야지.여기로 옮겨야지.(녹음기를 계속

옮기며 장난)

<표 Ⅳ-3>소집단 B학생들의 규칙 수정 담화

[]는 의미 이해를 해 연구자가 추가한 부분임.

학생들은 녹음기를 건드릴 경우에 어떤 벌칙을 지 이야기하 다.

벌칙을 만들자는 의견은 다른 소집단들의 논의에서도 찰되었는데,이

는 사회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 하나로 구성원들이 규

범을 반했을 때 집단으로부터 사회 인 제재를 받는 것(Naumann&

Ehrhart,2011)에 해당한다.즉,학생들은 벌칙을 받지 않기 해 집단의

규범에 따르게 되고 이러한 행동 조 을 통해 집단의 규범이 형성되고

강화되게 된다(Horne,2009).소집단 A에서도 벌칙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했지만,구성원들은 벌칙을 정하지 않고 자발 으로 규칙을

수하기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 다.소집단 B학생들은 ‘녹음기를 건든

다’는 의미에 해서만 논의했으며 이것은 력 으로 활동하는 방법에

한 토의라고는 볼 수 없다.이 소집단에는 력 인 실행과 하게

련된 규칙인 ‘동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가 있었지만 동의 의미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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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며,어떻게 동할지 구체 인 방안에 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Graham(2003)은 구성원들이 서로가 인식하는 규범의 경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불분명했던 규범이 경계가 좀 더 분명해지고 개

인 간의 규범의 범 가 첩되면서 조작 인 규범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하 다.본 연구에서 소집단 A의 학생들은 규칙을 수정하면서 각자가

이해하고 있던 규칙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에 해 논의하 다.논의

과정에서 규칙 속에 숨은 의미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며 구체 인 규칙을

생성하 다.반면 소집단 B에서는 력과 련된 규칙에 해서는 어떠

한 논의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결과 으로 ‘동하기,올바른 말 사용하기’

와 같이 추상 인 형태의 규칙으로 남아있게 되었다.이는 비 수학교사

들의 실행을 분석한 Llinares(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비 수학교사

들은 교수․학습에 한 그들의 신념과 실행이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고,집단 내 논의 과정에서 신념이 논의의 으로 객체화되지 않아

의미 상이 일어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규범이 객체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한 논의와 상 과정이 필수 임을 보여 다.

3)실행과 반성을 통한 지속 인 의미 상 규범 정착

과학 논변활동을 실행하는 과정과 실행에 한 반성,이후에 다시 논변

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은 소집단에서 력 규범이 정착되고 형성되도록

이끌었다.이 에서는 학생들이 실행과 반성을 통해 규범의 의미를 어떻

게 명확히 하고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규범이 정착되었는지를 기술하겠다.

소집단 A 학생들은 과학 논변활동을 실행하면서 모두에게 기회를 제

공하고,모두의 의견을 존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학생들의 실행을 토

로 보았을 때 이 소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이 평등한 권 를 지니고 있다는

규범이 객체화된 것으로 보인다.학생들은 논변활동에 참여하면서 평등

한 권 에 한 규범을 객체화하 고,객체화된 규범과 참여 사이의 상

호작용을 통해 력 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한 규범의 의

미를 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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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미라 나지? 제가 생각한건 A 인데. A시험관이 색이 변한 이유가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 (중략)

118 민지 잠깐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우리가 다들 발

표할 때 약간 딴청하는거 같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

대방 얘기를 경청하면서 한번만 더 얘기해보자.

119 미라 (고개를 끄덕이며) 응.. 또? 나부터? 흐흐흐(웃음)

120 미라 (보미를 보며) 손 떼. (보미가 머리를 만지고 있었음) 손 떼. 

아무것도 하지 말고

121 보미 아무것도 안하잖아! 니네 보고 있잖아~

122 미라 이걸 떼라고(보미가 펜을 잡고 있는 것을 가리킴)

123 보미 (펜을 놓음)

124 민지 (미라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이렇게 눈을 맞추고

125 보미 (보미도 미라에게 가까이 간다)

126 미라 (웃으며 발표) A 시험관이 색이 변한 이유는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 (중략)

각 수업의 논변활동 직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성지를 나눠주고 부

족한 이나 개선할 들이 있는지 생각하여 도록 하 다.소집단 A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지 한 것은 ‘상 가 말할 때 하던 것을 멈추고

들어야 한다’다.비록 소집단 규칙에는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경청해

야 한다’가 있었지만 반 수업에서 학생들은 종종 본인이 발표한 후에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잘 듣지 않았다.이것은 반성지에 명시 으로 표

되었고,자신을 비롯한 동료들이 어떻게 행동을 수정해야 할지에 한

구체 인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아래 담화는 반성 후에

소집단 A의 학생들이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해 어떤 행동들을 추가

하 는지를 보여 다.민지는 그동안 친구들이 동료의 발표에 집 하지 않

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 하 고,발표 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말고 경청하자고 하며 다시 발표할 것을 제안하 다(118행).

(8차시 소집단A논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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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라부터 모든 학생들이 다시 발표를 하 고,학생들은 동료의

발표 도 펜을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발표하는 사람의 을 바라

보면서 경청하 다.언어 외에도 시선이나 추임새,호응과 같은 행동

지원은 상호작용이 안정된 분 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끈다(최지혜

등,2014).이 소집단에서 동료가 발표할 때 집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비언어 행동은 소집단 구성원들을 동등한 동료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

여 다.

학생들은 반성 과정에서 소집단의 실행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규칙을

만들 때 의도했던 것들이 잘 반 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정 방법을 제시

하고 다음 실행에 반 하 다.이 과정에서 객체화된 규범과 실행 사이

가 연계되었고 력 규범의 의미 상이 이루어졌다.논변활동 실행과

반성 과정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 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순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력 규범의 의미를 소집단에서 공

유할 수 있었다(Graham,2003).수업이 끝나고 이루어진 면담에서 학생

들은 규칙으로 인해 서로의 발표에 집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

다.이와 같이 소집단 A에서는 논변활동과 반성의 반복을 통해 객체

화된 규범이 실행 속에서 의미가 재 상되고 규범이 다시 실행으로 반

되면서 기회의 균등 제공,의견 존 , 력을 통한 학습이 강조된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될 수 있었다.

소집단 B의 논변활동을 살펴보면,공부 잘하는 은주가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방해하거나 무시하고 다른 학생들은 은주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

습이 주로 나타났다.이 소집단에서는 인지 으로 권 가 있는 학생에게

의존하는 규범이 객체화되었으며,실행과 객체화된 규범 사이에 비 력

규범과 련된 의미들이 상되고 있었다.

실행에 한 반성 과정에서 소집단 B학생들은 개선 으로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 말하기,모두 참여하기’와 ‘그만 떠들어야 한다’를 지 하

다.그러나 어떻게 모두가 참여해야 할지,잡담이 무엇이고 잡담을 하지

않기 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의 과정은 보이지 않았다.학생들은 반

성지를 받은 후 고민 없이 바로 었으며 작성 후에는 곧바로 잡담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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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행동들로 보아 소집단 B에서는 피상 수 의 반성이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학생들은 ‘모두 활발하게 의견을 말하며 참여해야

한다’고 반성하며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함이 고려된 규범을 객체화하

다.그러나 실제 실행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식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반성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 다.

객체화가 실천과 유리될 경우 애 에 의도한 바를 담아내지 못하고 수단

으로 락할 수 있다(Wenger,1998).소집단 B에서 피상 반성이 이루

어지면서 평등에 가치를 부여한 규범은 실행과 연계되지 못하 고,학생

들은 력 규범의 의미를 상하지도,의미를 공유하지도 않았다.결국

력을 강조한 객체화된 규범은 소집단에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단순한 규칙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한 논변실행에서 지속 으

로 동료의 의견 발표를 방해하고 무시하면서 지 권 자에게 의존하는

비 력 규범에 한 의미가 상되었고,결과 으로 비 력 교실 사

회 규범이 형성되었다. 력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 과정은

<그림 Ⅳ-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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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력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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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세나 그러니까 여기 울타리조직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짙게 보이는 거

고, 해면조직은 여기 듬성듬성 있잖아~ 그래서 연하게 보이는 거

잖아 여기~ 그래서 여기가 아래라고 생각했어.

80 보미 우와~  잘하네

81 미라 되게  잘하네. (보미를 보며) 우리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공만 

썼지?

84 민지 미라도 약간 설득력은 있었고… 아~ 고민되네. 근데 넌(세나) 자

료를 사용했으니까

　 　 (각자 잘한 사람을 생각해서 적음)

86 민지 하나 둘 셋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손가락으로 가리킴)

87 미라 하나 둘 셋 

　 　 (모두 손가락으로 가리킴)

2.2논변활동 규범

2.2.1생산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학생들이 논변활동의 목표 주장 정당화와 논변 평가 방법에 해

어떻게 기 하고 있는지,즉 소집단에 어떠한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어

있는지 탐색하기 해 논변활동 실행 속에서의 학생들의 발화 행동을

분석하여 제시하 다.

