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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

에서 학습자가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 및 반론 대응과 관련한 논증을 효

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온 데에 비해, 학습자의 그러한 논증적 글쓰기 수행 양상을 변화

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교수학습 구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

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론 통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

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준실험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위한 이론적 기

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반론의 개념 

및 층위를 제시하였고, 반론 통합의 개념 및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반론 통합을 “논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론의 활용과 반론에 대한 대응”으로 정의하였으며, 반론 통

합의 과정을 반론의 층위를 기준으로 실재 반론 인식, 예상 반론 구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논증적 글쓰기에

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의의를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 대한 메타적 인

식 촉진과 확증편향 감소를 통한 논증적 텍스트의 수준 제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의 반론 통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더

불어,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기존의 논증적 글쓰기 교

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 양상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 설

계를 위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상의 문헌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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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 기반을 둔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

론 통합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중심의 내

용 요소 초점화를 설계 원리로 하여 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고, 각 

교육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첫째, 실재 반론 인식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논증 과제에 내재한 논쟁성 이해를 위한 논증적 

텍스트 탐구와 논증 신념의 반성적 성찰을 위한 자기 점검표 작성을 제

시하였다. 둘째, 예상 반론 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다양한 관점

의 이해를 위한 상호 관계적 교수학습 모형의 활용과 쟁점 중심의 반론 

구성을 위한 찬반 논증 분석표 작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텍스트 내 반

론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반론 대응 전략 이해를 위한 직접 교

수 모형의 활용과 반론 대응 논증 구성을 위한 구조화된 비계의 작성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설계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구성을 통한 준실험 연구를 설계하였다. 실험 집단에는 논증

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실시했고, 비교 집단에는 기존의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을 실시했으

며, 통제 집단에는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수학습 효과의 

검증은 학습자의 반론 통합 수행 양상의 측면과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측면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반론 통합 수행 양상의 측면에서는 실재 

반론 인식, 예상 반론 구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에서 교수학습의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측면에서는 주장 및 근

거의 선정,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글의 구조 항목에서 교수학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어 : 국어교육, 작문교육, 논증 교육, 논증적 글쓰기, 반론, 반론 고려, 

반론 층위, 반론 통합

* 학  번 : 2017-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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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현대의 문식 환경에서

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에 대해 필자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일련의 

명제, 이유, 근거만을 제시하는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 및 통찰의 발현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논제와 관련된 기존

의 논의를 답습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이 옳고 상대의 입장은 그르다는 그

릇된 태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필자는 논제

에 대한 자신 입장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

대 양측의 입장에 주의를 기울이며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할 필요가 있

다. 즉, 단지 필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 및 근거로 이루어진 

단면적인 차원의 논증적 글쓰기가 아니라, 논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탐구를 통한 양면적인 차원의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글쓰기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논증이란 어떤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자기 주장의 수용 가능성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추론 행위이다(van 

Eemeren et al., 1996). 왈튼(Walton, 1989)에 의하면 숙련된 논증활동은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 첫째는 상대로부터 자신의 논증을 방어하고 강

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대의 논증에서 약점을 발견하고 상대의 입장을 

약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증활동의 목표는 논증적 글쓰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는데, 논증적 글쓰기에서는 일련의 명제, 이유, 근거를 

활용함으로써 필자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입장

과 대비되는 입장을 지닌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고려하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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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론에 대해 필자의 목적에 비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counterargument)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논증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았다(Leitão, 2003; Felton, 2004; Kuhn et al., 
2016). 그런데 일련의 선행 연구(Felton & Kuhn, 2001; Kuhn & Udell, 

2003; Felton, 2004)에서는 중등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할 때 자

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증을 제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상대측의 입장

을 지지하는 논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함을 지적했다.1) 또한 

쿤과 우델(Kuhn & Udell, 2007)은 논증적 글쓰기에서 상대의 입장을 다

루고 약화시키는 논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선호는 논증이 의사

소통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고 논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환경에 있지 않는 한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발달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는 점을 밝혔다. 라판타, 가르시아- 라, 길라버트(Rapanta, Garcia-Mila, 

& Gilabert, 2013)도 반론과 반박의 전략적 구성, 상대방에 대한 고려, 개

인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의 활용과 같은 주요한 논증 능력은 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학습자의 논증 능력 발달을 위한 교육적 개입과 명시적 비계를 제공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단계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

기를 수행할 때 자신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을 돕기 위하여 작문교육 차원에서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기존 논증적 글쓰기 교육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반론 고려의 부재(김

정연, 2012), 논점을 일탈한 반박(송치순, 2014) 등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

론 및 반박 논증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는 학습자의 현실태를 반

복적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비해 그러한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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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교수학습 방안

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져왔다.2) 논증에 대한 교육적 접근

의 핵심이 ‘논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증 행위자로서의 

인간’에 있다는 점(민병곤, 2004)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생산한 논증적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실태 

진단을 넘어서서,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의 활용과 반론에 대

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학습자의 논

증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3) 이에 본고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

안을 설계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론 통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그 개념과 과정을 고

찰하고,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의의를 밝힌다.  

둘째, 현행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학습자의 논증

적 글쓰기 양상의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한다. 

셋째,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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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글쓰기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게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에 대한 

연구, 논증적 글쓰기에 대해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 구분된다. 

첫째,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

성(2009), 서영진(2011), 김영희(2013), 김현정(2015), 김기림(2016)이 있다. 

김영성(2009)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소설과 TV 드라마, 영

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 논증에 기초한 설득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논

증 활용 양상을 포착하여 교육 내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만, 매체를 활용한 논증에 대한 이해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담

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서영진(2011)은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논증 도식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논증 도식을 논증적 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논증 메시지에 기반한 도식, 참여자에 기반한 도

식, 맥락에 기반한 도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논증 결과물로서의 논

증 도식에 대한 기존의 주목을 넘어서 논증적 소통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논증 도식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상호 

교섭적 관점에 기반을 둔 논증 도식에 대한 교육이 실제 학습자의 논증

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효과 검증이 요구

된다.

김영희(2013)는 서사를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전략인 서사 논증을 논

증적 글쓰기에 적용하여 서사 논증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에 서로 다른 장르로 인식되던 서사와 논증을 유기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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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서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

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현정(2015)은 팀 기반 학습을 적용하여 논증적 글쓰기 교육 방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는 팀 기반 학습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논

증적 글쓰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팀을 구

성하는 학습자들의 수준 등과 같은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세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김기림(2016)은 상소문에 치 한 구성 전략 및 표현 전략이 필요했다

는 점에 입각하여 상소문의 서술 전략을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접목하고

자 하였다. 이는 우리 고유의 글쓰기 문화에 대한 천착을 바탕으로 하여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현대 사회에서 논증적 글쓰기 수행을 위한 독자와 필자의 관계가 상소문

에서와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제적 효용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는 

논증적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해당 교육 내용 및 방

법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실증적으

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의 과정과 관여 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논증적 글

쓰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이 학

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변별된다.

둘째,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에 주목한 연구로는 민병곤(2004), 

김현미(2014), 이윤빈(2015), 장성민(2015)이 있다. 민병곤(2004)은 논증 담

화 및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교육에서 논증 교육을 자리매김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는 기존의 논증 이론을 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

하여 인간을 ‘논증 행위자’로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고, 학

습자가 생산한 논증 담화 및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증행위의 제 국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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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구조적 양상, 인지적 절차, 사회문화적 배경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의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논증 교육의 본질이 인간의 ‘논증행위’에 있

음을 밝힘으로써 국어교육에서 논증 교육이 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고에서 논증행위를 수행하는 인간의 인지

적 양상에 관심을 바탕으로 반론 통합 관여 요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 내

용을 구성하는 데에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김현미(2014)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습자의 설

득적 글쓰기에 반영된 논증 구조 및 논증 도식 양상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이유’, ‘근거’ 등의 사용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이 높은 발달

을 보였고, ‘반론 인식과 반박’에서 중학교 1-3학년이 높은 발달을 보

였음을 확인하였다. 김현미(2014)는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논증 구조 

및 논증 도식의 발달적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위계

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기존 논증적 

글쓰기 교육 연구에서 글쓰기 수행 중 학습자가 겪는 인지적 과정에 대

한 고려 없이 학습자가 생산한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만 주목해오던 선

행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윤빈(2015)은 대학생 필자가 논증적 텍스트를 수정하는 양상을 인지

적·텍스트적 국면에서 고찰하여, 필자의 쓰기 수준에 따른 논증 능력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증적 텍스트 

구성 교육에서 내용적 측면인 논증 구성 요소에 대한 명시적 교육의 필

요성과 함께, 형식적 측면인 내용 연결 방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이윤빈(2015)은 기존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주목해오던 논

증 구성 요소에 대한 주목을 넘어서, 논증적 텍스트의 내용 연결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의 외연을 넓히고자 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장성민(2015)은 고등학생의 자료 통합적 글쓰기 수행에서 분량 제약에 

따른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논증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서 반박 논증

의 사용 여부가 자료 통합적 글쓰기의 우열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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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글쓰기의 분량이 늘어날수록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인지적 수준 차이를 확인하는 데 용이함을 확인하였다. 

장성민(2015)은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실태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

을 제공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에 주목한 선행 연구는 학습자가 

생산한 실제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실태를 진단하고 유의미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학습자가 생산한 논증적 텍스트와 관련한 대부분

의 선행 연구가 논리학적 관점의 논증 이론에 해당하는, 결과로서의 논

증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국어교육에

서 논증 교육은 학습자의 ‘논증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민병곤, 

2004)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산출한 논증적 텍스트에 대한 언어 구조적 

양상에 대한 기술을 넘어서,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 수행 중 겪는 인지

적 과정에 대한 주목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의 실제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논증적 글쓰기를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유상희·서

수현(2017), 장성민(2018)이 있다. 유상희·서수현(2017)은 범교과 학습의 

도구로서 논증적 글쓰기에 주목하여, 미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해당

하는 CCSS의 분석을 통하여 논증적 글쓰기가 지식 탐구의 도구로 구현

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논증적 글쓰기가 학습의 과정에서 

능동적·비판적 읽기의 도구 및 다양한 관점에 대한 탐구 및 지식 통합

의 도구로서 역할함을 살필 수 있었다. 유상희·서수현(2017)은 최근 학

습의 도구로서 논증적 글쓰기가 활용되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어과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이 교과 학습을 위하여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성민(2018)은 논증과 학습 목적 글쓰기의 관계에 주목하고, 학습 목

적 글쓰기의 도구로서 논증적 스키마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서 논증적 스키마를 바탕으로 필자

가 논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학습 



- 8 -

목적의 글쓰기의 수행 과정에서 논증적 스키마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증적 글쓰기를 범교과 학습의 도구로서 보고자 하는 이상의 논의는 

논증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탐구가 가능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정

보를 필자가 재구성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한다는 점에

서 공통점이 있다.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은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을 활용하지 못

하는 혹은 활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

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활용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

록 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의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국어교육적 접근을 내실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관련 선행 연구는 토론 및 토의 활동이 반

론 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활용 촉

진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 관련 연구, 학습자가 수행한 논증적 

글쓰기에 나타난 반론 양상 관련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활용 관련 국내 선행 연구는 주로 토

론 후 글쓰기에서 반론의 활용이 이전보다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연구(이

영호, 2012; 최승식, 2013; 김혜영, 2015; 한경숙, 2016)가 이루어졌다. 국

외에서도 글쓰기에서 반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토론 및 토의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다수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레즈니

츠카야 외(Reznitskaya et al., 2001)와 레즈니츠카야, 앤더슨, 쿠오

(Reznitskaya, Anderson, & Kuo, 2007)는 소집단으로 이루어진 협력적 추

론(collaborative reasoning)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논증적 쓰기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반론의 수를 증가하도록 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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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 및 토의 후 글쓰기가 논증적 글쓰기의 수준을 높이고 반론

의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일련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

와는 다르게, 토론 및 토의 후 글쓰기가 글쓰기 결과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첫째로, 길리스와 칸

(Gillies & Kahn, 2009)은 토의 후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토의의 조건이 없어졌을 때에도 지속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그들은 ‘질문 및 협동적 학습 수행 집단’과 ‘협동적 학습 

수행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전자는 후자보다 그들의 대답에 더 많은 

정교화, 이유, 정당화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어적 

협력 활동의 효과는 학습자들이 협력적 지원 조건이 없어졌을 때 학습자

들의 논증적 글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를 통해 그간 

학습자의 글쓰기에서의 반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토론 후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토론이라는 조건

이 없어질 경우 그 교육적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 즉 논증적 글

쓰기에서 반론이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혜연(2017)은 토론 후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에서 토론 활동이 학습

자들로 하여금 반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

만, 일부 학습자가 토론으로 인한 입장 변화에 혼란스러워하고 토론 후 

글쓰기 결과물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김혜연(2017)

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해 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 주목할 수 있었지만, 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 필자 자신

은 어떻게 반응하며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혜연(2017)은 토론 후 글쓰기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관점의 체험으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고는 학습자가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논증적 텍스트에의 반론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

지만, 학습자들이 그러한 다양한 관점의 존재를 아는 것은 반론이 논증

적 텍스트에 적절하게 활용되기에는 충분한 교육적 비계로 작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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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가 학습자가 수행하는 논증적 텍

스트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적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김혜연(2017)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또한, 본고

가 제시하고자 하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 연구

는 “반론 가능성에 대한 단순 체험을 넘어서기 위한”(김혜연, 2017) 후

속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기존에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에서 자주 활

용되어 왔던 토론 및 토의라는 교수학습 방법이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을 고려하고 이를 텍스트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에는 일정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논증적 글

쓰기에서 반론의 적절한 활용 및 그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

가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둘째, 토론 및 토의 외에도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의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의 효과를 검증한 일련의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누스바움과 스크로(Nussbaum & Schraw, 2007)는 대학생들에

게 ‘논증 평가의 기준’ 혹은 주장과 이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픽 

조직자(graphic organizer)’를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논증을 구성하기 위

한 평가 기준을 제시받은 학습자들은 논증과 반론을 더 잘 통합

(integrate)한 반면에, 그래픽 조직자를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학습자들은 

반론에 대한 반박(rebut)의 양상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누스바움(Nussbaum, 2008)은 논증–반론 (argument-counter 

argument)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비계로서 ‘논증 V 도표(argument Vee 

diagram)’의 사용을 제시하였다. 논증 V 도표에서는 논증적 글쓰기 이

전에 학습자에게 V 모양의 도표를 제시하고, V의 왼쪽에는 찬성 측의 

논증과 오른쪽에는 반대 측의 논증을 적고 ‘V’의 맨 아래에 잠재적인 

결론을 적도록 하였다. 논증 V 도표를 사용한 학습자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보다 절충된 입장을 취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경우

가 더 많았으며, 논증과 반론을 통합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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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월페, 브릿, 페트로빅, 알브레트, 콥(Wolfe, Britt, Petrovic, 

Albrecht, & Kopp, 200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논증적 읽기 텍스트에서 

반론을 찾는 것과 그러한 반론에 대한 반응을 발견하는 것을 교육했음에

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그러한 활동을 잘 수행하지 못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월페 외(2009)는 논증과 반론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높은 수준의 리터러시 능력임을 보여주었

다. 그는 학습자들이 반론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웹 기반의 반론 튜터(tutor)를 활용한 교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반

론을 발견하고 그 반론이 반박되었는지(rebutted), 무시되었는지

(dismissed), 양보되었는지(conceded)를 결정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

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서 반론의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수학습 자

료 및 방법의 활용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 내에서 반론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러한 반론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

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

수학습 방안의 효과를 반론 통합 측면과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논증적 텍스트에서의 반론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러한 반론이 논증적 텍스트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켰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반론 및 반박의 유형 및 

양상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경우(2017)는 대학생들의 토론 후 

논설텍스트에 나타난 반박의 네 가지 양상을 기술적으로 고찰하였다. 첫

째는 상대 주장을 약화시켜 진술하는 경우로, 상대 주장의 일부만 거론

하거나, 논거 중 반박이 가능한 일부를 제시하거나, 근거는 생략하고 짧

게 주장만 소개하여 공격하기 용이하게 상대의 주장을 변형시키는 유형

이다. 둘째는 상대의 주장을 충분히 강화하여 진술하는 경우로, 상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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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장은 물론 논거를 포함시키기도 하며, 내 주장을 반박하고 그에 

대한 논거를 포함시키는 유형이다. 셋째는 자기 주장에 대해 상대의 예

상 반론(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다시 반박하는 유형이다. 넷째는 반박하

기의 형식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실패한 유형, 즉 상대 주장을 

기술한 후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반대 주장을 펼친 경우이다. 박

경우(2017)는 논설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반론 및 반박의 양상을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유형

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학습자의 글쓰기 과정에 주목하

지 않고 글쓰기 결과물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학습자들의 적절한 반론 

및 반박 활용을 위한 교육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논증적 글쓰기 교육 수준과 쓰기 발달 수준을 기준으로 하

여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논증적 글쓰

기 교육 수준을 고려할 때, 2015 국어과 교육과정상 논증적 글쓰기 교육

과 관련한 직접적인 성취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논증 교육과 관

련하여 중학교 1~3학년군 읽기 영역의 ‘[9국02-05]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라는 성취기준과, 고등학교 1학년 듣

기·말하기 영역의 ‘[10국01-03]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

여 토론에 참여한다.’라는 성취기준을 고려할 때, 논증과 관련된 선행 

교육을 통해 논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고등학생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둘째, 쓰기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가은아(2011ㄱ)는 중학교 1학년~고

등학교 1학년을 ‘확장적 쓰기 단계’, 고등학교 2학년~3학년을 ‘통합

적 쓰기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고등학교 2학년을 쓰기 발달 지점으로 

확인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은 쓰기와 관련한 공통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년으로, 쓰기 능력의 발현을 충분히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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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학습자임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의 

쓰기 능력이 변별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

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를 수행하

였다. 교육학에서 실험이란 피험자인 학습자에게 가외변인을 통제한 상

태에서 특정한 교육적 처치를 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 준실험연구는 각 집단이 무선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실험연구를 의미한다(김석우·최태진, 2015). 준실험

연구는 엄격한 실험실 장면이 아닌 학교와 같은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피

험자의 무선화가 곤란하여 가외변인에 대한 엄 한 통제가 불가능한 경

우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김석우·최태진, 2015). 

본고는 준실험설계가 가외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교육 이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수준이 각 집단 간에 

동질함을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가외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준실험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

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니는데, 그러

한 교육적 효과 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혼합 연구 방

법(mixed methods research)을 활용하고자 하였다.4) 이를 위해 본고는 

테들리(Teddlie, 2005)가 제시한 혼합 연구 방법 유형을 참고하여 본고의 

연구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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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들리(Teddlie, 2005)는 [그림 Ⅰ-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 

영역은 전적으로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반면, E 영역은 전적으로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B 영역은 약간의 양적 요소를 포함한 질적 연구를 의

미하며, D 영역은 약간의 질적 요소를 포함한 양적 연구를 의미한다. C 

영역은 전적으로 통합된 혼합 연구를 의미한다. 화살표는 양적-혼합-질

적 연구 방법의 연속체를 의미하는데, 연속체의 중심으로 갈수록 연구 

방법이 더욱 통합됨을 의미하며, 연속체의 양끝으로 갈수록 연구 방법이 

더욱 분리됨을 의미한다(Teddlie, 2005). 본고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

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그러한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 방법

을 활용하고, 양적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질적 연구 방

법을 활용하는 D 영역에 해당하는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일차적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반론 통합 수행 측면과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측면에 대해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통계적 분

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 이후 학습자의 반론 통합 수행 양상과 논증적 

글쓰기 수행 양상에 대한 집단 간 통계적 차이를 바탕으로 교육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인 분

석 결과는 학습자의 구체적인 논증적 글쓰기 수행 양상에 대해서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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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이차적으로 학습

자의 반론 통합 양상과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

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닌

다. 본 논문의 체계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내용과 연구 자료 및 방법은 

<표 Ⅰ-1>과 같다.

논문 체계 하위 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Ⅱ. 이론적 

기반

 반론의 개념 및 층위 고찰

 반론 통합의 개념 및 과정 고찰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

수학습의 의의 고찰

 문헌 연구

Ⅲ.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설계

 기존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예비조사를 통한 학습자의 논증

적 글쓰기 실태 검토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자료 

분석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 구안

 문헌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예비조사를 통한 학습자의 논증

적 글쓰기 자료 분석

Ⅳ.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 

 실험 설계

 교수학습 실행

 교수학습의 효과 검증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

단 구성을 통한 준실험 연구

 반론 통합 측면 및 논증적 글쓰

기 결과물 측면의 교수학습 효

과 분석

Ⅱ장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위한 이론적 기

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론의 개념 및 층위와 반론 통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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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정을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고, 논증적 글쓰기에서

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기존의 논증적 글

쓰기 교육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비 조

사1 단계에서 수행한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59명의 논증적 글쓰기 자료

를 통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을 확인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문헌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시사점을 토대로 논증적 글쓰

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설계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실행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예비 조사2 단계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습자 21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습자들의 피드

백을 수용하여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본 조사에서 수행할 교수학습 방안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구성(집단별 25명의 학습자)을 통한 준

실험 연구를 설계하였다. 각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 

집단의 학습자들은 사전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이후 실험 집단에

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실시하고, 비교 집단에는 

기존의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을 실

시했으며, 통제 집단에는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효과

의 검증을 위하여 학습자의 반론 통합 수행 양상과 논증적 글쓰기 결과

물에 대하여 양적·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증적 연구 

자료 수집의 목적 및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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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집 

시기
목적 내용 대상

분류 

기호

예비 

조사

1

2018.

05.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실태 분석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

기 자료

서울 Y 고

2학년 59명

Y- 

일 련

번호

예비 

조사

2

2018.

11.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예비 

수업 실시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

기 자료

 학습자의 반론 관련 인

식에 대한 설문지

 수업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소감문

경기 N 고

1,2학년   

21명

N-

일 련

번호

본 

조사

2018.

12.

