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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학 지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과학 수업

에서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의 구성 과정을 경험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

었으며, 과학적 논변 활동을 과학 수업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논변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논변 활동을 과학 수업에 도입할 때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

다. 학생들을 논변 활동에 생산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반응적

교수가 대두되었으며, 교사의 프레이밍은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초임 교사의 경우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더라도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는 과학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초임 과학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프레이밍 관점에서 분석했다. 논변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 초임 교사와 2개 학급 총 52명의 중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자극과 반응 단원에서 논변 활동을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귀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한 뒤, ‘고막이 찢어지면 들을 수 없을까’에 대한 개인의

논변을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소집단 논변을 구성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소집단 논의 중에 교사의 개입이 활발했던 소집단 중에서 소집단 구성원의

특징은 유사했으나 논변 활동의 양상이 달랐던 두 소집단을 초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교사가 수업에 논변 활동을 도입하기 전 참여했던 워크숍, 학생

들의 소집단 논의 과정과 교사 면담, 학생 면담, 학생 추가 면담은 녹화·녹음

되었다. 교사가 참여했던 워크숍, 교사 면담 전사본은 교사의 프레이밍을 분

석하기 위한 주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학생들의 소집단 논의 과정 전사본은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을 분석하기 위한 주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교사는 논변 활동에서 촉진자로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시

킨 후,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해야 한다고 프레이밍하고 있었다. 이는 반응적

교수 실행에서 일치하게 나타났다. 교사는 소집단 과학 논변 활동에서 촉진자

로서 학생 사고를 이끌어내고 탐색함으로써 학생 의견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

하도록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의로 프레이밍한 후, 서로 다른 의견의 불일

치를 부각시키며 논의를 논쟁적 논의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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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1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합의하기 위하여 논쟁적 논의에 참여

하였다. 하지만 교사의 생산적인 프레이밍이 학생들의 생산적인 실행을 보장

하지는 않았다. 교사는 소집단 2의 논의에서 성공적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

를 이끌어내고 탐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소집단 2의 구성원들은 논쟁적 논의

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의견을 합의하지 못한 채로 교실 전체 논의에 참여하

였다. 초임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추론을 정교화시

킬 때 개념을 활성화시켜주는 데에 한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현재 논변과 최종적으로 구성해야 할 논변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지 못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

다. 교사는 논변 활동을 개념 학습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여 수업에 도입하

였으며, 이로 인해 교사는 논변 활동 동안 학생들의 개념 이해와 개념 적용에

주로 집중하였고 학생들이 어떻게 논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에게 반응적인

교수를 실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반응적 교수, 인식론적 프레이밍, 위치 짓기 프레이밍, 과학적

논변 활동

학 번 : 2017-2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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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예전에는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이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증거

를 찾아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Garcia-Mila et al., 2013). 하지

만 최근에는 과학은 관찰과 실험 등의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의해 구성된다고 여겨진다. 과학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과학

교육에서의 관점도 변화시켰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Duschl

& Osborne, 2002; Duschl, Schweingruber, & Shouse, 2007; Garcia-Mila

등, 2013). 과학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은 과학

지식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Duschl & Osborne, 2002).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

적 논변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적 논변 활동은 주장을 제기하고, 정당화

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인식적 실행이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과학적 논변 활동은 과학적 설명, 모델, 예측이나 평가 등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증거와 이론을 검토하는 사회적 과정이다(Duschl &

Osborne, 2002). 학생들은 논변 활동에 참여하면서 증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구성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 증거, 추론에 대해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하면서 과학

지식 구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Berland & Reiser, 2009). 과학적 논변

활동이 학생들이 참여해야 할 핵심적인 과학 실행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 교육과정에 논변 활동을 반영시키고 있다. 미국의 차세대 과학 표준

(NGSS)에서는 8가지 과학 실행에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논변 활동을 포함시키

고 있으며(NGSS Lead States, 2013),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과 핵심역량 중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에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조정하는 능력을

강조한다(교육부, 2015).

하지만 전통적인 과학 교실에 익숙해져있는 학생들은 논변 활동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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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활동을 경험해본 바가 거의 없다(Crawford, 2005;

Jiménez-Aleixandre, Rodriguez, & Duschl, 2000). 그 결과, 논변 활동 과정에

서 학생들은 동료와의 상호작용보다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더욱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González-Howard & McNeill, 2019). 따라서 학생들

을 논변 활동에 참여하게 할 때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학생들이 인식적

실행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반응적 교수’가 대두되었다

(Hammer, Goldberg, & Fargason, 2012; Kang & Anderson, 2015; Pierson,

2008; Robertson, Scherr, & Hammer; 2015). 반응적 교수란 학생이 말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학생의 생각을 탐색하고 그를 수업의 전면에 두려고

노력하는 교사의 실행이다(Pierson, 2008). 반응적 교수는 학생들의 아이디어

를 이끌어내고, 학생 사고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응하는 방

식으로 실행된다(Kang & Anderson, 2015).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식은 학생의 사고를 본질적으로 탐색하는 것과 학생 사고를 활용

하여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거나 교사가 직접 학생 사고에 반박

하는 것으로 실행될 수 있다(Dyer & Sherin, 2016).

교사는 학생들을 인식적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인식론적 측면과 학생들의

사고를 관찰하여 과학적 사고의 생산적인 시작점들을 확인하는 것(개념적

측면)에 목표를 두고 반응적 교수를 실행한다(Hammer, Goldberg, &

Fargason, 2012). 즉, 교사의 반응적 교수는 학생들의 인식론적 측면과 개념

적 측면에서 활동의 방향을 생산적으로 수정해줄 수 있다(Lineback, 2015;

Radoff & Hammer, 2015). Radoff & Hammer(2015)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

이 수업 활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의 특정 아이디어

의 개념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응적 교수를 실행한다. 그리고

이 두 수준의 이해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교사가 어디에 주목하여 반응적 교수

를 실행하는지는 순간순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듣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교사는 학생 아이디

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좁혀가기 위하여 아이디어 명료화를 위한 질문을 제시

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의 본질을 이끌어내는 데에 더욱 주목하여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였다. 또 어떤 때에는 교사가 학생 개인의 추론을 정교화하도록

요청하다가 학생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을 부각시켜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

어에 대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측면을 전환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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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Hammer, Goldberg, & Fargason, 2012).

교사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수업을 프레이밍하여 반응적 교수를 실행한

다(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 2018; Berland & Hammer, 2012;

González-Howard & McNeill, 2019; Levin, Hammer, & Coffey, 2009). 프레

이밍이란 현재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다

(Goffman, 1974). 교사가 과학 수업을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실행이 달라진다(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 2018). 교사는 과학 수업을 학교

에서 해야 한다고 기대되어 지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시간으로 프레이밍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이 지식 주장을 구성하고 평가하도록 촉진하는 학습 환경

을 조성하는 시간으로 프레이밍할 수도 있다(Jiménez-Aleixandre,

Rodriguez, & Duschl, 2000). Hutchison & Hammer(2010)은 전자를 비생산

적인 프레이밍, 후자를 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Greeno(2009)는 프레이밍을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인식론적 프레이밍이란 개인이 지식 구성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Greeno, 2009; Redish, 2004). Levin,

Hammer, & Coffey(2009)은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추론의 본

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프레이밍한 교사와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표준적인(canonical) 과학 지식에 비추어 학생 아이디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프레이밍한 교사 중 전자가 학생들이 과학 개념

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음을 보였다.

González-Howard & McNeill(2019)은 논변활동의 목표를 개인의 지식 발달

로 프레이밍한 교사와 공동의 이해 형성으로 프레이밍한 교사의 교실에서

학생들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랐음을 보였다. 그리고 Berland &

Hammer(2012)는 한 교사가 어떤 수업에서는 사회적, 인식적 권위자로서 학

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분명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면서 교실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의(idea sharing

discussion)’로 프레이밍하고, 또 다른 수업에서는 증거를 이용하여 아이디어

를 뒷받침하고, 서로 불일치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며 교실 논의를 ‘논쟁적 논의(argumentative discussion)’로 프레이밍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치 짓기 프레이밍이란 활동 내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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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에 대한 것이다(Greeno, 2009). 이는 ‘위치 짓기(positioning)’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대화 구성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Harré & van Langenhove,

1999). 예를 들어, 지식 구성 활동에서는 참여자 중 누군가는 ‘정보 제공자

(source)’로서, 누군가는 그에 대한 ‘수용자(listener)’로서 위치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van de Sande & Greeno, 2012). 그리고 이러한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한다(이차은 & 김희백, 2016; Harré & van

Langenhove, 1999; Shim & Kim, 2018; van de Sande & Greeno, 2012). 대화

에 참여하는 개인은 맥락에 따라 자신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전환시키며,

이는 상대방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 전환을 야기한다(Shim & Kim, 2018).

반대로 개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 스스로와 상대방을 위치시킬 때,

상대방은 그러한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다른

방식으로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Harré & van

Langenhove, 1999).

교사 역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서 교사 자신과 학생을 특정하게

위치지어 행동하게 된다. 박지영 & 김희백(2018)과 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

(2018)에 따르면, 교사가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하여 IRE 패턴(Lemke, 1990)

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의 옳고 그름을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반응할 때

학생들의 인지적 추론이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중단시키고, 교사의 권위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또한 학생들에 대하여 촉진자로서 위치하는 교사는 학생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논의의 합법적인 기여자로 위치시켜

(Bossér & Lindahl, 2019)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응적 교수를 실행한다(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

2018). 즉, 교사가 활동을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있는지는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 2018; González-Howard

& McNeill, 2019; Levin, Hammer, & Coffey, 2009; Wendell, Swenson, &

Dalvi, 2019).