소집단 A 학생들은 논변활동이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 다.자신의 의견을 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은 것을 베끼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는 모습이 부분의

수업에서 찰되었다.가끔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동료들에

게 질문하여 문제를 악한 후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 다. 한 모두의

의견 작성이 끝나고 평가를 거친 후에 투표를 통해 표 의견을 선정하

다.아래 담화에서 보듯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한 후에 어떤 의견이 가

장 좋은지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동시에 손가락으로 지목하여 표자를

선정하 다(80～87행).

(5차시 소집단 A논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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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에서 가장 타당한 의견은 실험 결과나 과학 지식,제시된 자료

해석을 기반으로 주장이 구성된 경우에 선정되었는데 학생들은 ‘자료로

나온 사진을 보여주며 그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해서’,‘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조리 있게 말을 해서’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 다.뿐만

아니라 원리에 한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 된 경우와 한 근거가 포

함된 경우에 표 의견으로 선정하 다.

결과 으로 소집단 A 학생들은 증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구성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실험 결과와 지식,자료 해석을 활용하여 주장을

정당화했을 때 타당한 논변으로 인정하 다. 한 구성원들의 논변을 평

가하여 표 의견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 다.이는 과학 공동체에서 새

로운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변활동의 본성을 반 하고

있으므로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소집단 B에서 이루어진 논변활동의 분석은 이 소집단에서 비생

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음을 보여 다.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구성하는 것에 을 두기보다는 논변활동을 정답을 찾는 활동으로 여

기고 교사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를 들어 3차

시에 하니가 실제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은주는 이미 배웠기 때문

에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의견을 발표할 때 하니와 지나가

용어를 잘못 표 하는 경우에 은주는 ‘이 바보야’라고 하며 주장하는 내

용 보다는 틀린 용어를 고쳐주는데 을 두었다. 표 의견을 선정할

때는 주로 가 바 보를 하여 진 사람이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 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 바 보를 통해 표자를 선발한 것은 아니었는데

3,4차시 논변활동에서 학생들은 암묵 으로 은주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

다고 생각했고 은주가 발표자로 선택되었다.그러나 5차시에 체 토의

에서 은주의 의견이 다른 의견들과는 달랐으며,하니와 지나는 은주가

틀렸다며 창피를 주었다.그 이후 은주는 발표하기를 거부했고,가 바

보를 통해 표자를 선정하 다.

결과 으로 소집단 B에서는 다수의 수업에서 각자의 의견이 의미

하는 바에 한 논의보다는 용어의 오류나 정확한 사용에 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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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원하는 정답을 찾는 것에 을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구성원들 의견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에 한 평가 없이 운에 의해

표 의견을 정하 다.이와 같이 교사가 원하는 정답을 찾고,의견의 타당

성을 평가하지 않는 규범이 형성된 경우에는 기존의 지식을 재생산하고

새로운 지식의 생성을 해하므로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소집단에는 상반된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고,소집

단에서 논의된 과학 지식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 를 들어 3차시에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었을 때 식물이 죽을 수도 있는 이유에 해 소집

단 B에서는 삼투 상만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 다.반면 소집단 A에서

는 삼투 상을 증거로 포함한 논변과 비료를 당히 많이 주었을 경우에

잘 자랄 수도 있다는 의견과 비료를 많이 경우 토양이 산성화되므로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학생들은 삼투 상

으로 인해 어떻게 물이 이동하는지,비료의 종류(천연비료인지 화학비료

인지)가 토양의 산성화에 어떤 향을 수 있을지,문제에서 비료를

많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을 의미하는지에 해 논의하 다.

소집단 A와 마찬가지로 소집단 B에서 지나가 ‘비료를 만큼 물을 더

주면 어떻게 될지’궁 해 하며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 으나 다른

학생들은 삼투 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며 지나가 제기한 상황을 고

려하지 않았고 하나의 논변만을 구성하 다.

마지막 수업에서도 두 소집단에서는 과제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는

정도와 설명의 다양성에서 차이를 보 다.11차시에는 싹이 튼 콩과 싹

이 트지 않은 콩의 건조 후 무게를 비교하고,두 콩의 무게가 같을지 다

를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가 제시되었다.소집단 B학생들은

싹이 튼 콩이 무게가 가벼울 것이라고 주장하 고,그 이유로 콩이 싹틀

때 떡잎 속의 양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며 세 명의 학생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소집단 A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

(싹이 튼 것이 더 무겁다/더 가볍다)이 제시되었다.싹이 튼 것이 더 무

겁다는 주장에 한 근거로 ‘콩에 물을 주고 싹이 텄기 때문’을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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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물과 싹에 의해 더 무거워졌다고 하면서 싹이 튼 것을 합성과

혼동하기도 했다. 한 싹이 튼 콩이 호흡을 통해 에 지를 얻었으므로

더 무거워졌다고 하면서 에 지에 한 오개념을 포함한 의견들을 제시

하 다.그러나 소집단 A의 다른 학생들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기 보

다는 동료의 의견으로 인정하고 문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에

한 반박을 제시하 다.학생들은 두 콩의 기 상태(수분 함량과 합성

산물의 양)가 동일하다는 조건과 외부에서 에 지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

(빛이 없는 곳에서 싹이 텄으므로 합성을 할 수 없다)을 인식하 다.

한 콩이 싹 틀 때 에 지가 필요하며,에 지원으로 떡잎 속에 장된

양분을 사용하므로 무게가 감소한다는 논리 인 논변을 구성하게 되었

다.소집단 A와 B에서 결과 으로는 싹이 튼 콩의 무게가 더 가볍다는

같은 주장을 하 으나 주장이 도출되기 까지 고려한 과학 지식들에서 차

이를 보 다.

의 시들은 논변활동 규범이 서로 다르게 형성된 두 소집단에서

논의되는 과학 지식과 논변활동 양상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다.생

산 논변활동 규범이 바탕에 형성된 소집단 A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지식들을 기반으로 상에 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고려하고 논의

하 으며,문제 상황에 한 분석을 통해 주어진 조건에서 설명을 구성

하 다.이는 과학 지식이 형성될 때 과학자 공동체에서 안 설명들

을 고려하고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논변활동의 본

성을 반 하며(Kelly& Crawford,1997;Richmond& Striley,1996)과

학교육의 목표 하나인 생산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

다.반면 비생산 인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 B에서는 상에

한 한 가지의 설명만을 고려하고 그 외에 가능한 가설에 한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결과 으로 새로운 과학 지식의 형성을 해할

수 있다.

다음 에서는 두 소집단의 논변 실행 반성 과정을 분석하여 생산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여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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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생산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정

두 소집단 학생들의 논변활동 실행을 분석한 결과,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타났다.먼 ,학생들이 일상

상황에서 논변을 구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논변활동 규범이

객체화되었다.이 후 학생들은 논변활동 실행과 실행 반성,실행 후

반성을 거치면서 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의미를 상했다.실행과 반성

의 순환 과정은 논변활동 규범을 강화하 고,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으로 이끌었다.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정도 의 두 단

계로 일어났으며 세부 과정에서 차이를 보 다.두 규범 형성의 세부

인 과정은 각 부분에 제시하 다.

1)일상 논변 구성에서 나타난 규범의 객체화

과학 논변활동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논변활동이 무엇이며,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학생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Driveretal.,

2000;Newtonetal.,1999).그러나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증거를 토

로 한 논변 구성 평가 경험이 거의 없었으므로 교사는 소집단 논변

활동이 일어나기 에 과학 논변활동이 무엇이며,어떻게 주장해야 하는

지에 한 강의와 시범을 보여주었다.교사의 강의와 시범은 소집단에

논변활동 규범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수업

에서 이루어질 활동들의 시를 보여 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활동이 어떤 것인지에 한 이 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 다.

교사는 강의 외에도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논변을 구성해보도록 하 다(부록 2).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소집단 A,B학생들 모두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에 해 어

느 정도의 인식론 인 이해를 하고 있음이 찰되었다.첫 번째 문제에

서 학생들은 제시된 논변에서 주장,데이터,이유를 찾음으로써 논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형식에 해 학습하 다.두 번째 문제인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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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의 부탁을 더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학생들은

‘주원이가 더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더 설득력 있게 의견을 달했다’,

‘주원이의 이유가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다’,‘주원이의 주장에 한 데이

터가 했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들었다.이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주장

과 근거의 련성을 악하고,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근거의 종류에 따라 설득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마지막 문제는 어머니 입장에서 답장

을 쓰는 것이었는데,학생들은 ‘의 말 로 좋은 이 있지만...’,‘게임에

빠지거나 유해매체에 노출되고,욕설과 왕따 문제,공부에 방해가 되며,

건강에 좋지 않고...’,‘아이폰이 아니어도 컴퓨터로도 가능하다’등의 내

용을 포함하여 설득하는 을 작성하 다.학생들은 상 방을 설득하기

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으며,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해 최 한

여러 가지 근거를 포함하 고,상 방 주장의 일부를 인정한 후 반박하거

나 다른 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논변에 한 특별한 교육 없

이도 어느 정도의 논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연구들(Mason,1996;Zohar&

Nemet,2002)과도 일맥상통하며,학생들이 논변활동에 한 인식론 인 자

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다.인식론 자원(Epistemologicalresources)은

학생들이 지닌 인식론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해 Hammer와 Elby(2002)

가 도입한 개념이다.인식론 자원들은 다양한 세부 자원들을 지니고 있

으며 맥락에 따라 다르게 활성화되는 역동성을 지닌다(Lising& Elby,

2005).즉,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상 논변 구성하기’는 학생들이 논변과

련하여 지니고 있는 인식론 자원들을 활성화 시켰으며,어떻게 주장

을 정당화하고 증거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한 이해를 명시 으로 드러

내도록 함으로써 논변활동 규범의 객체화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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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과 반성을 통한 규범의 의미 상 규범 정착

일상 논변 구성 활동에서 객체화된 논변활동 규범은 과학 논변활동을

실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의해 객체화되었다.실행과 반성

이 반복 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의미에 한 상

이 일어났고,논변활동 규범이 강화되면서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

되었다.