교수학습의 실제 및 

효과 검증 

 학습자의 반론 통합 수

행 학습 활동지

 학습자의 사전 및 사후 

글쓰기 결과물

서울 M 고

예비 2학년 

75명

M-

일 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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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이라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rebuttal’ 혹은 ‘counterargument’

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툴민(Toulmin, 1958)이 제시한 

‘rebuttal’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반론’(한경숙, 2016), ‘유보

조건’(송지언, 2015), ‘예상되는 반박 혹은 예외조건’(민병곤, 2008ㄱ)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란은 단지 번역

의 과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툴민(Toulmin, 1958)이 ‘rebuttal’이라

는 용어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Verheij. 2005). 베르헤이즈(Verheij. 2005)는 툴민이 자신의 논증 구조에

서 반론(rebuttal)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음

을 지적하였다. 베르헤이즈(2005)의 이러한 지적은 ‘반론(rebuttal)’이 

논증에서의 예외적 상황을 포함하며, 툴민(1958)이 제시한 반론이 몇 가

지 기능을 의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첫째, 반론은 ‘보장(warrant)의 

일반적인 권위가 따로 남겨져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둘째, 반론은 

‘보장된 결론을 무산시키거나(defeat) 반박(rebut)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반론은 ‘보장(warrant)의 적용가능

성’에 대해서도 가해질 수 있다. 베르헤이즈(Verheij, 2005)는 툴민(1958)

이 이처럼 느슨한 방식으로 반론(rebuttal)을 설명했음을 지적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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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민(1958)이 제시한 ‘rebuttal’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불분명했던 것

은 ‘rebuttal’이라는 용어가 연구마다 제각각의 의미를 지닌 채 사용되

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련의 연구에서 ‘rebuttal’은 필자의 특정

한 입장을 약화시키는 반론(rebuttal)을 의미하기도 하며(De La Paz, 

2005; Garcia-Mila et al., 2013; Walton, 2009), 또 다른 일련의 연구에서 

‘rebuttal’은 필자의 특정한 입장에 대비되는 반론(counterargument)에 

대한 반박(rebuttal)을 의미하기도 한다(Ferretti et al., 2009; Gronostay, 

2016; Klein et al., 2017; Khishfe, 2012)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반론’의 개념은 그것이 활용되는 상황 맥락, 즉 구어 혹은 문

어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형식 논리학자인 왈튼(Walton, 

2009)은 툴민(Toulmin, 1958)의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켜 구어 상황에서의 

반론(rebuttal)의 세 가지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반론은 그것이 

대상으로 삼는 이전의 논증을 필요로 한다. 둘째, 반론은 그 자체로 이

전의 논증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논증이다. 셋째, 반론은 이전의 논증이 

의문의 여지가 있거나 수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의 

논증에 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반론의 필요조건은 각각 반론의 전

제, 성격, 목적 및 의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른 담화 요소와 반론 담

화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rebuttal)’의 개념

은 말하기 상황에서 서로 대비되는 입장을 가진 개인들이 각자 제시한 

논증에 대해 상대방이 비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글

쓰기 상황에서 필자가 스스로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논증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핀 바와 같이, ‘rebuttal’로서의 반론의 개념이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상황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반론의 개념을 정립

하기 위하여 ‘counterargument’의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다. 논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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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서 반론(counterargument)은 필자의 논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대측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논

증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Leitão, 2000; 2003). 논증적 글쓰기 

상황 맥락에서의 반론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양면적 논증(two-sided 

argument)의 구성 요소(element)를 제시한 펠톤과 헤르코(Felton & 

Herko, 2004)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펠톤과 헤르코(2004)는 양면적 

논증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에 반대

되는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제기될 수 있는 상대측의 논증(반론)을 발견

해야 하고, 둘째 학습자는 자신이 발견한 상대측의 논증(반론)에 대해 반

박해야 하며, 셋째 학습자는 자신의 논증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대측의 

논증(반론)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펠톤과 헤르

코(2004)가 제시한 양면적 논증 요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앞서 

언급한 ‘상대측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논증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되며, 세 번째 요소는 ‘필자의 논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다.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counterargument)의 범주는 쿤, 헴버거, 카

이트(Kuhn, Hemberger, & Khait, 2016)가 제시한 논증적 텍스트에서 생

각 단위(idea unit)의 논증적 기능 범주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쿤 외(Kuhn et al., 2016)는 주로 문장 단위로 실현되는 생각 단위

가 논증적 텍스트에서 크게 네 가지 논증적 기능을 수행함을 제시하였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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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설명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논증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진술

상대의 입장을 

약화하는 논증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하고 약화하는 역할을 하는 진술

상대의 입장을 

강화하는 논증
상대방의 입장의 강점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는 진술

자신의 입장을 

약화하는 논증
자신의 입장의 약점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는 진술

<표 Ⅱ-1>에서 제시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생각 단위 중 자신의 입장

을 강화하는 논증과 상대의 입장을 약화하는 논증은 필자의 입장을 강화

하는 논증적 기능을 수행하며, 상대의 입장을 강화하는 논증과 자신의 

입장을 약화하는 논증은 필자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논증적 기능을 수행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이 필자의 논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대측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논증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Leitão, 
2000; 2003; Felton & Herko, 2004)을 고려할 때, 쿤 외(2016)가 제시한 

생각 단위의 논증적 기능 중 필자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논증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대의 입장을 강화하는 논증과 필자 자신의 입장을 약화하는 

논증이 반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반론(counterargument)을 “논증적 글

쓰기 상황에서 활용되는,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에 

대한 논증 혹은 필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논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과 의문의 논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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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은 다양한 층위를 지닌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반론의 층위를 살피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어 의사소

통 상황과 문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논증활동의 차이에 대해 살필 필요

가 있다. 맥캔(McCann, 1989)은 6, 9, 12학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반론을 인식하지 못하며 반론에 대해 적절하

게 대응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대화적인 상황

에서는 쉽게 발견된다는 점을 비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누드슨

(Knudson, 1992)은 대화 상황에서는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논제와 관련된 반론이 자연스럽게 제시되고 학습자들이 이에 대해 자연

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반면에, 글쓰기 상황에서는 학

습자가 반론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논증활동

에서 반론은 화자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인 데에 비해, 문

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논증활동에서 반론은 필자가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반론을 인식하고, 구성

하고,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차이를 지닌다.

구어와 문어 의사소통 상황의 논증활동에서 반론이 차이를 지님을 고

려할 때, 문어 의사소통 상황의 논증활동에서 반론은 본질적으로 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독자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반론의 층위를 

구분할 수 있다. 정희모(2008)는 독자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

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독자에 대한 전통적 관점으로 독자를 실제 

책을 읽을 외적 대상으로 보는 경우이다. 둘째, 독자에 대한 내면적 관

점으로 독자를 필자의 요구에 의해 호출된 관념적 산물로 보는 경우이

다. 셋째, 독자를 담화공동체나 해석 공동체와 같이 하나의 담화 집단으

로 보는 경우이다. 넷째, 독자를 쓰기 과정의 맥락으로 해석하는 경우이

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독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며, 셋째

와 넷째의 경우는 독자를 관습이나 기능으로 보는 관점에 해당한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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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2008). 논증적 글쓰기에서 독자를 실제 책을 읽을 외적 대상으로 보

는 경우, 그러한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구어 의사소통 상황의 

논증활동에서 화자의 논증에 대해 청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가장 넓은 의미의 

반론은 필자의 글을 읽는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반론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는데, 본고는 이를 외적 대상으로서의 독자가 제기하는 반론

이라는 점에서 ‘실재6) 반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직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문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독자의 응답

은 현존하지 않으며 필자에 의해서 예견되고 상상될 수 있는 한에서만 

허구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이재기, 2018)을 고려할 때,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구성되는 반론은 외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과는 다소간

의 차이를 지닌다. 그러한 차이를 살피고자 본고는 바흐친의 내재적 청

중 개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재기(2018)는 바흐친이 제시한 내재적 

청중(immanent audience)이 필자가 머릿속에서 구성한, 또는 텍스트에 

가정되어 있는 가상의 청중임을 제시하였는데, “내재적 청중은 필자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권위 있는 대표자’이며, 이는 사회 집단의 권

위 있는 대표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념과 가치 체계, 지

식과 소양, 정치적, 문화적 지평 등의 구현체 또는 재현체를 의미”한다

는 것이다. 즉, 바흐친의 내재적 청중 개념은 글쓰기 상황에서 필자에 

의해 호출되는(invoked)의 허구적인 독자를 상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자 개념을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과 관련지어 설명하자면, 논증적 

글쓰기에서 구성되는 반론은 필자 내면에서 구성된 허구적 독자가 제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의 반론은 본질적

으로 필자의 논증에 대해 필자 스스로가 구성한 반론에 해당하는데, 이

는 실재 반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실재 반론 중 필자 내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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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허구적 독자가 제기하는 반론이라는 점에서 실제 반론의 일부에 

해당하며, 이는 필자가 스스로 예상하는 반론이라는 점에서 본고는 이를 

‘예상 반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다양한 반론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상 반론을 자신의 논증적 텍스트에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

치지만7), 논증적 글쓰기에서 필자 스스로의 입장과 관련된 논증을 제시

하는 것이 예상 반론을 다루는 것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기에(Wolfe, 

2012) 필자가 예상 가능한 모든 반론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이 논증적 텍스트에서 다룰 수 있는 예상 반론의 정도

에 한계가 존재한다면, 예상 반론 중 어떠한 반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

여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모든 반론에 대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반론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논증에서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기에(Williams & Colomb, 

2007), 필자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이러한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반론

을 활용해야 한다.

본고는 독자 개념 중 페렐만의 보편청중(universal audience) 개념을 바

탕으로 필자가 실제 논증적 텍스트에서 다루어야 하는 예상 반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희모(2012)는 페렐만의 보편청중 개념8)을 

“담화공동체의 보편적 인식과 공통 감각이 이성적 개념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페렐만의 논의에서 보편청중을 구성

한다는 의미는 “필자가 보편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지향하는 논증과 

다르지 않으며, 개인이나 각 문화는 그 문화에 따른 보편성의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정희모, 2012).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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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텍스트에서 활용되는 반론은 필자 내면에서 구성된 예상 반론 중 

담화공동체의 보편적 인식을 갖춘 보편 독자가 제기할 만한 것이어야 한

다. 즉,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는 여러 가지 예상 반론 중 보편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예상 반론을 스스로의 논증적 텍스트에

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의 층위를 도

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1]과 같다. 

본고는 [그림 Ⅱ-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의 층위를 기준으로 하여 Ⅱ장 2절 2항의 반론 통합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Ⅱ장 2절 2항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으나, 반론 통합은 “논제에 대

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론의 활용과 반론에 대

한 대응”을 의미하는데,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가 반론 논증 및 반박 논

증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다는 현실태에 대한 지적을 넘어,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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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서 반론을 생성하고 그러한 반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텍스트 내 반론 활용에 도

달하기까지 반론의 여러 층위에 관여하는 제약 요소를 밝히고 학습자로 

하여금 각각의 제약 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할 때, 반론의 층위는 반론 통합의 과정을 설명하기에 알맞

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반론 통합의 과정을 반론 층

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재 반론 인식, 예상 반론 구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으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민병곤(2004)은 필자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려하여 논증을 전개

하는 것이 논증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을 바탕

으로, 필자의 예상 반론9) 고려 수준에 따라 논증 능력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민병곤(2004)은 이와 같은 반론 고려 수준에 따른 논증 능력의 단계에 

대해 “위의 수준이 반드시 연속적인 발달적 위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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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단계화는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서 나

타나는 반론 고려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상정하고, 이로부터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반론 고려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반론 통합이 민병곤(2004)이 제시한 ‘수준4’

의 반론 고려 수준을 포괄하는 고차원적인 반론 활용 및 반론 대응 능력

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론 통합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논증 구조의 측면에서 반론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한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윌리엄스와 콜럼

(Williams & Colomb, 2007)은 저서 《The craft of argument》를 통해 논

증 구조 도식에서 반론과 관련하여 ‘인정 및 대응(acknowledgement 

and responses)’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는 국내 번역본 《논증의 탄

생》(윤영삼 역, 2008)에서 ‘반론 수용 및 반박’으로 번역되었다. 이에 

따라 윌리엄스와 콜럼(2007)에 기반을 둔 국내 연구에서도 ‘반론 수용 

및 반박’(송치순, 2014), ‘반론 논증 및 반박 논증’(장성민, 2015) 등

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윌리엄스와 콜럼(2007)이 제시한 ‘인정’은 필자

가 스스로의 논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고려하고 이를 인정한

다는 의미이기에, ‘반론 수용’, ‘반론 논증’이라는 용어와 의미상으

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반론에 대한 ‘인정’이 논증적 글쓰

기 상황 맥락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정이 논증

적 텍스트에 언어적 표현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증적 텍스트에 언어적 표현으로써 실현된, 반론에 대한 인정

을 지칭하고자 ‘반론 활용’1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윌리엄스와 콜럼(2007)이 제시한 ‘대응’을 ‘반박’ 및 ‘반

박 논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윌리엄스와 콜럼(2007)이 제시한 

‘대응’의 의미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박’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따위에 반대하여 말함.’(표준국어대사

전)임을 고려하면, 반론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해당 반론에 대해 반대하

여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반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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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은 반론에 대한 대응 방식 중의 하나일 뿐, 반론에 대한 대응이 반

드시 반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11) 이에 본고는 

윌리엄스와 콜럼(2007)이 제시한 ‘대응’을 반박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

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 ‘반론 대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반론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식과 관련하여 레이타오(Leitão, 2000)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레이타오(2000)는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

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발견했을 때, 그러한 반론에 대해 필자가 

나타낼 수 있는 일련의 반응을 제시하였다.12) 첫째는 반론의 무시

(dismiss)로, 이는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무시하고 필자의 입장을 유지하

는 것이다. 둘째는 반론의 국한(localize)으로, 필자가 반론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른 주장에 기댐으로써 반

론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반론의 통합(integrate)으로, 필자가 자

신의 입장을 한정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에 반론을 통합하는 

것이다. 넷째는 반론의 수용(accept)으로, 반론을 수용하고 필자가 자신

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들 유형 중 반론의 무시와 반론의 수용은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한 측에 대한 일방적인 논증만을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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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논증적 텍스트에 한 측의 입장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

가 있다. 논증적 텍스트에 양측의 입장이 드러나는 경우는 반론의 국한

과 반론의 통합인데, 본고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대응 방식이 고차원적인 

논증적 글쓰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중 반론 통합은 

필자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증에 반론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양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서 민병곤(2004)이 제시한 ‘수준4’

의 반론 고려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누스바움(Nussbaum, 2008)은 ‘논증-반론 통합(argument- 

counterargument integr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논증-반론 통

합은 효과적인 논증활동을 위하여 필자가 최종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데

에 논증과 반론을 평가하고 따져봄으로써 이들을 결합하는 과정을 의미

한다(Nussbaum, 2008). 즉, 누스바움(2008)이 제시한 논증-반론 통합에서 

‘통합’은 효과적인 논증활동을 위해 필자가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거를 결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재림

(2018)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거와 같이, 서로 다른 계열의 논거를 병

렬하면 일차적 의미가 형성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미가 

형성되지 않으며, 논거를 결합하여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화 능

력’과 ‘필자의 목적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고

려할 때, 반론 통합은 논증활동의 목적인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 증진

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는 반론 통합을 “논제에 대한 찬성 혹

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필자 입장의 수

용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론의 활용과 반론에 대한 대응”

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반론 통합의 개념을 도식화 하면 [그

림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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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앞서 Ⅱ장 1절 2항에서 살핀 반론의 층위를 바탕으로 반론 통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반론 통합을 “논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

대의 입장을 밝히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필자 입장의 수용 가

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론의 활용과 반론에 대한 대응”이라

고 할 때, 반론 통합은 필연적으로 논증적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을 전제

로 한다. 그런데 앞서 반론의 층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은 예상 반론의 구성을 전제로 하며, 예상 반론의 구성은 실재 

반론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반론 통합은 

실재 반론의 인식, 예상 반론의 구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의 과정을 거

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반론 통합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

내면 [그림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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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반론 통합을 가능

하게 하는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론 통합을 위한 적절한 교

육적 처치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의 각 과

정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론 통

합 과정의 관여 요인에 대한 세 한 분석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각각

의 관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 처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반론 통합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논증적 글쓰기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를 전제로 함을 고려할 때,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증과 더불어 상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증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반론 통합을 수행하기 위

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필자의 실재 반론에 대한 인식에 관여하는 요인

을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가 특정 논제

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증을 상대 입장을 지지하는 논증보다 

더 많이 구성하는 경향을 ‘확증편향(my-side bias)’이라고 한다

(Perkins, 1985; Wolfe, Britt, & Butler, 2009 재인용). 그러나 월페와 브릿

(Wolfe & Britt, 2008)은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필자 자신의 입장과 관

련된 논증을 상대 입장과 관련된 논증보다 더 많이 생성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기 때문에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의 확증편향은 다소 다르게 정

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반론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적인 현상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의 확증편향을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론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월페와 브릿(Wolfe & Britt, 2008)은 논증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확증

편향이 특정한 논제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정보에 대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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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즉, 확증편향을 보이는 다

수의 필자는 자신의 개인적 의견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관점을 옹호하는 

논증을 제시하고 반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증적 글쓰기 과제에 적합

하다고 생각했다. 월페와 브릿(2008)은 그러한 확증편향이 논증활동의 본

질과 논제에 대한 자료 조사 목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았는데, 그들은 논제에 대한 내용 생성을 위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 

노트에 반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학습자가 자신의 논증적 텍

스트에 반론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좋은 논증은 논제에 대한 양측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

하지 않는 학습자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론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윌페와 브릿(2008)은 논증활동에

서 사고에 대한 신념이 확증편향의 일부를 설명한다고 보았다. 그들의 

연구에서 약 25%의 학습자는 “좋은 논증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

는 질문에 대해 ‘사실 기반의 논증활동(fact-based argumentation)’이

라고 답변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 기반의 논증활동에 대한 신념은 ‘어

떤 주장이 사실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다면 그 주장은 좋은 것’이라는 

의미이다.13) 이러한 신념을 지닌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보다 자신의 논증

적 텍스트에 반론과 관련된 정보를 덜 포함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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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바움과 카다쉬(Nussbaum & Kardash, 2005) 또한 논증적 글쓰기 

과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반론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지적하였다. 즉,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데 반론을 고

려하는 것이 논증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

에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스바움과 카다

쉬(2005)는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를 위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논증

이 지닌 논쟁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반론을 고려하는 것의 유용함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지점임을 역설하였다.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반론이 실재하는 타자에 의하여 제기되는 

반면에, 문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반론은 필자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은 본질적으로 필자

가 예상할 수 있는 한에서만 구성될 수 있기에, 필자가 예상 반론을 구

성하는 것은 논증적 텍스트에서의 반론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필자가 예상 반론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

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인지 심리학의 분야 중 하나인 일관성 기반 추론(coherence based 

reasoning)은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할 때 예상 반론을 효과

적으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인지적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다. 본고는 일관성 기반 추론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사이먼

(Simon, 2004)을 바탕으로 일관성 기반 추론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살

핌으로써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예상 반론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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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Simon, 2004)에 따르면, 일관성 기반 추론의 이론적 근거는 인

지 이론(cognitive theory)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결주의적 표상

(connectionist representations)과 제약 충족 기제(constraint satisfaction 

mechanisms)라는 개념이 주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연결주의적 표상과 

관련하여, 모든 정신적 과정은 과제에 대한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 시작한다. 의사결정은 과제 변인들, 즉 현재의 결정

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변인들의 표상을 포함하는 특정한 문제 공간 

내에서 행해진다. 그러한 과제 변인들에 대한 표상은 의사결정 과제의 

정신적 모형(mental models)이라고 불린다. 일관성 기반 추론은 정신적 

표상의 연결주의적 구성을 가정하는데, 각각의 변인은 하나의 개체로서 

정신에 표상되고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모든 개체에 연결된다. 정

신적 과제에 대한 초기의 표상은 개인의 물리적, 사회적, 개념적 세계에 

대한 배경 지식에 의해서 가장 먼저 결정된다. 복잡한 의사결정 과제에 

대한 정신적 모형은 하나의 방향 그 이상을 가리키고, 일관성 있는 정신

적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무수한 변인들을 포함한다. 무수한 변인들 중 

하나의 부분 집합은 A라는 결론을 뒷받침하지만, 변인들의 나머지 부분 

집합은 B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 변인은 과제에 대해 영향을 끼침으로써 네트워크에 제약

(constraint)을 가한다. 모든 제약은 전체 네트워크와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수정된 정신적 모델이 야기된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뒷받침되지 않는 변인들 혹은 다른 변인들에 의해 억제된 변인

들은 분해되거나 자취를 감추는 반면에, 상호적으로 뒷받침되는 변인들

은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약 충족 기제’라고 일컫

는데, 제약 충족 기제의 주요한 특징은 정신적 모델이 그 제약들이 최대

한의 일관성 지점에 정착할 때까지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연결된 변인들이 유사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일관성

(coherence)’은 새롭게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변인들이 강력

하게 승인되고 대안을 뒷받침하는 변인들이 무시되거나 거절될 때 발생

한다. 복잡한 결정에서 과제에 대한 초기의 정신적 표상은 당연히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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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지만, 제약 충족 과정은 일관성의 상태를 갖추도록 과제 변인들

을 변화하게 한다. 이는 일관성 기반 추론에 양방향적인 특성을 부여하

는데, 이는 뒷받침하는 변인들의 강력함이 결론을 결정하는 동안에 그 

결론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그 변인들 스스로 인지적 과정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다(Simon, 2004).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하

는 일련의 논증 과정을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볼 때, 일관성 기반 추론

이라는 이론적 논의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상

반되는 반론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즉, 일관성 기반 추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 과정

에서 예상 반론을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일관성 있는 정신적 

모형을 추동하는 인지적 경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측면에서 반론 고려에 대한 필자의 인지

적 부담을 조명한 연구(Hays & Brandt, 1992)가 있다. 또한, 해이즈와 브

랜트(Hays & Brandt, 1992)는 필자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생성하는 것은 

필자로 하여금 반대의 입장을 가진 독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요구하며, 

그러한 동일시는 높은 수준의 관점 취하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임을 제시

하였다. 해이즈와 브랜트(Hays & Brandt, 1992)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

과 다른 입장을 지닌 독자에게 글을 쓰도록 했을 때, 그들의 논증적 텍

스트에서 대화적 활동의 양이 증가했음을 발견했지만, 필자가 선호하는 

입장으로부터의 ‘방해’ 또한 증가하여 그러한 반론이 부적절하게 제시

되고는 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필자와 

상반되는 관점을 지닌 예상 독자를 상정하여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예

상 반론 구성을 다소간 도울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자신과 상반되는 입장

을 지닌 예상 독자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반론 통합을 실현하기

에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예상 반론을 구성했다고 할지라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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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상 반론이 논증적 텍스트에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논증적 글

쓰기에서 반론 통합이 논증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반론의 활용을 바탕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구성한 예상 반론이 논증

적 텍스트에 활용되는 데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레이타오(Leitão, 2003)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레이타오(Leitão, 2003)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의 문제가 

‘필자의 능력’이 아니라, ‘필자의 선택’에 기인한다는 것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레이타오(2003)는 논제에 

대한 자료 텍스트가 주어진 실험 상황을 구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반론

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15),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

하여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론을 활용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논

증적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확증편향 현상이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던 예

상 반론 구성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

다. 

레이타오(2003)는 개인이 반대 입장을 텍스트에 통합하는 정도가 논증

활동이 생산되는 주어진 상황의 특정한 특성에 따라 다양함을 주장했는

데, 이러한 관점에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이 발생하는 장소를 이해하

기 위하여 작문 과정의 결과물인 논증적 텍스트가 아닌, 논쟁적 논제에 

대한 필자의 내적 협상이 발생하는 위치로서의 ‘텍스트 생산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가 찬반의 관점을 포함

하는 텍스트를 조직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필자가 텍스트 내용을 평가

하고 선택할 때 채택하는 ‘평가 기준’ 때문임을 밝혔다.