하지만, 여전히 교사 중심적인 교실에서 IRE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

은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기 어렵다(González-Howard & McNeill, 2019;

Lemke, 1990). 특히나 교육 경력이 많지 않은 초임교사는 아직 교사로서의

교육적 신념이나 지식 등이 부족한 상태이므로(Kagan, 1992) 복잡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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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무엇에 주목하여 반응해야 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Levin,

Hammer, & Coffey(2009)는 초임 교사 역시 학생 아이디어의 본질에 주목할

수 있음을 밝혔고, Kang & Anderson(2015)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예비교사들 중 일부는 수업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여 학생들에게 높

은 반응성을 보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Lynch(1997)는 초임교사들이 개혁적

인 과학 교육과정과 일치하게 수업을 계획할 수 있음을 보였다. 반대로

Wallace & Kang(2004)의 연구는 오히려 경력 교사가 과학 수업을 학생들에

게 표준적인 과학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프레이밍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 결과들은 초임 교사들도 과학 수업을 생산

적으로 프레이밍하여 반응적 교수를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학 수업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여 반응적 교수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업 경험이 부족한 예비교사나 초임 교사는 수업을 실행함에 있어

경력 부족에서 오는 한계를 가진다(Kang & Anderson, 2015). 특히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지식 주장에 대해 정당화를 해야 하는 논변활동은 학생들을 지식

의 구성자로서 인식적 실행에 참여시키는 맥락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생산적

인 프레이밍이 기본적으로 요구되지만(Kawasaki & Sandoval, 2019), 초임

교사의 경우에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초임 교사가 논변활동 맥락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과학 논변 활동의 맥락에서 다양한

과학 교사의 반응적 교수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지만(e.g., 박지영& 김희백,

2018; 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 2018),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

여 도입한 초임 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가 학생들의 생산적인 실행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며 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을 진정한 인식적 실행에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하기 위해서는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

는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과 그 한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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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과학 수업에 논변 활동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논변 활동 기반의

과학 수업을 정착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나 수업 경험이

많지 않지만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초임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논변활동에서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직 교사인 연구자가 소집단 과학 논변 활동을 수업에

거의 적용해보지 않은 2년차 초임 교사였을 때 도입한 과학 논변 활동 중심의

수업을 대상으로 소집단 과학 논변 활동 수업에서 드러나는 초임교사의 반응

적 교수 실행의 특징과 그 한계에 대해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논변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초임 과학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어떤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는가?

둘째, 그 실행의 한계는 무엇인가?



- 7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한 명의 초임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초임 교사가 어떠한 프레이밍을 가지고 논변 활동을 도입하며 그러

한 프레이밍이 반응적 교수 실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러한 반응적 교수

실행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논변

활동의 양상이 대조적인 두 소집단을 초점 집단으로 선정하여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한 명의 초임 과학교사를 대상으로만 반응적 교수 실행을

분석하였다.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은 교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임 과학교사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두 초점집단에 대한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을 분석하였

다.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두 소집단보다 더 많은 소집단이 존재하며, 소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소집

단의 논변 활동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소집단에 따라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맥락에 확대시켜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생산적으로 논변 활동을 프레이밍하고 있는 초임 과학교

사가 과학 논변 활동의 맥락에서 반응적 교수를 실행할 때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을 더욱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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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과학적 논변 활동

최근 들어 과학은 과학자가 개별적으로 진리에 대한 결정적인 주장을 이끌

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에 따라 과학 교육의 초점도

전환되기 시작하였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Duschl & Osborne,

2002; Duschl, Schweingruber, & Shouse, 2007; Gracia-Mila 등, 2013). 예를

들어, Duschl, Schweingruber, & Shouse(2007)는 과학 교육의 목표에 학생

들을 과학적 근거와 설명을 구성하거나 평가하는 과학적 실행과 담화에 참여

시키는 것을 포함시켰다. Driver, Newton, & Osborne(2000), Duschl &

Osborne(2002) 또한 학생들을 과학 지식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활동에 참여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 교육에서 과학적 논변 활동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과학적 논변 활동이란 동료들과 근거를 기반한 과학적 추론을 통하여 과학

지식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과학자들의 핵심 실행으로서 과학 교육

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Duschl

& Osborne, 2002). 이에 따라 국내·외의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수업에서

과학적 증거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구성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

력을 강조해왔다(NGSS Lead States, 2013; 교육부, 2015).

학생들은 논변 활동에 참여하면서 증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논변

에 대해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하면서 과학 지식 구성 과정을 경험

할 수 있게 된다(Berland & Reiser, 2009). 학생들은 논변에 참여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Jiménez-Aleixandre & Erduran, 2008). 또한,

논변의 구조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 증거와

주장을 연결하고, 상대 의견을 반박하는 등의 논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학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 된다(Clark

& Sampson, 2008; Sandoval & Millwoo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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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이밍

프레이밍(framing)이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

한 개인의 생각이다(Goffman, 1974).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 메뉴를 어떻

게 주문해야 하며, 식사를 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계산은 어떤 방식으

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어떤 식당

이냐에 따라 달라진다(Redish, 2004). Greeno(2009)는 프레이밍을 다음과 같

이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2.1 인식론적 프레이밍

Redish(2004)는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인식론적 프레이밍

(epistemological framing)’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Hammer

등(2005)은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으로 정의하

였다.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다양하게 프레이밍한다. 예를

들어, Rosenberg, Hammer, & Phelan(2006)에 따르면, 학생들이 암석 순환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는 활동을 여러 곳에서 모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합쳐서

하나의 설명을 만드는 활동으로 보았을 때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과학

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집착하며 여러 정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반면, 교사의 개입 이후 학생들은 활동에서 타당하고 인과적인

설명을 구성해야 한다고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며 자신들이 아는 것에

서부터 출발하며 암석 순환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Hutchison & Hammer(2010)는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생산적

인 프레이밍과 비생산적인 프레이밍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수

업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프레이밍할 때는 물리학 공식과 같은 지식을 교사

나 교과서에서 제시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기대한다. 이들은 현상에 대한

이해와는 상관없이 교사나 교과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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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어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활동을 ‘현상 이해하기’로 프레

이밍할 때는 지식은 어떤 곳에서든 올 수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지식을 생성하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형식적인 용어보다는 일상

생활의 언어를 사용하며 현상을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Hutchison & Hammer(2010)는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자연 현상을 이해하

는 과정에서 과학에서의 탐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필수적 과학 수업의 목표

로 여기는 관점에 따라 전자를 비생산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 후자를 생산적

인 인식론적 프레이밍이라고 보았다.

Berland & Hammer(2012)는 과학 논변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

용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분석하였다. 교사가 과학적 이해로

학생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

로 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하며, 학생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교사는 학생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을 최소화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발언

권을 주었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주로 교사에게 이야기했다. Berland & Hammer(2012)는 이러한 프레이밍을

‘아이디어 공유 논의(idea-sharing discussion)’라고 정의했다. 반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증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고 서로 다른 의견

을 합의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서로의 논변에

대답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Berland & Hammer(2012)는

이러한 프레이밍을 ‘논쟁적 논의(argumentative discussion)’로 보았다.

González-Howard & McNeill(2019)은 논변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학생들의 논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두 교사 중 Ransom은 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학습하며 그

결과 개인이 구성했던 최초의 논변을 수정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개념 이해를

발달시켜나가는 것을 논변 활동의 목표로 보았다. 반면, McDonald는 친구들

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집단 공동의 이해를 구성해나가는 것을 논변

활동의 목표로 보았다. 두 교사는 논변 활동을 수업에 도입할 때 모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지만, 상호작용의 목적을 다르게 설명하였다. 그

결과, Ransom의 교실과 McDonald의 교실에서 모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학생들 간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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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유형에서 Ransom의 교실보다 McDonald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양상을 훨씬 많이 보였다.

Wendell, Swenson, & Dalvi(2019)는 기술 교과에서 교사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교수 설계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 Ana와 Ben

은 기술공학을 설계하는 수업을 각기 상반되게 프레이밍하고 있었다. Ana는

기술공학 설계는 어떠한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집단 구성원들

이 협력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하지만 Ben은 기술공학 설계

를 통하여 학생들은 직접 손으로 무엇인가를 조작하며 과학 지식을 더욱 잘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a와 Ben은 실제 수업을 설계하는 것과 수업

실행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Ana는 학생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학생들

스스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학생들이

구성한 제품에 대해 스스로 여러 차례 검증하도록 촉진시켰다. 반면 Ben은

학생들을 한 개인으로서 활동하도록 만들었으며 과제에 대한 명확한 구조와

제한적인 재료를 제공하였다.

즉, 교사가 수업에 대해 어떤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사의 수업 설계와 실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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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치 짓기 프레이밍

Hammer 등(2005)은 상황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프레이밍에는 인식론

적 측면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 자신이 누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하는가

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의미하는 사회적 측면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Harré & van Langenhove(1999)가 제안한 ‘위치 짓기(positioning)’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Harré & van Langenhove(1999)은 ‘역할’보다 더욱 동적인

개념으로서 ‘위치 짓기(positioning)’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대화 구성

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Harré & van Langenhove, 1999). Greeno(2009)는

이를 ‘위치 짓기 프레이밍(positional framing)’으로 설명하였다.

Greeno(2009)에 따르면, 위치 짓기 프레이밍은 상호작용 내에서 자신과 상대

방을 위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즉, 특정한 상황 내에서 개인은 스스로

를 특정하게 위치 지으며, 그에 따른 상대방의 상대적인 위치가 형성된다

(Bossér & Lindahl, 2019).

Ritchie(2002)는 상호작용 내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위치시킬 수도 있지만

(reflexive positioning), 상대방에 의해 위치되어질 수도 있다(interactive

positioning)고 제안했다. 하지만 개인은 상대방에 의해 지어진 위치를 수용

할 수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Harré & van Langenhove, 1999).

