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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실험 설계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

해의 전환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환이 논변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학교 1학년 37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

였고, 학생들의 인식론이 맥락에 따라 변한 1개 소집단을 선정하여 광합

성 실험 설계를 구성하는 논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발화 및 행

동을 통해 그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를 확인하였고 학생들의 실

험설계 과정 및 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실험 설계를 구

성할 때 과학적 의미 형성이라는 인식적 목표에 초점을 두어 이 실험이

어떻게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과

학 이론, 자료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기반을 두어 정당화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지식의 구성자로 바라봄으로써 능동적으로 실험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실험에 대해서는 권위에 기반한 반박을 보였으며 상

대방의 실험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만을 제기하는 평가자로서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반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한 실험 수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의 실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식적 목표는 이기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겼

다. 학생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의 실험이 상대방 실험보다 더 좋은

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런 실험이 더 좋다’는 설명만을 나열하였다. 이

는 지식 산물의 본성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이 갖는 정당화에 대한 인식은 상대방

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당화를 할 필요가 없다 혹은 권위에 기반하여 정

당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로 인해 학생들은

서로의 실험 설계가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의 제한점만을 공격하여 인지적, 정서적 갈등 상황이 지속되었다. 시

간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은 A의 실험설계를 소집단 결과로 선정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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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과학적 의미형성이라는 인

식적 목표로 다시 전환되어 실험설계의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며 이해하

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조군의 필요성과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며 어떻게 그 실험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한 소집단의 결과를 정교화하기 위해서 납득할만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옳은 정당화를 하고 있었으며, 모

둠원과 ‘협력자’의 관계에 놓여 동료와 함께 지식 산물을 구성하고, 그들

의 서로 다른 이해를 정당화하며,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평가하고, 자

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학생 모두가 의견을 제

안하고 정당화하고 평가를 하는 생산적인 논변활동을 통해 발전된 소집

단 결과를 완성시켰다. 본 연구는 과학 수업에서 생산적인 논변활동을

지원하는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소집단 논변활동, 인식적 목표, 인식적 이해, 인식적 실행

학 번 : 2014-2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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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교육에서는 “지식으로서의 과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실행으

로서의 과학”의 관점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Pickering, 1992; Ford &

Forman, 2006)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Duschl, 2008; Duschl, Schweingruber, &

Shouse, 2007).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탐구-기반의 교수 전략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탐구 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과학 지식 및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을 학습하고 과학

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Abd-El-Khalick, Bell, & Lederman,

1998; NRC, 2000).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탐구들은 학생

들이 실험 절차와 안내를 따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토론이나 의

미 협상, 논변활동에 대한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Newton, Driver, &

Osborne, 1999; Driver, Newton, & Osborne, 2000). 많은 학생들은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교사의 지시와 탐구 안내를 맹목적으로 따

르며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의 목적이나 의미 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다(Bell et al., 2003; Maloney, 1994; 교육인적자원부, 2007). 과

학에 대해 생각하고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는 탐구활동은 학생들에게 과

학적 추론이 의사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과학지식이 완전한 사실이

라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론을 가지게

한다(Chinn & Malhotra, 2002).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탐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더

불어 논변활동과 같은 인식적 담화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Sandoval, 2005). 즉, 학생

들은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고 서로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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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제안된 여러 주장 중 하나의 주장을 선택할 때 사용한 기준에 관

한 논변에 참여해야만 한다(Sandoval & Morrison, 2003; NRC, 2011).

이에 따라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과학 교육에 논변활동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Bell & Linn, 2000; Duschl & Osborne, 2002),

학생들의 논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

에 대해 연구하였다(Duschl, Ellenbogen, & Erduran, 1999; Walker &

Sampson, 2013). von Aufschnaiter와 그의 동료들(2008)은 학생들이 과

제의 과학 지식과 관련된 내용-특이적 경험과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야 생산적인 논변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Zohar와

Nemet(2002)은 유전과 관련된 딜레마 과제에서 과학 내용과 논변 기술

을 명시적으로 교수할 때 학생들의 유전학적 지식이 증가하고 논변활동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변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과학탐구에서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탐구활동 모형(김희경과 송진웅, 2004)을 개

발하고, 인지적 발판을 포함한 탐구과제(윤선미와 김희백, 2011)나 동료

평가활동(이선우, 박덕찬, 남정희, 2015)과 같은 교수전략이 학생들의 논

변활동의 질을 향상시킴을 밝혔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탐구에서 논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

생들에게 논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제공하고 논변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이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

원방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생산적인 과학 학습

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예로 소집

단 논변활동의 수준은 학생의 능력보다는 논변활동에 대한 그들의 목표

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관찰되었다(Berland &

Reiser, 2011; Gilabert, Garcia-Mila, & Felton, 2013). 학생들은 논변활동

의 목표를 ‘이기는 것’이 아닌 ‘협력적인 합의 형성’에 두었을 때 다양한

논변요소를 포함한 논변구조를 형성하며 수준 높은 추론을 나타냈다

(Garcia-Mila et al., 2013). 또한 이은주, 윤선미, 그리고 김희백(201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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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과정에서 변칙 사례가 나타났을 때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에

따라 주장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와 소집단 논변활동 수준이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학생들이 탐구에 대해 ‘현상 이해’의 프레이밍을

보인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점검을 통해 변칙 사례의 원인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며 높은 수준의 논변활동을 보인 반면, ‘교실 게임’

으로 프레이밍 한 경우에는 단순한 경험적 근거만을 고려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논변활동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논변활동을 통한 과학 탐구

활동에 학생들의 생산적인 참여를 조력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인식적 측

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Sandoval(2005)은 학생들의 과학적 실행을 안내하는 인식론적인 생각

들을 실행적 인식론(practical epistemology)이라 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탐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실행적 인식론이란 지식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 지식이 생성될 수 있는지, 지식주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들로서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평

가할 때 드러나게 된다. 학생들이 주장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

을 때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어떤 자료가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학생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