레이타오(2003)는 두 가지의 제약(constraint)이 텍스트에 포함할 아이디

어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와 선택을 야기함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내용 

제약(content constraint)’으로, 이는 필자가 예상 반론을 구성했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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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당 반론의 내용에 동의하여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때 그

러한 반론을 실제 텍스트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사학적 제약(rhetorical constraint)’으로, 이는 반론을 활용하는 것이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인정될 때, 즉 필자가 

반론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자신 입장의 강력함을 보존할 수 있을 때에

야 비로소 수사학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 해당 반론을 텍스트에 포함한

다는 의미이다.16) 만약 예상 반론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필자가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고려한 반론은 실제 텍스트에는 나타나지 못한 채 

사고 과정의 일부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Leitão, 2003).17)
레이타오(2003)는 학습자가 반론 통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변별되며, 

글쓰기 과정으로서의 예상 반론 구성의 차원과 실제 글쓰기 산물에 드러

나는 반론 활용의 차원을 구분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큰 시

사점을 주었다. 레이타오(2003)의 연구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예상 반론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논증적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예상 반론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논증적 텍스트 내 반론 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예상 반론 구성은 실제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론의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요컨대, 필자가 구성한 예상 반론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와 수사적 

가치에 대한 인정 여부가 필자가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활용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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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필자에게 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자료 텍스트를 제시해주는 것만으로는 논증적 텍스트 내

에서 반론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반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논

증적 텍스트 내에서 반론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육적 측면

에서 학습자가 반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도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메타인지는 ‘사고에 대한 사고’, ‘인지에 대한 인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개인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

고,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계획, 수행, 평가, 수정하는 기능을 한다(이

지혜, 2010). 메타 인지(metacognition)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을 바탕으로, 언어교육계에서도 언어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인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강가혜, 2017; 구본관, 2012; 

박진희, 2019). 본고에서 제시하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

학습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촉진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강조한 선행 연구

와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논증적 글쓰

기 수행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촉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학습자가 교육 이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운용해오던 논증적 글쓰

기 수행 과정에 대해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사실 기반의 논증에 대한 신념이나 논증적 글쓰

기 과제 목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반론 통합의 저해 요인 중 일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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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논증적 글쓰기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기에 학습

자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는 학습자가 교육 이후에 반론 통합과 관련된 일련의 글쓰기 과정

에 대해 계획, 수행, 평가, 수정하면서 자신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을 메

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메타 인지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

습 활동을 계획하고, 자신의 학습 능력을 인식하며, 학습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에, 메타 인지는 

글쓰기와 같은 복잡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지혜, 2010).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논

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반론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을 바탕으로 하

여, 그러한 반론 통합 저해 요인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교육적 처치를 

제공하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반론 통합에 의식적으로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반론 통합과 관련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

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반론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컨대,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은 교육 이전 학습자

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메타적 인식을 

촉진한다는 점과, 교육 이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지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적 인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에서 ‘개인이 이미 

선호하는 입장에 대해 반대되는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확

증편향을 보임을 밝힌 바 있다(Wolfe & Britt, 2008). 확증편향은 논증활

동의 논쟁적 본질에 대한 필자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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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데, 확증편향이 개인의 인지적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발

생한다는 점(Stanovich & West, 2007)을 고려할 때, 본고에서 제시하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은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공

함으로써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학습자가 반론 통합에 의도적으로 

주목하게 하여 확증편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은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확증편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실제로 생산하는 논증

적 텍스트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증적 텍스트의 수준을 보편적인 글쓰기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조직, 표현 측면에서 평가한다고 할 때,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은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논증적 텍스트

의 내용과 조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가장 먼저,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이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증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논증적 텍스트의 

내용 측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논증적 텍스트에서 양측의 주장 및 

논거를 활용하는 것이 내용 측면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논

증이 지닌 대화적 속성에 기반을 둔다. 논증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견해 

차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대화적 성격을 띤다(장지혜, 

2016). 그러므로 특정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좋고 싫음, 혹은 옳고 그름

의 판단은 문제에 대한 단 하나의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다양한 관점 사이의 대화와 탐구를 통해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정립하고, 이를 필자의 관점과 다른 의견에 비추어 어떠한 장점 및 우위

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은 논제에 대한 필자 자신의 관점과 더불어 상대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그러한 서로 다른 관점의 상호관련성, 즉 

다양한 관점 간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논리를 구축해나가도록 한다. 논

제가 지닌 대화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논제에 대한 자

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찬반 양측과 관련한 적절하고 타당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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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논거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증적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의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18)

다음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은 논증적 텍스트

가 적절한 논증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논증적 텍스트의 조직 

측면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이 제시한 논증 구조 도식을 바탕으로 설

명될 수 있는데, 논증 구조 도식을 제시하면 [그림 Ⅱ-4]와 같다. 

[그림 Ⅱ-4]는 논증의 구성 요소가 주장, 이유, 근거, 전제, 반론 수용

과 반박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논증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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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논증 구조가 성립됨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반론 통합의 

개념이 반론 수용 및 반박과 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19),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이 논제에 대한 필자 입장의 논증의 제시, 

그에 대한 반론의 활용, 그리고 해당 반론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반론 통합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논증적 

텍스트가 논증 구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문장 간의 유기성, 문단 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논증적 텍스트의 조직적 측면의 수준 향상을 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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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 논증적 글쓰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국어과의 다른 영역에서 논증

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논증적 글쓰기와 접점을 공유하고 있는 

설득적 글쓰기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2015 국어

과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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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논증 관련 성취기준 및 해설을 검토한 결

과, 쓰기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논증을 다루는 성취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읽기 영역, 듣기·말하기 영역, 화법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1~3학년군의 읽기 영역 논증 관련 성취기

준인 [9국02-05]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논증의 개념을 이해하고, 글

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

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읽기 영역에서의 논증 교육은 이해의 측면과 관련되는 반면

에, 쓰기 영역에서의 논증 교육은 표현의 측면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읽

기 영역에서의 논증 교육은 쓰기 영역에서의 논증 교육과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해당 성취기준에서 논증 방법으로 제시하는 귀납, 연역, 유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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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아는 것이 읽기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쓰기 능력으로 전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듣기·말하기 영역과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논증 관련 교육은 토론 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1학

년 듣기·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인 [10국01-03]에서는 논제의 필수 쟁

점별로 논증을 구성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으로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방

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

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쟁점별 찬반 양측에서의 주장, 

주장을 지지해주는 근거 자료, 근거 자료에 기반을 둔 주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유를 갖추어 타당함을 입증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토론에서의 논증 교육은 학습자가 다루어야 할 논증의 대상을 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하며, 논증 구조인 주장, 이유, 근거를 바탕으로 논증을 구성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말하기 교육과 같은 표현 영역에 속하는 쓰

기 교육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토론은 찬반 양측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측 각각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논증을 구성하고, 자신의 입장

을 약화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강화하는 반론을 스스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논증적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반론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영역의 성취기준인 [12화작02-03]에서는 

반대 신문 단계를 ‘입론 및 반론 단계에서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

해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묻고 상대측의 답변을 듣는 절차’로 규정

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토론의 반대 신문 

단계는 찬반 양측이 각각 자신 입장의 승리를 위하여 찬반 양측 각각이 

제시한 논증을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측면에서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토론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약화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강화하는 

반론이 상대편에 의하여 제기되는데, 이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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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상의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논증 관련 성취기준 검토를 통해 

이미 국어과 영역에서 논증 교육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쓰기 영역에서도 논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쓰기 영역에서도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또한 

교육과정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2 학습자들이 논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행 교육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본고는 고2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

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장지혜(2016)는 현재 ‘설득적 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가 혼재

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두 개념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음

을 지적하였다. 이에 설득적 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의 개념을 비교함으

로써 “단순히 설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글쓰기에서 더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고의 양식으로써 ‘논증’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음”(장지혜, 2016)을 역설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5 국어과 교육

과정을 통해 논증적 글쓰기와 접점을 가지는 설득적 글쓰기와 관련된 성

취기준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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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설득적 글쓰기 관련 성취기준 검토 결과, ㈀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의 활용, ㈁ 알맞은 표현의 사용, ㈂ 주제, 독자 등

의 쓰기 맥락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설득적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성취기준

에서 대부분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 설득적 글쓰

기의 교육 내용이 학년에 따라 위계화 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

러한 현상은 설득적 글쓰기에서 타당한 근거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설득적 글쓰기를 위한 교육 내용이 미비함을 방

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설득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고의 양식으로서의 논증”(장지혜, 2016)에 주목하여 논증적 글쓰기에

서의 반론 통합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논증적 글쓰기를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

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련의 주장, 이유, 근거를 통해 자신 입장의 수

용 가능성을 높이는 글쓰기’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접

한 연관을 지니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평하는 글쓰기’ 관련 성

취기준을 살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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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비평하는 글쓰기 관련 성취기준 및 해설

에 제시된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 논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그러한 논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피고 충분히 분석한 후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그러한 관점

에 따라 필자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글을 쓰는 것을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로 하

여금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논제가 본질적으

로 지니고 있는 논쟁성에 주목하게 한다는 점, 필자 자신의 입장뿐 아니

라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논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본 후 자신의 관점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을 

통해 본 성취기준이 필자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반론

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실제로 산

출할 논증적 텍스트에서의 반론 통합을 담보하지 못한 채 단순한 반론 

고려의 차원에만 머무르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편, 비평하는 글쓰기 관련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반론과 관련 있는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관점

에 따라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약점,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비판할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여기서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문제점에 대

해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은 반론에 대한 반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작성한 논증적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누스바움(Nussbaum, 2008)의 논증-반론 통합 양상을 고려할 때, 

반론에 대한 필자의 대응은 단지 반박의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님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언급한 반론에 대한 

대응은 보다 좁은 의미의 반론 대응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반론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식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보편청중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고려하지 못하고 필자 자신이 반박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만 논증적 텍스트에 포함하도록 하여 반론 통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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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다른 입장은 틀렸다는 비양립적 태도를 갖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교과서는 “추상적으로 기술된 교육과정상의 교육 내용을 표상하면서 

동시에 수업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매개가 되는 구체적인 실체”(장성

민, 2014)라는 점에서 교과서 검토는 기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반성적

으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본고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에 기반을 둔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통해 논증적 글

쓰기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논증적 글쓰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

은 바, 본고에서 주목하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과 접한 연

관을 지니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을 

구현한 교과서를 살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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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에서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주장

이 잘 드러나는 비평하는 글쓰기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

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담고 있

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하고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신문 기사라는 

구체적인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고려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논제에 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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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대한 탐구가 학습자의 관점 변화를 야기할지라도, 많은 학습자들

이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스스로의 글쓰기의 

수준을 높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혜연, 

2017), 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탐구가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수

립하는 데 혼란을 가중하거나, 학습자의 관점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그러한 여러 관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적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학습 활동이 구안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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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를 통해 비평하는 글쓰기와 관련하여 학습자 자신의 관점

에 따라 주장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수집하는 활동, 비평하

는 글을 쓰는 활동, 비평하는 글쓰기 수행 후 동료와 서로의 글을 평가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주장을 정하고 근거를 수집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시사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비평하는 글쓰기를 논

증적 글쓰기의 하위 장르로 볼 때, 필자의 주장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수집하는 활동은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증적 글쓰기가 본질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

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입장과 관련된 근거는 배제

한 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만을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

하는 것은 논증적 글쓰기가 내포하는 논쟁성의 진정한 의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만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데에 열중함으로써 확증편향 현상을 보

이도록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서 학습자로 하여

금 반론을 논증적 텍스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증적 글쓰기 과제에 

적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탐구 활동이 단지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 선택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 필자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한 후에는 자신의 입장과 대비되는 입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지 않았다. 학습자가 고려한 찬반의 논증이 필

자 입장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서,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편, 비평하는 글쓰기 활동에서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탐구 후 

자신의 관점 수립하기 및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수집하기 활동

을 제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글쓰기 활동에 앞선 그러한 활동

들은 학습자가 실제 글쓰기 수행에서 겪는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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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는 비평하는 글쓰기 수행 후 동료와 서로의 글

을 평가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쓰기 수준에 따라 

동료 학습자의 글에 대한 평가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윤빈, 2015)을 고려

하여, 학습자간 서로의 글을 평가하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할 때 학습자

의 글쓰기 수준에 대한 고려 및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그

러한 활동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 실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병곤(2001)에 따르면, “이론의 범주나 체계가 그대로 교육의 내용 

범주와 체계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며, 이론의 요구와 실천의 요구가 만

나는 곳에서 교육 내용이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반론 통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

여 그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하지만 민병곤(2001)이 지적한 바처럼 이론의 요구와 실천의 요구

가 접하는 지점에서 교육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본고가 다

루고 있는 반론 통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가 주로 국외 문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가능성을 

살피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론 통합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실제 논증적 글

쓰기 수행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교수학습 방안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다.

본고는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반론 통

합의 양상을 살피고자 예비 조사1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2

학년 학습자 59명을 대상으로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 하나

의 입장을 선택한 후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쓰기 

과제의 제시 방식은 학습자들의 쓰기 수행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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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고려하여, 본고는 학습자들이 수행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반론 통합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 수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기 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참고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할 쓰

기 과제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첫째, 논제 구성과 관련하여 펠톤과 헤르코(Felton & Herko, 2004)는 

학습자들을 위한 논증적 글쓰기를 의미 있는 맥락에 놓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에 적절한 논제를 제시하는 것

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장성민(2013)은 논제 

구성을 위한 세 가지 준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 논제 현상은 학습자

의 삶과 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구성되어야 하고, ㉡ 논제의 제재는 학

습자의 가치관에 위해가 없는 교육적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 논

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현상에 대해 필자가 어느 쪽의 태도를 선택하

더라도 반드시 합당한 논거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논제를 구성하고자 

하였고, 논제의 성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반론 통합의 다양한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정책논제와 가치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 자율화를 해야 하는가?”, “고등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해

야 하는가?”, “청소년의 팬클럽 활동은 바람직한가?”, “청소년 시기

의 이성 교제는 바람직한가?”의 논제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복수의 논

제를 구성하여 제시한 것은 학습자에게 논제 선택의 자율성을 제공함으

로써 쓰기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관여도 및 동기를 높이고자 하기 위함

이었다.  

둘째, 과제 조건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정교화 된 목표를 제시

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논증을 구성하는 데 구체적인 비계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erretti, MacArthur, & Dowdy, 2000; Nussbaum & 

Kardash, 2005). 특히, 내용 목표와 독자 인식 목표가 주어진 학습자 집

단에서 일반 목표가 주어진 학습자 집단보다 반론을 언급하고 이를 반박

하는 경향을 나타냈음을 확인한 선행 연구(Midgette et al., 2008; Sexton 

et al., 1998)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내용 목표와 독자 인식 목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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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양상을 비교적 다양하게 확인하고

자 하였다.20) 이와 동시에 반론 활용 및 반론 대응을 촉진하는 데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쓰기 과제를 설계하여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자들의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의 양상이 적절하게 나타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글쓰기 사례를 포착해냄으로써 반론 통합을 위한 

정교화 된 쓰기 과제 설계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적 처치를 위

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셋째, 과제 상황과 관련하여 쓰기 과제에서 상호관련성이 높은 시간과 

분량이라는 구성 요소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중의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량보다는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서수현(2008ㄱ)의 논의를 참고하여 쓰기 분량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으

며,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글쓰기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 차

시(50분) 동안 쓰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본고는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 나타난 반론 통합의 양상뿐

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반론 통합을 수행

하는 데 관여하는 요인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기에,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과 더불어 학

습자의 글쓰기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쓰기 개요, 논

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느낀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논증적 글쓰

기의 결과물과 글쓰기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학습자들

의 논증적 글쓰기 실태에 대한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

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예비 조사1의 연구 대상 및 연구 자료는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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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연구 

대상
서울 소재 Y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59명 

연구 

자료

글쓰기 

결과물

논제 

구성

-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 자율화를 해야 하는가?

- 고등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 청소년의 팬클럽 활동은 바람직한가?

- 청소년 시기의 이성 교제는 바람직한가?

과제 

조건

- 쓰기 동기 및 관여도: 제시된 논제 중 하나를 선택할 것

- 내용 목표: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것  

- 독자 인식 목표: 독자를 고려할 것

과제 

상황

- 시간: 1차시(50분)

- 분량: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이 쓸 수 있는 분량

개방형 

설문

- 글쓰기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 독자에 대한 인식 및 독자 고려 방법

본고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의 층위를 기준으로 반론 통합 과정

을 구분한 바에 따라, 실재 반론 인식, 예상 반론 구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Ⅲ-2>와 같다. 

실재 반론 인식 예상 반론 구성
텍스트에서의 

반론 활용

유형1 × × ×

유형2 ○ × ×

유형3 ○ ○ ×

유형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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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학습자가 자신의 논증에 대해 외적 독자가 

제기할 만한 실재 반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상한 개요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 자신의 입장을 

선택한 후, 실재 반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

기 위한 명제, 이유, 근거만을 찾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학

습자의 경우 실제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Y-319 학습자는 실재 반론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논증적 글쓰기 

수행 양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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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19 학습자는 “고등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

한 논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논증적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본 

학습자는 글쓰기 개요에서 논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정한 후, 해당 입

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뢰를 높일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 다양한 

문제해결 가능’이라는 명제를 포함했다. 그리고 실제 논증적 텍스트에

서는 ‘범죄 예방에 도움, 범죄 발생 시 범인 추적에 도움, CCTV가 객

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함, CCTV 설치 확대 문제는 대다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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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성하고 있음’과 같은 명제를 신문 기사 및 통계 자료 등의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여 제시하였다. 본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은 일련

의, 명제, 이유, 근거로 이루어져 논증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논증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본 학습자는 실제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 개

요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새로운 명제와 이유 및 근거를 활용하기도 했지

만, 본 학습자가 작성한 개요와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은 공통적으로 필

자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명제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

다. 이렇듯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데 필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명제만을 찾아 활용하는 모습은 확증편향을 보이는 전형적인 글쓰

기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Y-319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기를 위하여 자신이 상정한 독자의 모습

을 “새로운 지식에 놀라워하는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보고하

였고, 그러한 독자를 위하여 “어려운 단어를 쉽게 고치고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까 생각”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학습자가 상정한 독자 상으로 

미루어볼 때, 본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가 

새로운 지식의 제시, 즉 사실 기반의 논증(fact-based argument)을 제시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논증행위의 본질에 해당하는 논제

의 논쟁성은 해당 문제의 해결이 사실적인 증거에 대한 호소로 해결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는 점(Levinson, 2006)을 고려할 때, 사실 기반의 논

증에 대한 신념은 우수한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본 학습자가 보이는 확증편향의 현상은 본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에서 논제와 관련한 실재 반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

타내고, 본 학습자가 보여준 독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실 기반의 논증

에 대한 신념과 논증 과제에 내재한 논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논증

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실재 반론 인식을 위해서는 사실 기반의 논증에 대한 신념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논증 과제에 내재한 논쟁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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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필자가 예상 반론을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하여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이 부적절하게 활용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논증적 글쓰기 수행 후 학습자가 겪은 어려움에 대하여 기술하게 

한 결과,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을 활용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다는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반론에 

대한 인식이 예상 반론 구성의 미비로 인하여 논증적 텍스트 상에서 부

적절한 반론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Y-305 학습

자는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 자율화를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논제

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본 학습자

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실재 반론에 대해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상 반론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반론 활용의 양상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61 -

Y-305 학습자는 독자 인식과 관련하여 논제에 대해 자신과 다른 입장

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했으며, 글쓰기 수행상의 어려움에 대해 ‘자신의 

입장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상대가 제기할 만

한 반론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본 학습

자가 실재 반론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 학습자는 논증적 스키마(argument schema)가 발달된 학습

자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수준의 논증적 스키마를 지닌 

학습자도 반론 통합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론 통합이 

보다 고차원적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 능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본 학습자가 글쓰기 수행상의 어려움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상대가 제기할 만한 반론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한 것으로 

볼 때, 본 학습자가 논제에 대한 상대의 관점을 취하는 것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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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가 

논제에 대한 상대측의 관점을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마

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Y-305 학습자의 실재 반론에 대한 메타적 인식 수준에 비하여, 본 학

습자가 생산한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반론 통합의 양상이 적절하게 드러

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학습자는 논증적 텍스트 전반에서 

‘교복 구매에 드는 과도한 비용 문제’를 중심으로 논증을 펼치고 있

다. 그 중 “교복 착용을 자율화하면 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라는 내용의 반론을 활용하고, 이에 대해 “교복을 맞출 때 생

기는 부담감보다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하기도 한다.”라는 내

용을 통해 반론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본 학

습자가 논증적 텍스트에서 활용한 “교복 착용을 자율화하면 학생들 간

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라는 내용의 반론은 단편적으로 기술

되어 독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본 학습자는 교복 착용

은 사복 착용으로 인해 학생 간의 경제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함인데, 교복 구매 비용이 비싸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복 착용을 자율화하면 학생 간

의 차이가 겉으로 드러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교복 착용으로 인해 나

타나는 비용 문제보다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논증을 펼치고자 하였다. 

본 학습자는 스스로 예상 반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텍스트에 

반론을 활용하기는 하였지만, 독자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반론을 활

용하여 논증적 텍스트의 수용 가능성을 낮춘다는 문제를 보였다.  