Harré & van Langenhove(1999)는 이때 위치 짓기의 변화를 ‘첫 번째 차례

위치 짓기(first order positioning)’와 ‘두 번째 차례 위치 짓기(second order

positioning)’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특정 상황 내에서 자기 자신과 상대를

특정하게 위치시키며, 이는 발화로써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차례

위치 짓기이다. 상대방은 이렇게 위치 지어진 자신의 위치를 수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위치 짓기를 형성하고자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두 번째 차례 위치 짓기가 발생하게 된다(Harré & van

Langenhove, 1999).

과학 수업에서 소집단 활동 내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 역동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e.g., 이차은 & 김희백, 2016; Bossér & Lindahl, 2019;

Ritchie, 2002; Shim & Kim, 2018; van de Sande & Greeno, 2012). Shim

& Kim(2018)은 소집단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위치 짓기 프레이밍의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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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소집단 내에서 스스로 혹은 동료가 인식

적 권위자로 위치지은 학생은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거나 정답을 제공

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하며, 인식적 권위자에 대하여 자신을 수용자로

위치 지은 학생은 전달된 지식을 학습지에 채우는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하였

다. 하지만 소집단 내에서 인식적 권위자로 여겨졌던 학생이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정답에 불확실성을 드러내자 다른 학생들은 더 이상 이 학생을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시키지 않았으며, 서로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임을 밝혔다(Shim & Kim, 2018). Bossér & Lindahl(2019)는 SSI 학습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분석

하였다. 이들은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로서 위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식을

전달받는 수용자로 위치되게 할 수도 있으며, 촉진자로서 학생들의 아이디어

를 드러내며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기여자로 위치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Bossér & Lindah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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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적 교수

3.1 반응적 교수법

반응적 교수(responsive teaching)란, 교사가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써, 학생이 얘기한 것에 질문하고, 그것을 명료화하고 받아들

이고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Pierson, 2008). Kang & Anderson(2015)은

반응적 교수를 학생들의 학습을 진전시킬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교수법적 행동을 취하게 되는 실행으로 정의

하였다. Hammer, Goldberg, & Fargason(2012)와 Levin, Hammer, &

Coffey(2009)는 과학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 사고의 본질에 주목하고 반응하

는 실행을 반응적 교수로 보았다.

Robertson 등(2015)는 반응적 교수에 대한 문헌 연구에 따라 반응적 교수

에 포함되는 3가지 요소를 정리하였다. 첫째, 반응적 교수는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생 사고를 수업의

전면에 드러낸다. 둘째, 반응적 교수는 학생의 아이디어와 표준적인

(canonical) 과학 지식 사이의 갭을 알아차리고 표준적인 과학 개념 획득의

시작점으로서 학생 아이디어를 다룬다. 셋째, 반응적 교수는 학생 아이디어를

받아들여(taking up) 논의 및 실험 등의 탐구 과정에 학생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Hammer, Goldberg, & Fargason(2012)는 반응적

교수는 두 가지 교수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개념적

측면으로서,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표준적인(canonical) 개념의 시작점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것과 인식론적 측면에서 학생들을 인식적 활동에 참여

시키는 것이다(Hammer, Goldberg, & Fargason, 2012; Radoff & Hammer,

2015). 교사는 개념적으로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주의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Hammer, Goldberg, & Fargason, 2012). 즉, 교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개념적 본질을 해석하고, 학생들이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

고 접근하는가(프레이밍)를 해석하여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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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off & Hammer, 2015).

Hammer, Goldberg, & Fargason(2012)의 연구에서 교사 Sharon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에너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에 주목하여 학생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

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즉, 교사가 에너지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시작점에 주목하고,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전환시키며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였다. Radoff & Hammer(2015)는 교사가 학생들의 인

식론적 프레이밍에 반응하여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안정화시켰을

때, 학생 사고를 더욱 안정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음을 보였다.

Kang & Anderson(2015)는 반응적 교수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 정리

하였다. 반응적 교수 실행은 우선, 교사가 학생의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이

끌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로써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면적으로 드러내도록 한다. 그 후, 교사는 이때 드러난 학생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의 특정 아이디어에 주목하며 학생

아이디어를 해석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교수법적 결정을 내려 학생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된다(Kang & Anderson, 2015).

이때, 학생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학생 사고를 더 탐색하는 것과 학생 사고

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uptake)으로 이루어진다(Dyer & Sherin, 2016).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설명해보게 하거나 정당화하도록 요

청하며 학생의 사고를 탐색하고자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얘기해보게 하거나 교사가 학생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키거나 직접 학생 아이디어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학생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Dyer & Sher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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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응적 교수와 교사의 프레이밍

교사의 프레이밍은 실제 수업에서 반응적 교수를 실행할 때 드러나게 된다.

국내·외 연구들은 교사의 프레이밍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탐색

해왔다(e.g., 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 2018; Levin, Hammer, & Coffey,

2009).

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2018)은 논변 활동 기반의 과학 수업에서 교사가

논변 활동을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있는지에 따라 교사의 반응적 교수가 교실

전체 논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가 논변 활

동을 옳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프레이밍한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옳은

과학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였으며, 교사

가 논변 활동을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프레이밍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시켜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지원하였

다. 그리고 교사가 논변 활동을 학생들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내는 활동으로

프레이밍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였다.

Levin, Hammer, & Coffey(2009)는 초임 교사들의 프레이밍이 어떻게 반응

적 교수로 드러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한 초임 교사는 과학 수업

을 교사 중심의 전달식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 간에 탐색 및 논의 등의 상호작

용으로 개념 이해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프레이밍하였다. 이 교사는 실제 수업

에서도 학생들의 발화에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탐색하고, 학생들의 아이디

어를 정교화시키면서 학생들의 사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표준적

인 과학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의 답을 수정하고 교실과 학생들의 행동

을 통제하는 것을 과학 수업의 목표로 인식하는 교사는 학생 사고를 탐색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옳은 용어를 쓰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 17 -

3.3.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에 대한 선행 연구

과거에 초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초임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고에 어떻게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툴다는 인식으로 출발했다(Levin,

Hammer, & Coffey, 2009).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초임 교사들의 교수 실행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 연구들도 있어 왔다(e.g.,

Benedict-Chambers, 2016; Kagan, 1992). Kagan(1992)은 초임 교사들은 학

생과 교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수를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초임 교사

들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달시킨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Levin, Hammer, & Coffey(2009), Kang & Anderson(2015)은 예비

및 초임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험이 적은 교사들도 학생들의

사고에 반응할 수 있음을 보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Levin, Hammer, &

Coffey(2009)의 연구에서 초임 교사가 수업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을

경우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주목하여 높은 반응성을 보일 수 있음을 밝혔다.

Kang & Anderson(2015)는 예비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

들을 학생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반응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

다. 연구 결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실행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과제를 조직하거나 선택한 예비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예비 교사들

에 비하여 학생들의 사고에 주목하여 반응하였다.

이처럼 초임 과학교사들도 수업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한다면 학생들의

사고에 생산적으로 반응하여 교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ang & Anderson(2015)에 따르면 수업의 평가

과제를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한 모든 예비 교사들이 높은 반응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여기에는 교사들이 다양한 순간순간마다 프레이밍을 전환시키는

능력과 학생들의 사고를 해석하는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즉, 초임 교사들도 과학 수업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여 학생들의 사고에

반응적인 교수를 실행할 수 있지만 프레이밍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교사

의 반응적 교수 실행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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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2년차 교사였을 때 교사로서 진행하였던 소집단 과학

논변 활동 기반 수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교사는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 2학년 과학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학부 과정

에서 논변 활동에 대한 수업을 들은 바 있어 소집단 논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리고 소집단 논변 활동을 수업에 도입하기 전부터 학생 소집단

토론 수업을 선호했다. 교사는 논변 활동을 수업에 도입하기 전 겨울방학

때 사범대학의 과학교육학 연구진들과 과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논변 활동과

반응적 교수에 대한 워크숍에 1회 참여한 후 논변 활동을 도입하였다.

수업을 촬영한 H중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동기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교사는 연구 진행을 위하여 2학년 전체 학급 중 학생들끼리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다고 판단한 2개 학급 총 52명의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논변 활동을 도입하기 전에도 평소 과학 수업

때 소집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

학생들은 학급당 3~4명으로 구성된 6개 혹은 7개 소집단으로 나뉘었다.

교사는 논변 활동을 도입하기 전 소집단 별로 조장의 역할을 하고 싶은 학생

을 먼저 자발적으로 선정하였고, 조장들에게 소집단 구성원 중 한 명을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학생은 교사가 성별, 과학

학업 성취도, 수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소집단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

과 그 한계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므로,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이 활발하게

일어난 집단 중에서 교사의 반응적 교수 전후 논변 활동의 전환 양상이 대조

적인 두 소집단을 동일 학급에서 초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두 초점

집단은 모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과학 학업 성취도와 평소 수업

참여도가 낮았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수업 차시의 논변 활동 중 교사가

의도한 답을 제시한 학생이 모두 소집단 내 지위가 낮은 남학생이었다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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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었다. 두 초점 집단 학생들의 성별과 과학 학업 성취도, 수업 참여도는

<표 1>과 같다. 학생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2. 수업 과정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는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논변활동 자료

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자극과

반응 단원에 대한 총 4차시의 논변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4차시의 주제는

각각 시각, 청각, 촉각, 신경계에 대한 것이었다. 각 차시에 도입된 논변 활동

은 학생들이 과학적 데이터들을 근거로 이용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과학적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사는 자료 개발자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여 자료 개발자들이 제공한 활동지를 논변 활동에서 활용

될 과학 지식과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단계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여 수업에 도입하였다. 각 차시는 논변 활동에서 필요한 과학 지식에

대한 교사 강의, 소집단 논변 활동, 반 전체 논의로 이루어졌으며, 각 소집단

논변 활동은 개인의 주장을 세운 뒤 논의를 통하여 하나의 소집단 주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차시의 논변 수업 중 두 번째 차시에 한정하여 청각에 대한