들에 학생들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안내하는 실행적 인식론에 대

한 이해는 학교 탐구를 인식론적 발달로 연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Berland와 그의 동료들(2015)은 과학적 실행에서 학생들의 참

여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인식

적 참여를 특징짓는 실행에서의 인식론(Epistemologies in Practice: EIP)

에 대한 분석틀을 고안해냈다. EIP 분석틀은 2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지식 구성활동에 대한 학생들이 갖는 인식적 목

표(epistemic goal)이다. 여기에서의 인식적 목표는 특정한 활동들에 참

여하는 이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지칭한다. 만약 학생들에게 ‘너는

왜 이 활동에 참여하니?’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선생님이 시켜서요”라

고 말하거나 “그 현상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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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답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대답이 과학 공동체에서 추구하

는 과학적 의미형성(sensemaking)의 목표와 일치하며 과학학습에 있어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Berland et al., 2015;

Jiménez-Aleixandre, Rodriguez, & Duschl, 2000). 활동에서의 인식적 목

표를 살펴보는 것에 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

떠한 지식 산물을 형성해야하고,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해야 되는

지 등과 같은 활동 참여 방법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

펴보는 것은 과학학습에서 의미 있는 학생들의 참여 방식에 대한 더 깊

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은 EIP 분석틀의 두 번째 측면으로, 인식적 이해(epistemic

considerations)라고 불린다. 여기에서 인식적 이해란 지식 구성 활동에

서 행위를 안내하는데 기저를 이루는 인식적 생각을 말하며 4가지 하위

요소들, 즉 지식 산물의 본성(nature), 지식 산물의 일반성(generality),

아이디어의 정당화(justification), 청중(audience)에 대한 인식들로 구성된

다.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활동에 참여할 때, ‘지식 산물이 어떤 종류

의 답을 제공해야 하는가?(nature)’, ‘지식 산물이 다른 과학 현상이나 아

이디어에 어떻게 연관되는가?(generality)’, ‘나는 지식 산물에서 아이디어

를 어떻게 정당화 하는가(justification)?’, ‘지식 산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

하는가?(audience)’라는 인식적 이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

은 지식 산물을 구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서술한 것인지 혹은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것인지와 같은 지식 산물

의 본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구성한 지식 산물이 예전에 배웠던 과

학이론과도 연관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와 같은 지식 산물의 일반성에 대

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식 산물에서 자신의 의견을 권위에 기반

하여 정당화할 것인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정당화할 것인지와 같은 정당

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 산물을 구성할 때 소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협

력하여 구성할 것인지, 교사의 평가를 위해 구성할 것인지와 같은 청중

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다(Berland et al., 2015). 학생들이 어떤 인식



- 5 -

적 이해를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지식 구성 활동에서 학생들

의 참여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많은 문헌들에서 ‘과학을 하기

(Jiménez-Aleixandre, Rodriguez, & Duschl, 2000)’, ‘자연 현상 이해하기

(Hutchison & Hammer, 2010)’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과학적 실행에 의

미 있는 참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이러한 참여에서 행위를 안내

하는 학생들의 인식적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탐구활동은

비교적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가 잘 드러나며 이러한 인식

적 측면이 탐구활동을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방

형 탐구에서 인식론적 관점의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구 과제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 목표와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인식적 이해를 심도 있게 분석하

고, 이러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가 소집단 논변활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는 일

관성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맥락 의존적으로 변하므로(Hammer et al.,

2005; Berland et al., 2015)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가 어떻게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탐구 과제에서 생산적인

논변활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활동 참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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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개방형 탐구과제인 실험설계 활동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

는 인식적 목표와 이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인식적 이해

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가 실험설계

에 대한 논변을 구성하고 상대방 주장을 평가하는 소집단 논변활동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설계에 대한 소집단 논변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적 목

표와 인식적 이해는 어떻게 전환되는가?

둘째,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의 전환은 소집단 논변활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7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실험설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론이

소집단 논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풍부하게 기술하기 위해 하나의 초점

집단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탐구과제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 그리고 그들의 소집단 논변활동의 관계에 대한 일

반화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행 속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적 변화가 그들의

논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을 제공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은 특정 중학교의 1학년 4명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

다. 즉 특정 공간 및 시간 상황에 있는 소집단의 논변활동에 대해 연구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학생과 맥락에 확대시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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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논변

1.1. 논변 교육의 필요성

과학지식은 과학자의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의 산물이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Lederman et al.,

2002). 과학에 의해 생성되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성하는 자료

와 사회적 실행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얽혀있다(Pickering,

1995). 즉, 새로운 과학적 주장이 공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 주

장을 지지해주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며 과학자들에 의한 철저한 비판

적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검토과정에서 논변은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그러나 학교 과학교육에서는 여전히 과학 지식을 관찰과 실험으로부

터 도출된 객관적인 사실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 관점을 반

영하는 교육은 확인 실험들을 통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며 과

학 지식의 형성 과정보다는 과학 지식 내용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과학 지식을 완전한 사실이라고 믿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인

식론을 가지게 된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Chinn &

Malhotra, 2002).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과학적 인식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지식의 사회적인 생성과정을 나타내는 논변

활동을 과학 학습에 도입해야 한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Duschle, Schweingruber, & Shouse, 2007). 과학 탐구 과정에서 과학자

들은 증거에 기반하여 주장을 형성하고 주장과 관련된 증거의 정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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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한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과

학자들은 주장과 상충되는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을 하기도 한다. 이러

한 논변 활동은 과학자들이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Giere, 1991). 따라서 과학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논변을 경험시키는 것은 과학 지식의 사회적 속성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Duschl & Osborn, 2002; Driver, Newton,

& Osborne, 2000; Zohar & Nemet, 2002).