이러한 논증적 글쓰기 수행 양상은 앞서 논의한 일관성 기반 추론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관성 기반 추론의 논의에 따르면, 의사결정

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변인은 더욱 부각되는 반면에,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변인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본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는 변인

들이 더욱 부각되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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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기반 추론이 반론 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문제 해결

적 과정인 글쓰기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 중 예상 반론을 적절하게 구성하

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겪는 인지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일관성 기반 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육 내

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예상 반론 구성 양상과 

실제 논증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반론 활용의 양상에 괴리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학습자가 작성한 개요에서는 필자 관점에 대한 논

증과 반론을 두루 고려하는 양상이 나타나 예상 반론을 구성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글쓰기 결과물에는 개요에서 고려한 

반론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Y-316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

기 준비 과정에서 구성한 예상 반론을 실제 글쓰기 결과물에 활용하지 

못하는 논증적 글쓰기 수행 양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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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16 학습자의 경우 “청소년 팬클럽 활동은 바람직한가?”라는 논

제에 대하여 개요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거를 두루 포함하였고, 심

지어는 자신의 입장인 찬성 측 논거보다 반대 측 논거를 더 많이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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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이 생산한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가수

와 팬들의 기부활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함,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됨, 

자아형성에 도움이 됨’이라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증만을 활용하고 반대 측과 관련한 논증을 활용하지 않았다. 본 학습

자가 텍스트에 “청소년 팬클럽 활동은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나쁜 것이

라 생각하시지만, 그에 반대로 장점도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

해 논제에 대한 반대 측 입장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팬클럽 활동은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나쁜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반론은 학습자 자신이 개요 작성 과정에서 고려

했던 반론만큼 구체적이지 않아, “그에 반대로 장점도 있다.”라는 방

식 외의, 보다 설득력 있는 반론 대응이 어렵다. 또한, 텍스트의 맥락상 

그러한 반론에 대한 언급은, 반론을 다루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론 대응

을 바탕으로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 즉 

수사적 표현 차원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Y-316 학습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 ‘사례들이 너무 길고 과학적이라

서 독자들이 읽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인식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본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에서 근거 자료의 제시를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글쓰기 결과물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 자료를 기술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 양상은 필자가 예상 반론을 적절하게 구

성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바로 실제 논증적 글쓰기에 텍스트에 나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자가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레이

타오(Leitão, 2003)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레이타오

(2003)는 학습자가 구성한 예상 반론이 실제 텍스트에서 활용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는 반론에 대한 내용적 평가 기준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필자가 반론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서 해당 예상 반론을 논증적 텍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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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반론에 대한 수사적 평가 기준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필자가 텍스트에 반론을 포함하는 목적이 주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Wolfe & Britt, 2005; Wolfe & 

Britt, 2008 재인용), 필자가 글쓰기 과정에서 고려한 반론에 대해 반박할 

수 없을 때 그러한 반론은 수사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실제 텍스

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예상 반론의 구성이 반드시 실제 텍스트 내 반론 활용으로 나

아가는 것은 아니며, 예상 반론이 실제 텍스트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내용상으로 동의하는 반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과 더불어, 텍스트 상에서의 반론의 활용이 수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반박의 방식 외에도 반론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반론을 활용했으나 그러한 반론에 대한 대응하

기 위한 논증이 적절하지 않아 반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확

인할 수 있었다. Y-307 학습자는 이러한 논증적 글쓰기 수행 양상을 대

표하는 사례이다. 본 학습자는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 자율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찬성의 입장에서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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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07 학습자는 자신이 고려한 반론을 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해 반박

하고자 했지만, 교복 자율화의 반대 입장의 논거가 ‘공동체의 명분’, 

‘교권’ 등의 단어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

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반론의 내용이 

‘공동체 의식 함양’과 ‘교권의 확립’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할지

라도, 그러한 점 때문에 교복 자율화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며 대응하고 있는데, 반론이 왜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은지에 대한 충

분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반론이 도리어 텍스트의 맥락을 해치

고 자신의 논증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

에서도 반론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이 자기 표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편파적인 모습이 매우 강하다”라

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

기 어렵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적절한 반론 대응 논증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활용한 반론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론 대응 전략을 교육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일부 학습자의 글쓰기 텍스트에서 나타난 반론 통합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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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짓 통합(Nussbaum, 2008)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스바움

(Nussbaum, 2008)은 논증적 글쓰기에서 학습자들이 활용한 반론 대응 전

략의 유형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내었는데, 연구 결과 반박하기, 비교하기, 

종합하기 유형과 더불어 ‘거짓 통합(pseudo-integration)’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거짓 통합은 필자가 자신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논제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두루 제시하기는 하나, 두 가지의 입장 중 자신이 

선호하는 입장에 대한 논증만을 제시할 뿐, 상대 측 입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논증적 텍스트에 반

론을 드러내기는 하나, 반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오히

려 필자 입장의 허점을 드러내어 필자가 제시한 논증적 텍스트의 수용 

가능성을 낮추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수의 논증 이론가들이 

반대되는 입장을 단순히 생각해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어떻게 반박해

내느냐가 논증의 설득력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해왔다”

(김혜연, 2017)는 점을 고려할 때,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론에 대한 단순

한 언급을 통한 거짓 통합의 양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Y-324 학습자는 그러한 거짓 통합의 수행 양상을 보인 대표적인 사

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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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24 학습자가 작성한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반론의 활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의 처음 부분에서 

‘CCTV를 설치하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라는 반

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반론에 대해 ‘하지만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러한 반론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찬반 논거와 같은 “다른 계열의 논거를 연결할 

경우 그것만으로 충분한 의미를 형성하지는 못한다”(정재림, 2018)는 점

에서 이러한 방식의 반론 대응은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반론에 

비하여 필자 자신의 입장이 왜 독자에게 더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술이 충분하지 않아 효과적인 반론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거짓 

통합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학습자는 ‘수업 태도의 개

선, 범죄 예방, 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 가능’과 같은 여러 개의 반론을 

나열한 후 그에 대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각 반론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의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글의 설득력을 떨어뜨

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Y-324 학습자가 지닌 독자 상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또래 

친구들”이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CCTV 설치를 하면 좋은 점을 생

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보고했음을 고려할 때, 본 학습자는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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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본질에 해당하는 논쟁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

의 수사적 인식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

에서의 실재 반론을 인식하고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활용했다고 할지

라도, 그에 대한 반박, 종합, 비교 등의 효과적인 반론 대응 논증의 활용

을 통한 반론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논증적 텍스트에서 효과적인 반론 통합을 위해서는 반론 대응 전략에 대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서 본고에서는 반론 통합의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의 논증적 글

쓰기 양상은 (1) 실재 반론 인식의 부재로 인한 확증편향, (2) 예상 반론 

구성 미비로 인한 부적절한 반론 활용, (3) 예상 반론 구성과 텍스트 내 

반론 활용 간의 괴리, (4) 부적절한 반론 대응 논증의 활용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실재 반론 인식의 부재로 인한 확증편향을 보이는 학습자는 사

실 기반의 논증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그

러한 양상을 보이는 학습자는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 논증적 글쓰기의 요건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를 위해서는 그간 자신이 

운용해왔던 논증적 글쓰기 수행 방식에 대해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증 신념과 논증적 글쓰기 수행 방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증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는 논증 과제의 목표

가 일련의 논증을 활용함으로써 필자가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과 더

불어,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관점을 지닌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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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고 그러한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임(Walton, 1989)을 

이해하지 못함을 방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습자를 위해서는 논증 과

제에 내재한 논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과 이로

부터의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그림 Ⅲ-3]과 같다.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 교육적 시사점

사실 기반의 논증에 대한 

신념으로 인한 확증편향
➔ 논증 신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위한 교육 제공

논증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일면적 글쓰기 
➔ 논증 과제에 내재한 

논쟁성 이해를 위한 교육 제공 

둘째, 예상 반론 구성 미비로 인한 부적절한 반론 활용을 보이는 학습

자는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실재 반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

었으나,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예상 반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지 

못하여 이러한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대 

관점 취하기 능력이 상당한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내용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논제에 대한 상대 관점 취하기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논

증적 텍스트에서 적절한 반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관성 기반 추론의 영향으

로 볼 수 있다. 일관성 기반 추론은 인지적 부담이 높은 의사결정의 상

황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논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논증 상

황에 더하여, 문제 해결적 과정에 해당하는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는 그

러한 인지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관성 기반 추론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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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서 다소간 벗어나기 위해서는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필자가 느끼

는 인지적 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글

쓰기 수행 이전에 글쓰기 계획 과정에서 반론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가중되는 작업 

기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론의 체계적 구성을 

위해서는 반론이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증을 고려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과 이로부터의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그림 Ⅲ-4]와 같

다.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 교육적 시사점

상대 관점 취하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예상 반론 구성의 어려움
➔ 논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위한 교육 제공

일관성 기반 추론으로 인한

부적절한 반론 활용 
➔ 쟁점 중심의 반론 구성을 위한 교육 제공

셋째, 예상 반론 구성과 텍스트 내 반론 활용 간의 괴리의 양상을 보

이는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실재 반론을 인식하고 개요 

작성 과정에서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증을 충분히 고려함으

로써 예상 반론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론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반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지 못하여 반론의 수

사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학습자가 반론의 내용에 동의

하여 적절한 반론 대응 논증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렇듯 텍스트에서 반론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학습자들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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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론 대응 전략을 갖추지 못했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에

게 자신이 내용적 측면에서 동의하는 반론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반론 대응 전략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부적절한 반론 대응 논증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학습자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적절한 반론 

대응 논증을 구성하지 못하고 독자에게 단순히 반론을 노출시킴으로써 

오히려 자신 입장의 수용 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문제적인 양상을 보였

다.21)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학습

자가 반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반론 대응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제

공하는 것과 함께, 학습자가 그러한 반론 대응 전략을 실제 논증적 글쓰

기 과정에서 활용하여 직접 반론 대응 논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

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

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과 이로부터의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그림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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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 교육적 시사점

반론에 대한 내용적 동의로 인한 

반론 대응의 어려움
➔ 반론 동의 여부에 따른 

반론 대응 전략 이해를 위한 교육 제공

논증적 텍스트에서의 

부적절한 반론 대응
➔ 텍스트에서의 반론 대응 

논증 구성을 위한 교육 제공

본 절에서는 Ⅱ장에서의 반론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장 1절에서

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존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반성적 검토, Ⅲ장 2절에서의 학습자 논증적 글쓰기 양상 기반의 시사점

을 종합하여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민병곤(2006)은 국어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로 초점화의 원리, 즉 텍스

트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고 초점화 하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한다는 의미는 국어교육에서 기본적

으로 “하나 이상의 텍스트를 생산하거나 수용하는 활동이 교육 내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민병곤, 2006)는 것이다. 그는 텍스트의 생산과 수

용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내용 요소의 분절화

와 파편화에 대한 비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병곤(2008ㄴ)은 교육 내용을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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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개념은 문어의 형식적 패턴을 의미하는 문종(text type)이 아닌, 

구어 및 문어를 포괄하는 일종의 장르(genre)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텍스트는 단순히 형식화된 담화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행위가 수렴하는 의사소

통적 사건(De Beaugrande, 1997)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22)

민병곤(2009)은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의 ‘실제’, 즉 텍스트

를 강조했음을 언급하면서, 국어과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국

어 능력’의 의미를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행위로 재개념화 하고 이

를 국어 교육의 중핵으로 상정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9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

에서 ‘실제’ 범주를 ‘지식, 기능, 태도’의 상위에 둠으로써 텍스트

의 생산과 수용을 중심으로 개별 내용 요소를 통합하고자 했다는 점,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중 ‘화법과 작문’의 ‘작문의 원리’ 성취기준

을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글을 써 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는 점을 통해 근래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국어 교육의 중심에 두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병곤(2006)은 국어교육에서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통합

적 언어활동이 언어 사용의 실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

음을 인정하였으나, “교육의 과정에서 늘 통합적 접근만이 유의미한 것

은 아니며 많은 경우 통합에 대한 지향 속에서도 교육 내용의 분절과 초

점화가 불가피하다”(민병곤, 2006)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로서 텍스트의 생산과 수

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 요소의 초점화 원리를 제시하였다.23)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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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을 교육 내용의 중심으

로 삼되, 반론 통합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통합하고 초점화한 교육 내용

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국어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국어 능력’이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임을 고려할 때(민병곤, 2009),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논

증적 글쓰기 능력은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논

증적 텍스트의 생산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겪는 

인지적, 사회적, 언어적 제약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제공

되어야 한다. 본고는 반론 통합 과정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반론 통합

이 가능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반론 통합의 과정에서 겪는 제

약 요소, 즉 반론 통합 관여 요인을 실재 반론 인식, 예상 반론 구성, 텍

스트 내 반론 활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반론 통합 과정에 기

반을 둔 학습자 논증적 글쓰기 양상의 교육적 시사점은 학습자가 겪는 

반론 통합 제약 요소를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증

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내용 요소로 삼을 수 있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반론 통합과 관련한 교육 내용 요소를 정리

하여 제시하면 [그림 Ⅲ-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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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 교육 내용 요소

실재 반론 

인식

논증적 글쓰기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일면적 글쓰기 
➔ 논증 과제에 내재한 

논쟁성 이해

사실 기반의 논증에 대한 

신념으로 인한 확증편향
➔ 논증 신념에 대한 

반성적 성찰

예상 반론 

구성 

상대 관점 취하기 능력 부재로 

인한 예상 반론 구성의 어려움
➔ 논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

일관성 기반 추론으로 인한 

부적절한 반론 활용 
➔ 쟁점 중심의 반론 구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

반론에 대한 내용적 동의로 인한 

반론 대응의 어려움
➔ 반론 동의 여부에 따른 

반론 대응 전략 이해

논증적 텍스트에서의 

부적절한 반론 대응
➔ 텍스트에서의 

반론 대응 논증 구성

[그림 Ⅲ-6]을 통해 반론 통합 과정에 따른 실재 반론 인식, 예상 반론 

구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실재 반론 인식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논증적 글쓰기 과제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면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논증 과제에 내재한 논쟁성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이 사실 

기반의 논증에 대한 신념으로 인하여 확증편향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를 통해 학습자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논증 신념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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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예상 반론 구성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상대 관점 취하기 능력

의 부족으로 인하여 예상 반론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통해 논

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일관성 기반 추론으

로 인한 부적절한 반론 활용의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쟁점을 중

심으로 한 반론 구성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텍스트 내 반론 활용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반론에 대한 내용적 

동의로 인하여 반론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통해 반론 동의 여

부에 따른 반론 대응 전략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논증적 텍스트에서의 부적절한 반론 활

용 양상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논증적 텍스트에서의 반론 

대응 논증 구성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학습자에게 어떠한 구성 원리와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텍스트의 생산

과 수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원리’와 ‘실제’의 두 축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민병곤(2009)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반론 통합의 각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원리와 실제의 두 축을 바탕으로 구성하고자 하였

다. 원리의 측면에서는 반론 통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제적 지식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실제의 측면에서

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고는 교육 내용은 그 자체로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는 모종의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 내

용을 체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쓰기 능력의 발달은 쓰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김명순(2003)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각의 교육 내용을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학습자가 교수학습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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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그림 Ⅲ-6]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각

의 교육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논

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과정을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면 [그림 Ⅲ-7]과 같다.

교육 단계
구성 

원리
교육 내용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실재 반론 

인식

원리
논증 과제에 내재한 

논쟁성 이해
논증적 텍스트의 탐구

실제
논증 신념에 대한 

반성적 성찰
자기 점검표의 작성



예상 반론 

구성

원리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
상호 관계적 

교수학습 모형의 활용

실제
쟁점 중심의 

예상 반론 구성
찬반 논증 분석표의 작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

원리
반론 동의 여부에 따른 

반론 대응 전략 이해
직접 교수 모형의 활용

실제
텍스트에서의 

반론 대응 논증 구성
구조화된 비계의 작성

[그림 Ⅲ-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재 반론 인식의 원리

로는 논증 과제에 내재한 논쟁성 이해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교수학

습 활동으로는 논증 텍스트의 탐구를 제시하였다. 실재 반론 인식의 실

제로는 논증 신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교수학

습 활동으로는 자기 점검표의 작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예상 반론 

구성의 원리로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교

수학습 활동으로는 상호 관계적 교수학습 모형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예

상 반론 구성을 위한 실제로는 쟁점 중심의 반론 구성을 제시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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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찬반 논증 분석표의 작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을 위한 원리로는 반론 동의 여부에 따

른 반론 대응 전략 이해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직접 교수 모형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을 위한 실제

로는 텍스트에서의 반론 대응 논증의 구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교

수학습 활동으로는 구조화된 비계의 작성을 제시하였다. 

이하의 절에서는 [그림 Ⅲ-7]을 바탕으로 하여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위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논증적 글쓰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를 대상으로 한다(민병곤, 

2001). 레빈슨(Levinson, 2006)에 따르면, 논쟁적(controversial) 문제에 대

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전제로부터 시작하고, 서로 다른 핵심적 신념, 이해, 가치를 지니

며, 그 전제로부터 이성적으로 도출된 상충하는 설명이나 해결책을 제공

할 때 문제는 논쟁적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나 

다양한 집단을 포함할 때 문제는 논쟁적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그 문제

가 증거에 대한 호소로 해결될 수 없을 때 문제는 논쟁적이라고 여겨진

다(Levinson, 2006). 이와 같은 논증 과제의 논쟁적 본질을 고려했을 때,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는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 입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논증에 내재한 논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증적 글쓰

기’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선행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논증적 글쓰기 장르 자

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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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설득을 위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을 활용하는 것이 텍스트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믿는 경향

이 있음을 제시하였다(Felton, Garcia-Mila, Villarroel, & Gilabert, 2015). 

그러므로 논증적 글쓰기에서 실재 반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논증 과제의 본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기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에 대해 일련의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필자의 입장을 독자가 수용할 가능성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임을 이해해야 한다.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증적 글쓰기

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 ‘독자

를 대상으로 한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

거’를 활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논증적 글쓰기에서 논의의 대상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는 ㈀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 신념, 가치를 지녀 해당 문제

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 및 해결책을 제공하고, ㈁ 해당 문제가 다수의 

사람 및 집단과 연관되며, ㈂ 해당 문제가 객관적 증거의 제시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Levinson, 2006). 이러한 논제의 논쟁성에 대한 이해

를 통해 학습자는 논제에서 다루는 논쟁적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

는다는 점,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는 점, 논증적 글쓰기에서 필자 입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제시만으

로는 독자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둘째, 논증적 글쓰기의 목적이 ‘독자를 대상으로 한 필자 입장의 수

용 가능성 증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증 과제는 본질적

으로 논쟁성을 지니기에,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는 논제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선택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독

자가 자신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는 일련의 주장, 이유, 근거를 사용함으로써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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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관점과 대비되는 관점을 지닌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다루고 그

러한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Walton, 1989).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논증적 글쓰

기 수행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논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24) 학습자는 완성도 있는 논증을 위해 자신의 주장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이해해야 한

다. 주장과 이유만으로 논증을 제시하는 경우 객관적 근거의 부족으로 

설득력이 낮은 텍스트를 생산할 우려가 있고, 주장과 근거만을 제시하는 

경우 내적 논리가 불완전한 설득 텍스트를 생산할 우려가 있다(양경희·

박재현, 2016). 그러므로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포함하는 일련의 논증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

해야 한다. 

이러한 논증 과제에 대한 이해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활용의 가치

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앞서 논증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반론 활용의 가치를 조명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논증

적 글쓰기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함을 고려

했을 때, 필자는 자신의 입장과 상이한 입장을 자신의 논증적 글쓰기에

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증적 글쓰기가 ‘독자를 대상으로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 증진’을 목표로 함을 고려했을 때, 필자는 자

신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입장이 왜 수용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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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대하여 반론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 논거 활용의 측면에서도 필자는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논거를 활용한 일면적 글쓰기(one-sided writing)에 그쳐서는 안 

되며, 상대의 입장과 관련된 논거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논증적 

글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면적 글쓰기(two-sided writing)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학습자는 반론의 활용이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 증진이라는 내용적 차원에서, 독자에 대한 고려라는 수사적 차원

에서, 논거 생성 및 조직의 자원이라는 방법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논증 과제의 논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는 논증적 텍스트 탐구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논증 과제

의 논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논증적 텍스트에 대

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그러한 학습자에게는 논쟁성

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논증적 텍스트, 즉 반론이 통합된 논증적 텍스

트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논증에 내재한 논쟁성을 이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증적 텍스트 탐구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논증 

과제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논쟁성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그러한 논쟁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반론에 주목함으로써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의 활용이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 독자에 대한 고려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점, 논거 생성 및 조직의 

자원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논증 과제

의 논쟁성 이해를 위한 논증적 텍스트 탐구 활동을 제시하면 [그림 Ⅲ

-8]과 같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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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학생들이 작성한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1. 학생1과 학생2가 쓴 글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2. 찬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에서, 자신의 입

장과 상반되는 반론을 언급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학생1: CCTV 설치 찬성 

  고등학교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건의 실마리나 증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여자고등학

교 야자 시간에 한 남성이 여장을 하고 들어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한 

여학생에게 발각되어 도망친 사건이 있었다. 만약 고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었

다면 더 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교내에 

CCTV를 설치한다면 많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학생2: CCTV 설치 찬성 

  고등학교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면 행동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누군

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

하다면 불편할 이유가 없다. 또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자신이 행동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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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의 논증에 대한 실재 반론이 존

재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지닌 사실 기반의 논

증에 대한 신념이 올바르지 않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기존에 운용하던 

논증적 글쓰기 방식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26) 본고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논

증적 글쓰기에 대하여 메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는 교육 활동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가은아(2011ㄴ)는 상위 인지(메타 인지) 조정 전략의 지도 방법으로 필

자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진단하는 자기 점검(self-monitoring)

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논증적 글쓰기 방식에 대

한 메타적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점검 중 자기 평가

(self-assessment)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자기 평가는 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가은아, 

2011ㄴ),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 대하여 메타

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은아(2011ㄴ)는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형, 체크

리스트형, 척도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기 평가의 요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 자기 평가라는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습자가 자신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을 메타적으로 인식하

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가 평소의 논증적 글쓰기 수

행 과정에서 보이는 반론과 관련한 인식의 정도를 초점화 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척도형의 자기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고는 리커트 척도의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논증

적 글쓰기 습관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점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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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논증적 글쓰기에서 찬반 논증 활용과 관련한 자기 점검을 

위하여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고려 정도, 자신 입장과 관련된 

배경지식의 활용 정도, 상대 입장과 관련된 배경지식의 활용 정도, 자신 

입장과 관련된 자료의 활용 정도, 상대 입장과 관련된 자료의 활용 정도

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자기 점검 문항을 구성한 목적과 근

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증적 글쓰기 수행 중 논제에 대한 찬반의 입

장을 두루 고려하는 정도에 대한 설문 항목을 구성한 것은 필자가 논제

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는지(민병곤, 2008ㄱ)를 확인하기 위

함이다. 둘째, 논제에 대한 자신 입장 및 상대 입장과 관련된 배경지식

과 자료 활용 정도에 대한 설문 항목을 구성한 것은, ㈀ 자신 입장과 상

대 입장에 대한 논거 활용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 글쓰

기 수행 과정에서 활용의 용이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 배경지식 및 자료 

활용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기 점검 문항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고려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논증의 활용과 상대의 입장과 관련된 

논증의 활용 정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

다. <표 Ⅲ-3>은 논증적 글쓰기에서 찬반 논증 활용 관련 자기 점검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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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아래의 문항에서 묻는 ‘글’은 ‘찬반 입장이 나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

대 입장 중 하나를 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의미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설

문을 작성해주세요. 

8.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을 두루 고려하여 글을 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지식28)을 활용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

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관련된 자료를 활용한

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다음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의 인식과 관련한 자기 점검을 위하

여 반론 고려 정도, 반론 활용 정도, 반론 고려 가치 인식 정도, 반론 활

용 가치 인식 정도, 반론 대응 방법 이해 정도, 반론 대응 방법 활용 정

도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을 구성한 목적과 근거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서의 반론 고려 정도와 반론 활

용(포함) 정도에 대한 설문 항목을 구별하여 구성한 것은 레이타오

(Leitão, 2003)에서 제시한, 논증적 글쓰기 과정 중에서의 반론 고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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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실제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 결과이

다. 둘째, 반론 고려 및 반론 활용에 대한 인식 정도와 반론 고려 및 반

론 활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를 구별하여 설문 항목을 구성한 것은,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활용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 반론의 통합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누스바움과 카다쉬(Nussbaum & Kardash, 2005)의 논

의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셋째, 반론 대응 방법의 이해 정도와 반론 

대응 방법 활용 정도에 대한 설문 항목을 구성한 것은, 학습자가 반론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와 그러한 전략을 실제 텍스트에 활

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논증적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반론을 고려

하고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고려와 반론 활용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이 반론

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메타적으로 인식함으

로써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표 Ⅲ-4>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인식 관련 자기 점검표 문항이다.

[13~18] ‘반론’은 ‘필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지지하거나 필자의 입장을 약화시

키는 주장, 이유,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반론의 의미를 고려하여 아래의 설문

을 작성해주세요.