소집단 A 학생들은 과학 논변활동에서 다양한 근거를 포함하여 논변

을 구성하고,각자가 제시한 의견을 평가하여 표 의견을 선정하 다.

상 방의 의견에 반박하는 모습도 나타났다.이러한 실행 속에서 논변

규범은 학생들에 의해 다시 객체화되었다.4차시에 가장 잘한 사람으로

세나가 세 표를 받은 것에 해 보미가 “몰표네”라며 아쉬움을 표 했

다.이에 미라는 보미에게 “괜찮아.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잘

했어”라고 말하며 논변활동에서 본인의 의견을 타당하게 말하는 것에 가

치를 부여하 다.타당한 논변을 선택할 때에도 학생들은 설명이 충분한

것과 요 을 명확히 이야기한 것을 모두 동등하게 여기고 인정하 고,

간단해도 내용이 알차면 상 없다고 하면서 논변의 길이보다는 설득력과

타당함에 무게를 두었다.7차시에 가장 좋은 의견으로 네 명이 각각 한

표씩 받았을 때에는 다시 발표해보자는 제안을 하 고,이에 동의하여

한 번 더 발표하고 다시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이와 같은 학생들

의 발화와 행동들은 교사와 과제에서 강조하 던 논변활동의 목표 방

식들이 학생의 언어로 표 되었음을 보여주며,이 활동을 통해 객체화

되었던 규범이 학생에 의해 다시 객체화가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논변 수업에 한 인식을 나타낸 동료 학생의 발화는 소집단에서 논변활

동에 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 고,생산 규범에 한 의미의

상을 가능하게 하 다.

학생들은 집단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평가할 때(실행 반성)자신

과 반 의 입장이지만 근거 있게 설명한 것,이론과 데이터를 연결하여

각 사례를 자세히 기술한 것,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사용한 것,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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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타당하게 연결된 것, 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알기 쉽게 간추린

것,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것,실험과정에 한 자세한 설명이 바탕이 된

것,증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반박이 포함된 의견을 좋은 의견이라고 생

각하 다.이것으로 보아 소집단 A 학생들은 어떤 논변이 좋은 의견인

지에 해 다양한 기 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 들은 반성 과정에

서 명시 으로 드러났다.논변활동이 끝난 후 이루어진 반성(실행 후 반

성)에서는 ‘요한 이야기를 한 사람과 이유’를 도록 하 는데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요한 이야기의 개념이 풍부하고 정

교해졌다.학생들은 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포함한 , 요한 요

을 포함한 것에 을 두고 의견을 평가하 다.그러나 후기에는 이에

더하여 자신의 의견과 함께 반박을 포함한 것,소집단 내의 의견 립을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을 의미 있게 생각하 으며 자신과 다른

의견도 타당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다양한 반성들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구성원들이 규범의 유용성을 인지할 때 규범에 순응할 수 있으며(정

찬모,2003),규범은 정당성을 통해 유지되고 지켜진다(Baldridge,1980:

조창희,1985에서 재인용).Berland와 McNeill(2010)도 학생들이 증거

사용의 유용성을 경험할 때 증거를 사용하는 규범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며 유용성을 인지하는 경험이 요함을 강조하 다.

소집단 A 학생들은 반성 과정에서 동료의 논변을 평가하면서 어떤

논변이 좋은 논변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즉 좋은 논변이 되기 한 기

의 의미를 다시 고려하게 되었으며 논변활동 규범이 유용하다는 것과

규범의 정당성을 인지하고 동료의 모범 인 논변을 다음 실행에 반 하

다.5차시에 학생들은 세나의 의견이 여러 가지 근거를 포함하고 자세

히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선택하 고 이것은 좋은 논변의 모

델이 되어 다음 논변 실행에 향을 주었다.6차시에 학생들은 다양한

조건(잎의 유무,커버 비닐의 유무)에 있는 실린더에서 시간이 흐른

뒤 물의 높이 변화를 측하는 설명을 구성하 다.학생들은 잎의 구조,

염화코발트 종이를 이용한 실험 결과,공변세포 찰 경험,증산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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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활발히 일어날 조건이라는 다양한 근거들을 포함하 으며,염화

코발트 종이 실험과 공변세포를 찰했던 경험은 다른 소집단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근거들 이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설명과 증거를 평가하고 다른 아이디어와 비교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주장에 한 이유 보장,반증이 나타날 수 있다

(Mason,1996;Reiseretal.,2001).즉,학생들이 반성 화에 참여함

으로서 논변 담화가 향상되며(Felton,2004)이와 같은 향상은 실행과 반

성이 동반될 때 더욱 효과 이다(Osborne,Erduran,& Simon,2004;

Zohar& Nemet,2002).Cooney,Shealy,그리고 Arvold(1998)는 교사

교육 로그램에서 반성 실행(reflectivepractice)을 격려할 것을 강조

했다. 비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 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은 담화 수 에서 반성과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발달될 수 있다(Llinares,2002).

소집단 A에서는 반성 과정에서 동료의 논변을 평가하면서 논변활동

규범의 의미(주장을 정당화한다는 것,논변을 평가한다는 것,좋은 논변

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 다.반성에서 언 된 것들이 실행에

반 되면서 학생에 의해 객체화된 규범과 참여 사이의 상호작용,즉,생

산 규범의 의미 상이 일어나게 되었다.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 으

로 이어지면서 논변활동 규범이 더욱 강화되었고 소집단에서 생산 논

변활동 규범이 정착되었다.

소집단 B학생들은 과학 논변활동에서 정답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

다.학생들은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논의하기보다는 과학 용어가 틀린 것을 지 하 고,은주는 본

인의 의견이 정답임을 강조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하 다.

이 과정에서 은주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설명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기 하 다.이 소집단에서 은주가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학생이었으므로 다른 학생들은 결국에는 은주

의 의견을 수용하 고,이는 권 를 지닌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

하는 규범이 객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소집단의 논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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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답 찾기 실행과 권 의 수용이라는 규범의 상호작용에 의해 비

생산 규범에 한 의미가 상되었다.

소집단 B의 반성은 소집단 A와 달랐는데,반성이 피상 으로 이루어

지고 반성에서 언 한 것들이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결과 으로

비생산 인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학생들은 가장 그럴듯한 논변

을 선택한 기 으로 근거가 한지,논리 인지,이유가 타당한지,내용

이 풍부한지,간단명료하게 표 했는지,발표 시 어투와 태도 등을 제시

했다.이러한 기 들은 얼핏 보기에는 학생들이 근거의 타당성 논리

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측면에

서 좋은 의견인지에 한 구체 인 설명이 없고 ‘근거,이유,타당,논리

’이라는 용어가 기 수업에서 후기 수업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반복

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이유

(실행 후 반성)로는 ‘이유가 타당하고 하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지

만 ‘재미있고,웃겨주어서’와 같이 주장의 타당성과는 련 없는 이

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즉,반성을 통해 좋은 논변의 기 을 제시하려

고 했고,생산 인 논변 규범이 객체화 되었으나 그 과정이 피상 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산 규범의 의미는 상되지 못했다.결국 학생들은

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의미에 한 상과 공유 없이 다음 실행에서도

정답을 찾고 권 를 수용하면서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

생산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정은 <그림 Ⅳ-4>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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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생산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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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집단 B에서도 소집단 A와 마찬가지로 일상 논변을 구성하

는 과정에서 논변과 련된 인식론 자원들이 활성화되었고,논변활동

규범이 객체화되었다.이는 소집단 B학생들이 충분히 생산 인 논변활

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왜 생산 인 인식론 자원들

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논변활동 상황에서는 그러한 자원들

이 활성화되지 못했는지에 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Redish(2004)는 인식론 이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학생들이

수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지식과 학습에 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에 한 기 로 인식론 이 을 정의하 다.학생들이

활동에 해 지니고 있는 인식론 이 은 그들의 행동에 향을 미

친다.학생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교실게임’으로 이 하면 활동 속

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공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기

하지만,‘상 이해하기’로 이 하는 경우,활동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지닌 것으로 기 하고 행동한다(Hutchison& Hammer,

2010).