학생들의 논변 활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논변 활동 맥락에서 교사

의 반응적 교수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으므로 총 4차시의 수업 중

소집단 학생 성별 과학 학업 성취도 수업 참여도

소집단 1

민호 남 하 낮음
소연 여 상 높음
성민 남 하 낮음
가인 여 중 높음

소집단 2

소희 여 중 높음
준호 남 중 낮음
나라 여 중 높음
성윤 남 하 높음

<표 1> 두 초점 집단 구성원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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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반응적 교수가 가장 잘 드러난 두 번째 차시의 수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번째 차시에서는 소집단

내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골고루 나왔으며 평소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생

들도 평소보다 활발히 논의에 참여하였으므로 학생들의 논변 활동에서 나타

난 교사의 반응적 교수의 실행을 분석하기 적합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특징과 한계를 함께 탐색하고자 하였으므로 교사의 반응적 교수

에 의해 논변활동 양상이 생산적으로 전환된 소집단과 그렇지 않은 소집단이

함께 나타난 두 번째 차시의 수업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

다. 이 수업은 우선 아이들에게 귀의 구조와 각 구조의 기능에 대해 학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학습을 위해 먼저 학생들이

활동지에 귀의 구조에 대한 그림에 알맞은 명칭을 찾아 쓰도록 하였다. 그리

고 소리와 귀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읽을거리로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각

성립에 대한 몇 가지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였다. 그 후, 고막이 찢어진 어떤

한 학생의 상황을 제시하고 고막이 찢어진 이 친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의견에 찬성하는지에 대하여 개인의 논변을 구성한 후, 소집단 논변 활동을

통하여 소집단 내에서 의견을 하나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교사가 논변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한 워크숍, 학생들의

소집단 논변 활동, 수업 전후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수업 이후에 소집

단 학생들과 대학의 연구진 사이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루어졌다. 워크숍과

각 차시 수업 전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연구진들의 면담을 녹화·녹

음한 뒤 이를 전사하였고, 이 자료는 교사가 논변 활동을 어떻게 프레이밍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 자료로 이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논변 활동

은 각 소집단별로 녹음기와 카메라를 배치하여 녹화·녹음한 뒤 전사하였고,

이 자료는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드러났고 학생들

의 논변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주 자료로 이용되었

다. 그리고 각 차시 직후 각 소집단 학생들이 연구진들과 진행한 면담도 녹화·

녹음하였다. 모든 차시의 수업이 끝난 후 초점 집단 학생들의 논변 활동과

면담 중에 나타난 발화의 의도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학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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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학생들의 기억 회상을 돕기 위하여 비디오클립과

자신들의 담화 전사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또한 녹음 후 전사하였다.

워크숍 담화 전사본, 수업 촬영, 교사 면담, 학생들의 수업 후 면담, 학생 추가

면담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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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 활동 수업에서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

및 그 한계를 프레이밍의 관점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워크숍, 교사 면담, 학생들의 논변 활동, 학생들과 연구진들 사이의 면담, 학생

추가 면담 전사본을 바탕으로 교사의 반응적 교수와 학생들의 논변 활동 담화

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프레이밍을 분석하며 반응적 교수 실행의 특징과 그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워크숍, 교사 면담 등의 자료에서 교사가

논변 활동을 어떻게 프레이밍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제

수업에서 드러난 교사의 반응적 교수와 프레이밍은 소집단 논의가 시작된

후 전체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어난 소집단 논의 및 교사의 개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논의 주제를 벗어나는 발화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에 과학교육 전문가가 함께 검토

하여 분석 내용을 일치시켰다.

4.1. 반응적 교수 실행의 질적 분석

반응적 교수 실행은 Kang & Anderson(2015)의 틀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Kang & Anderson(2015)에 따르면 반응적인 교사는 먼저 학생의 사고를 의

도적으로 이끌어낸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

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교사는 학생의 아이디어와 학문과의

연결을 인식하기 위하여 학생 사고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교수 실행을 교사의 발화로 드러나는 이끌어내기,

반응하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반응하기는 Dyer & Sherin(2016)

의 반응적 교수 실행 틀을 따라 학생 사고 탐색과 학생 사고 활용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Dyer & Sherin(2016)에 따르면 반응적 교수를 실행

하는 교사는 학생 사고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이끌어낸 아이디어

를 더욱 정교화하거나 추론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학생 사고를 탐색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코멘트를 주고받으며

논의하도록 요청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논의의 중심에 두도록 하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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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 아이디어에 반박하며 학생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또는 학생 아이디어

를 이용하여 논의의 초점을 전환시킬 수 있다. Dyer & Sherin(2016)은 이러한

반응적 교수 실행을 교사가 학생의 사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추가적으

로 학생들의 사고에 반응적인 발화와 그렇지 않은 발화를 구분하기 위하여

Pierson(2008)에 따라 교사가 학생 아이디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옳고 그름

을 평가하는 경우는 학생 사고 평가로 코딩하였다. 반응적 교수 실행의 코딩

틀은 <표 2>에 정리되었다.

반응적 교수 실행은 교사의 발화 의도뿐만 아니라 교사 발화 전후 학생들

발화의 맥락에 따라서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에게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그걸 알아보는 거잖아.”라고 반응한 교사의 발화는 학생

에게 정답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학생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므로

‘이끌어내기’로 코딩하였다. 학생 아이디어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어보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교사의 발화(“왜?”)는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추론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학생 사고 탐색’으로 코딩하였다. 그

리고 학생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다시 말하고, 그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

반응적 교수 실행 설명

이끌어내기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학생의

사전 지식을 최초로 이끌어 냄.

반응하기

학생 사고 탐색
학생들의 생각을 정교화하거나 추론을 설

명하도록 요구함.

학생 사고 활용

학생의 아이디어를 부각시켜 학생들이 서

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고려해보도록 하거

나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학생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논의의 초점

을 전환시킴.

학생 사고 평가

학생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교사가 즉각적

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거나

학생 질문에 대하여 정답을 제공함.

<표 2> 반응적 교수 실행 분석틀



- 24 -

을 물어보는 교사의 발화(“다른 애들도 그래?”, “성민의 말은~”)는 교사가

학생 아이디어를 논의의 전면에 두도록 시도한다는 점에서 ‘학생 사고 활용’

으로 코딩하였다. “그렇긴 하지.”와 같이 교사가 학생의 발화에 즉각적으로

옳고 그름을 평가한 발화는 ‘학생 사고 평가’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막

이 찢어지면 진동을 못한다는 학생 발화를 되풀이 하며 다시 묻는 “고막이

찢어지면 진동을 못해?”와 같은 교사의 발화는 질문의 형태를 띠며 학생에게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의도가 깔려있음과 동시에 교사

가 학생 아이디어를 재차 확인하는 형식의 질문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므로(Bills, 2000;

Oliveira, 2010; Pierson, 2008) ‘학생 사고 탐색/평가’로 코딩하였다.

4.2. 프레이밍의 질적 분석

프레이밍의 분석은 Greeno(2009)의 구분에 따라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

치 짓기 프레이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중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Berland & Hammer(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구분을 따랐다. 이들에 따르면,

논변활동의 논의에 대한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아이디어 공유 논의

(Idea-sharing Discussion)’와 ‘논쟁적 논의(Argumentative Discussion)’로

구분될 수 있다. 논의가 아이디어 공유 논의로 프레이밍 되었을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의견을 드러내도록 요구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 개인의 의견을 평가

하여 수정하기 보다는 아이디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

프레이밍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된다. 반면, 논쟁적

논의로 프레이밍 되었을 경우, 구성원들은 증거를 이용하면서 타인과 비교하

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반박하면서 서로를 설득

하고 의견을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프레이밍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보다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된다.

위치 짓기 프레이밍은 교사가 학생 아이디어를 다루는 방식의 관점에서

인식적 권위자와 촉진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사가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할 때, 교사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며 학생 아이디어의 옳고 그름을

즉각적으로 평가하며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촉진

자로 위치한 교사는 권위적으로 지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학생이 가진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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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이끌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인정해주며 학생들이 논의에 기여하도록 한

다(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 2018; Bossér & Lindahl, 2019). 그리고 교사는

이렇게 자신을 위치시킬 때, 자신의 위치에 따라 학생을 특정하게 위치시키게

된다(Bossér & Lindahl, 2019; Ritchie, 2002).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한 교사는

학생들을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을 전달받는 수용자로 위치시키며, 촉진자로

위치한 교사는 학생들을 논의의 기여자(contributor)로 위치시켜 학생 아이

디어를 이끌어내고 이를 논의에 포함시키도록 한다(Bossér & Lindahl,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인식적 권위자

와 촉진자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학생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수용자와

기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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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학생들이 귀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한 뒤 고막이 찢어지면 들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소집단 내에서 하나의 주장

으로 합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반응적 교수를 탐색하였다.

우선, 교사가 논변 활동을 어떻게 프레이밍하여 수업에 도입하였는지를 파악

한 다음, 교사의 프레이밍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두 소집단에

서의 논의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분석을 토대로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특징과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1. 학생 논변 활동에 대한 교사의 프레이밍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논변 활동을 도입하기 전부터 모둠 활동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교사는 교사의 주도로 활동지의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활동지의 답을 찾도록

수업을 진행해왔었다. 이는 논변 활동 도입 전 교사 면담에서 드러났다.

연구진 : 평소 어떤 수업을 선호하시는지?

교사 : 저는 사실 강의식 수업은 최대한 안하려고 노력하고, (…) 아이들

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모둠별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

연구진 : 그럼 애들이 과학수업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다른 수업

이랑 좀 평소에 다르게 생각하는지?

교사 : 처음에 모둠 수업할 때는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원래

예전에는 선생님이 다 답을 알려주고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선생

님이 답을 계속 안 알려주고 알려 줄 듯 말 듯하고 막 이런 거에

애들이 왜 답을 안 알려 주냐고 그런 식으로 되게 짜증을 냈었거든

요. 요새는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진 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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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 근데 모둠으로 수업하는 것 중에서도 본인이 초점을 두는 게

있잖아요? 이 모둠 수업을 통해서 애들이 생각하게 하는 게

최후의 목표이신 거죠?