13.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반론을 고려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반론을 글에 직접적으로 포함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반론을 고려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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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기 점검표 작성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실

재 반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활

동이 학습자의 메타적 인식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논증적 글

쓰기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기 

점검표를 작성해보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자의 자기 점검표 응답 

결과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논증적 글쓰기 방식

을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교육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자기 점검표의 전반적인 경향을 바

탕으로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어느 정

도로 고려하며 활용하고 있는지, 반론을 고려하고 활용하는 것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논증적 글쓰기 방식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

록 하여 실재 반론의 인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 기반 추론에 대한 논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인의 입장을 지

지해주는 변인은 과대평가되고 개인의 입장을 약화하는 변인은 과소평가

된다는 인간의 인지적 경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이는 논증적 글

16.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반론을 글에 포함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나는 글을 쓸 때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나는 글을 쓸 때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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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의 상황에서 반론을 고려하여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통합하는 것

이 많은 인지적 부담을 야기하는 행위임을 시사한다. 즉, 필자가 자신의 

관점에 반하는 반론을 자신의 논증적 텍스트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

은 사고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더욱이, 글쓰기 중 필자는 인지적 차원의 제약뿐만 아니

라, 언어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의 제약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하

는 상황(De Beaugrande, 1997)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글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 즉 쓰기 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장에 

상반되는 입장을 고려하고 이를 자신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다루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지적 부담이 높은 논증적 텍스트 쓰기에 앞

서 내용 생성 과정에서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의미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여기

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양한 관점에 대한 탐색이 논제에 대한 필자 입

장의 선택에 선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9) 물론, 필자가 

선행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논제에 대한 특정한 태도 및 관점을 가지

고 있을 수 있지만, 일관성 기반 추론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제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택한 후 반론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거를 객관적으로 탐색한 후에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 위

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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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반론 통합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겪는 인지적 부담을 감소시키

기 위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논증적 텍스트 쓰기 이전에 다양

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소집단 토의 활동을 구안하고자 하였다.31) 

논증적 글쓰기 수행을 위한 소집단 토의 활동의 효과는 다수의 선행 연

구에서 확인되었는데, 해이즈와 브랜트(Hays & Brandt, 1992)는 교실 내 

소집단 토의를 수행하는 것이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탐구를 유도함

으로써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트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위하여 소집단 토의를 활용하고자 

한 데에는 쿤 외(Kuhn et al., 2016)의 논의가 밑바탕이 되었다. 쿤 외

(Kuhn et al., 2016)는 대부분의 논증적 글쓰기 평가의 상황에서 학습자

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논제에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

여,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한 논제에 대한 대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

로써 논증적 글쓰기의 발달 양상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습자들이 논증적 텍스트에서 ① 반대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 ② 선호된 입장의 약점을 찾고 반대 입장의 강점

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 ③ 반대 입장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연결하고 통합한다는 것, ④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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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기 위한 증거를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uhn et al., 2016). 

이렇듯 학습자들이 구어적 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논제

에 대한 찬반의 논거를 두루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궁극적으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2)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단순히 소집단 토의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학

습자가 토의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무엇’에 대해 알

려주지 못하며 토의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교육적 경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활동 중심의 국어 교육이 받아왔던 

‘활동은 있되 내용은 없다’는 비판(김명순, 2003)을 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소집단 토의 수행을 위

하여 학습자에게 절차화된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절차화된 활동을 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상호 관계적 교수학습 모형

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상호 관계적 교수학습 모형은 교수학습을 구성하

는 사람들이 상호 관계적이 되어야 하고, 말하기와 듣기 활동이 상호 관

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교수학습 활동에서 화자와 청자가 상호 관계

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최지현 외, 2007). 상호 관계

적 교수학습 모형은 모든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소집단 토의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의 수행 과정에서 거쳐야 할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

는 것은 토의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토의 참여의 동기를 부여해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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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 관계적 교수학습 모형은 과제 및 역할 확인하기, 수행 목표 설

정하기, 과제 수행하기, 평가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된다(최지현 외, 200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간 소집단 토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상

호 관계적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면 <표 Ⅲ-5>와 같다.

교수학습 

단계
주요 교수 활동 주요 학습 활동

과제 및 

역할 

확인하기

 학습자에게 논제와 관련한 읽

기 자료를 제공하고 토의 진

행의 절차를 제시하기

 논제와 관련한 배경지식과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소집단 구성원

으로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함을 확인하기

수행 목표 

설정하기

 학습자간 토의를 통해 달성해

야 할 목표를 제시하기 

 학습자간 토의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이해하기

- 목표1: 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을 이해하기

- 목표2: 학습자 자신의 입장에 대

한 반론을 구성하기 

과제 

수행하기

 논제의 양측에 대한 학습자간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하기

 학습자가 토의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기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

의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 학

습자간 토의하기

 논제와 관련한 양측의 주장, 이

유, 근거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답변

하기

평가하기

 학습자간 토의 후 학습자가 

선택한 논증이 찬반 논증 분

석표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음

을 안내하기

 학습자간 제시한 논증 중, 자신

이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만한 것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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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반론 구성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실제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예

상 반론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증적 글쓰기의 논거 생성 과정에서 예상 반론 구성은 논제에 대한 필

수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민병곤, 2004)을 고려할 때, 학습

자로 하여금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예상 반론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 

토론 관련 성취기준을 통해 학습자들이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에 대한 

선행 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33) 쟁점을 중심으로 학

습자의 찬반 논증 구성을 돕고자 하였다. 본고의 목적이 정책 논제의 필

수 쟁점을 새롭게 익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학습자들이 이미 학

습했던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으로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 등

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찬반 논거를 체계적으로 탐

색하는 데 필수 쟁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는 쟁점 중심의 예상 반론 구성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써 찬반 논

증 분석표의 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Ⅱ장에서 제시한 쿤 

외(Kuhn et al., 2016)의 ‘생각 단위(idea unit)의 논증적 기능’을 바탕

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앞서 소집단 토의를 통해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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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측에 대한 논증에 대해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찬반 논증 분

석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예상 반론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

이다.34) 본고에서 제시하는 찬반 논증 분석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직

접적으로 강화하는 논증과 각 입장의 구체적인 논증을 약화하는 논증을 

통해 반론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35) [그림 Ⅲ-9]는 소집단 토의 활동에서 예상 반론 구성을 위한 찬반 

논증 분석표의 예시이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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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

강화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 약화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

찬
성 
측
의 
입
장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해

결 및 예방에 효과적이다.  
→ (                             )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 

CCTV를 활용할 수 있다. 
→

CCTV 감시를 통한 생활 태도의 

변화는 학교 교육의 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다. 

반
대 
측
의 
입
장

(                           ) →
교실은 여러 학생들이 함께 생활

하는 공적인 공간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 

CCTV 설치를 위한 경제적 비용

이 많이 든다. 
→

CCTV 설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익이 크다.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을 통해 학습자가 예상 반론 구성 과정에

서 예상 반론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논증

적 텍스트에서 활용하지 못함(혹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레이타오(Leitão, 2003)는 필자가 반론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더라도, 그러한 반론의 내용에 필자 자신도 동의해 해당 반론에 대응

할 수 없거나, 반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지 못해 해당 반론이 

수사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학습자가 쓰기 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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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예상 반론을 실제 논증적 텍스트에 활용하지 않음을 밝혔다. 즉, 

필자가 내용적 기준과 수사적 기준을 바탕으로 예상 반론을 평가함으로

써 실제 논증적 텍스트에 활용할 반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

증적 텍스트의 대화적 속성을 고려했을 때, 논증적 글쓰기에서 필자가 

다루고 싶고, 다룰 수 있는 반론만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독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다루고 그러한 반론에 대한 대응 논증을 통

해 왜 필자 자신의 입장이 더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다 적

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필자가 지니고 있

는 반론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론의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레이타오(Leitão, 2003)가 제시

한 반론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 필자의 ‘반론 대

응 가능 여부’임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이 다양한 반론에 대한 대응 전

략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7)

반론에 대한 수사적 평가 기준은 필자가 고려한 반론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므로, 학

습자들이 반론 대응 전략을 갖추게 된다면 필자의 수사적 평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예상 반론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반론에 대

한 내용적 평가 기준은 필자가 반론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그 반론에 

대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논증적 텍스트에 반론을 활용한다는 의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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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필자가 반론의 약점을 찾아내어 반박할 수 있을 때에만 반론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는 자

신이 동의하지 않는 반론에 대해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동의

하는 반론일지라도 독자가 제기할 만한 반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필자가 내용상으로 동의

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갖출 필

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반론에 대한 내용적 동의 정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반

론 대응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보고, 반론에 대한 반박이

라는 대응 방식 외에 반론에 대한 내용적 동의 정도를 고려한 반론 대응 

방식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논증-반론 통

합 전략을 제시한 누스바움(Nussbaum, 2008)을 참고하여 논제에 대해 찬

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지닌 필자가 보일 수 있는 반론에 대한 대응 전

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반론에 대한 내용적 평가 기준, 즉 반

론에 대한 동의 정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반론 대응 전략을 관련짓고

자 하였다. 반론에 대한 내용적 동의 정도를 고려한 반론 대응 전략을 

제시하면 <표 Ⅲ-6>과 같다.



- 99 -

반론 대응 

전략
설명 반론과의 관련

반박 반론에 약점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
반론을 인정하지 않고, 반론이 옳지 않

음을 보여야 함.

비교

① 글쓴이의 입장과 관련된 가치가 

반론에 관련된 가치보다 더 중요하

다는 것

반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글쓴이

의 입장과 관련된 가치가 반론이 지닌 

가치에 비해 더 나음을 보여야 함.

②-1 글쓴이의 입장과 관련된 장점

이 단점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

②-2 글쓴이 입장의 단점이 크지 않

거나 반론의 장점이 크지 않다는 것

반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글쓴이

의 주장 및 이유가 반론의 주장 및 이

유에 비해 더 나음을 보여야 함.

종합

① 반론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글

쓴이의 입장과 관련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반론을 인정하고, 반론에서 언급한 글

쓴이 입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② 반론이 적용되는 상황과 글쓴이

의 입장이 적용되는 상황을 구분하

여 제시하는 것

반론을 인정하고, 논제에서 제시한 상

황에서는 해당 반론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야 함.

<표 Ⅲ-6>에서는 누스바움(Nussbaum, 2008)을 바탕으로 반론 대응 전

략을 반박, 비교, 종합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반론에 대한 반박 

전략은 반론에 약점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필자는 자신의 입장이 

옳고 상대의 주장은 그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박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반론이 옳지 않음을 보이는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 경우 필자가 반론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활용될 수 있다. 

반론에 대한 비교 전략은 두 가지 하위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째는 필자의 입장과 관련된 가치가 반론과 관련된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는 것을 보이는 전략이다. 이는 필자가 반론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

여 반박하기 어려울 때, 그러한 반론과 관련된 가치와 필자의 입장과 관

련된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필자의 입장과 관련된 가치가 더 중요함을 보

이는 전략에 해당한다. 둘째는 필자의 입장과 관련된 장점과 단점을 비



- 100 -

교함으로써 필자의 입장과 관련된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이 존재함을 보

이는 전략, 혹은 필자 입장의 단점이 크지 않거나 반론의 장점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전략이다. 이는 필자가 반론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여 

반박하기 어려울 때, 필자 입장과 관련된 주장, 이유, 혹은 근거가 반론

과 관련된 주장, 이유, 혹은 근거보다 어떠한 점에서 더 나은지를 보이

는 전략에 해당한다. 

반론에 대한 종합 전략은 두 가지 하위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째는 반론에서 제기된 필자 입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반론의 내용에 대해 동의할 때, 반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둘째는 반론이 적용되는 상황과 필자

의 입장이 적용되는 상황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반

론의 내용에 동의할 때, 특정 상황에서는 반론이 적용될 수 있지만 논제

에서 제시한 상황에서는 해당 반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전

략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반론 대응 전략은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반론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는 반박의 전략뿐만 아니라, 비교, 종합 등의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반론 대응 전략의 범주를 

넓혀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반론 대응 전략이 반론 내

용에 대한 학습자의 동의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본고는 직접 교수 모형을 활용하여 논증적 글쓰기를 위한 반론 대응 

전략을 학습하고, 그러한 반론 대응 전략을 일종의 인지적 도식으로 활

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보다 나은 논증적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직접 교수 모형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

운 전략이나 기능을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통하여 가르치는 교수 모형이

다(최지현 외, 2007). 이재승(2017)은 직접 교수 모형에 대해 “교사 중심

인 면이 강하고 답은 고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국어 수업을 되돌아 볼 때,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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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끊임없이 지시만 하고 연습만 하게 하는 국어 

수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역

설하였다. 앞서 살펴본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을 통해 다수의 학

습자가 적절한 반론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반론 대응 전략을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며, 반론 통합 전략을 교육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교육 방법이 

요구됨을 방증한다.38) 이에 본고는 학습자의 반론 대응 전략 이해를 위

하여 직접 교수 모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직접 교수 모형의 기본적인 절차는 해당 전략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나 

시범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따라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최지현 외(2007)는 직접 교수 모형을 다음의 네 가지 과

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설명하기’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개념이나 학습해야 할 전략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해야 한다. 

둘째, ‘시범 보이기’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해당 전략이 사용된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하여 학습자가 적용해

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질문하기’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새로운 개념 및 전략을 이해했는지를 점검하

기 위한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활동하기’ 과정에서 학습자는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통하여 배운 전략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런데 교수학습 모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와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적절하게 재구성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이재승,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반론 대응 전략 이해라는 학습 목표에서 시범 보이기 단계와 질문하기 

단계가 통합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고 직접 교수 모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직접 교수 모형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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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대응 전략 이해의 교수학습 과정과 과정별 주요 활동을 제시하면 

<표 Ⅲ-7>과 같다.

교수학습 

단계
주요 교수 활동 주요 학습 활동

설명하기

 반론 대응 전략의 개념 및 필

요성 설명하기

 반론에 대한 필자의 동의 정도

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반론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기

 반론 대응 전략의 하위 범주인 

반박, 종합, 비교 전략 설명하

기

 반론 대응 전략에 대한 교사의 

설명에 집중 및 경청하기

 반론 대응 전략의 개념 및 필

요성 이해하기

 내용 동의 정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반론 대응 전략의 하

위 범주를 이해하기 

시범 

보이기
 반론 대응 전략이 사용된 예시 

텍스트 제공하기

 학습자의 반론 대응 전략에 대

한 이해를 점검하기 

 필자의 주장, 반론, 반론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예시 텍스트 

분석하기

 예시 텍스트를 바탕으로 반론 

대응 전략의 원리를 이해하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논증적 글쓰기 과제 제시하기  논증적 글쓰기 과제 수행하기

<표 Ⅲ-7>에서 제시한 반론 대응 전략 학습을 위한 직접 교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었다.39) 첫째, 설명하기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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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반론 대응 전략의 개념과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반론에 

대한 필자의 동의 정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반론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반론 대응 전략의 하위 구성 요소

로서 반박, 종합, 비교 전략에 대해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둘

째, 시범 보이기 단계와 질문하기 단계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각각의 반론 대응 전략이 잘 드러나는 모범적인 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습

자들에게 반론 대응 전략의 예시로 제시하였다.40) 그리고 이에 대해 교

사가 직접 각각의 예시 텍스트가 어떠한 반론 대응 전략을 활용하고 있

는지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예시 텍스

트에서 필자의 주장, 다루고 있는 반론, 반론 대응 방식을 분석해본 후, 

해당 텍스트에서 어떠한 종류의 반론 대응 전략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

해 이야기해보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반론 대응 전략에 대한 이해를 

확인 및 점검하고자 하였다.41) 셋째, 활동하기 단계는 학습자들이 실제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함으로써 실현되었다.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상보적 관계에 있음(김정래, 2018)을 고

려할 때, 앞서 반론 대응 전략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 반론 대응 논증 구

성이라는 방법적 지식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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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가 실제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반론 

대응 논증 구성하기 위하여 반론 대응 전략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방법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활동이 요구된다. 

반론 대응 전략을 활용하여 반론 대응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가 텍스트에 활용하고자 하는 반론은 무엇인지, 자신은 그러한 반론의 

내용에 동의하는지, 그러한 반론에 대해 활용하고자 하는 반론 대응 전

략은 무엇인지, 반론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복합

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지적 부담이 높은 작

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구조화된 비계(scaffold)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반론 대응 논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즉, 구조화된 비계는 명제적 지식으로 학습한 반

론 대응 전략이 글쓰기 수행 과정에서 방법적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전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대응(2006)은 과정 중심 쓰기 수업의 비계설정 요소로 10가지 내용

을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설명하기, 시범보이기, 안내하기, 맞장구치기, 

작게 나누어 질문하기, 힌트주기, 배경지식 활성화시키기, 추론하게 하

기, 조직하게 하기, 딴청 부리기가 있다. 이중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반론 대응 논증 구성을 위한 구조화된 비계는,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반론 대응 전략이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게 발문의 범위를 작게 조정하여 비계를 제시하

는 ‘작게 나누어 질문하기’에 해당하는 비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학습자의 반론 대응 전략의 활용을 위하여 ㈀ ‘자신이 

글쓰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반론은 무엇인가?’, ㈁ ‘자신 스스로 해

당 반론의 내용에 동의하는가?’, ㈂ ‘반론 동의 여부를 고려할 때, 해

당 반론에 대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반론 대응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

가?’ ㈃ ‘반론 대응 전략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반론 대응 논증을 어떻

게 구성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반론 대응 논증 구성을 돕고자 하였다. [그림 Ⅲ-10]은 반론 대응 논증 

구성을 위한 구조화된 비계의 예시이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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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글쓴이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반론과 그러한 반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활용하고자 

하는 반론 

반론 인정 

여부

( O △ X )

반론 

대응 

방법

반론 대응의 구체적 내용

CCTV 설치 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불

편할 수 있다.

X, △

반박

및

비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하다면 불편할 

이유가 없다. 또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는 생각은 자신이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교실에 CCTV가 

있으면 체육복을 

마음 놓고 갈아

입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O 종합

옷을 갈아입을 때만 CCTV를 가려놓거나 

옷을 갈아입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그곳

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교실에 

CCTV가 없을 때보다 도난 사건이 줄어

들 것이다. 

CCTV 설치에 찬

성하는 하나의 

의견으로는 생활 

지도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 비교

감시와 평가로 인한 태도 개선을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

이란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인 교육의 목적은 개

인의 ‘인격 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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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본 조

사는 2018년 12월 서울 소재 M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예비 2

학년43) 학습자 75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

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25명의 학습자44)를 포

함한 3개의 집단(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을 구성하였다. 교수학

습 전에는 집단별 사전 동질성 확인을 위하여 학습자에게 사전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반론과 관련한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실험 집단에는 논증

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실시하였고45), 비교 집단에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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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작문≫ 교과서를 통한 기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교육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수학습 후에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집단별로 

사후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였고, 반론과 관련한 학습자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설문과 동일한 항목으로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1>과 

같다. 

구분 학습 전(자료 1) 학습 중(자료 2)

자료 수집 대상
서울 소재 M 고등학교 예비 고2 학생 75명

(집단별 25명으로 구성된 3개의 집단)

자료 수집 시기 2018년 12월

자료의 성격 및 

수집 목적

교육 이전 동질성 검사를 위한 

사전 논증적 글쓰기 수행 및 

반론과 관련한 사전 설문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후 논증적 글쓰기 수행 및 

반론과 관련한 사후 설문

자료 수집 과정

3개 집단에 배치된 학습자 

75명(각 집단별 25명)이 사전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고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함

3개 집단에 배치된 학습자에게 

집단별로 각기 다른 교수학습을 

처치한 후, 사후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고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함

본고는 논제의 성격에 따라 논증적 글쓰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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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곤, 2004)을 고려하여 사전 및 사후 논증적 글쓰기 과제에서 제시될 

논제의 성격을 동일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책 논제를 다루는 논

증이 단순히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처방적 논증이 아니라, 가치 문제

를 필연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박재현, 2014)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정책 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학습자가 쓰는 

글의 주제는 실제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이재기, 2018ㄴ)을 고려하여, 사

전 글쓰기 과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논제로 제시

하였고, 사후 글쓰기 과제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준별 수업 실

시’를 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고의 주된 관심사인 반론 통합이 드

러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고자46)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 하나의 입

장을 선택’하여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논제에 대

한 찬성 및 반대 입장과 관련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논제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반론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로 하여

금 글쓰기 과정에서 주어진 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

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47)

본고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가외 변인을 통제하기 위

하여 연구 대상 학습자의 국어 과목 성적, 전 과목 성적, 논증적 글쓰기 

교육 및 경험 정도, 토론 교육 및 경험 정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여 논증적 글쓰기의 수행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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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으며,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자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논제 관여도(이지영, 2014), 논제에 대한 사전 

지식 수준(박준홍, 2016)을 설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하는 데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실험 집단에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제공

하였고, 비교 집단에는 기존 교과서 중심의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을 

제공하였으며, 통제 집단에는 어떠한 교육적 처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집단에 실시한 교수학습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 집단

 

실험 집단의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전공의 박사

과정생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실험 집단에 투입할 교수학습 방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

2를 시행하였다. 예비 조사2를 통해 실험 집단에 투입될 교수학습 방안 

및 자료가 다소간 수정되었으며, 본 조사 수행 이전에 현직 국어교사의 

자문을 통해 최종 교수학습 방안이 확정되었다. 

실험 집단에게는 Ⅲ장에서 제시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

학습 방안을 적용하여 2차시에 걸친 블록 타임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시에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

행하였고, 2차시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준별 수

업 실시’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할 때에는 1차시에서의 교수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지를 제시하여, 이를 논증적 글쓰기 수행의 비계로서 활용하도록 하

였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후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논증적 글쓰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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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제출하고, 반론과 관련한 사후 설문지 및 수업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② 비교 집단

실험 집단과 마찬가지로 비교 집단에게도 2차시에 걸친 블록 타임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시에는 2009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미래엔(김

동환 외, 2014) ≪화법과 작문≫ 교과서의 ‘Ⅲ-3. 설득을 위한 작문의 

과정과 실제’ 중 ‘(1) 논설문’ 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

하였다. 그런데 미래엔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 중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위해 한정된 ‘찬

반 선택형 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

라, 미래엔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의 소재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시장에서의 경쟁’, ‘신상 정보의 무분별 공개’ 등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소재들은 실험 집단이 수업에서 활용한 텍스트 소재인 ‘고등학

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비하여 학습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소재라

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고는 비교 집단에게 미래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내용 및 학습 활동을 그대로 활용하되, 실험 집단과 비교 집

단에게 제공되는 수업의 형평성을 위하여 비교 집단 학습자에게 제공되

는 텍스트 자료를 예비 조사1에서 수집된 학습자들의 글쓰기 결과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에게는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

치’를 소재로 한 텍스트를, 비교 집단에게는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및 ‘고등학교 교복 착용 자율화’를 소재로 한 텍스트를 활용하

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2차시에는 실험 집단과 동일한 글쓰기 과제를 부과하여 ‘고등학교 영

어 교과 수준별 수업 실시’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였

다.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할 때에는 쓰기 전 비계로서 비상교

육(박영민 외, 2014) ≪화법과 작문≫ 교과서의 ‘Ⅲ-2. 쓰기 관습과 타

당한 논거’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48)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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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수학습 후에는 실험 집단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로 하여금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을 제출하고, 반론과 관련한 사후 설문지 및 수업 소감문

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③ 통제 집단

통제 집단에게는 별도의 교육적 처치 없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학습자들이 교수학습 후에 수행한 논증적 글쓰기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부과하였다. 이후 통제 집단 학습자로 하여금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과 

함께 반론과 관련한 설문지 및 글쓰기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

였다.49) 

각 집단별 교수학습의 진행 개요를 제시하면 <표 Ⅳ-2>와 같다.