이에 더하여 과학 학습에서의 논변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연

구들에서 다루어져왔다. 논변 활동은 학생들이 목표 과학 개념을 학습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강석진과 노태희, 2000; Bell & Linn, 2000),

개인의 논변 구성의 향상(Zohar & Nemet, 2002)을 이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을 논변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

기술을 발달시키고(Jiménez-Aleixandre & Erduran, 2008; Kuhn &

Udell, 2003) 복잡한 추론 능력의 향상(Sadler, 2004)을 촉진시킬 수 있

다. 이러한 논변 활동의 과학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여는 학생들이

진정한 논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과학 학습 환경마련에 대한 필요성

을 제기한다.

1.2. 과학적 논변활동과 논쟁

과학교육에서 많은 논변활동 연구자들은 Toulmin(1958)의 논변 구조

(argument pattern)를 “논변”의 정의로 받아들인다. 즉, 자료(data)에 근

거한 주장(claim)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근거(warrant)를

사용하며, 주장이나 근거를 반박(rebuttal)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Jiménez-Aleixandre와 Erduran(2008)은 과학적 주제에 대한 논변을 "정

당화(justification)을 통한 주장과 자료의 연결 또는 경험적, 이론적 증거

에 비춘 지식 주장의 평가(p.13)" (Jiménez-Aleixandre & Erduran,

2008)로 정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논변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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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Walton(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설득적 담화와 논쟁적 담화

의 개념을 가져와 이러한 논변의 교환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상대방의 논변에 비추어 자신의 관점을 기꺼이 변화시킬 것으

로 전제로 하는 것을 ‘과학적 논변 활동’이라고 보았다. 반면 논변의 교

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토론자가 어떤 것이 좋은 논변인지를 검토하기 보

다는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어 자신의 의견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면 ‘논쟁’이라고 보았다.

1.3. 논변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과학 교육에서 논변 활동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이지만, 학생들은

과학적 논변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Sandoval & Millwood,

2005; Bell & Linn, 2000; Sampson & Clark, 2009). 학생들은 무엇이 확

실한 증거를 구성하는지 모르고, 충분한 증거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경

향이 있으며(Zeidler, 1997; Sadler, 2004), 적절한 데이터를 모으고 선택

하고 변환하여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

한다(Sandoval & Millwood, 2005; McNeill & Krajcik, 2007). 또한 학생

들은 적절한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더라도, 제시된 주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선입견이 나타나는 추론(reasoning)을 하고(Zeidler,

1997), 자신이 선택한 자료가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Sandoval & Millwood, 2005). Linn과 Eylon(2006)의 연구는 학생

들이 논변 활동을 하는 동안 주어진 현상에 대한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

할 때, 교사의 권위나 개인의 신념과 같은 부적절한 추론 전략을 사용함

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장을 지지하

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과학적 논변활동에서는 상대방의 설명과

대립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하지 않는다(Rye & Sandoval, 2012).

Leitao(2000)는 학생들이 반박을 하더라도,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서로 다

른 반박의 형태를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서로를 설득하라는 목표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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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때는 반론을 무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반면, 합의

라는 목표가 주어졌을 때는 반박들을 조정하여 자신의 입장을 그에 맞게

수정하거나 반론을 받아들여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등 반박에 대한 다

양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

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이 뽑히는데 목표를 두었을 때는 반박을 고려

하여 자신의 주장의 제한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당화없이 자료와 주

장만을 반복하는 낮은 질의 논변활동을 보였다(Garcia-Mila et al.,

2013).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 과학 교육을 통해 과학적 논변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특히 학생들

의 인식적 측면을 조력하여 생산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수 전략은 미

흡한 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논변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과학적 논변을 만들거나 평가하는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논변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개념적, 인지적, 인식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교수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Duschl,

2008; Sampsons & Clar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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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실행과 인식론

2.1. 실행으로서의 과학

학교 과학에서 탐구가 점점 강조됨에 따라(Duschl, 1990) 과학을 실행

으로 바라보며 학생과 교사가 과학적 실행들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Duschl, Schweingruber, & Shouse, 2007). 학생들이 만드는 지식

산물은 이와 관련된 실행에 빈번하게 참여하거나 내용 지식의 증가로 인

해 향상될 수 있지만 과학적 실행에서 학생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

어지기를 원한다면 의미 있는 실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가적인 측면들

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과학적 실행에 의미 있게 참

여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수업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에 학생들의 능

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변인들을 통제해보도록

하거나(Chen & Klahr, 1999; Kuhn & Pease, 2008), 주장을 근거로 지지

하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보장을 제시해야하며 좋은 논변은 반박을 포함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한 논변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Erduran,

Simon, & Osborne, 2004, Sampson, Grooms, & Walker, 2011). 그러나

이러한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구성, 평가, 수정

하는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보다는 단순히 수행 과정들을 기계적으

로 암기하고 기술들을 습득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Chinn &

Malhotra, 2002; Windschitl, Thopsom, & Braaten, 2008).

과학 교육을 위한 실행 기반의 접근은 학생들이 과학적 행위나 과정들

의 수행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닌 목적이 있는 지식 구성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학생들은 탐구를 할 때

실험의 목적을 이해한 경우에 실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

다(Dunbar, 1993; Schauble et al., 1995). 또한 Ford(2008)는 변인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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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을 이해한 학생들이 변인을 통제하는 기술을 학습한 학생들보

다 언제, 어떻게 변인을 통제해야하는지를 더욱 잘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탐구 기반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갖는 인식

론은 생산적인 학습을 만드는 중요한 측면이므로 실행에서 드러나는 학

생들의 인식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2. 실행에서의 인식론

과학적 실행에 참여할 때 학생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들로 실행에 참

여하도록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학생들은 어떤 단계를 취해야 할지,

생성된 지식 산출물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 산출물을 구성할

때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들의 산출물을 누가 평가하고 사

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빛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구성할 때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

정해야만 한다. 이때 그들은 아마 주요 구성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e.g.,

라벨과 광선을 포함하는 것), 그들의 과거 경험들을 포함시키는 것(e.g.,

그들은 물속에서 빛이 휘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시스템이 어떻

게 작동하는지를 고려하는 것(e.g., 광선과 빛이 통과하는 물질의 종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Berland et al., 2015). 이와 더불

어, 그들이 이러한 방법들로 지식 구성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그들은 교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어떻게 빛이

이동하는지와 같은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식 구

성에 참여했을 것이다.