교사 : 네.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

-논변 활동 도입 전 교사 면담-

즉, 교사는 논변 활동을 도입하기 전부터 과학 수업에서의 활동을 학생들끼

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었으며, 학생들도 교사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1, 4차시 논변

활동 수업 후 소집단1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 : 평소 너희 선생님 수업은 어때?

소연, 가인 : 그냥 [어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연구진 : 그래 그럼 평소에 수업하는 거를 설명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모둠 만들어서 학습지 주고

가인 : 쌤은요 학습지 같은 거를요 일단 채우긴 해야 되잖아요? 쌤이

답은 안 알려 주시고요 모둠끼리 얘기해서 쓰게 해요.

-1차시 논변 활동 수업 후 소집단 1의 면담-

[ ]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한 의미임

연구진 : 선생님은 너희한테 뭘 원하는 것 같아 과학시간에?

소연, 가인 : 많은 아이디어.

-4차시 논변 활동 수업 후 소집단 1의 면담-

그리고 교사가 논변 활동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프레이밍하고 있었음을 논

변 활동 1차시 수업에서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논변 활동 1차시 수업은 시각

단원이었는데, 오징어 눈과 사람 눈의 특징을 살펴본 후 두 눈 중 어떤 눈이

더 발달했는가에 대하여 논변을 구성하는 수업이었다. 교사는 오징어 눈과

사람 눈의 이론적 설명 후 학생들이 논변 활동을 시작하기 전 “다 썼으면

모둠원들이랑 얘기하면서 모둠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자. 유의할 점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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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정하는 게 아니야. 서로서로 의견이 다르면 반박을 하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때까지 반박을 해보자.”라고 아이들에게 활동을 안내하였다.

다시 말해, 교사는 논변 활동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뒤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Hutchison & Hammer(2010)

에 따르면 학생들이 지식 구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프레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지는 2차시 논변 활동 수업

후 교사 면담에서 잘 드러났다.

연구진 :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지난번 수업과 비교하여.

교사 : (…) 이거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말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애들한테.

연구진 : 음…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셔서요?

교사 : 내 마음속에 답이 있어서 약간 애들한테 말 꺼내기가 더 힘들었어

요. (…) 약간 내가 너무 모나? 답을 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지 좀 더

힘들었던 거 같아요.

(…)

교사 : 반대라고 처음에 주장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 얘기를 좀 더

끌어냈어야 되는데 (…) 더 얘기를 못 끌어내고 갔더니 다 찬성으

로 바뀌어있더라고요 (…) 근데 얘도 제가 잘 지원만 했으면 어떻

게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었을 거 같은데 (…)

-2차시 논변 수업 후 교사 면담-

이 면담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시켜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성찰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자신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고 확장시키는 촉진자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

들이 교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굉장히 걱정

했음이 드러났다.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식적 권위자이기 보다는 촉진자로

위치해야 한다고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교사는 학생 질문에 바로 답하는 것과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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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논변

활동 도입 전 워크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 : 거기 수업 담화본을 보시면 '쌤, 쌤. 오징어 눈이에요. 망막에

맹점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뒤에도 볼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걸 보시고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

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인가 생각해서 써 보시고,

(…)

교사 : (…) 맹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주는 의미로

2가지 생각해봤는데 맹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물어보는 것,

(…) 아니면 사람은 맹점 때문에 뒤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생각했어요. 맹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논변 활동 도입 전 워크숍-

이 워크숍에서 교사는 오징어 눈에는 맹점이 없으니 뒤도 볼 수 있냐는

학생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실제 수업에서의 두 교사의

반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담화본에서 교사는 교사가 학생 질문에 바로

답을 주는 것 보다는 학생에게 다시 질문하여 관련된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논변 수업 종료

후 교사 면담에서도 교사가 개념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진 : 저희가 여기 투입을 나오고 나서 수업을 하는데 가장 목적, 어떤

거를 중점으로 두고 하는지?

교사 :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기 머릿속에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주목적이

었어요.

연구진 : 그럼 논변의 구조 이런 거는 중점을 둔 거는 전혀…

교사 : 네 저는 그거는 약간 가르치는 내용 측면이라기보다는 가르치는

방법. 그냥 하나의 수업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애들이 생각하게 하고 좀 그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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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 수업 종료 후 교사 면담-

이 면담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논변 활동을 통해 내용 즉, 개념을 더 잘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변 활동을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 주된 목적

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논변 활동을 학생들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업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정리하면, 교사는 평소 수업에서도 학생에게 답을 제공하기 보다는 학생끼

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해왔다. 논변 활동도 역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한 후,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해나가는 논쟁적 논의

로서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는 인식적 권위자보다는 학생들에게 질문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

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해줄 수 있는 촉진자여야 한다고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었다. 그리고 논변 활동을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

목적은 학생들끼리 상호작용하며 개념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함이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2. 학생들의 논의가 교사의 프레이밍에 부합되는 방

향으로 전환된 소집단1의 사례

행 발화자 발화
반응적

교수 코딩

15 성민 고막 없어도 소리 들을 수 없어요?

16 교사 그걸 알아보는 거잖아. 이끌어내기

17 가인 전 들을 수 없어요.

18 교사 왜?
학생 사고

탐색

19 가인

소리의 본질은 진동인데, 고막이 진동을 전달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막이 찢어지

면 진동을 못해서 소리를 전달 못해서 못 들어

요.

<표 3> 소집단 1의 논의에 대한 교사의 첫 번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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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논의가 시작된 초반에 성민은 교사에게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15행). 이는 성민이 교사를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 짓고, 교사에

20 교사 고막이 찢어지면 진동을 못해?
학생 사고

탐색/평가

21 성민 아니요.

22 교사 아니야?
학생 사고

탐색/평가

23 가인 그렇지 않아요?

24 교사 성민은 아니라는데?
학생 사고

활용

25 소연 왜 아니라고 생각해?

26 교사 찢어지면 진동을 못할까요?
학생 사고

탐색/평가

27 성민 아니요.

28 가인 그럼 어떻게 전(달)해?

29 소연 진동을 못합니다.

...

32 가인
이유는..(머뭇거리며) 진동 써져 있는 게 얘

(고막) 밖에 없어요.

33 교사 진동할 수 있는 기관 3가지 찾았잖아. 이끌어내기

34 가인
어디요? 이거요? 귓속뼈, 달팽이관… 아니, 쌤

중간에 끊겼으니까 뒤에서 못 듣잖아요.

35 교사

그러니까 니 말은 여기가 찢어졌으니까 여기

서 끊길 것이다, 진동 전달되는 게. 다른 애들

도 그래?

학생 사고

활용

36 가인 아니요, 저만 그래요.

...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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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자신을 수용자로 위치 지은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교사는 의도적으로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하지 않고, 촉진자로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

고자 하였다(16행). 교사의 이러한 의도적인 위치 짓기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위치(second order positioning)를 형성시켜줄 수 있다(Harré & van

Langenhove, 1999).

교사의 의도적인 이끌어내기 반응 이후 가인은 교사에게 들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였고(17행), 교사는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18

행). 교사는 가인의 아이디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를

평가하면서 학생이 아이디어를 수정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교사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의로 프레이

밍한 것이다. 이에 가인은 고막이 찢어지면 진동을 하지 못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켰다(19행).

교사는 고막이 찢어지면 진동을 못한다는 가인의 추론에 주목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다시 말하며 질문하였다(20행). 이는 고막이 찢어지면 진동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물어보는 의도가 담긴 발화였지만, 이후 가인은 교사

에게 의존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답하며 자신감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

다(23행). 이는 교사를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시키고 있던 학생들에게 교사의

확인하는 듯한 질문이 틀렸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Bills, 2000; Oliveira, 2010; Pierson, 2008).

또한, 교사의 질문에 성민은 자신의 의견은 가인과 반대라는 것을 정당화하

는 과정 없이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다(21, 27행). 이는 교사가 가인의 아이디

어를 다시 말하며 묻는 발화를 통하여 성민 역시 가인의 아이디어가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정당화하는 과정 없이 표현한 것이

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성민이 자신의 의견을 제한적으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논의 초반에 교사에게 정답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후 논의에서 성민은 가인, 소연과 반대되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며 아이디어를 점점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

지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성민의 이러한 모습은 수용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논의의 기여자로서 전환시켜나가는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이후 가인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성민의 모습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사전 지식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32행). 교사는 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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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암시하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촉진자로서 위치하여 사고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을 이끌어냈다(33, 34행). 그리고 가인의 아이디

어를 정리해서 다시 말하며 다른 학생들이 이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며

첫 번째 개입을 마쳤다(35행). 교사의 이러한 반응적 교수는 교사의 지속적인

평가로 인해 가인이 아이디어를 포기하여 논의가 비생산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학생 사고를 확장시키고 가인의 아이디어를 논의의 전면에

내세우는 데에 기여하였다.

정리하면, 교사의 첫 번째 개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촉진자

로서 위치하여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의로 프레이밍하며 학생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탐색했다. 하지만 학생 사고를 탐색하려던 교사의 질문은 특정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평가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교사는 지속적으

로 촉진자로 위치하여 학생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학생의 사고를 확장시켰으

며 학생 아이디어를 논의의 중심에 놓았다. 이는 서로 반대되는 두 주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교사가 첫 번째 개입을 마치고 난

후, 학생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43. 가인 : 한 사람의 의견을 돌아가면서 말하자.

44. 민호 : 난 찬성. 소리가 진동이니까 고막이 없으면 못해.

45. 가인 : 진동을 전달하는 기관이 어디야?

46. 민호 : 고막.

47. 가인 : 넌 맞자. 방금 쌤이 와서 얘기해줬잖아.