구분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학습 전 사전 글쓰기 수행 및 반론과 관련한 사전 설문지 작성

교수

학습

1차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을 위한 

교수학습

≪화법과 작문≫

논증적 글쓰기 단원 

교수학습

무교육

2차시 사후 논증적 글쓰기 수행

학습 후 사후 설문지 및 수업 소감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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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가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고에서 제시한 반론 통합 

교수학습에 대해 학습자가 산출한 일련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앞서 제시한 반론 

통합 교수학습 구성 원리의 두 축에 해당하는 원리와 실제 중 ‘실제’

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학습자가 산출한 교수학습 결과물을 

바탕으로50), 실재 반론 인식 교수학습의 효과, 예상 반론 구성 교수학습

의 효과, 텍스트 내 반론 활용 교수학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반론 통합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실재 반론 인식 

교수학습 효과에 대해 학습자의 자기 점검표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실재 반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 전후

로 논증적 글쓰기 수행 중 논제에 대한 찬반 고려 정도, 자신 입장과 관

련된 배경지식의 활용 정도, 상대 입장과 관련된 배경지식의 활용 정도, 

자신 입장과 관련된 자료의 활용 정도, 상대 입장과 관련된 자료의 활용 

정도, 반론 고려 정도, 반론 포함 정도, 반론 고려 가치 인식 정도, 반론 

포함 가치 인식 정도, 반론 대응 방법 이해 정도, 반론 대응 방법 활용 

정도에 대해 5점 척도의 리커트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실재 반론 인식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는 주어진 자료를 요약해주는 통계값을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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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으로(성태제, 2014), 본고는 이를 교육 

전후 학습자의 실재 반론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활용하였다. 둘째, 일

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

교하는 분석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분산의 원인이 집단 간 차

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성태제, 2014).51) 본고

는 일원분산분석을 교육 이전 실재 반론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정도가 

각 집단별로 동일한지를 파악하고자 활용했으며, 교육 이후 실재 반론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에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활용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통계적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각 집단별 교육 이전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 관련 인식에 해당하는 

논제에 대한 찬반 고려의 정도, 자신 입장 및 상대 입장의 배경지식 활

용 정도, 자신 입장 및 상대 입장의 자료 활용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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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F p

찬반 고려
M 3.72 3.64 3.88 3.64

0.82 0.45
SD 0.76 0.76 0.83 0.70

자신 입장 

배경지식 활용

M 3.93 3.92 3.92 3.96
0.28 0.97

SD 0.68 0.64 0.86 0.54

상대 입장 

배경지식 활용

M 3.25 3.32 3.20 3.24
0.16 0.85

SD 0.76 0.75 0.76 0.78

자신 입장 

자료 활용

M 3.93 4.00 3.88 3.92
0.15 0.87

SD 0.79 0.76 0.88 0.76

상대 입장 

자료 활용

M 3.23 3.08 3.08 3.52
2.53 0.09

SD 0.82 0.91 0.81 0.65

<표 Ⅳ-3>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의 고려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72로 나타났으

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0.82, 

p > .05). 둘째, 논제에 대한 자신 입장의 배경지식 활용 정도에 대한 인

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93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0.28, p > .05). 셋째, 논제에 대

한 상대 입장의 배경지식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25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0.16, p > .05). 넷째, 논제에 대한 자신 입장의 자료 활용 정

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93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0.15, p > .05). 다섯

째, 논제에 대한 상대 입장의 자료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

에서 평균 3.23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F = 2.53, p > .05).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배경지식 활용과 자료 활용의 측면에서 자

신의 관점을 지지해줄 수 있는 배경지식(3.93)과 자료(3.93) 활용에 대한 

인식에 비해 상대의 관점을 지지해줄 수 있는 배경지식(3.25)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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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논

증적 글쓰기가 지향해야 할 두 가지 목표, 즉 자신 관점의 수용 가능성 

증진과 상대 관점의 수용 가능성 감소(Walton, 1989)라는 목표에 대한 학

습자들의 비대칭적 이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집단별 교육 이전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관련 인식

에 해당하는 반론 고려 정도, 반론 포함 정도, 반론 고려 가치 인식 정

도, 반론 포함 가치 인식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는 <표 Ⅳ-4>와 같다. 

전체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F p

반론 고려
M 3.93 3.88 3.96 3.96

0.15 0.87
SD 0.60 0.60 0.68 0.54

반론 포함
M 3.19 3.24 3.08 3.24

0.33 0.72
SD 0.80 0.93 0.86 0.60

반론 고려 

가치 인식

M 4.15 4.00 4.28 4.16
1.46 0.24

SD 0.59 0.58 0.61 0.55

반론 포함 

가치 인식

M 3.71 3.68 3.56 3.88
1.17 0.32

SD 0.75 0.75 0.82 0.67

<표 Ⅳ-4>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론 고려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93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0.15, p > .05). 둘째, 논증

적 텍스트에의 반론 포함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19

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F = 0.33, p > .05). 셋째,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고려에 대한 가

치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4.15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1.46, p > .05). 넷째,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포함에 대한 가치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71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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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F = 1.17, p > .05).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인식 중 학습자가 반

론을 ‘고려’하여 글을 쓴다고 인식하는 정도(3.93)와 반론을 ‘포함’

하여 글을 쓴다고 인식하는 정도(3.19)에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론 고려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논증

적 글쓰기 교육에서 반론을 고려하며 글을 쓰는 것을 강조한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론 포함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

은 글쓰기의 과정에서 반론을 고려하는 것과 실제 글쓰기 산출물에 반론

을 포함하는 것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Leitão, 2003)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별 교육 이전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대응 관

련 인식에 해당하는 반론 대응 방법 이해와 반론 대응 방법 활용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전체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F p

반론 대응 

방법 이해

M 3.03 3.08 2.88 3.12
0.69 0.51

SD 0.77 0.81 0.83 0.67

반론 대응 

방법 활용

M 3.11 3.16 2.92 3.24
1.40 0.26

SD 0.71 0.75 0.81 0.52

<표 Ⅳ-5>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03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0.69, p > .05). 둘째,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대응 방법의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11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1.40,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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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반론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3.03)와 반론 

대응 방법을 활용(3.11)한다고 인식한 정도가 기타 항목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반론 활용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텍스트에 반론을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그러한 반론에 대응할 수 있는 전

략을 갖추지 못한다면 반론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이전 실재 반론 인식과 관련하여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학습자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각 집단의 학습자의 교육 이전 실재 반론 인식이 동

질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 이후 각 집단별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 관련 인식에 

해당하는 논제에 대한 찬반 고려의 정도, 자신 입장 및 상대 입장의 배

경지식 활용 정도, 자신 입장 및 상대 입장의 자료 활용 정도에 대한 기

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전체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F p

찬반 고려
M 3.97 4.12 3.64 4.16 2.41

(W)52)
0.10

SD 0.82 0.60 1.04 0.69

자신 입장 

배경지식 활용

M 3.87 4.08 3.76 3.76
1.26 0.29

SD 0.83 0.70 0.83 0.93

상대 입장 

배경지식 활용

M 3.48 3.72 3.20 3.52
2.51 0.09

SD 0.84 0.79 0.87 0.82

자신 입장 

자료 활용

M 3.77 3.80 3.80 3.72
0.07 0.94

SD 0.88 0.91 0.82 0.94

상대 입장 

자료 활용

M 3.32 3.48 3.04 3.44
1.74 0.18

SD 0.93 0.92 1.06 0.77

<표 Ⅳ-6>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제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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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의 고려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97로 나타났으

며, 각 집단별 평균은 통제 집단(4.16), 실험 집단(4.12), 비교 집단(3.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비교 집단의 평균이 비

교적 낮았지만,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Welch’s F = 2.41, p > .05). 둘째, 논제에 대한 자신 입장의 배경

지식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87으로 나타났으

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08), 비교 집단(3.76), 통제 집단(3.76)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 집단 평균이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 

= 1.26, p > .05). 셋째, 논제에 대한 상대 입장의 배경지식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48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3.72), 통제 집단(3.52), 비교 집단(3.20)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 

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 = 2.51, p > .05). 넷째, 

논제에 대한 자신 입장의 자료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77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3.80), 비교 집단

(3.80), 통제 집단(3.72) 간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0.07, p > .05). 다섯째, 논제에 

대한 상대 입장의 자료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32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3.48), 통제 집단(3.44), 

비교 집단(3.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이 비

교 집단보다 다소 높았으나,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 = 1.74, p > .05).  

다음으로, 교육 이후 각 집단별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관련 인식

에 해당하는 반론 고려 정도, 반론 포함 정도, 반론 고려 가치 인식 정

도, 반론 포함 가치 인식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는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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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F p 사후검증

반론 고려
M 3.95 4.24 3.60 4.00

3.88 0.03 실험>비교
SD 0.85 0.66 0.96 0.82

반론 포함
M 3.51 4.20 2.84 3.48 14.65

(W)
0.00

실험>비교

=통제SD 1.11 0.71 1.07 1.09

반론 고려 

가치 인식

M 4.31 4.44 4.24 4.24
1.03 0.36

SD 0.57 0.51 0.60 0.60

반론 포함 

가치 인식

M 4.21 4.36 3.96 4.32
2.72 0.07

SD 0.68 0.57 0.84 0.56

<표 Ⅳ-7>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론 고려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95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24), 통제 집단(4.00), 비교 집단(3.60)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

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F = 3.88, p < .05). 

교육 이후 반론 고려 항목에 대한 사후 비교 분석 결과, 실험 집단과 통

제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53)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실험 집단의 평균이 3.88점(교육 이

전)에서 4.24점(교육 이후)으로 0.36점 차이가 나는 데에 비해, 통제 집단

의 평균이 3.96점(교육 이전)에서 4.00점(교육 이후)으로 0.04점의 차이밖

에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제 집단에 비해 실험 집단의 반론 고려 항

목에 대한 인식 변화의 폭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반론 고려 항목

에서 교육 이전에는 실험 집단의 평균이 통제 집단의 평균보다 낮았던 

데에 비해, 교육 이후에는 실험 집단의 평균이 통제 집단의 평균보다 높

아졌다는 점에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많이 반론을 고려하

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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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논증적 텍스트에의 반론 포함 정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

서 평균 3.51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20), 통제 집

단(3.48), 비교 집단(2.84)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Welch’s F = 14.65, p < .05). 교육 이후 반

론 포함 항목에 대한 사후 비교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

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교육 이후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이 다른 집단의 학습자들

에 비해 반론을 논증적 텍스트에 더욱 포함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셋째,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고려에 대한 가치 인식은 전체 집단

에서 평균 4.31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44), 비교 

집단(4.24), 통제 집단(4.24)로 나타났다.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다소간 높게 나타났으나,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 = 1.03, p > .05). 넷째, 논증적 글쓰기

에서의 반론 포함에 대한 가치 인식은 평균 4.21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

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36), 통제 집단(4.32), 비교 집단(3.96) 순으로 나

타났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나,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 = 

2.72, p > .05).

마지막으로, 교육 이후 각 집단별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대응 관

련 인식에 해당하는 반론 대응 방법 활용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일원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전체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F p 사후검증

반론 대응 

방법 활용

M 3.49 3.84 3.04 3.60
5.80 0.01 실험=통제>비교

SD 0.91 0.75 0.94 0.87

<표 Ⅳ-8>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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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활용에 대한 인식은 전체 집단에서 평균 3.49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3.84), 통제 집단(3.60), 비교 집단(3.04) 순으

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 = 

5.80, p < .05), 이에 대해 사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후 반론 

포함 항목에 대한 사후 비교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

의 평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육 이후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은 다른 집단의 학습자들에 비해 반론에 

대한 대응 방법을 활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반론 통합 과정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예상 반론 구성 교

육의 효과에 대해 교육 이전에는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학습

자가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한 예상 반론 구성 양상을 확인하고, 교육 

이후에는 실험 집단 학습자의 찬반 논증 분석표에서의 반론 구성 양상과 

비교 집단 학습자의 학습 활동지 작성 과정에서의 반론 구성 양상을 바

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54) 교육 이전 및 이후 예상 반론을 구성한 집

단별 인원수와 그 비율을 나타내면 <표 Ⅳ-9>와 같다. 

예상 반론 구성 인원수 (명) 비율 (%)

실험 집단
사전 7 28

사후 18 72

비교 집단
사전 4 16

사후 1 4

통제 집단
사전 7 28

사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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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전에 본격적인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 앞서 예상 반론을 구성한 

학습자의 수는 실험 집단 7명(28%), 비교 집단 4명(16%), 통제 집단 7명

(28%)이었다. 세 집단 모두 예상 반론을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은 높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이후에 예상 반론을 구성한 학습자의 

수는 실험 집단 18명(72%), 비교 집단 1명(4%)이었다. 교육 이후 실험 집

단에서 예상 반론을 구성한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교 집단 학습자에게 제공한 학습 활동지에 반론을 고려하고 고

려한 반론을 학습 활동지에 기술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반

론을 구성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를 통해 실험 집단에게 제시된 바처

럼 찬반 논증 분석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비교 집단에

게 제시된 바처럼 단순히 반론을 고려하고 이를 학습 활동지에 작성하도

록 하는 교수학습 활동보다 예상 반론 구성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교육 이후 실험 집단 및 비교 집단 학습자의 예상 반론 

구성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림 Ⅳ-1]을 통해 실험 집단 

학습자의 예상 반론 구성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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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의 실험 집단 M-412 학습자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준

별 수업 실시’ 논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증과, 각각의 논증을 

약화할 수 있는 논증을 균형 있게 다루어 예상 반론을 적절하게 구성하

였다. 본 학습자는 다소 정치하지는 않을지라도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찬반의 논증을 구성하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준별 수업 실시의 효과와 관련하여 사교육 감소 효과에 대

한 찬반의 논증을 구성하고자 한 것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Ⅳ-2]를 통해 비교 집단 학습자의 예상 반론 구성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2]의 비교 집단 M-313 학습자는 논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논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상 반론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반론의 개념이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활용되는,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에 대한 논증 혹은 필자가 자

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논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

과 의문의 논증”임을 고려할 때, 본 학습자는 전자에 해당하는 예상 반

론을 구성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후자에 해당하는 예상 반론은 구성하

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 집단의 학습 활동지에 제시한 

예상 반론 구성을 위한 비계는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

장에 대한 논증을 구성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필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논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과 의

문의 논증을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쟁점을 중심으로 한 찬반의 논증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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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 집단의 찬반 논증 분석표는 비교 집단의 교육

적 비계보다 다면적인 예상 반론의 구성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고는 반론 통합 과정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텍스트 내 반론 활

용 교육의 효과에 대해 교육 이전 및 이후 각 집단의 학습자가 작성한 

논증적 텍스트에서 활용된 반론 논증 및 반론 대응 논증의 빈도를 바탕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육 이전 및 이후 집단별 반론 논증 및 반론 

대응 논증의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3]을 통해 교육 이전 집단별 반론 논증 및 반론 대응 논증의 

빈도를 살핀 결과, 통제 집단의 반론 논증 및 반론 대응 논증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빈도를 보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 이후 집단별 반론 논증 및 반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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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의 빈도를 살핀 결과, 실험 집단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교 집

단과 통제 집단의 경우 실험 집단에 비해 빈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55) 이를 통해 본고에서 제안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

수학습이 텍스트 내 반론 활용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6) 

한편, 앞서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예상 반

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론 대응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론의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반

박 전략, 비교 전략, 종합 전략으로 구성된 반론 대응 전략을 교육한 바 

있다. 교육 이전 집단별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활용된 반론 대응 

논증을 반박, 비교, 종합 전략의 차원에서 살피면 [그림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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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 이전 반론 대응 

논증 중 반박 전략이 활용된 논증의 빈도는 통제 집단이 가장 높았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육 이전 

비교 전략이 활용된 논증의 빈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슷한 수

준을 보였고, 비교 집단의 빈도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교육 이전 

종합 전략이 활용된 논증의 빈도는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의 경우 세 가지 반론 대응 전

략이 각 집단에서 비슷한 빈도로 활용된 데에 비해, 실험 집단의 경우에 

비교 전략이 반박 전략과 종합 전략에 비해 높은 빈도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 이전 실험 집단에서 나타나는 반론 

대응 전략의 빈도에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

한 반론 대응 전략을 습득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이후 집단별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활용된 반론 대응 논증

을 반박, 비교, 종합 전략의 차원에서 살피면 [그림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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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 이후 반론 대응 

논증 중 반박 전략이 활용된 논증의 빈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

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비교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육 이후 비교 전략이 활용된 논증의 빈도는 실험 집단이 가장 높았고,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이후 

종합 전략이 활용된 논증의 빈도는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순

으로 나타났다. 교육 이후 실험 집단에서는 반박 전략, 비교 전략, 종합 

전략이 두루 활용된 반면에,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는 세 전략이 고

르게 활용되지 않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제시

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이 반론 대응 논증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의 활용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반론 대응 

논증 구성을 위한 구조화된 비계의 작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험 집단 학습자의 수행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이후 실험 

집단 학습자가 본고에서 제시한 구조화된 비계에 따라 작성한 반론 대응 

논증 구성 양상을 제시하면 [그림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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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을 통해 실험 집단 학습자가 구조화된 비계에 따라 예상 

반론 중 텍스트에 활용하고자 하는 반론을 선택하고, 해당 반론에 대한 

인정 여부, 활용하고자 하는 반론 대응 방법, 반론 대응 논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반론 대응의 내용 또한 적

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학습자가 이러한 반론 대응 논증을 

바탕으로 논증적 텍스트에서도 반론 통합을 이루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반론 대응 논증 구성을 위한 구

조화된 비계의 활용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국어교육에서 논증 교육이 논증적 텍스트 운용 능력의 신장을 

지향한다는 점(민병곤, 2004)을 고려하여,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

합 교수학습 방안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 운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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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학습자가 산출한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측면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문 평가에서 내용 항목의 비중

이 크게 고려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내용 : 조직 : 표현’에 대한 

반영 비율을 ‘5 : 3 : 2’로 설정한 장성민(2018)의 논의를 수용하여 평

가 항목의 반영 비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평가를 위하여 장성민·민병곤(2016)의 논의를 중점적으

로 활용하되, 논증적 글쓰기와 설득적 글쓰기 평가 기준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재구성하였다.57)58)

평가 항목 중 내용 영역은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은 논증적 글

쓰기 및 설득적 글쓰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김종철 외, 2013; 서수현, 

2008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바와 같이, 논증적 글쓰기의 내용

적 측면에서 독자에게 수용 가능한 주장을 선정하고 적절하고 타당한 이

유 및 근거를 활용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적 상황

에 대한 인식 항목은 기존의 글쓰기 평가 틀에 작문의 수사적 상황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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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할 필요성을 역설한 장성민·민병곤(2016)의 논의

를 수용하여, 논증적 텍스트에서 자신의 관점을 논증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가 드러나는지, 예상 독자에 대한 고려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세부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59) 

조직 영역은 글의 구조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항목은 김종철 외

(20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필자가 단락 의식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

론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학습자들의 글쓰기 결

과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문단의 구분이 비교적 불명확하더라

도 ‘첫째, 둘째, 셋째’ 혹은 ‘가장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

과 같은 생각의 단위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언어적인 표지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

다. 또한,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이 제시한 논증 구

조를 고려하여 각 문단 내에서 논증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를 중

점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수현(2008ㄴ)의 논의를 고려하

여 각 문단 간 및 문장 간 통일성 또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표현 영역은 어휘 및 문체 항목, 규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두 가

지 항목은 장성민·민병곤(2016)의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는 고등학생 수준으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논증적 글쓰

기라는 장르에 적절한 공적인 문체를 사용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규범 항목에서는 맞춤법, 문장 성분 간 호응 등을 중심으로 평

가하고자 하였다.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Ⅳ

-10>과 같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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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반영 비율)
평가 기준 가점 및 감점 요인

내용 

(50)

①

주장 및 

근거의 

선정

(30)

- 적절하고 타당한 주장을 

선정하였는가?

- 주장에 대해 적절하고 타

당한 논거(이유 및 근거)

를 들고 있는가?

-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61)(통계, 전

문가 인용, 사례 등)를 활용한 경우 가점

- 타당하지 않은 논증을 활용하거나 추측

에 기반을 둔 논증을 과도하게 활용한 

경우 감점

- 각 논증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논증

을 단순히 나열하였을 경우 감점

②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62)

(20)

-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을 전달하거나 논증하려

는 목적이 드러나는가?63)

-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자

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전

달하고자 하는가?64)

- 논제가 논쟁의 대상이 된 사회적 배경을 

밝히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

하게 드러낸 경우 가점 

-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지닌 예

상 독자를 고려한 반론 논증 및 반론 대

응 논증을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가점

조직 

(30)

③ 

글의 구조

(30)

- 서론, 본론, 결론의 문단 

구분 및 생각의 단위를 

구분하는 언어적 표지가 

존재하는가? 

- 문단 간, 문단 내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 서론과 결론이 독립적인 문단으로 구성

되고, 그 내용이 충실한 경우 가점

- 문단 구분이 불분명하나 언어적 표지(예: 

첫째, 둘째 등)가 존재하여 의미상의 구

분이 가능할 경우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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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 내 논증 구조가 분

명하게 드러나는가?

표현 

(20)

④

어휘 및 

문체(10)

- 고등학교 수준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 논증적 글쓰기에 적합한 

공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가?

- 글의 문체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감점

⑤

규범(10)

- 맞춤법을 잘 지켰는가?

-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잘 

이루어졌는가?