과학적 실행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적 참여를 탐구하기 위해

Sandoval(2005)은 실행적 인식론(pratical epistemology)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행적 인식론은 탐구활동을 통해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는 인식론적인 생각들

로 그는 교실 상호작용의 세심한 관찰과 상세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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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실행 형태의 참여가 어떻게 그들의 인식론적인 생각들을 이끌

어내고 변화시키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 Berland 등

(2015)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과학적 실행들로의 학생들의 참여를 특징지

을 수 있도록 실행에서의 인식론(the Epistemologies in Practice, EIP )

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EIP 분석틀은 지식 구성 활동에 대한 학

생들의 암묵적인 인식적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고 가

치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인식적 이해로 구성되며, 학생들이 실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를 특징짓는다. EIP 분석틀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

적 이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론적 배경의 3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

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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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

3.1. 인식적 목표

학생들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논변활동에 참여하며, 과학교육 연구

자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목표가 논변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Berland & Reiser, 2011; Garcia-Mila et

al., 2013). Berland와 Reiser(2011)는 논변활동에서 학생들은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이에게 설득하기와 같은 목표를 갖

는다고 제안하였다. 이 때, 설득하기라는 목표에 더 초점을 둔 논변활동

은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평가, 비판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방어하는 담

화 양상을 보인 반면, 이해하기의 목표에 가까운 논변활동은 구성된 주

장에 대해 중립적인 질문을 하며 평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와 설득하기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과학적 논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와 비슷하게, Garcia-Mila 등(2013)은 논변 과제에 대한 목표에 따라 논

쟁과 협의라는 두 종류의 활동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논쟁에서의 목표는

대안들을 폄하하여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이며, 협의에서의 목표는

여러 주장들을 비교하여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에

따라 반박에 대한 반응과 논변활동의 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

었다. 이와 같은 문헌들은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보다는 활동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학생들의 참여는 그들의 현재 맥락에서 적합하다고 믿고 있는 담화

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Berland 등(2015)은 실행 속에서 인식론을 바라보는 EIP 분석틀의 한

측면으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과학 활동에서 학생들이 과학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지식 구성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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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적 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가질 때 과학 실행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과학 공동체에서 과학 지식 구성의 목적은 자연 세계

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들을 구성하는 것이며(Giere, Bickle, & Maudlin, 2006; Osborne, 2014),

이와 같은 활동은 일반적으로 과학적 의미형성(sensemaking)의 목표와

일치한다(Berland et al., 2015). 과학 공동체의 인식적 목표와 같이, 학생

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목표가 정답 찾기가 아닌 ‘특정 현상이 어떻게 그

리고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과학 실행에 의미 있는 참여를

경험할 수 있다.

3.2. 인식적 이해

EIP 분석틀의 또 다른 측면은 지식 구성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

한 학생의 인식적 생각으로, <표 1>은 그들이 제안한 인식적 이해의 예

를 보여준다.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의미형성이라는 목표를 가

지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 산물의 본성(nature)은 ‘지식

산물은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인식

에 바탕을 둘 것이다. 이 때, 지식 산물을 정당화(justification)하기 위해

‘자료, 과학이론, 개인적 경험과 같은 정보를 해석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audience)의 관점을 고려하여 지식 산물을 정당화시

키며, 이에 더하여 지식 산물을 기존의 이론이나 다양한 현상과 관련지

어(generality) 자신의 설명을 보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

대로 학생들은 다른 인식적 이해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인식적 이해는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떤 인식적 이해가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지식 구성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Berland et al., 2015). 따라서 과학적 실행

에서의 학생들의 참여는 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가 역동

적으로 변한다는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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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이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인식적 이해

우리의 지식 산물은 어

떤 종류의 답을 제공해

야 하는가?

(본성, nature)

Ÿ 우리의 지식 산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 상세하게 기술해야한다.

Ÿ 우리의 지식 산물은 무엇이 어떻게 또는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그것

은 단계적인 메커니즘을 명료화해야한다.

우리의 지식 산물은 다

른 과학 현상과 아이디

어에 어떻게 연관되는

가?

(일반성, generality)

Ÿ 어떤 과학 현상들은 다른 현상과 연관되

지 않으므로, 우리의 지식 산물은 각각의

현상에 대한 본성을 설명해야 한다.

Ÿ 일반화된 과학적 아이디어들은 구체적인

경험이나 현상들에 거의 관련성이 없으

므로, 우리의 지식 산물은 이러한 사고방

식들과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

Ÿ 우리의 지식 산물들은 다양한 현상으로

부터 오고 이를 설명해야만 하므로, 이와

연관성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지식 산물들에

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당화 하는가?

(정당화, justification)

Ÿ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시켜야 한다

고 말한 정보를 우리의 지식 산물에 포

함시킨다(따라서 이것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

Ÿ 우리는 사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사용하여 지식 산물을 구성, 평

가, 정당화한다(e.g., 자료, 과학 이론, 개

인적 경험 등).

우리의 지식 산물을 누

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청중, audience)

Ÿ 우리의 지식 산물은 우리의 이해를 평가

하는 교사를 위한 것이다.

Ÿ 우리는 우리의 청중과 함께 협력적으로

지식 산물을 구성하고 사용한다.

<표 1> 실행에서의 인식적 이해(Berland et al., 201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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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경기도 수원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 1개 학급(남 19명, 여 18명)

과 1명의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학교는 ‘2013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영어, 수학 영역 모두 보통 학력 수준 이상인 학생의 비

율이 90%를 넘었으며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0～0.8%로, 수원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 비해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어

학 연수를 다녀오거나 해외 거주를 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

적 많은 편이었으며 학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았다.