48. 가인 : 여기 있잖아. 귓속뼈, 달팽이관.

49. 성민 : 소리 입으로 들을 수 있잖아.

50. 가인 : 소리를 입으로 들을 수 있다고?

51. 소연 : 그럼 세상에 청각 장애인이 없겠네.

52. 성민 : 진짜 입으로 듣는데..

53. 가인 : 얘들아 싸우고 싶어? 소연아 너 의견 말해줘

54. 소연 : 난 찬성이야. 고막이 찢어지면 진동이 고막으로 이어지지 않고

뒤로 전달 안 돼.

55. 가인 : 그럼 우리 찬성이네.



- 34 -

56. 성민 : 난 반대. 고막 말고 다른 걸로 들을 수 있어.

57. 가인 : 확정한거야?

58. 성민 : 들을 수 있어. 진짜로

-교사의 첫 번째 개입 이후 소집단 1 논의-

교사의 첫 번째 개입 이후 소집단1은 가인의 주도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논의에서 가인과 소연은 고막이 찢어지면 진동이 고막으로 이어

지지 못한다는 아이디어를 유지했다. 성민 역시 고막이 찢어져도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지만, 고막 말고 입과 같은 다른 걸로도 들을 수 있다

는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연과 가인은 성민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51, 53행). 이에 성민은 자신의 주장을 계속 굽

히지 않았다(56, 58행). 즉, 성민은 기여자로서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논의에서는 가인의 주도로 구성원들의 논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가인은 서로 다른 의견을 확인한 뒤 교사에게 두 의견 중 어떤 것으로 결정해

야 하는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표 4, 59, 67행). 가인은 서로 다른 의견

을 확인하였지만, 합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 의견으로 결정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교사에 의해 더욱 타당한 의견이 선택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로써

가인이 여전히 교사를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시키고 있으며, 논변 활동을 의견

을 합의시키는 과정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인의 도움 요청에 대하여 교사는 활동의 방향을 지시하기 보다는 촉진자

로서 소수의 의견을 탐색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60, 62, 65행). 이 과정에서

가인은 교사가 첫 번째 개입 때 이끌어냈던 귀에서 진동하는 기관을 언급하며

성민의 아이디어를 정교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64행). 교사의 이러한 학생

사고 탐색은 학생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보다는 명료화시키기 위하려 노력하

는 아이디어 공유 논의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 결과, 성민의 아이디어는 ‘고막

이 찢어져도 그 뒤 귓속뼈와 달팽이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귓속뼈,

달팽이관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더욱 정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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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발화자 발화
반응적

교수 코딩

59 가인
쌤 이거 써야 되는데 셋 의견은 찬성인데, 얜 반

대거든요.

60 교사 성민은 왜 반댄데?
학생 사고

탐색

61 성민 다른 걸로 들을 수 있어서.

62 교사 다른 게 뭔데?
학생 사고

탐색

63 성민 여기 전부 다요. 고막 빼고 전부다요

64 가인 귓속뼈나 달팽이관.

65 교사
귓속뼈나 그런 걸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

가 뭔데?

학생 사고

탐색

66 성민 여기 전부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67 가인 그래서 얘 의견도 무시하지 못하는데, 뭐 써요?

68 성민 아니 그러니까 너네가 날 설득해보라고.
...

76 교사

결국 성민의 말은 고막이 찢어져도 다른 걸로

진동을 느낄 수 있어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니

야?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학생 사고

활용

77 소연 달팽이관 가려면 고막을 지나가야되잖아요

78 가인
그니까.. 근데 고막이 찢어졌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

87 교사

가인은 고막이 찢어지면 안쪽에 전달이 안 된다

는 거잖아. 성민은 얘가 없어져도 얘(귓속뼈)가

얘(달팽이관)가 진동을 느낀다는 거잖아.

학생 사고

활용

...

90 가인
전달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골목이 막힌 거 아니

에요?

91 교사
근데 성민의 말은 얘가 없어도 일로 간대. 갈 수

있긴 갈 수 있대.

학생 사고

활용

<표 4> 소집단 1의 논의에 대한 교사의 두 번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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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후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는 가인의 도움 요청에

성민이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68행). 이는 성민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는 설득을 통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 즉 논쟁적 논의로 활동을 프레이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가인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만, 교사는 가인의 의견을 평가하기 보다는 촉진자로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다시 말하며 아이디어의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학생들

이 서로의 아이디어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였다(76, 87, 91행). 이러한 반응적

교수는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하거나 반박하도록

촉진한다(박지영과김희백, 2018). 이는 학생들의 논의를 논쟁적 논의로 나아

가도록 하려는 노력이다. 즉, 교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명료화시키기 위하

여 아이디어 공유 논의로 논의를 프레이밍한 이후, 학생 아이디어들의 불일치

를 부각시켜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논쟁적 논의로 전환시키고자 하였

다. 교사의 두 번째 개입 이후 소집단 1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아이디어에

주목하여 의견을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6. 가인 : 설득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말하는데 어떻게 설득해.

97. 소연 : 그 주장에 반박하는 거지.

98. 가인 : 진동을 이어서 보내는 건데 여기가 끊기면 못 가는 거 아니야?

99. 성민 : 공기로 가잖아.

100. 소연 : 아 진동이 공기로 가? 그럼 저 쪽에 있는 휴대폰 진동이 여기

까지 들리겠네.

101. 민호 : 들리더라. 조용히 하면.

102. 가인 : 진짜로 들려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103. 소연 : 너네 집 진동이 공기를 타고 지금 들려?

104. 성민 : 아니, 가까이 있어야지. 밀폐된 곳에 있잖아.

(…)

-교사의 두 번째 개입 이후 소집단 1 논의-

교사의 두 번째 개입 이후, 가인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했

고(96행), 이에 소연은 상대 주장에 반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97행). 여기

서 소연 역시 활동을 나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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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는 활동(논쟁적 논의)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의

중 성민은 ‘공기’라는 매질의 개념을 가져와 진동은 공기(매질)를 통해 전달된

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99행). 이 아이디어는 청각의 성립이 마치 통로를

통해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소리도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이다. 성민의 이러한 아이디어로 인하여

민호와 가인은 성민의 아이디어에 동의하기 시작했으며(101, 102행), 소연은

귀 속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 성민을 다시 반박하지만(103행), 성민은

이에 대하여 소연이 제시한 상황은 귀 속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다시 반박하였다(104행). 이는 논쟁적 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결국 소

집단1은 성민의 아이디어로 합의하여 소집단의 논변을 구성하였으며, 소집단

1이 구성한 논변은 전체 논의에서 가인의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인 : 진동은 공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고막이 찢어져도 그 뒤에

두개나 진동을 전달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고막이 찢어져도 소

리를 들을 수 있어요.

-2차시 전체 논의에서의 소집단 1의 최종 논변-

3. 학생들의 논의가 교사의 프레이밍에 부합되지 않

은 소집단2의 사례

소집단 2의 논의 과정 중에 교사는 소집단 1에서와 마찬가지로 총 2번의

개입을 하였다. 하지만 소집단1과는 다르게 소집단2에서는 교사의 두 번째

개입 이후 소집단 내에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합의된 하나의

논변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 소집단은 논의 초반부터 성윤이 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드러냈다(1행).

이에 교사는 성윤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반응하였다(2, 4, 8,

13, 15행).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명료화시키며 학생들이 아이디

어를 제시하도록 촉진하는 아이디어 공유 논의의 모습이다. 하지만 성윤은

교사의 탐색에 근거를 추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5-7행). 그 이후로도 교사의 지속적인 탐색에 성윤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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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불충분함을 느끼고 교사에게 정답을 요구한다(14행). 여기서 성

윤은 교사를 인식적 권위자, 자신을 수용자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성윤이 아이디어를 확장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

고 교사에게 정답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성윤의 아이디어를 명료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였다.

행 발화자 발화
반응적

교수 코딩
1 성윤 들을 수 있어요.

2 교사 왜왜?
학생 사고

탐색
3 성윤 작게 들리겠죠. 대신.

4 교사 왜 작게 들려?
학생 사고

탐색
5 성윤 고막은 소리를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6 교사 응.
학생 사고

평가
7 성윤 고막이 없어도 소리가 들려요.

8 교사 (웃음) 그니까 왜 들리냐고.
학생 사고

탐색
...

13 교사
빨리 써 봐. 성윤아 너는 들을 수 있다며, 그럼

반대잖아. 니 생각을 정리해봐.

학생 사고

탐색

14 성윤
그럼 선생님의 생각은 어때요? 쌤 주장도 알려

주세요.

15 교사

니 주장을 들어보고, 내 주장을 다시 생각해볼

게. 일단 넌 들을 수 있다며? 왜 들을 수 있을

까?

학생 사고

탐색

16 성윤
진동이잖아요. 고막이 없어도 귀 살이 진동을

하니까.

17 교사 귀 살이?
학생 사고

탐색/평가
18 성윤 네

<표 5> 소집단 2의 논의에 대한 교사의 첫 번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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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의 정답 요청에 교사는 다시 성윤의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것으로 반응

하였고(15행), 성윤은 귀 살이 진동하므로 들을 수 있다는 과학적이지 않은

추론을 추가로 제시하였고(16행), 교사는 ‘귀 살’이라는 과학적이지 않은 용어

를 되풀이하며 의문을 제시하였다(17행). 이는 학생들에게 해당 아이디어가

타당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Bills, 2000; Oliveira, 2010). 그리고 교

사는 소희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볼 것을 요구하였고,

소희는 고막이 없으면 진동이 안 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교사는 이에

주목하지 않고 소집단을 떠났다(22행).