- 우리말의 규범에 어긋날 경우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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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 결과물에 대해서는 국어교육을 

전공한 평가자 2인이 <표 Ⅳ-10>의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채점을 수행하

였다. 본격적인 채점에 앞서 두 명의 평가자는 이지원·박영민(2015)이 

제시한 최소 채점 연습량에 해당하는 25편의 글쓰기 결과물을 공동으로 

채점함으로써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공유하였다. 각 평가 항

목은 두 명의 평가자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후, 각 평가 항목의 

최종 점수는 두 명의 평가자가 채점한 결과의 평균치로 삼았다. 이후 평

가 항목별 반영 비율에 따라 각 항목의 점수를 변환하여 최종 글쓰기 결

과물 점수를 5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채점 결과, 상관계수를 통해 살

펴본 평가자 간 채점의 일치도는 평가 항목별로 0.703 ~ 0.940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일원분

산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를 통해 교육 전후의 논증

적 글쓰기 결과물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교육 이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수준이 각 집단별로 동일한지를 

파악하고,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수준에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고는 교육 이전 및 이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통

계적 분석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학습자가 실제로 산출한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구체적인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육 이전 집단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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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이전 학습자 전체의 글쓰

기 결과물 점수의 평균과 가장 유사한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물을 선정하

여 교육 이전 전체 학습자의 평균적인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질적 양

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육 이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질적 양상 분석을 

위하여 집단별 학습자 글쓰기 결과물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이후 집단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

기 결과물 점수의 평균과 가장 유사한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물을 선정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이후 집단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의 평균적인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고에서 논증적 글쓰기

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실시한 바, 그러한 교수학습을 바탕으로 

산출된 우수한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질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바탕으로 산출된 평균 

수준의 논증적 텍스트와 우수 수준의 논증적 텍스트의 질적 양상을 비교

함으로써 본고가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의 의의 및 제한점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고는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물의 질적 양상을 분석하고자 앞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글의 구조, 어휘 및 문체, 규범 항목을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각 집단별 교육 이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점수의 기술통계 및 일원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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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F p

주장
M 3.23 2.98 3.18 3.52 2.90

(W)
0.65

SD 0.86 1.01 0.84 0.65

수사
M 3.79 3.80 3.54 4.02

2.59 0.82
SD 0.76 0.75 0.79 0.70

구조
M 2.90 2.74 2.74 3.22

2.76 0.70
SD 0.85 0.87 0.84 0.79

어휘
M 4.16 4.24 4.16 4.08

0.76 0.47
SD 0.46 0.44 0.35 0.57

규범
M 4.30 4.28 4.40 4.22

1.04 0.36
SD 0.45 0.43 0.43 0.48

총점
M 3.44 3.33 3.34 3.66 2.38

(W)
0.10

SD 0.66 0.73 0.65 0.55

<표 Ⅳ-11>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3.23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

균은 통제 집단(3.52), 비교 집단(3.18), 실험 집단(2.98)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Welch’s F = 

2.90, p > .05). 둘째,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

균은 3.79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통제 집단(4.02), 실험 집단

(3.80), 비교 집단(3.54)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 = 2.59, p > .05). 셋째, 글의 구조 항목에

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2.90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통제 집

단(3.22), 실험 집단(2.74), 비교 집단(2.74)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 = 2.76, p > .05). 넷째, 어

휘 및 문체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4.16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

별 평균은 실험 집단(4.24), 비교 집단(4.16), 통제 집단(4.08) 순으로 나타

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 = 

0.76, p > .05). 다섯째, 규범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4.30으로 나타

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비교 집단(4.40), 실험 집단(4.28), 통제 집단



- 136 -

(4.22)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F = 1.04, p > .05). 여섯째, 총점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

은 3.44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통제 집단(3.66), 비교 집단

(3.34), 실험 집단(3.33)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Welch’s F = 2.38, p > .05).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수준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 집단

을 동질한 수준의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고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평균적인 수준

을 보여주는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물 사례를 선정하여 질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을 주장 및 근

거의 선정,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글의 구조, 어휘 및 문체, 규범 측

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육 이전 집단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고는 전체 집단의 글쓰기 점수의 

평균인 3.44와 가장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학습자의 글을 선정하여 교육 

이전 전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평균적인 질적 수준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M-204 학습자는 교육 이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 

총점 3.40점을 받았는데,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주장 및 근거의 선

정 항목에서 3점,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4점, 글의 구조 항

목에서 3점,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4점, 규범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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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4 학습자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과 관련하여 ‘CCTV 설치 목적

이 학교라는 장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CCTV가 청소년의 정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과 범죄

가 얼마 되지 않는다’와 같은 명제를 바탕으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

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명제를 부연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근거 등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한 추측에 기대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에서 3점을 받았다.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M-204 학습자가 논제에 대한 자

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해 논증하려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자신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논증적 텍스트에

서 반론을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 대해 제기될 만한 반론인 

“CCTV를 통해 범죄 예방 억제 효과, 체포의 용이성, 범죄에 대한 두려

움 감소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 대응 논증으로 “학교와 우범지대, 감시, 범죄 예방 등은 맞지 않

는다.”라고 제시하고 있어 반론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보통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물건 도난이 가

장 크다.”와 같은 반론에 대해서도 반론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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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의 

논증인 “학교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릴까봐, 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날까

봐” 등과 같은 반론을 활용하고, 학교에서 그러한 범죄나 도난 사건의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반론에 대응하고자 했지만, 그러한 반

론 대응 논거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인지, 혹은 구체적인 통계 자

료에 기반을 둔 것인지 등과 관련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근거로서 불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수사적 상황

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글의 구조와 관련하여 본 학습자가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문단 내의 논증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또”와 같은 언어적 표지를 통해 문단 내

에서 생각의 단위를 구분하고자 했다는 점, 반론을 활용하고 그러한 반

론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문장 간 연결을 꾀하고자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학습자는 글의 구조 항목에서 3점을 받았다.

어휘 및 문체와 관련하여 ‘우범지대’, ‘체포의 용이성’ 등 전반적

으로 고등학교 수준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굳이 CCTV를 달아야 할까 싶다”와 같은 표현이 논증적 글쓰

기에서 요구되는 공적인 문체와 다소간의 거리가 있다고 보아 본 학습자

는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규범과 관련하여 “CCTV를 통해 범죄 예방 억제 효과, 체포의 용이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와 같

은 문장에서 문장 성분 간 호응이 맞지 않는다는 점, “1명~2명 밖에” 

등과 같은 띄어쓰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규범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각 집단별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 결과, 사후검증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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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F p 사후검증

주장
M 3.77 4.22 3.62 3.46 12.20

(W)
0.00

실험>비교

=통제SD 0.78 0.33 0.79 0.90

수사
M 4.14 4.56 3.88 3.98 14.52

(W)
0.00

실험>비교

=통제SD 0.62 0.39 0.68 0.53

구조
M 3.72 4.38 3.58 3.20

18.67 0.00
실험>비교

=통제SD 0.85 0.55 0.80 0.72

어휘
M 4.43 4.64 4.50 4.16

5.74 0.01
실험=비교

>통제 SD 0.55 0.45 0.56 0.53

규범
M 4.37 4.42 4.40 4.28

0.56 0.57
SD 0.50 0.45 0.54 0.52

총점
M 3.95 4.40 3.83 3.64 20.22

(W)
0.00

실험>비교

=통제SD 0.63 0.29 0.65 0.61

<표 Ⅳ-12>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3.77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

험 집단(4.22), 비교 집단(3.62), 통제 집단(3.46)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Welch’s F = 12.20, p < 

.05), 이에 대한 사후 비교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에서 실험 집단의 점수가 높았던 것은 학습자

가 글쓰기 과정에서 상호 관계적 교수학습 모형에 기반을 둔 소집단 토

의 활동을 통해 논증의 타당성을 살필 수 있었고, 찬반 논증 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실험 집단이 논제에 대한 다양한 논증을 탐색할 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4.14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56), 통제 집단(3.98), 비교 집

단(3.88)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

재했으며(Welch’s F = 14.52, p < .05), 이에 대한 사후 비교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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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실험 

집단의 점수가 높았던 것은 실험 집단 학습자들이 반론을 텍스트에 활용

함으로써 다양한 입장을 지닌 예상 독자에 대한 고려가 언어적 표현으로 

실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글의 구조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3.72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38), 비교 집단(3.58), 통제 집단(3.20)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F = 

18.67, p < .05), 이에 대한 사후 비교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

교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의 구조 항목에서 실험 집단의 점수가 높았던 것은 실험 집단

의 학습자들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증, 반론 논증, 반론 대응 논증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텍스트의 내적 논리성을 제고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4.43으로 나타났으

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64), 비교 집단(4.50), 통제 집단(4.16)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F = 5.74, p < .05), 이에 대한 사후 비교 분석 결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이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실험 집단 및 비교 집단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실험 집단 및 비교 집단의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

와 관련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논증적 글쓰기에 적합한 어휘 및 문체

를 익힐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규범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4.37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42), 비교 집단(4.40), 통제 집단(4.28)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F 

= 0.56, p > .05). 이는 본고에서 제시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에서 규범 항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총점 항목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3.95로 나타났으며, 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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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별 평균은 실험 집단(4.40), 비교 집단(3.83), 통제 집단(3.64)으로 나타

났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Welch’s F 

= 20.22, p < .05), 이에 대한 사후 비교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이 논증

적 글쓰기 결과물의 주장 및 근거의 선정,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글

의 구조, 총점 측면에서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를 이루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이후 집단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는 여러 평가 항

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에 본고는 각 집단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점수의 평균과 가장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학습자

의 논증적 텍스트를 선정하여, 교육 이후 집단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

기 결과물의 평균적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① 통제 집단: 평균 사례

통제 집단 학습자의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점수의 평균은 

3.64였는데, 이와 가장 유사한 점수를 얻은 M-240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

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M-240 학습자는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결

과물에서 총점 3.65점을 받았는데,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자면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에서 3.5점,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4점, 

글의 구조 항목에서 3점,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4점, 규범 항목에서 5

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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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40 학습자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을 매기는 것은 자존감이나 자신감 상실을 초래한다’,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모인 반 분위기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와 같은 명제를 바

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추측에 기반을 둔 채 논의를 전

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에서 3.5점을 받았

다.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자신의 입장을 논증

하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수업을 나누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긴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수준을 매기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이나 자신

감 상실을 초래한다.”, “하급반의 아이들 중 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자신감이 없어 손을 놓는 친

구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와 같은 반론 및 반론 대응 논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적 상황에 대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식이 드러난다

고 할 수 있다. 본 학습자는 각 반론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

였지만, 자신이 반론으로 제시한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에 비해 반론 

대응 논증으로 제시한 ‘학생들의 자존감 및 자신감 하락’의 문제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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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지 등을 밝히지 못해 반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

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수사적 상황에 대

한 인식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글의 구조와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논증적 텍스트의 문단을 전혀 구분

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문단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등의 언어적 표지를 활용하여 생

각의 단위를 구분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

는 글의 구조 항목에서 3점을 받았다. 

어휘 및 문체와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 적

합한 어휘를 사용하고 문체 또한 논증적 글쓰기에 알맞은 공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과 같은 공적인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인간 소외를 만드는’ 등의 

어색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4

점을 받았다.

규범과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맞춤법 및 문장 성분 간 호응의 측면에

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규범 항목에서 5점을 받았다.

② 비교 집단: 평균 사례

비교 집단 학습자의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점수의 평균은 

3.83이었는데, 이와 가장 유사한 점수를 얻은 M-310 학습자의 글쓰기 결

과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M-310 학습자는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 총점 3.85점을 받았는데,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자면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에서 4점,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4점, 

글의 구조 항목에서 3.5점,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4점, 규범 항목에서 4

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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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10 학습자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과 관련하여 ‘수준별 수업 실시

로 인한 위화감과 불안감의 감소’, ‘효율적 시간 활용’, ‘선의의 경

쟁 가능’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명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

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각각의 명제에 대해 

이유를 활용하여 뒷받침하고자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활용하는 데까

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준별 수업 실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제에 대해 논증하

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본 학습자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제시하는 데 글쓰기 분량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런

데 마지막 문단에서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 실시를 악용하여 상위권 학

생들만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어주려는 용도로 사용하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없지만”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 즉 반론

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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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학생들 모두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꼭 실행했으면 좋겠

다.”라고 밝힘으로써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준별 수업이 학생 전체의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실시되었

으면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예상 독자에 대한 

고려가 언어적 표현으로써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

로 본 학습자는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글의 구조와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서론 문단을 따로 구성하지 않았으

며, 본문에서도 문단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생각의 단위를 구분하는 언어적 표지를 활

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학습자는 글의 구조 항목에서 3.5점을 

받았다.

어휘 및 문체와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경쟁 조장, 심리적 부담감’ 

등 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의 초반부에는 ‘-합니다’ 체를 사용하다가 글의 중반부부터는 ‘-하

다’ 체를 사용하고 있어, 문체가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학습자는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규범과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맞춤법과 문장 성분 간 호응

의 측면에서 대체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수업에 잘 따라가지”, “‘쉬운거니까’” 등과 같은 규범적인 측

면에서 다소간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규범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③ 실험 집단: 평균 사례

실험 집단 학습자의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점수의 평균은 4.40이었

는데, 이와 가장 유사한 점수를 얻은 M-416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M-416 학습자는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

서 총점 4.40점을 받았는데,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자면, 주장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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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 항목에서 4점,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4.5점, 글의 

구조 항목에서 4.5점,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5점, 규범 항목에서 4.5점

을 받았다. 

M-416 학습자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과 관련하여 ‘수준별 수업이 학

생들의 경쟁의식을 과도하게 자극한다’, ‘교육은 성적 외에도 학생의 

잠재력과 인격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와 같은 명제를 바탕

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고, 자신이 제시한 명제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적절한 이유를 바탕으로 명제를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본 학습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논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주장 및 근

거 선정 항목에서 4점을 받았다.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논제와 관련한 사회

적 배경을 밝히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어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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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논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수사적 상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준별 수업의 본래의 목표인 “사교육 

감소”라는 반론에 대해 “사교육 시장을 더욱 넓혀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론에 대응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수준별 

수업으로 효율적인 시간 분배가 가능하다”는 반론을 인정하고 “교사 

간의 지도력 차이와 수업 내용의 차이는 결국 학생들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 대응 논증을 활용하여 반론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반론 통합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4.5점을 받았다. 

글의 구조와 관련하여 서론과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에서 본 학습자가 명확한 문단 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문단을 구성하는 데 “먼저” 등과 같은 언어

적 표지를 활용했다는 점, 각 문단 내에서도 논증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

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문단을 구성하여 문단을 구성

하는 문장 간 조직의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학습

자는 글의 구조 항목에서 4.5점을 받았다. 

어휘 및 문체와 관련하여 ‘경쟁의식을 과도하게 자극’, ‘인격 형

성’ 등 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

였고, 문체 또한 논증적 글쓰기에 적합한 공적인 문체라는 점을 바탕으

로 본 학습자는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5점을 받았다. 

규범과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대체로 맞춤법을 잘 지켰으며, 문장 성

분 간 호응이 잘 이루어져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수준별 수

업이 학생들의 성적에 매진한다’와 같은 다소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규범 항목에서 4.5점을 받았다. 

④ 실험 집단: 우수 사례

실험 집단 학습자 중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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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얻은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M-412 학습

자는 교육 이후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 총점 4.85점을 받아 실험 집

단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물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평가 항

목을 살펴보자면,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에서 4.5점,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5점, 글의 구조 항목에서 5점, 어휘 및 문체 항목에

서 5점, 규범 항목에서 5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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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근거의 선정과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수준별 수업이 학생 

간 위화감 조성과 심리적 좌절을 야기한다’, ‘수준별 수업은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해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수준

별 수업으로 인한 사교육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와 같은 명제

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 명제에 대한 풍부한 

부연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실험 집단의 평균적인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주장 및 

근거의 선정 측면에서 본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본 학습자가 ‘제주 지역 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유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본고의 실험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이 논제

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논증적 글쓰기에서 찬성 및 반대 입장의 

근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글쓰기 수

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제 관련 읽기 자료를 제공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넷 검색 또한 허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는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 명제와 이유를 주로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활용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 데 비

해65), 본 학습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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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까지 나아감으로써 자신 입장의 수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 항목

에서 4.5점을 받았다.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수준별 수업은 현재까지도 양

측의 많은 주장과 이유 때문에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등과 같은 표현

을 통해 본 학습자가 논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

고 이에 대해 논증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적 상황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본 학습자는 자신이 제시한 반

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예상 독자를 대상으로 필자 입장의 수

용 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5점을 받았다. 

실험 집단의 평균적인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본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 드러

나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본 학습자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하고자 한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논증적 텍스트의 두 

번째 문단에서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학교 학습의 질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교사들이 담당할 학생의 수도 적어지

고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사가 더욱 세심하게 수업을 진행

할 수 있겠지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처럼, 본 학습자는 단순히 

반론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반론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로 하여

금 필자가 논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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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글의 구조와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분명하

게 활용하고, 각 문단별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과 논증 구조를 명확

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글의 구조 항목에

서 5점을 받았다. 실험 집단의 평균적인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과 비교했

을 때, 글의 구조 측면에서 본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서 드러

나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각 문단 내에서 비교적 명확한 논증 구

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글의 구조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자의 입장을 뒷

받침하기 위한 논증, 반론과 관련한 논증, 반론에 대응하기 위한 논증을 

문단 내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단 내의 명확한 논증 구조를 확

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및 문체와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 적

합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체 또한 공적인 상황에 적합하다는 점

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어휘 및 문체 항목에서 5점을 받았다.

규범과 관련하여 본 학습자는 맞춤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문장 성분 

간 호응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독해의 용이성을 증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학습자는 규범 항목에서 5점을 받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험 집단의 평균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우수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은 주장 및 근거의 선정,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글의 구조 측면에서 특정한 차이를 보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실험 집단의 평균 및 우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특

징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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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준의 논증적 텍스트의 특징 우수 수준의 논증적 텍스트의 특징

주장 및 

근거의 

선정

공

통

점

- 일련의 명제와 이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개진

차

이

점

- 객관적 근거 활용의 부재 

- 읽기 자료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바

탕으로 한 논증에서의 객관적 근거의 

활용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공

통

점

- 논제와 관련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제의 논쟁성에 대한 

인식 표현

-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증하려는 목적 표현

차

이

점

- 반론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 - 반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글의 

구조 

공

통

점

-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 문단 간 생각 단위의 구분 및 문장 간 응집성 확보를 위한 언어적 표지의 활용

차

이

점

- 문단 내의 불명확한 논증 구조 - 문단 내의 명확한 논증 구조

어휘 및 

문체

공

통

점

- 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어휘의 사용

- 공적인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 적합한 문체의 사용

규범

공

통

점

- 적절한 맞춤법의 사용

- 문장 성분 간 적절한 호응 

<표Ⅳ-13>에서는 실험 집단의 평균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과 우

수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실험 

집단의 평균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이 우수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을 통해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학

습 방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실험 집단의 평균 수

준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이 우수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 비해 

차이를 보이는 측면은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보완되어야 할 교육적 지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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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그 효

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간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서 필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증의 활용과 관련한 논의가 다수 

축적되어 온 반면, 상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반론의 활용과 관련한 논

의는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하였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기 위하여 세 가

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반론의 개념과 층위, 

반론 통합의 개념과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현행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학습자들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

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논증적 글쓰기

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Ⅱ장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론의 개념 및 층위, 반론 통합의 개

념 및 과정을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반론

을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활용되는,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상

반되는 입장에 대한 논증 혹은 필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논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과 의문의 논증”으로 정의하였

고, 반론의 층위를 실재 반론, 예상 반론, 텍스트에 활용되는 반론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반론 통합을 “논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필자 입장의 수용 가능성을 증진시

키는 데 기여하는 반론의 활용과 반론에 대한 대응”으로 정의하였으며, 

반론 통합 과정을 반론의 층위를 기준으로 실재 반론 인식, 예상 반론 

구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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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기존의 논증적 글

쓰기 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비 조사1 

단계에서 수행한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양상을 유형화하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문헌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실재 반론 인식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논

증 과제에 내재한 논쟁성 이해를 위한 논증적 텍스트의 탐구, 논증 신념

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위한 자기 점검표의 작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예상 반론 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위한 

상호 관계적 교수학습 모형의 활용과 쟁점 중심의 반론 구성을 위한 찬

반 논증 분석표 작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텍스트 내 반론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반론 대응 전략 이해를 위한 직접 교수 모형 활용과 

반론 대응 논증 구성을 위한 구조화된 비계의 작성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설계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

제 집단의 구성(집단별 25명의 학습자)을 통한 준실험 연구를 설계하였

다. 실험 집단에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실시했

고, 비교 집단에는 기존의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활용한 논증적 글

쓰기 교육을 실시했으며, 통제 집단에는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집단별 논증적 글쓰기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고 교수학습 효과를 검

증하고자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반론 통합 수행 양상의 측면과 논

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측면을 살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반론 통합 

수행 양상의 측면에서 실재 반론 인식, 예상 반론 구성, 텍스트 내 반론 

활용에서 교수학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의 

측면에서는 주장 및 근거의 선정,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글의 구조 

측면에서 교수학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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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

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인 교육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논증적 글쓰

기에서 반론 통합 교수학습을 실시한 학습자의 평균 수준의 논증적 글쓰

기 결과물과 우수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 사이에 ㈀ 논증에서의 

객관적 근거의 활용, ㈁ 반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제시, ㈂ 명확한 논

증 구조의 활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고에

서 제시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를 담보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후속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을 보완함으

로써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반론 통합 과정의 관여 요인을 위치 지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논의의 초점화를 위하여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데 필자가 자

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

다고 전제한 후,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반론 통합에 관여하는 요인을 밝

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작문 현상에는 복잡다단한 요인이 관

여한다는 점(서수현, 2012)을 고려할 때, 본고에서 제시하는 반론 통합 

관여 요인이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된 여타 요인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

지를 탐색하고, 이를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어떻게 조직화하고 위계화

하여 다룰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논증적 글쓰기 과제 혹은 논제의 성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반론 통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Ⅱ장에서의 논의

를 통해 ‘반론’의 의미가 상황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며,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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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논증적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해당 글쓰기 과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반론의 개념을 규정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논증적 글쓰기 과제가 논제의 성격에 따라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사실이나 가치(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대립되는 의견에 대한 찬반 논의 또는 특정 입장에서의 논의”(민병곤, 

2008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필자가 각 논

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논증적 텍스트

에 나타나는 반론 및 반론 통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논증적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반론 통합의 양상을 확

인하고, 그러한 각기 다른 과제 상황에서 드러나는 반론 통합 관여 요인

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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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1학년 (   )반  (    )번  이름: (               )  

◎ 들어가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글로 쓸 

때, 자신이 제시한 의견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해

봅시다. 

◎ 학습 활동1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학생들이 작성한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물음

에 답해봅시다. 

1. 학생1과 학생2가 쓴 글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학습 목표>

1.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실재 반론을 인식한다.

2.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예상 반론을 구성한다. 

3.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에 반론을 활용하고 반론에 대응한다. 

㉠ 학생1: CCTV 설치 찬성 

  고등학교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건의 실마리나 증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여자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한 남성이 여장을 하고 들어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한 여학

생에게 발각되어 도망친 사건이 있었다. 만약 고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었다면 

더 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교내에 CCTV를 설

치한다면 많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학생2: CCTV 설치 찬성 

  고등학교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면 행동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

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하다

면 불편할 이유가 없다. 또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자신이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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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에서, 자신의 입장과 

상반되는 반론을 언급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논증적 글쓰기 및 반론의 개념 

◎ 학습 활동2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입장과 상반되는 반론을 고려할 줄 알

아야 합니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

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

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1. 논증적 글쓰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의 종류

 논증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글쓴이의 입장에 대해 일

련의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입장을 독자가 (          ) 가능성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이다.

 반론: 논증적 글쓰기에서 반론은 글쓴이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     )하거

나 글쓴이의 입장을 (     )하는 주장, 이유, 근거를 의미한다.

 종류 설명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이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진술

상대의 입장을 

약화하는 이유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하고 약화하는 역할을 하는 진술

상대의 입장을 

강화하는 이유
상대방의 입장의 강점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는 진술

반론
자신의 입장을 

약화하는 이유
자신의 입장의 약점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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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

◎ 학습 활동3

1. 논증적 글쓰기에서 글쓴이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반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활용하여 반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

해봅시다.

반론 

대응 

방법

설명 반론과의 관련
번

호

반박 반론에 약점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
반론을 인정하지 않고, 반론

이 옳지 않음을 보여야 함.

강화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 약화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

찬
성 
측
의 
입
장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해결 

및 예방에 효과적이다.  
→

(                                
 )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 

CCTV를 활용할 수 있다. 
→

CCTV 감시를 통한 생활 태도의 

변화는 학교 교육의 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다. 

반
대 
측
의 
입
장

(                              
)

→
교실은 여러 학생들이 함께 생활

하는 공적인 공간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 

CCTV 설치를 위한 경제적 비용

이 많이 든다. 
→

CCTV 설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익이 크다.

 자신의 입장이 찬성일 경우: 반대 측을 강화하거나 찬성 측을 약화하는 이유 

및 근거가 반론에 해당

 자신의 입장이 반대일 경우: 찬성 측을 강화하거나 반대 측을 약화하는 이유 

및 근거가 반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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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다음 학생들의 글에서 반론에 밑줄을 긋고,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반론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했는지 확인해봅

시다. 그리고 각각의 반론 대응의 방법이 1번 활동 중 어느 방법에 해당하는지 번호

를 표시해 봅시다. 

① 학생1: CCTV 설치 찬성

  두 번째 이유로는 행동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하다면 불편할 이유가 없다. 

또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자신이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

는 계기가 된다. 

비교

① 글쓴이의 입장과 관련된 가치가 

반론에 관련된 가치보다 더 중요하

다는 것

반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만, 글쓴이의 입장과 관련된 

가치가 반론이 지닌 가치에 

비해 더 나음을 보여야 함.
②-1 글쓴이의 입장과 관련된 장점

이 단점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

②-2 글쓴이 입장의 단점이 크지 

않거나 반론의 장점이 크지 않다는 

것

반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만, 글쓴이의 주장 및 이유가 

반론의 주장 및 이유에 비해 

더 나음을 보여야 함.