이러한 에서 볼 때,소집단 B의 학생들은 일상 논변을 구성하는

상황을 ‘상 이해하기’로 이 하고 제시된 두 의견 에 어떤 의견

이 더 한지를 평가하며 반 입장에서 근거를 포함한 논변을 구성하

고 반박할 수 있었다.이러한 과정에서 인식론 활동에 한 자원

(Hammer& Elby,2002) 에서 ‘평가’와 ‘설명구성’이라는 생산 인 자

원들이 활성화되었다.그러나 과학 논변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활동을 ‘교

실게임’으로 이 하고,‘정답쓰기’와 ‘활동지 채우기’의 비생산 인 인

식론 활동 자원들이 활성화되면서 스스로 논변을 구성하기보다는 정답

을 찾으려고 하 고,다른 의견을 무시하면서 비생산 인 논변활동을 보

여주었다.

임(frame)은 과거 경험에 기반한 기 들로 볼 수 있다(Tannen,

1993).학생들은 그동안의 과학 수업에서 교사가 기 하는 것을 찾고,그

것이 정답인지 여부가 평가되는 경험들을 획득하 고,이러한 경험들은

과학 수업에 한 이 형성에 향을 주었다.따라서 일상 논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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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에서 과학 논변활동 상황으로 맥락이 환된 순간,과학 수업에서

무엇을,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임들이 활

성화되면서 행동에 변화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2.3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의 계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에서 과학 논변활동이 생산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제에서

연구를 진행하 다.연구 결과,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

에서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으며(소집단 A),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에서는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

(소집단 B)는 것은 두 규범 사이의 한 련성을 암시한다.

소집단 A에서는 자신과 반 되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상 의 의견

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를 들어 3차시에 비료

를 많이 주면 양분이 많으므로 식물이 더 잘 자랄 것이라는 미라와 보

미의 의견에 해 민지와 세나는 상황에 따라 그것도 맞을 수 있다고 하

면서 인정해주었다. 한 소집단에서 잘한 사람을 선정할 때 서로 상

방을 지목하면서 각자의 의견에서 좋은 을 이야기해주었다.이러한 진

심어린 칭찬은 학업 성취도가 높지 않은 미라와 보미로 하여 자신의

의견이 틀렸을 경우에 받게 될 비난에 한 걱정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

뿐만 아니라 투표를 통해 표 의견으로 민지의 의견이 선택된 후에,

학생들은 민지가 발표 연습하는 것을 같이 들어주고 칭찬해주었다.마찬

가지로 4차시에 세나의 의견이 표 의견으로 선정된 후에는 민지가 의

견을 함께 주었고,학 체 토의에서 세나가 의견을 발표한 후에는

세 명 모두 세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었다.이것으로 보아 민지나 세

나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소집단의 표 의견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으며,학생들은 소집단의 의견이 더욱 정교화 되도록 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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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같은 학생들의 행동은 자발 참여와 책무성을 지닌 유기체

동(이종일,2007)의 모습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소집단

에 형성된 력 교실 사회 규범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의

견 정교화를 이끌었고,생산 인 논변활동 규범 형성에 정 인 향을

주었다.

반면,구성원들의 의견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한 학생의 일방 인 설명

과 토의 주도로 인한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은 비생산 인 논

변활동 규범의 형성을 이끌었다.3차시 소집단 B의 논변활동에서 은주는

‘비료를 많이 주면 흙 속의 농도가 높아져서 물이 이동하므로 식물이 말

라 죽는다’고 주장했고,이에 지은이 “비료를 주는 만큼 물도 그만큼 주

면 되잖아”라며 반박을 제시하 다.지은의 의견은 충분히 논의될 만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주와 하니는 ‘물은 상 없다’,‘물

이 이동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주장과 논리 으로 일치하지 않은 설명을

하며 지나의 의견을 무시하 다.이와 같이 구성원들의 의견에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일방 으로 가르쳐주려고 하는 경우

에는 타당한 의견이 제시될지라도 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비 인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 수

업에서 하니와 지나는 은주의 지속 인 주장으로 인해 은주의 의견을 수

용하게 되고,비생산 인 논변활동을 나타냈다.

소집단에서 은주가 보이는 태도에 한 논의가 있었는데,4차시에 은

주는 하니에게 자신이 잘난 척 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지 물었다.하니는

“아는 것을 베풀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만 과도해서 그 게 느낄 때가 있

어.다 얘기하지 말고 핵심만 말해”와 같이 조언하 다.이에 은주는 “간

단히 얘기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잖아.나는 이해시키고 싶은데 억울해.

잘난 척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잘못이지.어쩔 수 없어”라고 하 다.즉,

은주는 이 학 에서 가장 성 이 높은 학생이었으며 은주가 지닌 인지

권 는 다른 학생들로 하여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에 한 부정 인식

(잘난 척 한다는)을 갖게 하 음을 알 수 있다.이는 은주가 3차시에서

보여 것과 같이 다른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용어를 지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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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하니는 은주에게 간단히 설명하라

고 조언하 으나 이는 논변활동에서 요구되는 규범과는 충돌하는 것이었

다.의견의 설득력을 지니기 해서는 근거에 기반하고 추론이 명시 으

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5차시에도 하니는 은주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며 화를 냈고,은주

가 기고만장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이러한 불만은 은주에 한 태도

변화로 이어졌다.소집단 활동 후 체 교실 토의에서 은주가 발표한 의

견은 다른 학생들과 달랐고,하니와 지나는 은주가 틀리고 본인들이 맞

았다며 은주를 비웃었다.이후 은주는 돌아가면서 발표하자고 제안하거

나 발표자로 본인이 계속 선택되는 것에 불만을 표 하며 가 바 보

로 정할 것을 제안하 다.5차시 사건 이후 학생들은 형식 으로 의견을

발표한 후에 가 바 보를 하 고,진 사람이 발표자가 되었다. 기

수업에서 소집단 B 학생들은 암묵 으로 은주의 의견이 타당함을 인정

하고 표 의견으로 선정하는 모습을 보 지만 이 수업 이후로는 표

의견 선정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생산 인 논변활

동 규범이 형성되게 되었다.

논변활동이 일어나기 해서는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치

를 인정하는 것이 요하다(Berland& Lee,2012;Garcia-Milaetal.,

2013;Levinson,2006).Berland와 Lee(2012)는 논변활동에서 합의가 형

성될 수 있는 맥락으로 동료 합법화를 제시하 다.연구자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 는 불완 한 의견이라도 인정해주는 동료 합법화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갈등이나

불일치를 해결하고 의견 합의가 가능함을 주장하 다.Garcia-Mila등

(2013)은 학생들이 설득의 목표를 지닐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철시키

기 해 상 의 의견을 무시하고,자신의 주장을 지속 으로 유지하지만

합의의 목표를 지닐 때는 자신의 주장의 약 을 인정하고 반박이 포함된

질 높은 논변 담화를 보인 것을 찰하 다.본 연구에서도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을 집단의 진정한 참여

자로서 인정하고,모두의 의견을 존 하는 모습을 보 다.이러한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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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에 형성되었을 때 학생들은 소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개진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상 의 기

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박하고 논변에 한 비 인 평가가

일어날 수 있었다.반면,구성원들에 한 무시와 권 인 태도를 보이

는 비 력 인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의견에

한 타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인지 지 에 따

른 평가가 이어지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논변에 한 비 평가가 일어

나기 어려웠다.이러한 결과들은 생산 인 과학 논변활동이 이루어지기

해서 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에 앞서 력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3.논의

본 연구에서는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과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 고,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과 비생

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을 비교함으로써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 다.이 에서는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

미에 해 논의하겠다.

첫째,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규범의 객체화 객체화된 규범과

참여의 상보 계에서의 의미 상은 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객

체화 과정은 자칫 추상 인 개념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규범을 말,행동,

과 같은 다양한 표상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하 다.특히 학생들

은 규칙을 만들면서 소집단 활동에서 력과 모두의 참여가 요하다는

인식을 구체 인 행동 방안으로 표 할 수 있었고,객체화는 학생들이

참여 속에서 의미가 소통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 다.그러나 규범의

객체화만으로는 규범 형성을 이끌 수 없으며(DeFreitasetal.,2008)소

집단 A와 B에 형성된 규범의 차이는 의미를 상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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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이고 생산 인 규범의 형성에 필수 임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실행에 한 반성을 하도록 한 것은 소집단

에서 규범의 의미를 상하고,구성원들 사이에 의미를 공유하도록 하

다.학생들은 규칙을 수정하고 논변활동 실행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논변활동

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장을 정당화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한 의미를 상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

의 변화를 반성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강

조되어 왔다(Jiménez-Aleixandre& Pereiro-Muñoz,2002;Mason,1996;