참여 교사는 생물 교육을 전공하였고 연구 당시 20여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교직에 있는 동안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학생들의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해 연구하여 생물 교육 분야의 박사 학위

를 취득하였다. 이 교사는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사고를 촉진

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학생들에게 소

집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제공하였다. 그러나 논변활동을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본 적은 없었다.

참여 학급은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들 중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은 학급이었다. 연구자들은 참여 학생들의 성별, 과학성적, 학습접근방

식을 고려하여 3～4명으로 이루어진 소집단을 구성하였다. 성별에 대해

서는 참여 학생들이 동성과 모둠활동을 할 때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교사

의 의견을 바탕으로 19명의 남학생은 5개의 소집단으로, 18명의 여학생

은 4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었다. 과학 성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중간고

사 과학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30%는 상위권, 31～70% 중위권, 71～

100%는 하위권으로 나누어 한 모둠에 상·중·하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급

적 골고루 섞이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가진 학습 접근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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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in &

Brown, 2000; 최지혜, 이신영, 김희백, 2014)를 고려하여 논변수업을 시

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접근방식 검사(Entwistle &

Ramsden, 1982)’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피상적

학습 접근과 심층적 학습 접근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소집단에 두 가

지 학습 양식을 가진 학생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배치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설계 활동에서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의 전환이 그들

의 논변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학생

들의 참여도가 높을 뿐 아니라 맥락에 따라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

가 다양한 전환을 보이고, 전환에 의해 논변활동 양상이 역동적으로 변

한 소집단 3을 초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처리하였으며, 세부적인 특징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초점집단의 성별, 과학성적 및 학습 접근 방식

학생 성별 과학성적 학습접근방식 비고

A 남 중   심층적

B 남 중 피상적

C 남 상 심층적

D 남 하 피상적 미국 유학생활

전체 논변활동에서 보인 소집단 3의 학생들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A는 과학지식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주로 스스로 활동지에 있

는 답을 빨리 채우고 B와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B는 과학 성

적이 중위권이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하나 논리적으로 맞

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주로 A와 C의 의견을 듣고 활동지에 정답을 적

는 모습을 보였으며, 높은 빈도로 A와 잡담을 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C는 과학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과학수업 태도가 좋

았고 실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소집단 논변활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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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책을 보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하여 활동지의 답을 적는 모습을 보

였다. 협력적 성찰에서 연구자에게 논변활동 시 A와 B의 수업태도에 대

해 약간의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D는 과학 성적이 매우 낮았으며

미국 유학 생활로 인해 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논변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였다.

2. 수업 설계

이 연구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 개발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생명과학 분야인 광합성 단원

에 대해 논변 수업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광합성 단원 논변 자료는

2013년 2월에 초안이 작성되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소집단

논변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학 교사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5월에 최종적인 자료를 완성했다.

광합성 단원 수업은 2013년 5월 29일에 시작해 2013년 7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0차시의 수업과 7번의 협력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20

차시의 수업 중 논변 관련 활동의 수업은 10차시이며 나머지 10차시는

광합성 단원에 대한 이론 및 실험 수업이다. 학생들은 이전에 논변 수업

에 대한 경험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광합성 단원에 대한

수업 전에 논변활동의 필요성과 논변의 구조를 학습한 후에 소집단 논변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집단 별로 규칙을 구성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들은 협력적 성찰의 면담자가 되어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학생들과 함께 소집단 논변활동 실행에 대해 반성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협력적 성찰이란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발생

하는 모든 활동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사

회적 차원의 반성적 사고로 정의된다(이승희와 김동식, 2003). 이러한 협

력적 성찰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연구자와 학생 간의 래포

(Rapport) 형성이 중요하므로 각 소집단마다 1명의 연구자가 연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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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전담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협력적 성

찰의 대상이 되는 소집단은 시공간적 제약 및 인적 자원의 한계로 9개의

소집단 중 4개의 소집단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되었다. 면담자는 협력적

성찰을 하기 전 수업에 대한 중요한 장면을 선택하고 논의해야 될 몇몇

주제를 준비하여 학생들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학생들은 준비된 주제 외

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논변 자료는 수업 전에 교사에게 전달되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교사는 연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업 상황에

맞게 수업 자료 및 활동지를 재구성하였다. 논변활동에서 사용된 활동지

는 제시된 질문에 대해 적절한 주장을 선택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았다(윤

선미와 김희백, 2011). 이 때, 중학생들은 주장을 구성하는 것을 어려워

하므로 몇 가지 예시 의견들을 제시한 후 어떤 의견에 찬반을 표현하거

나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자신이 선택한 의견을 지지하는 이

유를 적게 했다. 이렇게 각 개인별로 작성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누

구의 의견이 가장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한 후 소집단

논의 활동의 결과를 전체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

졌다.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할 때에는 소집단에서 왜 그 의견이 대

표의견으로 선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과학 주제와 관련된 9개의 활동지는 자신의 주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며 서로의 의견을 평가하는 논변활동의 기본적인 속성을

유지하면서 실험 결과 예측하기, 조별로 실험을 설계하고 발표하기, 서로

다른 주장들 중 더 설득력 있는 주장 고르기 등 여러 가지 특성을 포함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제의 형식에 익숙해져 흥미를 잃고 기계

적으로 적당한 내용을 채워 넣는 현상을 생기지 않게 했다. 또한 활동지

에 학생들에게 개념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도움카드를 제공하거나 때

로는 이러한 인지적 발판 없이 스스로 증거를 구성해보도록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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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 형식에서도 전체 논변활동, 소집단 논변활동, 개인 논변 글쓰

기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꾀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구

체적인 활동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광합성 단원에 대한 수업은 <표 3>과 같이 10차시의 논변 관련 활동

이 설계되었으며, 개인 논변(1차시), 전체 논변(2차시), 소집단 논변활동

(7차시)으로 구성되었다. 광합성 단원의 첫 시간은 학생들이 논변활동의

필요성과 논변의 구조를 이해하며 소집단의 규칙을 정하는 시간이었다.