정리하면, 교사는 소집단 1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집단 논의 초반에 촉진자

로서 성윤의 아이디어를 명료화시키려고 노력하며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

의로 이끌었지만, 성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성윤의 아이디

어를 명료화시키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이는 성윤이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

의 불충분함을 느끼고 성윤이 교사를 인식적 권위자로, 자신을 수용자로 위치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는 새로운 논의의 초점을 직접 제시하며 개입을

마무리하지만, 소집단 1과 다르게 추론을 정교화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논의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교사가 첫 번째 소집단 개입을 마친 뒤, 소집단 2의 구성원들은 소집단1과

유사하게 나라의 주도로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

되었다.

24. 성윤 : 난 그냥 찬성할래. 왜냐하면…

19 소희 고막이 진동을 해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20 교사 그렇긴 하지.
학생 사고

평가

21 소희
소리에 의해 진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

는 거 아니에요?

22 교사
근데 고막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될지 한 번 생각

해봐.
이끌어내기

23 소희 진동이 안 되니까.

<표 5> 계속



- 40 -

25. 소희 : 나라야 넌?

26. 나라 : 찬성.

27. 소희 : 왜?

28. 나라 : 고막은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이,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때려서

소리가 전달되는 건데, 고막이 찢어지면 공기의 진동은 고막을

못 때려. 이제 소희껄 말해줘.

29. 소희 : 찬성.

30. 나라 : 왜? 이유.

31. 소희 : 고막에서 진동이 전달되잖아. 아닌데? 뭐지 이게.. 너랑 비슷한

의견인데..

32. 나라 : 그래도 써.

33. 소희 : 진동이 생기지 않잖아. 고막에 문제가 생기면.

(…)

39. 소희 : (준호에게) 너는?

40. 나라 : 얘 반대래.

41. 준호 : 나 원래 반대였지만 찬성하려고 했는데…

42. 나라 : (준호 학습지 보며 읽음) 고막은 진동을 전달하여 더 잘 들리게

하는 것이므로 조금이나마 들릴 것이다. 조금이라도 들릴 거라

고. 다가 아니라.

43. 나라 : 성윤 너도 이제 너꺼 발표해.

(성윤 계속 딴 짓)

44. 나라 : (말을 하지 않자 자신의 학습지를 주며) 여기에 니 꺼 써.

45. 성윤 : 소희 의견 뭐야

46. 소희 : 나? 찬성

47. 성윤 : 왜?

48. 소희 : 소리에 의하여 진동하여 진동이 전달되는데 고막에 문제가

생기면 진동이 생기지 않아서.

49. 나라 : 이제 니꺼 발표해 니가. (성윤에게)

50. 소희 : 얘 그냥이래 그냥.

51. 나라 : 나는..

-교사의 첫 번째 개입 이후 소집단 2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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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첫 번째 소집단 개입을 마친 뒤, 성윤은 어떠한 추론 과정도 드러내

지 않고 주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24, 50행). 이후 성윤은 논의에 참여하

지 않고 그저 다른 학생의 아이디어를 학습지에 받아 적는 것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45, 47행). 이는 교사의 첫 번째 개입 때 전환된 수용자로서의

위치 짓기 프레이밍이 유지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나라와 소희는

서로 주장과 근거를 요청하고 주고받으며 서로의 아이디어가 동일함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나라는 준호가 반대(고막이 찢어져도 들린다)에서 찬성으로

바꾸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에 써야하는 것을 강조하며 초기

의견을 유지할 것을 강요했다(40, 42행). 나라 주도로 소집단 2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학습지에 작성할 뿐,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주목하여 합의

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나 이 소집단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 나라는 지속적으로 학습지에 쓰는 것을 강조했다(32, 44행). 이후

교사는 다른 소집단에서의 개입을 마치고 다시 소집단 2로 돌아와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교사는 소수의 의견을 이끌어내며 소집단 2에 대한 두 번째 개입을 시작했

다(표 6, 52, 55행). 이에 준호가 자신의 의견이 바뀌었음을 얘기하자(57행),

교사는 준호의 학습지를 보며 준호의 아이디어를 명료화하고자 하였다(60

행). 이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준호의 아이디어를 유지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행 발화자 발화
반응적

교수 코딩

52 교사 너희는 어때? 이끌어내기

53 나라 지금 하고 있어요.

54 소희 저희 반대 한 명 있어요.

55 교사 반대 한 명이 누구야? 이끌어내기

56
소희,

나라
얘(준호)요.

57 준호
원래 반대였는데 저 찬성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그냥 반대하래요.

58 나라 일단 니가 쓴 걸 쓴 거잖아.

<표 6> 소집단 2의 논의에 대한 교사의 두 번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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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준호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였으나 준호는 자신의 인지

적 한계를 인지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교화시키는 것을 포기하였다(89

행). 교사는 준호에게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떠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준호의 추론을 정교화시키려고 노력할 뿐이

었다. 교사는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의로 프레이밍하여 학생의 의견을 명료

59 소희 니가 반대한다며

60 교사

일단 얘길 해봐. 니 생각을 얘기해봐.

(준호의 학습지를 보며) 고막은 진동을 전달하

여 더 잘 들리게 하는 것이므로 조금이나마

들릴 것이다.

아, 고막이 있으니까 더 잘 들리게 되는 건데

고막이 없으면 잘은 안 들리겠지만 들리긴 들

린다?

그럼 왜 들리긴 들릴까? 그걸 얘기해야지 얘네

들이 설득되지 않겠니?

학생 사고

탐색

...

81 준호 그래도 조금은 들릴 것 같은데..

82 교사 왜? 왜?
학생 사고

탐색

83 준호 소리의 본질은 진동이니까요.

84 교사 소리의 본질은 진동이니까. 왜왜? 더 얘기해봐.
학생 사고

탐색

85 성윤 쌤 의견은 어때요?

86 교사
소리의 본질은 진동이니까 왜 들을 수 있을까

고막이 없어도.

학생 사고

탐색

87 성윤 선생님의 의견은 뭐에요?

88 교사 준호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나는?
학생 사고

탐색

89 준호 살려줘요.

90 교사 왜, 왜, (웃음) 준호야, 네 생각을 좀 더…
학생 사고

탐색

<표 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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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고, 그 후 논쟁적 논의로 논의를

프레이밍하려는 시도는 아예 하지 못했다. 소집단 2에서는 교사의 두 번째

개입 이후 소집단 내에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견을 하나로

합의하지 못한 채 교실 전체 논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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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1. 학생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특징

Levin, Hammer, & Coffey(2009)는 초임 교사들은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반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들에 반하여, 초임

교사들도 과학 수업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탐색과 논의를 통하여 개념 이해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프레이

밍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반응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본 연구에서도 논변 활동에 대한 초임 교사의

생산적인 프레이밍이 반응적 교수 실행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임 교사는 논변 활동에서 학생들에 대하여 촉진자로서

위치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드러내도록 해야 하며 서

로의 아이디어를 합의시키는 논쟁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프레이

밍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개념을 설명해주기

보다는 학생들이 논변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논변 활동을 도입하였다. 교사는 이와 일치하

게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명료하게 이끌어내기 위하여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의로 프레이밍한 후, 학생들의 아이디어의 불일치를 부각시

키며 논의를 논쟁적 논의로 전환시키려는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였다. 교사의

프레이밍이 실제 수업에서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으로 드러난다는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프레이밍이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González‐Howard

& McNeill(2019)와 Wendell, Swenson, & Dalvi(2019), 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2018)의 선행 연구와도 부합한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본 초임교사

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의로 프레이밍하며 학생들의 아이디

어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를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시키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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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도 일관되게 촉진자로서 위치하여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였다. 이끌어

내기의 반응적 교수 실행은 학생이 교사에게 정답을 요구했을 경우나 사전

지식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관점에서의 생각을 유도하는 경우

에 나타났다. 학생의 정답 요구에 이끌어내기로 반응한 것은 학생이 자신을

새롭게 위치시켜 자신의 아이디어를 드러냄으로써 논의에 기여하도록 촉진

한다(Bossér & Lindahl, 2019; Harré & van Langenhove, 1999; Kang &

Anderson, 2015). 학생이 추론에 한계를 보일 때 사전 지식을 이끌어낸 것은

해당 지식이 학생의 아이디어 확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낸 후,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명확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며 학생 아이디어를 탐색해나갔다. 교사가

촉진자로서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삼가고 이들의 아이디어를 탐

색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교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더욱 정교화시키도록 촉진한다

(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 2018; Berland & Hammer, 2012).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집단 1에서 교사의 이러한 반응적 교수는 논의에서 학생

아이디어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의

로 프레이밍하며 학생들을 논의의 기여자로 위치시켰다. 하지만 소집단 2의

사례에서는 교사가 촉진자로 위치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탐색하더라도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학생 사고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이 수용자로 위치하도록 하여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보였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탐색한 후, 서로 다른 아이

디어를 인식하고 두 아이디어의 불일치를 부각시키며 논의를 논쟁적 논의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교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드러내기 보다는 학생의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다시 말하는 방식으로 학생 사고를 활용하며 아이디어

들의 불일치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반응적 교수 실행은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

디어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박지영

& 김희백, 2018; Hammer, Goldberg, & Fargason, 2012). 본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하게 소집단1에서 교사가 학생 사고를 활용하여 불일치를 부각시킨 이후

에 학생들은 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반

박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이어갔다. 다시 말해, 교사는 활동의 프레이밍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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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 공유 논의에서 논쟁적 논의로 전환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반대로 교사가 학생들의 아이디어 간의 불일치를 부각시키는 발화가 거의

없었던 소집단2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2. 학생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한계

하희수 & 김희백(2017), 하희수, 이영미, & 김희백(2018)의 연구에서는 교

사의 생산적인 프레이밍이 학생들의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이끄는 사례들

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는

초임 교사가 학생들의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였지만,

초임 교사의 생산적인 프레이밍이 학생들의 생산적인 실행을 보장하지는 않

았다.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한계를 살펴보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가 생산적인 프레이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생의 개념 부족에

제한적으로 반응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생산적인 실행 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개념 부족에 반응하여 선 개념을 이끌어오기

위한 교사의 발화는 소집단1에서의 1개의 발화뿐이었다. 소집단 1의 경우에

교사의 첫 번째 개입에서 학생은 청각의 성립 경로 중 진동을 전달하는 기관

이 고막뿐이라며 청각 성립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드러

냈고 교사는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선행 개념을 이끌어내는 반응적 교수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후에 학생들은 논변을 확장시키는 데에 이를 활용하였다.