Reiseretal.,2001).박소 ,이신 과 김희백(2014)은 연구자와 교사,학

생 사이에 이루어진 력 성찰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메

타인지 지식을 공론화하 고,이러한 공론화가 학생들의 메타인지 발달

에 주요하게 작용하 음을 발견하 다.학생들이 자신의 실행에 해 명

시 으로 반성하면서 차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되었다는

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따라서 소집단에서 논변활동을

한 규범을 형성하도록 하기 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규범의 의미가

상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실행에 한 반성은 하

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은 형성 과정에서 차이를 보

다.교실 사회 규범은 학습자로부터 객체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반면

논변활동 규범은 외 지원을 통한 규범의 객체화가 학습자에 의해 다시

객체화가 이루어졌다.교사가 학생들에게 소집단에서 지킬 규칙을 만들기

를 요구했을 때,학생들은 교실 사회 규범과 련된 규칙들을 여러 가지

를 제시한 반면 논변활동 규범과 련된 규칙은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공동체의 문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학생들은 교

실 공동체에 속해 학습하면서 특유의 문화들을 지니게 된다.교실에서

토론 는 소집단 활동에 지속 으로 노출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공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 지식이 축 된다. 를 들면 4명의 구성

원 에서 2명만 참여하는 상호작용이 가장 흔히 이루어지고(강석진 등,



-122-

2000)문제 해결을 해 모두가 력하기보다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의지하여 그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며(Yun& Kim,2015)상 방이 설명

하는 도 에 끼어들어 설명의 흐름을 깨는 행동도 자주 찰된다(공희정

& 신항균,2005).이 게 학습된 토론 문화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끼어들지 않고,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모두가

한 명씩 돌아가며 의견을 낸다는 것과 같은 구체 인 규칙을 제시하도록

이끌었으며 교실 사회 규범이 학습자들로부터 객체화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해 것으로 보인다.

교실 사회 규범과는 다르게 논변활동 규범은 교실 공동체에서 주된

이 아니었다.그동안의 과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실험 활동을 수행

하는 것에 강조를 두었고 교사들도 탐구를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실

험을 통해 원리를 발견하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인식하여(오진아,2008)

학생들에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그

결과 학생들은 토론에서 개념을 제시하거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식의 상호작용을 주로 하 고(강경희 등,2004),지식 구성을 한 사고

보다는 과제 해결을 한 의견 교환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이러한 문화

에서 논변활동 규범의 객체화는 학생들에 의해 자발 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회에 내재된 규범에는 구성원으로서 용인되는 행동과 그 지 않은

행동,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 인 제재

가 따른다(Coleman,1990;Horne,2001a).그리고 주 사람들의 비난에

의해 특정 행 들이 강제되는 특성을 지닌다(Posner & Rasmusen,

1999).본 연구에서의 교실 사회 규범도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기

해서 구성원들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분명히 존재

하며 토론을 방해하면 벌칙을 주는 것과 같이 강제성을 지닌다.따라서

교실 사회 규범과 련된 행동 규칙의 발생이 가능하다.반면,논변활동

규범은 행 의 좋고 나쁨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에 한 이해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강력한 제재나 보상을 통해 규범이 형성되고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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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규범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규범을 지킴으로써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요구된다는 에서 학생들에 의한 객

체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은 학생들이 논변과 련된

인식론 자원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활동에 해 지니고 있는 이 과 어떤 인식론 자원들이 활성화되

는지에 의해 향을 받았다.소집단 B에서 일상 논변을 구성할 때 활성

화된 생산 인 인식론 자원들과 생산 인 인식론 이 이 과학

논변을 구성하는 상황에서는 비생산 으로 환되었고,결과 으로 비생

산 인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을 이끌었다는 것은 요한 시사 을 제시

한다.반면 소집단 A에서는 과학 논변을 구성할 때 일상 논변을 구성하

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활동에 한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보

고,생산 인 인식론 자원들이 활성화되었다.한 교실에서 같은 과제와

학습 자원들,교사의 지원이 거의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과학 교과

에 한 두 소집단의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

에 해서는 분석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환될 수 있다(Hammer et al.,2005; Louca et al.,2004;

Rosenbergetal.,2006).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환된 사례들을

탐색한 연구들은 교사의 제안으로 인해 학생들이 활동에 한 근이 변화

하 고(Rosenbergetal.,2006)소집단의 리더나 학업 성취 수 이 높은

학생에 발화가 소집단 구성원들의 이 환에 큰 역할을 하 음을

발견하 다(심수연,2015;이은주 등,2015).이러한 연구들은 교실에서 교

사와 소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의 향력에 더욱 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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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에서 생산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나기 한 규

범 형성을 조력하는 방안으로 규칙 만들기와 반성을 포함한 논변활동 과

제를 개발하고 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용하 다.이를 통해 소집단

에서 규칙을 만들고 논변활동을 반성하는 활동이 소집단 규범 형성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 지와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 과정

을 탐색하 다.소집단에서의 규범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해 서로 상

반된 규범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두 소집단을 선정하 고,학생들의

발화,행동,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Wenger(1998)의 참여와 객

체화의 에서 규범 형성 과정을 해석하고 두 규범의 형성 과정의 차

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학생들이 소집단에서 규칙을 만들면서 교실 사회 규범을 객

체화할 수 있었다.소집단 A,B에서 학생들은 참여와 배려를 강조한 규

칙들을 제안하 고 력에 을 둔 규범을 객체화하 다.그러나 규칙

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소집단 A 학생들은 규칙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객

체화된 규범의 의미를 상하 고,규칙을 구체 으로 수정하 다.그러

나 소집단 B에서는 규칙의 의미를 논의하지 않았고 규칙은 추상 형태

로 남아있었다.논변활동에 한 반성 과정의 질 차이로 인해 두 소집

단에는 상반된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되었다.소집단 A에서는 논변활동

에 한 반성을 다음 실행에 연결 짓고,실행과 반성이 반복되면서 구성

원들 사이에 력의 의미를 공유하 고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될

수 있었다.반면,반성에서 력의 의미가 고려되기는 했지만 피상 으로

이루어진 소집단 B에서는 반성이 실행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객체화된

규범과 학생들의 실행이 괴리되고 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되었

다(그림 Ⅳ-3).

소집단 A,B의 규칙 만들기에서 논변활동 규범은 객체화되지 못했으

나 학생들이 일상 논변을 구성하면서 논변에 한 인식론 자원이 활성

화 되었고,논변활동 규범이 객체화되었다.이후 학생들이 과학 논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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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은 논변활동 규범의 의미가 논의되는 공간이

되었다.소집단 A 학생들은 논변활동을 수행하면서 동료의 모범 인 논

변(타당한 증거와 추론이 포함된 논변)을 하 고,좋은 논변이 무엇인

지를 생각하 다.활동에 한 반성을 통해 논변을 평가하는 기 을 더

욱 다양하게 고려하 고,반성 내용을 다음 논변활동에 반 하 다.즉,

반성 과정에서 논변활동 규범의 의미를 지속 으로 상한 소집단 A에

는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러나 소집단 B에서는 피상

인 반성이 이루어지고,객체화된 규범이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비

생산 인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림 Ⅳ-4).두 소집단에서 보인

반성의 질 차이는 학생들이 과학 논변활동에 해 지닌 인식론

이 과 활성화된 인식론 자원들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한 논변활동

규범이 서로 다르게 형성된 두 소집단에서는 논의되는 과학 지식의 다양

성에도 차이를 보 다.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통 으로 규

범의 객체화와 규범의 의미가 상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했지

만 두 규범의 객체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교실 사회 규범은 학생들

이 토론 경험을 통해 공동체에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해 경험 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로부터 객체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반면,논변활동 규범은 과학 수업에서 토론의 기회가 었으며

행동에 강제력을 지니지 않고 행동의 결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이해

하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학생들로부터 객체화가 어려웠고,외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의 련성을 악할

수 있었다.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 기 속에서 각자의 의견 개진과 의

견의 타당성을 비 으로 검토하면서 생산 논변활동이 일어날 수 있

었다.비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에서는 한 학생의 주도

와 동료에 한 무시가 나타났고 타당한 의견이 제시되어도 비 검토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생산 논변활동이 일어났다.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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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기 해서는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

성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연구에서 을 둔 두 소집단에는 동일한 인지 ,개념 ,인식 지

원이 제공되었지만 소집단에 형성된 규범은 큰 차이를 보 고,이러한

차이를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인식론 자원의 활성화로 설명하

다.규범이 진화되고 재 상이 일어나는데 교수자의 역할이 요하며

(Beckeretal.,2013),학생들이 논변활동에 한 인식론 이해를 발달

시키는데 교사의 한 지원은 요하다(Jiménez-Aleixandre,2008).본

연구에서 교사는 교실 체에 말함으로써 모든 소집단에게 동등한 내용

을 지원해주었고,각 소집단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실행을 기반으로 특

이 지원을 해주었다.이러한 형태의 교사의 지원은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며,같은 형태와 내용이라도 소집단에서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지원의 향력이 달랐음을 볼 수 있었다.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생산 으로 환되는데 교사의 역할이 요하 다는 연구(Rosenberg

etal.,2006)는 교사가 소집단 B학생들의 인식론 이 의 환과 그

로 인한 생산 인 규범 형성을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 를

들어,소집단 B의 논변활동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 상반

된 의견이 제시된 다른 소집단의 시를 소개하고,각각의 의견에 해 평

가해보고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격려하 다면 생산 인 논변활동을 이

끌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연구 결과,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기 해서는 력 교실