이 후 교사가 직접 계획하여 실행하는 이론 및 실험 수업과 10차시로 구

성된 논변 수업이 적절히 번갈아가며 진행되었으며 이 때 학생들은 총 9

개의 활동지를 이용하여 논변 수업을 받았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초점이 된 수업은 실험설계와 관련된 13차시와 14

차시로, 13차시에서 학생들은 BTB용액의 특성을 이용하여 광합성에 이

산화탄소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설계를 구성해야 했다. 교사

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광합성 실험을 설계하도록 하였

고 실험설계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학생이 갖도록 하였다. 14차시는 각

조별 실험설계를 발표하고 전체 논변활동을 통해 하나의 실험을 채택하

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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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업 방식 수업 주제

1 소집단 논변
논변의 필요성과 구조 학습 및 논변활동의 소집단

규칙 정하기

협력적 성찰 1

협력적 성찰 2

6 전체 논변
사막식물 뿌리의 형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된 이유를 추론하기

7 소집단 논변
당근 안팎의 수용액 농도를 달리했을 때 수용액

높이의 변화를 추론하기

협력적 성찰 3

10 소집단 논변
백합줄기에서의 물의 이동방식과 다른 색의 물감

에 넣었을 때 줄기 윗부분의 색변화 추론하기

12 소집단 논변
잎단면을 찍은 현미경 사진을 관찰하여 어느 쪽이

윗면일지 추론하기

협력적 성찰 4

13 소집단 논변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기

14 전체 논변
실험 설계를 발표하고, 다른 조의 실험 내용에 대

해 질문 또는 반박하기

협력적 성찰 5

17 소집단 논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변화를 설명한 두 개

의 논변을 평가하기

협력적 성찰 6

19 소집단 논변
암상태에서 싹튼 콩과 싹트지 않은 콩의 무게가

어떻게 변화할지 추론하기

20 개인 논변
환상박피를 한 부위의 위쪽과 아래쪽에 달리는 열

매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자랄지 추론하기

협력적 성찰 7

<표 3> 수업 차시별 수업 방식, 학습 주제 및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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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학생들의 논변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은 ‘광합성’ 단원 수업이 시작된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소집단 3의 경우, 6차시와 7차시는

녹음 파일의 손상으로 인해 총 10차시의 소집단 논변활동 중 8차시의 활

동과 7차례의 협력적 성찰만이 녹음・녹화되었다. 소집단 논변활동 및

전체 교실 수업을 녹음・녹화하는 녹음기와 카메라에 대한 학생들의 거

부감을 줄이기 위해 논변 수업 이전에도 촬영을 하여 학생들이 변화된

교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녹음기나 카메라에 대

해 관심을 보이며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점 촬

영에 익숙해져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활동에 참여했다. 연구자들은 녹

음・녹화된 자료들을 모두 전사하였고 이때 담화가 일어난 맥락을 정확

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비디오 녹화에서 드러난 표정과 행동 등도 함께 기

재하였다. 이러한 수업 활동에 대한 전사본은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소집단 논변 실행과 협력적 성찰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의 발화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개별 및

소집단 활동지, 연구자의 필드노트도 보조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실험설계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 및 인식

적 이해와 소집단 논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풍부하게 기술하기 위해 사

례 연구를 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 접근의 하나로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례(개인, 프로그램, 그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을 제

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Merriam, 1998). 사례 연구 수행절차에 따라

(Stake, 1995) 연구 목적에 맞는 소집단 3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수업

활동에 대한 전사본,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 연구자의 필드노트 등 다

양한 정보를 통해 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의 전환이 논

변활동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

서 과학 교육 전문가 및 과학 교육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함

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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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4.1. 지식 구성 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

Berland 등(2015)은 교실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인식적 목표를 살펴볼

때에, 특정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만약 학생들에게 “너는 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니?”라고

묻었을 때, “선생님이 시켜서요.”라기 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

는지 알아보려고요”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은 과학적 의미 형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실행에서 보인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

는 그들의 탐구로부터 만드는 결과물들, 그리고 이런 결과물들을 구성하

고 평가할 때의 담화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Sandoval, 2005).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인식적 권위가 높은 동료의 의견을 따르거나 교과서에 나

온 그대로를 베끼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들이 갖는 지식 구성 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 구성 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갖는 인식적 목표는 일관성된 것이

아닌 맥락에 따라 변화하므로(Hammer & Elby, 2002),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를 추론함에 있어 실행 전체가 아닌 각 담화의 상

황에서 보인 학생들의 생각과 협력적 성찰에서 보인 학생들의 반성에 바

탕을 두어 분석하였다.

4.2. 지식 구성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적

이해

학생들의 인식적 이해는 Berland 등(2015)이 제안한 인식적 이해에 대

한 범주 중 설명을 구성하는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일

반화를 제외한 본성(nature), 정당화(justification), 청중(audience)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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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졌다(표1).

첫 번째 측면은 지식 산물의 본성으로, 지식 산물이 제시해야 하는 정

답의 유형(nature)에 관련된 것이다. 이때 지식 산물이란 설명, 모델, 논

변 또는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구성하거나 평가, 수정하고

있는 어떠한 지식도 가리킬 수 있다. 학생들이 형성한 지식 산물은 그들

이 현재 맥락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산물의 본성에 관한

생각과 일치한다. 학생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단순히 무슨 일이 일

어났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맥락에서는 그것의 인과적인 메커니

즘을 파악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 그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관해 설명을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측면은 지식 산물에서 아이디어의 정당화

(justification)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교사나 교과서의 권

위에 기반하여 정당화하려는 학생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료나

과학이론에 대한 해석으로 지식 산물을 정당화 할 때는 어떻게 그 자료

가 자신의 지식 산물을 지지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세 번째 측면은 청

중(audience)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지식 산물을 바라보는 청중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다. 이때 청중은 소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교

사, 학생 자신도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청중을 ‘경쟁자’, ‘협력자’, 또는

‘평가자’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청중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다른

인식적 이해에 영향을 끼친다(Berland & Reiser, 2009; Gilabert,

Carcia-Mila, & Felton, 2013). Berland와 그의 동료들(2015)은 실제 실행

에서 보이는 인식적 이해를 모두 동정하여 분석틀을 고안한 것이 아니

며, 학생들의 인식적 이해는 이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Berland 등(2015)이 제안한 분석틀과 예시들을 기반

으로 인식적 이해를 분석하되, 각각의 맥락에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인식적 이해를 동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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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집단 논변

과학교육에서 논변을 분석하는데 있어 Toulmin(1958)의 분석틀

(Toulmin's Argumentation Pattern, TAP)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왔

다(Erduran, Simon, & Osborne, 2004; Kelly, Chen, & Crawford, 1998).