반면, 소집단 2의 경우에는 교사의 첫 번째 개입에서 학생들이 청각의 성립

경로 중 고막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키

기 위하여 개념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질문하며 생각하기만을 강요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공기의 진동, 고막 외의 진동 전달기관 등을 연결 지어 생각해보게 하는 등의

개념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즉, 청각의 성립 경로에서 고막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집단1에서는 교사의 적절한 개념적 지원으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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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이 발달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집단2에서는 개념적 지원이 없었다. 그

리고 이러한 개념적 기반의 부족은 논변 활동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Grooms, Sampson, & Enderle, 2018), 본 연구 결과

에서도 소집단2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논변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

지 않았다.

교사의 이러한 실행은 교사의 교수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과 관련된다. PCK는 교사의 전문적 수업 실행과 깊은 관련

을 지니는 개념으로, 이 중에서 학생에 대한 지식은 학생이 학습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 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Monte-Sano & Budano, 2013; 노태희 등, 2011; Park &

Oliver, 2008). 본 연구에 참여한 초임교사는 학생이 논변 구성을 위하여 어떤

개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PCK 중에서도 학생에 대한 이해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임교사는 학생들의 논변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개념 부족에 제한적

으로 반응하여 학생들이 현재 구성한 논변과 최종적으로 구성해야 할 논변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지 못했다.

Monte-Sano & Budano(2013)에 따르면, 초임 교사들은 PCK 중에서도 학

생에 대한 이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학생의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과의

관련성을 알아차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많은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Monte-Sano & Budano; 2013). 노태희 등(2011)의 연구에서도 초임 과학교

사들이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데에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에 제한적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역시

Monte-Sano & Budano(2013)와 노태희 등(2011)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질문

을 사용하지만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질문을 제한적으로 사용

하였다. Pierson(2008)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념적 질문을 던지거나

학생들이 잘못 활용하고 있는 개념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모순을 알아차리게

끔 연속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교사는 주로 반복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물어

보는 목적으로 질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생 추론에서 타당하지 않은 부분

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은 학생에게 추론에 잘못 활용한 개념을



- 48 -

수정하도록 하기 보다는 교사를 인식적 권위자로 위치시킨 학생들에게 자신

의 의견이 틀렸다는 평가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논변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참여하고 있는가, 즉 인식론

적 프레이밍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다. 소집단1에서는 논변 활동을 논쟁적

논의로 프레이밍하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던 두 학생이 상대를 반박하며

서로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자신들의 프레이밍을 소집

단 내에서 공유하였다. 하지만 소집단2에서는 논의를 주도한 학생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학습지에 작성하는 것을 강조했고, 다른 구성원들은 이에 따랐

다. 교사는 소집단2의 이러한 프레이밍에 주목하지 않았다. Hammer,

Goldberg, & Fargason(2012)는 교사가 반응적인 교수를 실행할 때, 개념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측면에도 반응하여 학생들을 인식적 실행으로 이

끌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Radoff & Hammer(2015)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

들의 안정적인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형성된 후에 성공적으로 학생들의 개념

적 측면에 반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2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교사의 프레이밍과 부합되지 않았음에도 교사는 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논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교사가 수업에 논변 활동을 도입하는 목적을 학생들을 논변

활동이라는 인식적 실행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교사가 개념 이해와 적용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탐색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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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국내·외 과학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근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주장을

펼치는 인식적 실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과학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 의존적이며,

논변 활동에 생산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이 논변 활동에 참여

하도록 개념적·인식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식 중 하나로 반응적 교수가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는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특징과 그 한계에 대하여 프레이밍 관점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임 교사는 논변 활동에서 학생 사고를 이끌어내고 확장

시키는 촉진자로서 위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집단 내에서 의견

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겼다. 교사의 이러

한 프레이밍은 반응적 교수 실행에서 일치하게 드러났다. 교사는 먼저 논의를

아이디어 공유 논의로 프레이밍하여 학생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명료화시

킨 후, 논의를 논쟁적 논의로 프레이밍하여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부각시키

며 학생들이 아이디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여 반응적 교수를 실행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초임 교사의 생산적인 프레이밍은 학생들

의 생산적인 실행을 보장하지 않았다. 초임 교사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련

된 PCK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개념 부족에 제한적으로 반응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정

교화 시키고 확장시키는 데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또한, 교사는 학

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에 주목하여 이를 생산적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지원하는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교사가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의 프레이

밍은 학생들의 논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반응적 교수 실행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교사가 과학 수업에서 논변 활동을 도입하기 전에 논변 활동을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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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촉진자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

디어를 명확히 드러내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할

때 학생들은 생산적인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교사가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PCK를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교사의 생산적인 프레이밍이 학생들의 논의를 생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이는 교사의 PCK 중에서도 학습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으로, 학생이 수업 중에 드러내는 개념 부족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할지

를 결정하는 데에 미흡했기 때문이며, 초임 교사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자기 수업에 대한 성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PCK를 지속적으로 발달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논변 활동을 학생들을 인식적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 수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논변 활동을 수업에 도입

하는 목적은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논변 활동을

개념 학습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본다면 학생들이 논변 활동에서 개념을 어떻

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을 논변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개념 학습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학생들이 과학 지식

구성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목적에 두고 교사는 학생

들이 논변 활동 과정에서 진정한 과학적 실행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반응적 교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논변 활동을 수업에 적용해본 적이 없는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 및 한계를 탐색한 것으로, 2년차 교사 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든 교사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논변 활동을 도입하는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이 학생들의 논변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촉진시키며, 교사가 반응적 교수를 실행할 때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

움을 겪는지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교사의 반응적 교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추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사례를 추가 분석하여 교사들이 학생의 개념 및 인식론적 측면에 반응적인

교수를 실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를 교사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짧은 순간에 학생 발화에 대한 즉각적인

교사의 반응이 학생들의 논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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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학생들이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프레이밍하도록 지원하는 맥락

을 탐색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반응

적인 교수를 실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을 논변 활동에 생산적으로

참여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김봉준, 김희백(2019). 소집단 과학 논변 활동에서 초임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의 특징과 한계 탐색: 프레이밍을 중심으로의 제목으로 한국과학교육학

회지 39권 6호에 게재된 논문을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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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차시 활동지>

J 귀의 구조와 기능 (교과서 374~375쪽)
 그림은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글은 소리 인식과 관련한 과학적 사실들을 나열한 
것이다. 빈 칸을 채우고, 아래 질문에 답하여 보자.

뼈 뼈

뼈

1. 귀의 구조 중에서 소리를 듣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 기관은 무엇인가?

2. 귀에서는 진동을 소리로 인식한다. ( O, X )

3. 자극이 진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최종 장소는 어디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막이 찢어지면? 2학년 (  )반 (   )번 
이름 (            )

학습
목표

1. 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2. 고막이 찢어지면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에 대해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다.

<소리 인식과 관련한 과학적 사실들>
① 소리의 본질은 ‘진동’이다. 즉, 소리는 공기가 진동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② 마치 북을 치듯 공기의 진동은 고막을 때리고, 이로 인해 고막은 진동한다. 
③ 고막의 진동은 귓속뼈에 의해 더 커진다. 
④ 청각세포가 있는 달팽이관에서는 진동을 받아들인다.
⑤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서 진동이 다른 신호로 바뀌어 청각신경을 통하여 대뇌로 

전달된다. 
⑥ 귀인두관은 목구멍과 연결되어 있어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조절하여 고막이 

파열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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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활동지 계속>

J 고막이 찢어지면?
수영장에 갔다 온 보검이는 귀에 물이 들어간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면봉으로 
귀를 닦던 도중 고막이 찢어졌다. 보검이가 다음 날 학교에 오지 못하자, 이 
소식을 들은 유정이는 보검이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유정이는 
보검이가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거를 
들어 

주장하기

 저는 유정이의 주장에 (찬성,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모둠 활동 후)
모둠 의견 
구성하기

  한 사람씩 돌아가며 나의 의견을 말하고, 친구들과 토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써보자.
 ☞ 만약 의견이 다르다면 토의를 통해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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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Novice Teacher’s 

Responsive Teaching Practice in Small 
Group Scientific Argumentation: 

Focusing on Framing

Kim, Bongjun

Dept. of Science Education

Biolog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 novice teachers’s responsive teaching practice, who framed

argumentation productively. One novice teacher and two eighth-grade

class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wo of the small student groups with

active teacher intervention were selected as focus groups. Students

engaged in argumentation activity where they built an argument for

hearing if the eardrum was torn. We recorded the class and interviews

with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which were transcribed for use in the

analysis of the teacher’s responsive teaching practices and epistemological,

positional framing. We discovered that teacher thought that he should

position himself as a facilitator to encourage students to present ideas

clearly and to reach consensus. His framing was consistent in respo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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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practices. Positioning himself as a facilitator, after he framed the

discussion as idea sharing discussion by eliciting and probing students’

idea, he framed the discussion as argumentative discussion by taking up

students’ idea and pointing out disagreement between them. As a result,

members of small group 1 engaged in argumentative discussion and

reached consensus. However, the teacher’s productive framing did not

guarantee students’ productive argumentation practice. In small group 2,

he did not elicit and probe students’ ideas successfully. As a result,

members of small group 2 did not engaged in argumentative discussions.

He responded limitedly to the lack of students' conceptions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about learners. Also, he mainly attended to students’

reasoning, and not to students’ framing about argumentation because he

considered argumentation only as a tool for conceptual learn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responsive teaching

in science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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