사회 규범의 형성이 먼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본 연구에서 교사는

소집단 B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야기 할 것을 계

속 강조하 다. 를 들어 말하고 있지 않은 유진에게 다가가 어떠한 의

견이든 말해보라고 격려하 으며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지 않은 것을 지

하며 다 같이 력하는 분 기를 형성하기 해 노력했다.그러나 교사

도 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소집단 A에서는 수업 기부터 동료 합법화를 통

해 동료들의 의견이 어떠한 의견이든 인정하고 칭찬해주었고 이것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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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될 수 있었다.이는 소집단에서 동

료 합법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해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지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11차시의 논변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규범의

형성을 분석하 다.논변 수업을 교실에 도입한 기존 연구들은 10개월

는 3년에 걸쳐서 규범의 발달을 찰하 다(Kuhnetal.,2013;Ryu&

Sandoval,2012).물론 장기간에 걸친 지속 인 수행은 규범 형성을 용이

하게 할 수 있지만,수업에서 논변활동에만 긴 기간을 투자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들이 많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한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력 이고 생산 인 규범의 형성을 이끌 수 있었다.비록 소집단

B와 같이 비 력 이고 비생산 인 규범이 형성된 경우도 있었지만 학

생들의 면담 결과와 논변 구성 능력 검사는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한

태도 능력에서 정 으로 변하 음을 보여주었다. 를 들어 논변활

동 에 주장과 증거만 포함하여 논변을 구성했던 하니와 증거만 제시했

던 유진이가 논변활동 후에는 주장,증거,추론을 포함한 논변을 구성했

다는 에서 학생들의 변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규칙 만들기와 수정,지속 인 반성이라는 간단한 략의 포함으로 교실

장에서 과학 논변활동이 생산 으로 이루어지기 한 규범 형성의 가

능성을 보여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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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과 제언

1.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 과학 수업에서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나는 동안

소집단에 형성된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을 탐색하고,소집단 규

칙 만들기와 반성을 통해 두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 다.

연구Ⅰ에서는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나는 동안,소집단에 형성된 규범

을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이를 해 학교 2학년 한 학 에

서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주제로 12차시에 걸쳐 소집단 논변활동을 진

행하 다.학생들은 제시된 과학 상을 설명하는 논변을 구성하고 소집

단에서 의견을 나 후 표 의견을 선정하 다.11개의 소집단 에서

활발한 논변활동이 일어난 하나의 소집단을 선택하고 학생들의 담화,논

변,인터뷰 자료를 수집하 다.소집단에 형성된 규범을 찾아 범주화하

고,논변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소집단 규범과 학생들의 참여 양상이 어

떻게 변하는지 분석하 다.

연구 결과,소집단에 형성된 규범은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

범’으로 나 수 있었고 논변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규범의 변화가 찰

되었다.교실 사회 규범은 교사나 공부 잘 하는 소수의 학생이 주도하는

권 환경에서 다수의 학생들의 의견도 가치 있게 여겨지는 허용 인

환경으로 변화했다.논변활동 규범은 교과서에서 정답을 찾는 것에서

차 과학 지식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자신의 논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다.

소집단 규범의 변화로 학생들의 참여 양상도 변하 다.학생들은 수

업 기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기보다는 동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논

변활동에 주변 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 다.그러나 수업 후기에는 문

제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논변활동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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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 다.

소집단 규범과 학생들의 참여 양상의 변화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

제와 교사의 한 지원,동료 간의 인식 ,인지 ,정서 지원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과제에 포함된 타당하지 않은 시 의견은 학생

들에게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 고,증거 사용과 참여를 강조한 교사의

지속 인 독려는 토의를 진했다.학생들 사이에 논변에 한 인식

지원 인지 지원과 함께 동료를 격려하는 정서 지원들이 이루어졌

고 학생들의 참여와 소집단 규범의 변화를 이끌었다.

연구Ⅱ에서는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

히는데 목 을 두었다.소집단 규범 형성을 돕기 해 연구Ⅰ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 규칙 만들기’와 ‘활동 반성하기’를 포함한 논변활동 과제

를 개발하 다. 학교 1학년 방과 후 수업에 ‘식물의 양’을 주제로 한

논변 활동을 도입하 다.학생들은 제시된 과학 상을 설명하는 논변을

구성하고 소집단에서 의견을 나 후 표 의견을 선정하 다.5개의 소

집단 에서 상반된 규범이 형성된 두 소집단 학생들의 발화,행동,활동

지 자료들을 수집하 고 두 규범의 형성 과정을 참여와 객체화의 에

서 분석하 다.

규범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력 이고 생산 인 소집단 규범

이 형성되기 해서는 학생들이 규범을 객체화하고 규범의 의미를 상

하는 과정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두 규범의 객체화는 각기 다른 형

식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교실 사회 규범은 소집단에서 지킬 규칙

을 만드는 과정에서 객체화되었다.학생들은 소집단 활동 에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제안하 고, 력에 을 둔 교실 사회 규범이 객체화되

었다.반면,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변활동 규범은 객체화되지 못하

고 일상 상황에서 논변을 구성하면서 객체화가 이루어졌다.

객체화된 두 규범은 학생들이 규범의 의미를 상하면서 소집단 규범

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학생들이 규칙을 수정하고 논변활동을 수행하고

반성하면서 규범이 지닌 의미를 상할 수 있었으며,소집단에는 력

교실 사회 규범과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반면,규칙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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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실행에 한 반성에서 피상 인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규범

의 의미를 상하지 못하 고,객체화된 규범과 학생들의 실행이 불일치하

면서 비 력 교실 사회 규범과 비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두

소집단 학생들이 보여 반성 과정의 질 인 차이는 논변활동에 해 그들

이 지닌 인식론 이 과 인식론 자원들의 차이로 인해 나타났다.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은 서로 하게 련되어 있었다.

동료를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력 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된 소집단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의견에 한 비 검토가

이루어지는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러나 비 력 규범

이 형성된 경우 의견에 한 비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이러

한 결과는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기 해서는 력 교실 사회

규범이 먼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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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함의와 교육 시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와 교육 시사 을 지닌다.

첫째,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논변활동 경험이 축 됨에 따라 소집

단의 규범이 생산 으로 변화하고,학생들은 소집단 내에서 더욱 심

인 참여를 보이게 됨을 알 수 있었다.이는 소집단 규범이 학생들의 참여

양상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밝혔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소집단의 규범과 학생들의 참여 양상의 변화에는 교사 학생

들의 지원과 과제의 특성이 요하 다.연구 결과는 바람직한 규범이 형

성되기 해 과제의 개발 방식,교사의 스캐폴딩 방식,학생들 사이의 지

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해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본 연구는 소집단에 형성되어 있는 규범을 정성 으로 탐색함으

로써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소집단에서의 규범 형성 과정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논변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규범들을 찾고,그

형성 과정을 밝힌 것은 소집단 논변활동을 생산 으로 실행하기 해 필

요한 학습 공동체에서의 규범 형성에 한 이해를 높인다는 데 가치가

있다.

넷째,소집단 규범의 형성에서 규범의 객체화와 의미 상 과정이 필

수 이었다.학생들 개개인이 인지하는 규범의 세부 의미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의미를 공유하고 상하는 과정이 요하다.이는 논변활동 뿐

만 아니라 일반 수업에서도 의미의 상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수업

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활동들은 주로 교사가 객체화한 것이고,학생들이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교사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그러므로 학생들에

게 의미 있는 활동이나 자료가 되기 해서는 학생에 의해 다시 객체화

가 이루어지고,의미가 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에 필요한 규범을 교실 사

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으로 나 어 제시하 다.두 규범은 본질 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며,형성 과정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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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사회 규범이 형성되었을 때 생산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고,

다양한 가설들을 고려하는 생산 과학 논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생산 과학 논변활동을 조력하기 해서 두 규범이 모두 형성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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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소집단에서 논변활동 수행에 따른 규범의 변화를

찰하 고,두 소집단의 규범을 비교하여 규범 형성 과정을 연구하 다.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소집단 구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소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활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규

범의 형성 과정에 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해서는 연구에 참

여한 교실에 있는 여러 소집단에 한 분석을 추가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1～12차시 동안 논변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변화 과

정에 을 두고,연구 이후의 학생들의 활동은 분석하지 않았다.논변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논변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

과 같은 집단이 되었을 때,소집단 규범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향을 미

칠 수 있을지 이효과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본 연구에서 력 교실 사회 규범과 생산 논변활동

규범의 형성에 동료 합법화 생산 인식론 이 과 인식론 자

원들의 활성화가 요함이 밝 졌다.그러나 구체 으로 이들이 어떻게

활성화되며 이들의 활성화를 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실행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

사와 학생들의 향력을 고려했을 때,동료와 교사의 어떠한 지원들이

인식론 이 과 인식론 자원을 활성화시켜 궁극 으로 규범 형성

을 이끌 수 있을지에 한 복합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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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논변활동 과제 시

과제   2학년  (    )    (      )조   이 : 

다  여러 가지 배양액  만들어 밀  경 재배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고 한 사람이“식 이 생장하는데 칼륨, 철, 나트륨, 염소

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 

생각

당신  이 사람  주장에 동 하는가?