TAP는 주장(claim), 자료(data), 근거(warrent), 보증(backing), 반박

(rebuttal), 한정어(qualifier)의 6가지 논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료(data) :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변에 포함된 사실들

•주장(claim) : 나타내고자 하는 결론

•보장(warrent) : 자료와 주장 사이의 연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안된

논거들(법칙, 원리)

•지지(backing) : 특정 보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안된 일반적으로 동

의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본적 가정들

•한정어(qualifier) : 주장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이

며, 주장에서의 한계를 나타냄

•반박(rebuttal) :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특정한 조건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문헌에서 Toulmin의 분석틀을 사용할 때 나

타나는 제한점을 지적한바 있다. 예를 들면, Duschl(2008)은 TAP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며, 때로는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 van Eemeren의 말을 인용하며, TAP는 논변을 나타내는데 있어

매우 일반적이고 넓은 카테고리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TAP는 논변의

정당화와 내용의 측면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Sampson & Clark, 2008).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형성한 논변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Toulmin

의 논변 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McNeill & Krajcik(2007)이 제안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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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논변의 구조와 지식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틀

영역 요소 설명

논변

구조

주장 증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주장

자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정당화 주장과 자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

반박 주장이 갖는 제한점에 대한 진술

과학 지식의

적합성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과학적으로 옳지만 주장의 정당화에 적합하지 않다.

과학적으로 옳으며 주장의 정당화에 적합하다.

틀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울러, McNeill & Krajcik(2006)의 틀

을 참고하여 논변에 활용한 과학 지식의 적합성도 구조와 함께 분석하였

다(표 4). TAP는 상호적인 담화보다는 개개인이 형성한 논변 구조에 한

하여 적용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담화에서 학생 개개인이 형성한

논변 구조를 분석하였다.

4.4 소집단 상호작용

본 연구는 소집단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Laukenmann 등(2003)은 물리 수업에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담화를 분석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소집단

논변활동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동정하였다. 4.1절과 4.2절에

서 논의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는 소집단 논변활동 실행 내의 인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과 서로 상호 연관되어 소집단 논변활동의 수

준에 영향을 주며, 이를 도식화한 그림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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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

(epistemic goal and epistemic considerations)

인지적 측면

(cognitive variables)

정서적 측면

(emotional variables)

사회적 측면

(social variables)

•선지식

•지식 구성

•학습전략의 사용

•칭찬, 호응

•비난, 거부

•무시

•개인적 상호작용

•복합적 상호작용

•집합적 상호작용

소집단 논변활동의 수준(level of group argumentation)

<그림 1> 소집단 논변활동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

소집단 실행에서 보인 인지적 측면은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선

지식과 소집단 논변활동을 통해 구성한 지식,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학습 전략이 있다. 정서적 측면에는 동료의

의견에 칭찬이나 호응을 하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이와는 반대로 동료의

말을 비난하여 거부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며 무시하는 부

정적인 피드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은 학생-학생 상호작용

이나 학생-교사 상호작용이 어떤 패턴을 이루며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hepardson과 Britsch(2006)이 구성한 ‘상호작용 영역(zone of

interatcion)’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지영(2011)은 Shepardson과 Britsch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으며<표 5>,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사회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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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호작용 영역에 대한 분석틀

상호작용 영역 내 용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

(individual zone

of interaction)

학생이 자신의 발화에 초점이 맞는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만 접근을 허용. 한 번에 한 학생 또는

한 교사만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상호작용의 영

역.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

(multiple zone

of interaction)

소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에 내용 목적이 다를

때 같은 목적이나 생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구

성원들끼리 분리된 하위 소집단을 형성하는 상

호작용 영역. 다른 하위 소집단끼리 자신의 생각

을 정당화시키고자 함.

집합적 상호작용

영역

(collective zone

of interaction)

한 참여자의 발화의 대부분이 소집단 전체로 향

하게 되면서 소집단 구성원들의 모든 발화가 하

나의 공통된 사회적, 내용적 목적을 위한 것이

되는 경우.

출처 : Shepardson & Britsch. 2006, 이지영 재구성. 2011. p.6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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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3차시는 BTB용액의 특성을 바탕으로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 탐구 과제였다. 광합성 실험설계를

구성하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첫째로 학생 각자가 실험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단계, 둘째로

여러 개의 제안된 주장 중 한 개를 선정하는 단계, 셋째로 선정된 실험

을 정교화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별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적 목

표와 인식적 이해는 전환되었고, 이는 소집단 논변활동 실행에 영향을

주었다.

담화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적 이해는 Berland 등(2015)의 분류에

따라 지식 산물의 본성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의 정당화에 대한 인식, 청

중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소로 분석되었고, 인식적 목표와 함께 실험설계

를 구성하는 과정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소집단 논변활동

실행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되었다.