종합

① 반론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글쓴이의 입장과 관련한 해결 방안

을 제시하는 것

반론을 인정하고, 반론에서 

언급한 글쓴이 입장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② 반론이 적용되는 상황과 글쓴이

의 입장이 적용되는 상황을 구분하

여 제시하는 것

반론을 인정하고, 논제에서 

제시한 상황에서는 해당 반

론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

야 함.

※주의

거짓 

통합

글쓴이가 단순히 논제의 찬성과 반

대 측 주장을 제시하고, 반론에 대

응하려는 시도 없이 글쓴이가 어떤 

측에 동의하는지만을 제시하는 것

반론을 언급하지만, 글쓴이의 

입장과 관련을 맺지 못한 채

로 남아 있어 글쓴이의 입장

을 약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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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2: CCTV 설치 찬성

  교실에 CCTV가 있으면 체육복을 마음 놓고 갈아입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옷을 갈아입을 때만 CCTV를 가려놓거나 옷을 갈아입는 공간을 따로 만

들어 그곳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③ 학생3: CCTV 설치 반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CCTV가 범죄의 해결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

고 주장하지만, CCTV 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CCTV에는 사각지대

가 존재하며, 학교 내에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 또한 존재한다. 다시 말해, 

CCTV의 눈을 피해서 충분히 범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 가게에서는 CCTV가 

도난 방지에 효과적일지 모르나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④ 학생4: CCTV 설치 반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하나의 의견으로는 생활 지도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감시와 평가로 인한 태도 개선을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인 교육의 목

적은 개인의 ‘인격 형성’이다. 즉, 인간의 내재된 본성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것이 

교육인데, 감시에 의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꾀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일 뿐더러 효과도 미비할 것이다.

⑤ 학생5: CCTV 설치 반대

  CCTV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

하지만, 그러한 사건은 CCTV가 생겨도 다른 장소를 옮겨서 일어나거나 은밀한 사

각지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CCTV로 해결하려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소한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보여주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많아져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학생6: CCTV 설치 반대 

  물론 CCTV를 설치하면 담임선생님이 굳이 반에 들어가지 않아도 반 상태와 분

위기를 아실 수 있고 절도, 학교폭력 등을 전보다 더 쉽게 예방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기는 하나 단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옷, 체육복을 갈아

입을 때나 쉬는 시간일 때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

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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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글쓴이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반론과 그러한 반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 학습 활동4

반론 및 반론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논증적 글을 읽고 논증적 텍스트의 특징을 점검

해 봅시다.

활용하고자 

한 반론 

반론 인정 

여부

( O △ X )

반론 

대응 

방법

반론 대응의 구체적 내용

학

생

①

CCTV 설치 

시 누군가 지

켜보고 있다

는 것이 불편

할 수 있다.

X, △

반박

및

비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하다면 불편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자신이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

생

②

교실에 CCTV

가 있으면 체

육복을 마음 

놓고 갈아입

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O 종합

옷을 갈아입을 때만 CCTV를 가려놓거

나 옷을 갈아입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그곳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교

실에 CCTV가 없을 때보다 도난 사건

이 줄어들 것이다. 

학

생

④

CCTV 설치에 

찬성하는 하

나의 의견으

로는 생활 지

도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는 것이다. 

△ 비교

감시와 평가로 인한 태도 개선을 진정

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을 가

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인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인격 형성’이다. 

  최근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CCTV 설치의 목적은 학

생들이 받는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몇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실 내 학교폭력 예방은 CCTV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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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CCTV 설치로 인해 감시를 받

아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근절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은 학교폭력의 근거지를 다른 곳으로 전이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안전 문제에 관해 살펴보자. 교실 내 도난 사건, 외부인 침입 등의 사

건·사고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

률에 비해 평소 학생들이 받는 인권 침해는 계산할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

같은 경우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도구, 학교의 책임 회피용으로만 쓰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안전시설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생활 지도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감

시와 평가로 인한 태도 개선을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

이란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인 교육의 목적은 개

인의 ‘인격 형성’이다. 즉, 인간의 내재된 본성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것이 교육인

데, 감시에 의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꾀한다면, 그것은 일시적

일뿐더러 효과도 미비할 것이다. 게다가 교육의 이유 역시 ‘학업 성취도 향상’에 

의의를 두지 않는데, 성취도의 향상을 위한 CCTV 설치는 단지 학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행정일 뿐이다. 

  CCTV 설치는 이미 ‘팬옵티콘(원형 감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찬반의 논쟁이 뜨

겁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선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에서 비교육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

한다. 학교 폭력, 학업 성취도, 생활 지도와 같은 내용은 감시에 의한 거시적 접근

이 아니라 학생들의 내면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후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

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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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1학년 (    )반  (    )번 이름: (                )

논설문 (논증적 글쓰기)

 논설문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대표

적으로 신문 사설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학교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 외국어 조기 

교육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쓸 기회가 많은데,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

해서는 무조건 주장만 강조하기보다는 타당한 논거와 함께 서술해야 한다. 

1. 계획하기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가치나 당위에 대해 판단

하고 세부 논점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자신의 관점과 주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를 고려하여 자료를 충분히 분석, 조사한 후에 쓸 내용을 정한다. 이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지엽적인 문제는 삼가는 것이 좋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한 후에는 예상 독자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설득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공감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독자의 입장이나 마음을 배

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자가 속해 있는 언어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인 관습

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상 독자를 살펴본 후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찾아야 한다. 타당하고 풍부한 논거는 주

장을 든든하게 받쳐 줄 뿐만 아니라 독자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 등을 조사하되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요구나 필요, 가치를 고려하여 타당

성을 갖춘 것으로 준비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

문이다.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

이다. 같은 논거라도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직하기

 논설문은 ‘서론-본론-결론’의 삼단 구성이 일반적이다.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논

거와 함께 주장을 펼치며, 결론에서 그 주장을 분명히 보여 준다. 삼단 구성의 단계에 따라 적

절한 내용으로 구성하되 미리 조사한 논거를 바탕으로 개요를 짜는 것이 좋다. 개요는 글 전체

<학습 목표>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글을 쓰며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 

언어 공동체의 쓰기 관습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타당한 이유 및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독자나 글의 유형에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이유 및 근거의 타당성, 조직의 효과성, 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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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과 같아 이를 통해 논점 일탈이나 논거 부족 등의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

3. 표현하기

 서론에서는 글의 논점을 제시하고 어떤 절차에 따를 것인지 알린다. 경험담이나 예화, 속담으로 

시작하거나 질문하기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표현 효과에만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자칫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론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대개 추론 과정의 절차에 따

르며 주장의 성격에 따라 연역적, 귀납적 추론 방식을 사용한다. 또 이중 부정이나 설의법을 

써서 주장을 강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비유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펼친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마무리하되 짧게 끝내는 것이 좋다. 

본론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할 경우 지루함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

야 한다. 

4. 고쳐쓰기

 논설문의 초고가 마련되면 내용 면에서 논거가 타당하고 풍부한지 살펴본다. 또한 일관성 있

게 조직되었는지, 내용 조직은 체계적인지도 점검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도 살펴본다. 그 외에 어법에 맞는 표현인지, 어휘나 문장을 잘못 쓰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하

게 살펴 고쳐 쓴다.

 특히 자신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독자를 포함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나 가치를 고려

한 주장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논리적인 오류나 비약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학습 활동

｜논설문의 내용 구성｜

 1.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학생의 논증적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최근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

해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CCTV 설치의 목적은 학생

들이 받는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몇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실 내 학교폭력 예방은 CCTV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정

말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CCTV 설치로 인해 감시를 받

아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근절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은 학교폭력의 근거지를 다른 곳으로 전이시킬 

뿐이다. 



- 177 -

(1) 다음은 이 글을 쓰기 위해 필자가 작성한 개요이다. 빈칸을 채워 보자. 

(2) 다음 자료를 추가한다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 효과를 말해 보자. 

  그렇다면 안전 문제에 관해 살펴보자. 교실 내 도난 사건, 외부인 침입 등의 사

건·사고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

률에 비해 평소 학생들이 받는 인권 침해는 계산할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

같은 경우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도구, 학교의 책임 회피용으로만 쓰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안전시설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생활 지도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감

시와 평가로 인한 태도 개선을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

이란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인 교육의 목적은 개

인의 ‘인격 형성’이다. 즉, 인간의 내재된 본성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것이 교육인

데, 감시에 의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꾀한다면, 그것은 일시적

일뿐더러 효과도 미비할 것이다. 게다가 교육의 이유 역시 ‘학업 성취도 향상’에 

의의를 두지 않는데, 성취도의 향상을 위한 CCTV 설치는 단지 학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행정일 뿐이다. 

  CCTV 설치는 이미 ‘팬옵티콘(원형 감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찬반의 논쟁이 뜨겁

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선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에서 비교육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

한다. 학교 폭력, 학업 성취도, 생활 지도와 같은 내용은 감시에 의한 거시적 접근

이 아니라 학생들의 내면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후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

선이 되어야 한다. 

주제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서론: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의 논의 배경

2. 본론

(1) CCTV 설치를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없음. 

(2)                                                           

(3) CCTV를 통한 감시를 바탕으로 생활 지도와 학업 성취도 향상은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3. 결론:                                                        

  교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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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논거·관점의 타당성｜

 2. 고등학교 교복 착용 자율화에 대한 학생의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필자의 주장과 논거를 찾아보고, 논거의 타당성에 대해 말해 보자. 

(2)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주장
논거

논거의 타당성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학교폭력 예방

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

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후략)

출처: ≪인권위, "범죄예방 위해서라도 교실 안 CCTV설치는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2012.03.14.)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 자율화를 실시하면 안 된다. 

첫째로 교복은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완화한다. 사복을 입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가 있는 학생들은 비싼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위화감이 생길 것

이다. 한 누리꾼은 ‘명품 교복’을 들먹이면서 “교복 마케팅도 극성인데 이제 사복을 입히면 

못 사는 집 아이들만 낙인 찍혀 심리적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받으면 수선까지 해가면서 입는다"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편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실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교복을 편하게 해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다

수 올라와 있다. 여중생의 기성교복은 7세 아동복 사이즈 정도로 작게 나온다는 지적 등이

다. 여성계에서도 몸에 딱 붙는 교복 디자인이 여학생들의 인권을 해친다는 점을 지속 제

기해왔다. (중략) 

  중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3)씨는 "교복의 장점이 사복 장만에 드는 비용

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시중 교복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애들 키가 크면 교복은 금방 

다시 사야하고, 체육복과 생활복도 가격에 비해 질이 너무 떨어져 학부모 사이에선 아디다

스나 나이키를 입히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출처: ≪'불편한 교복' 대책 주문한 대통령… 교복 문화 싹 바뀔까≫ (데일리안 2018.07.13.)



- 179 -

｜표현하기·고쳐쓰기｜

 3. 고등학교 교복 착용 자율화에 대한 학생의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학교 내에서 교복 착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불만인 이유는 교복이 입기

에 불편하고 예쁘지 않아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복 착용 자율화에 찬성하지만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첫째로, 교복을 입게 되면 등교할 때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교복 자

율화가 실행된다면 매일 바쁜 아침마다 입을 옷을 코디 하느라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는 

입고 싶은 옷을 세탁했는데 마르지 않아 다른 옷을 골라야 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교복을 입으면 입을 옷을 고를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둘째, 교복 자율화가 된다면 학생들의 집안 형편이 보일 수 있다.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

은 비싼 브랜드 옷, 명품 옷을 입고 등교하고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은 비싸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등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끼리 차별할 수도 있고 선생님

들마저 부유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고 부유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는 부당한 대우를 할 수도 있다. 실제 뉴스에서도 한 선생님이 학생들의 집안 형편으로 차

별을 하여 문제가 된 사례도 나왔다. 이런 차별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위축될 수 있고 소심해질 수 있으며 나쁜 길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

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교복 착용 자율화를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교복이 있어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교복이 주는 통일성

과 소속감은 착용자가 올바른 행동을 의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통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사복을 입었을 때보다 교복을 입었을 때 바른 행동과 예의 바른 행동을 하기 쉽다.

  교복 착용 자율화에 장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로도 충분히 ‘자율화를 하면 안 

된다’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교복은 학생들을 단정한 이미지로 보이게 하고 예의 바

른 행동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복 착용 자율화에 반대하는 입장

을 가지고 있다.  

(1) 이 글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다음 표에 정리해 보자.

구분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점 

내용 면

조직 면

표현 

면

문장 수준

어휘 수준

(2) 이와 같은 글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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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학습

다음의 쓰기 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과제 조건을 참고하여 논증적 글쓰

기를 수행해봅시다.  

쓰기 과제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준별 수업 실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하여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해봅시다. 

과제 조건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할 것

 자신의 입장을 독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글을 쓸 것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음

 글쓰기 시간: 1차시

※ 글쓰기 참고 자료

참고자료 ①

  ‘수준별 수업’은 학교에서 학생들 각자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자는 취지에

서 논의되어 왔으며, 2010년 전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

시한 바 있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

데, 양측의 주장과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수업을 

실시한다면, 시간의 낭비 없이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일이

다. 둘째, 학교 수업의 세분화로 학습의 질이 올라가게 되므로 사교육을 줄이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보다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좋을 것이다. 셋째,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수준의 반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수준별 수업 실시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여 올바른 인

격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막연한 우열 가르기 식의 수준별 수업은 

실질적인 수준별 수업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셋째, 낮은 수준의 

집단에 배정된 학생들의 심리적 좌절과 학력 저하는 청소년들의 학업 지장을 유

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황연성(2013), 공부가 새로워지는 토론학습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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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②

수준별 이동수업 풍경 사라진다 (제주신보 2018.01.25.)

  도교육청 2016년 중학교 폐지 이어 올해부터 고등학교도 금지

  제주지역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

육청은 도내 일부 학교에서 운영되던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0년 초반부터 도내 중·고등학교는 영어·수학 등 과

목별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상·중·하 등으로 나눈 이동수업반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는 것은 위화감 조성과 

경쟁 조장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은 2014년부터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동수업 운영을 자제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권고에서 더 나아가 2016년 도내 중학교의 수

준별 이동수업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부터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등학교 30교 중 21교(70%)에서 수준별 이

동수업이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면서 “이 내용은 지난해 9

월 고등학교별로 고지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

도 중 제주를 포함해 2곳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적용되

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공동체 함양 역량 분야가 포함된 만큼 학생들 간 협력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③

"교실에선 웃지만, 입시에선 울어요"…딜레마 빠진 강원교육 (연합뉴스 2018. 12. 

13.)

  강원지역 일선 교사들 '학력 향상' 대책 논의…해답은 '아직'

  "'학력'이 금기어처럼 인식…학습 권하지 않는 분위기 교실에 팽배“

  "교실 안에서는 행복하지만, 원하는 대학은 못 가요."

  학생의 자율성과 학습 분위기 사이의 딜레마는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강원 교육현장에서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와 수능 등 수치로 나타

나는 학력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학교 교육에만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

의 배울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지역 고등학교 교사와 강

원도교육청 등 입시교육 관계자 20여 명은 최근 '도내 고교생 학력 향상 대책 회

의'를 열었다.

  이들은 먼저 자기 주도 학습 분위기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꺼냈다. 2010년 모

두를 위한 교육 1기가 출범한 이후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 자율성·인권은 눈에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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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과를 이뤄냈으나, 수치화된 성적을 벗어난 '신(新) 학력'을 강조하면서 교육현

장에서 '학력'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처럼 인식됐다는 것이다. 

  또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등으로 방과 후 수업, 자율학습 참여가 급격히 떨어져 

학생들에게 학습을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가 교실 안에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A 교

사는 "야간 자율학습을 핑계로 학교에 남는다고 부모를 속이고 저녁에 PC방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라며 "부모 동의 없이 자율학습을 선택할 수 있어 생기

는 폐단"이라고 말했다.

  수준별 수업프로그램에 대한 오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열반'이라는 틀에 갇

혀 실제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B 교사는 "현실적

으로 교실 속 학생들의 수준 편차가 너무 크다"며 "낙인 효과를 겁내면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미루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기초학습 대신 체험·진로 학습으로만 활용되는 

점,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대한 낙관이 교실 안에 팽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방과 후 수업·자율학습·수준별 학습 등을 학교 자율

로 운영하게 하고, 각급 학교에서 전국 연합 학력고사 실시 이후 피드백을 제공하

게 하는 등 대책을 논했지만 뾰족한 해답은 나오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 3기 중점 사항으로 고등학교 혁신을 꼽고 있다. 

현재 대입과 맞물려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정상화하겠

다는 것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성적 중위권

이라는 학생들이 공부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의 생각을 발표하고, 협력·토론하는 큰 틀에서의 학력관을 유지하면서, 대입에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방침

이다. 또 최근 개최한 학력 향상 대책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대

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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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영어 과목 수준별 수업 실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을 지지하거나 약화

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생각해봅시다. 

2. 1에서 작성한 표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영어 수준별 수업 실시에 대한 자신의 입

장과 선택 이유를 적어봅시다. 

3.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반론을 정리하고, 그러한 반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봅시다. 

지지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 약화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

찬

성 

측

의 

입

장

→

→

반

대 

측

의 

입

장

→

→

활용하고자 

하는 반론 

반론 인정 

여부

( O △ X )

반론 대응 

방법
반론 대응의 구체적 내용

① 자신의 입장: (찬성 혹은 반대)

② 입장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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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쓰기 위한 주장과 예상 독자를 정해 보자.

2. 앞에서 정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적합하고 타당한 이유 및 근거를 마련

해보자.

⑴ 이유 및 근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특

성을 정리해 보자.

⑵ 이유 및 근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예상 독자의 입장이나 마음을 예상해 보

자.

⑶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측면의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야 할지 정리해 

보자.

⑷ 앞의 ⑴~⑶을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 및 근거를 마련해 보자. 

   (반론을 고려한 이유 및 근거를 반드시 포함할 것) 

 주장:

 예상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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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1 학년 (    )반 (    ) 번 이름: (               )   성별:  남 / 여

1. 자신의 국어 과목 내신 성적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1~2등급  ② 3~4등급  ③ 5등급  ④ 6~7등급  ⑤ 8~9등급

2. 자신의 국어 과목 모의고사 성적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1~2등급  ② 3~4등급  ③ 5등급  ④ 6~7등급  ⑤ 8~9등급

3. 평소 자신의 글쓰기(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4. 나는 학교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에 대한 교육을 받

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나는 학교에서 토론 교육을 받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17] 아래의 문항에서 묻는 ‘글’은 ‘찬반 입장이 나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

대 입장 중 하나를 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의미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설문

을 작성해주세요. 

8.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을 두루 고려하여 글을 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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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

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관련된 자료를 활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18] ‘반론’은 ‘필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지지하거나 필자의 입장을 약화시

키는 주장, 이유,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반론의 의미를 고려하여 아래의 설문

을 작성해주세요.

13.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반론을 고려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반론을 글에 직접적으로 포함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반론을 고려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나는 평소 글을 쓸 때 반론을 글에 포함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나는 글을 쓸 때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나는 글을 쓸 때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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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는 오늘 글을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글쓰기 과제와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해봅시다. 

21. 오늘 글쓰기 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22. 오늘 글쓰기 수행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20-1.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나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중립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20-2.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3.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는 나에게 중요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4.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와 관련 있는 경험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5. 고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에 관해 알고 있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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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1 학년 (    )반 (    ) 번 이름: (               )   성별:  남 / 여

[1~11] 아래의 문항에서 묻는 ‘글’은 ‘찬반 입장이 나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

대 입장 중 하나를 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의미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설문

을 작성해주세요. 

1.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을 두루 고려하여 글을 썼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용

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 관련된 자료를 활용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10] ‘반론’은 ‘필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지지하거나 필자의 입장을 약화시키

는 주장, 이유,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반론의 의미를 고려하여 아래의 설문을 

작성해주세요.

6.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반론을 고려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반론을 글에 직접적으로 포함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반론을 고려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89 -

9.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반론을 글에 포함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오늘 글을 쓸 때 반론에 대응하며 글을 썼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오늘 글을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글쓰기 과제와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해봅시다. 

13. 오늘 글쓰기 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14. 오늘 글쓰기 수행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15. 오늘 글쓰기 수행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12-1. 고등학교 영어 과목 수준별 수업 실시에 대한 나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중립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12-2. 고등학교 영어 과목 수준별 수업 실시 문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3. 고등학교 영어 과목 수준별 수업 실시 문제는 나에게 중요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4. 고등학교 영어 과목 수준별 수업 실시 문제와 관련 있는 경험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5. 고등학교 영어 과목 수준별 수업 실시 문제에 관해 알고 있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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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unterargument Integration Teaching and Learning 

in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Lim, Ji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counterargument integration teaching and learning in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Even though previous studies have addressed the 

issue that students can not effectively deal with the counterargument 

in argumentative writing, there has been lack of discussion about how 

to promote the use of counterargument that contributes to promoting 

acceptability of the author’s position in argumentative writ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counterargument integration and examines 

the educational effect of counterargument integration teaching and 

learning for argumentative writing.

In chapter Ⅱ, this study tried to construct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counterargument integration teaching and learning for 

argumentative writing.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counterargument integration and various factors of it. 

Counterargument integration is defined as “the use of 

counterargument and response on that counterargument which 

contributes to promoting the acceptability of the author's position in 

the argumentative writing that copes with the pros and cons of the 

argument”. In addition, various factors of counterargument integration 

are discussed based on the level of recognizing actual counterargument, 

constructing expected counterargument, and using counterargument o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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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Ⅲ, this study focused on designing the counterargument 

integration teaching and learning for argumentative writing.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how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now in South Korea by analyz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and textbooks.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argumentative 

writing data of 59 high school second grade students. The writing 

patterns were analyzed and typed, and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curriculum and textbook analysi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based on the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patterns, the counterargument integration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were designed. Firstly, as for the educational activities for 

recognizing actual counterargument, exploring argumentative texts for 

understanding the controversial essence of argumentation and filling in 

a self-checklist for recognizing argumentative writing metacognitively  

were suggested. Secondly, as for the educational activities for 

constructing expected counterargument, conducting a small group 

discussion to understand pros and cons of arguments and making a list 

of pros and cons of arguments were suggested. Thirdly, as for the 

educational activities for using counterargument on the text, using a 

direct teaching model for learning counterargument responding 

strategies and using scaffolds for constructing arguments which respond 

to the counterargument were suggested. 

In Chapter Ⅳ, this study trie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the 

counterargument integration teaching and learning for argumentative 

writing which is designed in chapter Ⅲ. For this purpose, a 

quasi-experimental study was designed, which consists of an 

experimental group, a comparative group, and a control group (25 

students for each group). As a result of one-way ANOVA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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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prior argumentative writing level, it was confirmed that each 

group had the same level. As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e 

counterargument integration education was conducted. As for the 

comparative group, the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using the 

pre-existing ‘Speaking and Writing’ textbooks. As for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educational instruction give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education, mixed research 

method was used to confirm argumentative writing level after the 

education.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n the level of argumentative writing. Based on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unterargument integration teaching 

and learning for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was effective.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selecting the average level of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in each group in order to point out 

the qualitative aspects of argumentative writing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The qualitative aspects of the argumentative writing at the 

average and superior level of argumentative writing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also examined.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research on the counterargument integration teaching and 

learning in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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