동 한다면 또는 동 하지 않는다면,  그 게 생각했는지 

어보자.

친구  

생각과 

하

조에 있는 다른 친구들  견  ?

동 하는 사람:

동 하지 않는 사람:

자신  견과 다른 견  가진 친구를 득해보자.

조에 있는 친구 에  가장 득  있게 이야  한 친구는 

누구인가?  그 친구  견  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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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이의 편지 ★

엄마~!! 나, 아이폰 필요해요~~

나랑 친한 친구인 오스카랑 하 이도 다 아이폰이 있어요. 친구들 에 아이폰이 없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반에서 제 핸드폰이 가장 좋지 않아서 부끄럽고 짜증

나기도 하고요. 아이폰을 사주시면 안 될까요?  

★ 주원이의 편지 ★

엄마~!! 나, 아이폰 필요해요~~

아이폰에 책을 다운받으면 이동하면서 볼 수 있고, 어 어플이나 강의도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들

과도 트 터로 연락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요. 아이폰을 사주시면 안 될까요? 

부록2.일상 논변 구성하기

우리가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임이와 주원이는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합니다.라임이와 주원이는 아

이폰을 사달라고 부탁하기 해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다음은 두

학생의 편지 내용입니다.

1.라임이와 주원이의 편지에서 주장과 데이터,이유를 찾아 시다.

2.여러분이 어머니라면 구의 부탁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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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 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폰을 사달라는 주원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답장을 이유와 함께 써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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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모둠 규칙 만들기

동지
모  동  잘 하 면?           월    일

       학     반  모 원: 

◉ 우리 모둠의 규칙 만들기

모둠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하려면,모둠원 “모두”가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요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를 해 모둠원들이 지켜야 할 우리 모둠만의 규칙을 (구체 으로)

만들어 시다.

) 

▪ 모든 모 원이 이야 할  있도  한 명씩 견  말하도

   한다.

▪ 모 원이 이야 하는 간에 말  자르지 않고, 끝 지 듣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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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논변 활동지

동  

1-1
 1학년 (       )    (       )조  이  : 

다음은 에 는 무의 뿌  타  이다. 이런 경에  

식하는 식물은 뿌 가 게 뻗 간다. 

  

그 을 

보고 

주장 

만들

에 는  이런 태의 뿌 가 타 ?  의 식

물을 보고 가능한 주장들을 보자

 -

 -

자료  

근거  

하여 

 생각

정 하  

에 는  이런 태의 뿌 가 타 다고 생각하는  

주  카드  근거  들  자신의 생각을 논 적으  

주장하여 적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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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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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1-2
 1학  (       )    (       )   름 : 

엄마가 지  동생에게 분  하나 사주 습니

다. 분  본 지 가 “식  랫동안 잘 키우

자. 그러  식  쑥쑥 자랄  있게 료를 많  

야지”라고 야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안돼. 

료를 많  주  식  죽  도 있어”라고 했

습니다. 여러분   견에 동 하나요?  

내 생각 

 견에 동 하는지 어보자. (        )

 그 게 생각했는지 어보자. 

친  

생각과

하

친 들에게 자신  생각과 그 게 생각한 를 말해보자. 

에 있는 다른 친  견  어떤지 들어보자.

  · 지  견에 동 하는 사람 :

  · 동생  견에 동 하는 사람 :

우리 에  한 견 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원 름 : (         )     

     :

다른  견도 들어보고 타당한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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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2  1학  (       )    (       )   름 : 

도진 는 해 라  를 간색 잉크에 담가 었다가 

를 가  잘라 횡단  찰하 다. 미경  통해  단  

찰해보니 간색  염색  부분  있었고, 도진 는  부분   자

히 찰하  해 를  얇게 잘라  다른 염색약  염색하

여 찰하 다. 다  그림  다른 염색약  염색한  단  사진

다.  <뒷  참고>

내 생각 

 사진에  간색  염색 었  부분  어 일 ? 별

 주어진 사진에  찾아 를 시해보자. (         )

 그곳  간색  염색 었  부분 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명해보자. 

친  

생각과

하

자신  생각  친 들에게 말해보자. 친 들  견  내 

견과 같 가?

우리 에  한 견 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원 름 : (         )     

     :

다른  견도 들어보고 타당한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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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의 횡단면 > <옥수수 횡단면 >



-161-

동  3   1학년  (    )    (      )조   이 : 

  이수는 철 무 잎의 단 을 찰하  위해 미경 본을 만들 는

, 위 과 래 을 시해놓   가 위 이고 래  인  

게 다. 미경으  

찰한 습이 과 같다

, 느 이 위  일 ? 

    느 곳이 위이고,     

래인  그 에 시해  

보자.

A

B

 

생각

 그 게 생각하는  다  친 들이 이해할 수 있  득

 있게 적 보자.

친 의 

생각과 

비 하

자신  생각  친 들에게 말해보자. 친 들  견  내 

견과 같 가?

우리 에  한 견 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원 름 : (         )     

     :

다른  견도 들어보고 타당한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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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4   1학년  (    )    (      )조   이 : 

[염 트 종이 실험]   

1. 햇빛을 잘 은 위치에 있는 식물의 잎을 택한다.

2. 택한 뭇잎의   에 건조  염

트 종이  고, 종이   감싸  이

프  인다.

3. 일정 시간이   염 트 종이의 을 찰

한다.

  ▶ 염 트 종이의 이 한 곳은 잎의 과 

  이고,  이 했을  이유  적 보자.

[  일이 ?]

  1. 4개의 눈  실 에 물

을 2/3 정  넣는다.

  2. 잎이 있는 가  잎을 

 가   투 한 비닐  

싼  래 을 고무  묶

는다.( 하 )

  3. 4개의 가  눈  실

에 넣고 물 위에 식 유  

1㎖ 뜨 다. 

                                        (물 위  을 정 )

  4. 물의 높이  은  인 으  눈  실 에 시한다. 

 
하루가   각각의 눈 실 에 한 가 있을  해

 적 보자. 그 에 시하고 해  좋다.

(가)

( )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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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눈 실 의 물이 가장 많이 들  해보자.

 (      )

 잎의 조, 염 트 종이 실험, 공 포 찰 실험을 참

고하여 그 이유  적 보자.

친 의 

생각과 

비 하

조에  각자 한 을 말해보자. 한 것이 비슷하거

 같다 , 그 게 생각한 이유  비 해보자.  같은가? 

우리 에  한 견 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원 름 : (         )     

     :

별  견  해보자. 어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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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5-1            <실험 보고서>

주제 합 이 일 는 장

 실험을 해 잎에  합 이 일 는 장  할 수 

있다.

비물
검정말, 이 - 이 칼  , 침유 , 개유

, 학 미경, 핀 , 샬 , 거 종이

실험

과정

 1. 검정말을 비하여  집단으  누고, 한 집단은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다  한 집단은 빛이 비치  는 곳에 하루

정  놓 다.  

 2. 각 집단의 검정말 잎을 탈 시킨  미경 본으  만

든다.

 3. 개유  에 이 - 이 칼  을   

뜨 고, 에 거 종이   검정말에 스 들게 

한  미경으  찰한다.

        

실험

결과

  집단의 검정말 잎을 미경으  찰한 결과이다.    

       

   빛이 는 곳에 놓       햇빛에 놓  검정말의 잎  

      검정말의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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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5-1
  1학년  (    )    (      )조   이 : 

생각

1. 잎에  합 이 일 는 장  그 에 동그라미  

시해보자.

2.  그곳이 합 이 일 는 장 라고 생각하는  실험

과  생각해보고, 을 적 보자. (개  종이에 

하 )

실험 결과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왜냐하면

친 의 

생각과 

비

하

조에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자.

우리 에  한 견 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원 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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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견  해보자. 어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 (         )     

     :

<도움 카드>

광합성은 잎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
관다발은 물관, 체관, 형성층으로 이

루어져 있다.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이 합성되고, 합

성된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된다.

식물은 삼투현상을 통해 물을 뿌리에

서 흡수한다.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칼륨용액은 옅

은 갈색이다.

저장된 녹말은 설탕으로 바뀐 후 체

관을 통해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

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빛 에너지가 필

요하다.

아이오딘-아이오딘화칼륨 용액을 녹

말에 떨어뜨리면 청남색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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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5-2   1학년  (    )    (      )조   이 : 

[BTB 의 ]

1. 청  BTB 이 들  있는 비커에 입 을  넣 니 으  

하고 램프에 가열했 니 다시 청 으  돌 다.  이 게 

하는  자 의 을 근거  들  해보자.

⦁ BTB 은 일  , 일  녹 , 

염 일  청 이다.

⦁ 이 탄 가 물에 녹으  물이 한 을 띤다.

⦁ 가 을수  체가 체 에  많이 녹는다.

[식물이 흡수하는 체]

1. 비커에 물을 넣고, BTB 을 뜨   으  할  

입 을  넣는다.

2. 으  한 을 시험  A, B, C에 동일한 으  넣고, 시험

 C는 고무 개  는다.

3. 시험  A, B에는 비슷한 크 의 물 을 넣은  고무 개  고, 

시험  B는 루미늄 포일  시험  전체  감싼다.

4. 3개의 시험 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놀고, 30  정    시험

 의   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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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A B C

처음 

 

시험  A ~ C의   다음 에 해 보자.

 

A  B  느 시험 의 이 했는가?

  그런  위에  했  실험과  그 이유  해보자.

<다  친 의 생각>

조에  각자 한 을 말해보자.

우리 에  한 견 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원 름 : (         )     

     :

별  견  해보자. 어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

각한 를 어보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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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카드>

물 은 합 을 할  이 탄

가 쓰인다.

물 은 흡을 할  이 탄

가 출 다.

BTB 은 일  이다.
이 탄 가 물에 녹으  이 

다.

BTB 에 숨을  넣으  

이 다.

숨을  넣  이  BTB

을 이  청 으  한다.

물 은 빛을 으  합 을 한

다.

람의 숨에는 이 탄 의 비

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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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6-1   1학년  (    )    (      )조   이 : 

[빛  기에 른 합 량 ]

준비물 : 검 말, 시험 , 핀 , , , 탄산 소나트  용액, 자, 

가 , 도계, 초시계, 원

1. 시험 에 5%탄산 소나트  용액과 

검 말 를 는다.

2. 시험  스탠드에 고 하고  든  

를 등 앞에 놓아 다.

3. 등 부  70㎝ 떨어진 거리에 검 말

 든 시험  고 3분간 다린 후, 1분 동안 생하는 포 를 

어  한다.

4. 전등으   거  50㎝, 30㎝  꿔가  실험하고 결과  

한다.

시험 과 등 사  거리(㎝) 70 50 30

1분동안 생한 포

 시험 과 전등 사  거리가 가까워짐에 라 검정말에  생하는 

기포  수는 어 게 달라지는가?

 시험 과 전등 사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검정말  는 빛  

기에 어  향  줄까?

 검정말에  생하는 기포수가 증가한다는 것  무엇  미하는가?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는 사실  무엇 가?  그런  

위에  했  실험과  그 이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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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 의 생각>

조에  각자 한 을 말해보자.

우리 에  한 견 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원 름 : (         )   

     :

별  견  해보자. 어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

각한 를 어보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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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6-2
  1학년  (    )    (      )조   이 : 

   무 에  껍  을 잘라 고 랜 시간이 

니 잘라  의 위 이 게   것이 보 다.

   이것을 본 는 “물은 위에  래  흐 니  무의 

위 에 있  물이 래  여   랐을 거 ” 라

고 말했다.

 생각

1. 당신은 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2. 껍 을 잘라  의 위 이  게  랐을  

이  카드  이 하여 정 하고, 해보자. (개  종이

에 하 )

 

친 의 

생각과 

비 하

자신이 적은 을 친 들에게 말해보자. 친 들의 의견은 

 의견과 같은가?

우리 에  한 견 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원 름 : (         )     

     :

별  견  해보자. 어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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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카드>

물관은 관다발의 안쪽, 체관은 바깥

쪽에 위치한다.

쌍떡잎식물의 형성층은 부피 생장을 

한다.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한다.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하고, 

녹말로 전환된다.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 뿌리에서부

터 위쪽으로 물을 끌어올린다.

녹말의 일부는 설탕으로 전환되어 체

관을 통해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

한다.

식물은 호흡을 하여 산소를 흡수하

고, 인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식물은 삼투현상을 통해 물을 뿌리에

서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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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7   1학년  (    )    (      )조   이 : 

 무게  수  함량이  같은  개의 강   A  B  비

하 다. A는 싹을 틔  고 전히 건조시  무게  측정하 고 

B는 빛이 는 곳에  물만 주고 10일간 싹이 트게 한  전히 

건조시  무게  측정하 다. 

   

                 A                              B

 생각

 A  B의 무게  비 했을  다음  은 것은?

  ①  A > B    ② A < B    ③ A = B

 그 게 생각한 이유  적 보자 

친 의 

생각과 

비 하

자신이 적은 을 친 들에게 말해보자. 친 들의 의견

은  의견과 같은가?

우리 에  한 견 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원 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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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의 

생각과 

비 하

별  견  해보자. 어느  견  가장 좋 가? 

그 게 생각한 를 어보자.

      : (         )     

     :

<도움카드>

광합성 산물이 콩에 저장된다
식물이 싹틀 때 떡잎속의 양분을 사

용한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

다
식물은 항상 호흡을 하고 있다

식물은 햇빛이 있을 때 광합성을 한

다

식물세포 안에서는 흡수한 산소로 포

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반응

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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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반성 > 수업날짜( 월 일) 조 이름( )

* 늘 모  동에 해 생각해 시다. 질 에 해당하는 학생 이름

 어주 요

( 복표시가능). 

1. 누가 발하게 참여했나요? 

  

2. 요한 이야 를 한 사람  누구인가요? 

  그 게 생각한 이 는 엇인가요?

3. 모 원  이야 를 도  사람  누구인가요? 

  그 게 생각한 이 는 엇인가요?

4. 부족한 이나 개 해야할  엇인가요?

부록5.활동 반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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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the

EstablishmentofSmallGroup

NormsinProductiveScientific

Argumentation

Yun,Sunmi

BiologyEducationMajor

Departmentof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mplementingargumentationinscienceclassroomsisoneofthe

majorgoalsofscienceeducation.Argumentationplaysanimportant

roleinscientificknowledgeconstruction,andlearningisviewedas

participatinginacommunityofpractice.Smallgroupargumentation

inascienceclassroom isaffectedbysmallgroupnorms.

Thisstudyaimedtodeterminetheimplicationsofteachingand

learningstrategiesonhow studentscanbesupportedforproductive

scientificargumentation.Tothisend,thisstudyexplored‘classroom

social norms’and ‘argumentation norms’in small group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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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theestablishmentofthesetwonorms.

ThepurposeofstudyⅠ wastoexploresmallgroupnormsformed

instudents’scientificargumentation.Twelvelessons,whichincluded

smallgroupargumentations,wereimplementedinascienceclassroom

of8thgraders,andthetopicwas“structuresandfunctionsofplants.”

Onesmallgroupwaschosentoanalyzethenormsinasmallgroup

andthepatternofstudents’participation.Data,suchasthestudents’

discourse, arguments, and interview transcripts, were collected.

Resultsshowedthatclassroom socialnormswerechangedasthe

lesson progressed from an authoritative atmosphere involving

discussionsled by ateacherorahigh achievertoa permissive

atmosphereinwhichstudents’opinionswerevalued.Argumentation

normswerechangedfrom seekingtherightanswersinthetextbook

to supporting one’s own arguments on the basis of scientific

knowledgeandexperimentalresults.Alongwiththechangesinsmall

groupnorms,thestudents’participationalsochanged.Thestudents

showed peripheralparticipation in group argumentation in initial

lessons,buttheyshowedfullparticipationbypresentingtheirown

opinionsinsubsequentlessons.Thesechangesinsmallgroupnorms

andstudents’participationwereenabledbythetaskdevelopedinthis

study,theappropriatesupportoftheteacher,andpeersupportinthe

cognitive,epistemic,andemotionalaspects.

ThepurposeofstudyⅡ wastoinvestigatetheestablishmentof

classroom socialnormsandargumentationnorms.From theresultsof

studyⅠ,argumentation tasks,including “making group rules”and

“reflecting on today’sargumentation,”weredeveloped to help the

formation ofsmallgroup norms.Eleven lessons,which included

argumentationaboutthe“nutritionofplants,”weredeliveredto20

seventh graders in an after-schoolclass.Two smallgroups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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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d opposite group norm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of norms.Students’discourse and behavior were

observed,andtheirworksheetswerecollectedforanalysis.Results

showedthatofferingopportunitiesforstudentstoreifyandnegotiate

themeaningofnormswasimportanttoestablishcollaborativeand

productive smallgroup norms.Students reified classroom social

normswhentheymadegrouprules,andtheyreifiedargumentation

normswhentheyconstructedargumentsindailylife.Studentscould

negotiate themeaning ofnormsin a group in the processesof

revising rules,practicing argumentation,and reflecting on group

practices. Collaborative classroom social norms and productive

argumentationnormswereformedinasmallgroupinwhichstudents

negotiated the meaning of norms. On the other hand,

non-collaborative classroom social norms and non-productive

argumentationnormswereformedinasmallgroupinwhichstudents

did notnegotiatethemeaning ofnorms,so disagreementexisted

betweenthereifiednormsandstudents’practice.Thestudentsinthe

two groups showed different epistemological framings about

argumentationandepistemologicalresources.Thesedifferencescaused

qualitativedifferencesinthereflectionprocess,andasaresult,the

twogroupsformedoppositenorms.

Theresultsofthisstudyhasimplicationsonhow studentscanbe

supported in forming smallgroup norms forproductive scientific

argumentation.

keywords : productive scientific argumentation,small group

norms,classroom socialnorms,argumentationnorms,

reificationofnorms,smallgroupargumentation

StudentNumber:2010-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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