1. 제안 단계 - 실험설계에 대한 논변 구성

실험설계에 대한 논변을 구성하고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실험의 변인들

을 고려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제안된 실험들의 과학적 타당성을 논의하

는 활동이 기대된다(Osborne, Erduran, & Simon, 2004). 소집단 3의 학

생들은 BTB 용액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실험을

설계하였고, 자기 실험설계의 정당화에 초점을 두어 왜 자신의 실험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변을 구성하였으며, 서로의 실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였다. 이러한 참여는 이전의 다른 차시의 과제에서 보인 논변활동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잎의 단면을 찍은 현미경

사진에서 (가)와 (나) 중 어느 쪽이 윗면인지를 결정하는 12차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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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의 정답은 ‘(가)가 윗면이다’로 일치하였고, 학생들

은 정답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

없이 오로지 활동지의 정답을 채우는 모습만을 보였다. 학생들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에서 서로의 정답이 일치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나 반론, 반박을 펼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조현아, 장

지은, 김희백, 2013; Kind et al., 2011).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논변활동

과제가 논의되는 아이디어의 본질에 주목하여 현상을 이해하는 활동이라

기보다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이 생산적인

논변활동을 저해했을 수도 있다(Hutchison & Hammer, 2010). 그러나

13차시의 과제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 시간이 시작되자 D를 제외한 모

든 학생들이 자기주장에 대한 정당화, 반박, 반론을 하며 활발하게 소집

단 논변활동에 참여하였다.

1.1. A의 실험설계 과정

소집단 활동이 시작되자 A는 자신이 생각한 실험을 옆에 앉아있는 B

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A는 광합성에 대한 지식과 여러 실험 도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실험설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구성할 수 있었다. 다음은 소집단 논변활동이 시작되었을

때 A가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는 담화를 나타낸 것이다.

01 A 야,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고 했

잖아. 근데 이산화탄소를 하면 되게 노란색이잖아. 여기 시험관

에다가 물풀을 넣어.

02 B 에?

03 A 그러니까 검정말을 넣어. 그 다음에 BTB용액도 넣고, 거기다가

창문에 놔두고 빛이랑 물이 다 있잖아, 걔를 흡수하면서..(주로 B

에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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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B 니가 말한거 저거야? (앞을 가리킴)

05 C 잠깐 근데 A야, 근데 니가 말한 실험, 그거 교과서 실험하고 겹

치는데?

06 A 양해해. (B에게 이어서 설명) 얘 시험관이 있잖아, 그쪽에다가

탄산을 좀 넣어, 탄산.. 탄산을 좀 넣어. (C를 바라보고 설명하기

시작) 그쪽에다가 검정말을 넣고 BTB용액을 하면 노란색이잖아,

햇빛에다 놔둬.

07 B 잠깐!

08 A (계속해서)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아님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09 B 잠깐!

10 A 이산화탄소 쓴 거잖아.

11 B 노란색.. 이산화탄소..(안들림) 근데, 니가 탄산을 먼저 넣고 BTB

넣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안들림)..? 탄산이잖아! 산성!

12 A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잖아. 이.산.화.

위의 담화에서 B는 A의 주장에서 나타난 이산화탄소와 pH, BTB 용

액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C는 A

와 마찬가지로 광합성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실험 도구 및 재료에 대

한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의 주장에 대한 내용이나 원리

를 묻기 보단, ‘교과서와 겹친다(05행)’라고 말하며 실험의 적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는 ‘양해해(06행)’라고 답하며, C의 말에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림 2>와 같이 광합성 실험설계에 대

한 논변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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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CA

시험관에 CO2, BTB,

물풀, 증류수를 넣는다.

시험관에 빛을 비춘다.

JA
광합성에 CO2가 필요

한지 알 수 있다.
노란색이었던 BTB용액이 초록색으로 변

하면 CO2를 쓴 것이다.

※ CA: A의 주장, DA: A의 자료, JA: A의 정당화

<그림 2> 광합성 실험설계에 대해 A가 구성한 논변

C는 A가 자신의 반박을 무시하자, 연구자에게 ‘교과서 실험과 겹치면

어떡해요?(13행)’라고 물으며 반박에 대한 타당성을 권위에 기반하여 정

당화시키려고 하였다.

13 C 선생님! 선생님! 근데요, 고안한 실험이 교과서 실험하고 겹치면

어떡해요?

14 R 교과서 보면 안돼요! 교과서 넣구요.

15 C 아뇨, 겹쳐요.

16 B 선생님,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산성이에요?

17 R 네,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물에 녹아 들어가면 산성이에

요.

18 B 이야～

19 A (자랑스러워함)

앞선 두 담화에서 보인 학생들의 소집단 상호작용을 Shepardson과

Britsch(2006)가 제시한 상호작용 영역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individual zone of interaction)과 유사한 형태의 상호작용

이 나타났다. A는 자신의 실험 내용을 이해하려는 B에게는 계속해서 반

응적인 응답을 주고 있으나 자신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C의 말에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즉, B는 ‘이야～’라고 말하거나 박수를 치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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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고(18행), A의 주장을 이해하고자 연구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16행) A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11

행). A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B에게 자신의 실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B가 자신의 실험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러

나 C는 A의 주장에 대해 호응을 보이지 않고 문제점만을 지적했고(05

행, 13행), A는 이런 문제점 지적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며 무

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논변활동에서 중학생들이 자신의 발화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구성원과만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다른 여러 문

헌들에서도 관찰된다(e.g., 이지영, 2011; 심수연, 2015).

A가 광합성 실험설계에 대해 구성한 논변은 주장, 자료, 정당화로 구

성되어 논변 요소를 잘 갖춘 형태였으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내용이었다

(그림 2). 그러나 다른 학생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였을 때에는

반박을 단순히 무시해버리며 이를 고려하여 자신이 구성한 실험을 수정

하려 하지 않았다.

1.2. B와 C의 실험설계 과정

C는 A가 자신과는 논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앉은 자리에서 일어

나 A의 옆으로 다가가며 자신이 생각하는 실험설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

작하였다. 다음은 C가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는 담화를 나타낸 것이다.

20 C 야야, 그거 말고 이건 어떠냐? 니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시험관에다가 BTB용액을 넣고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물에 (한쪽에) 녹말을 넣으면 한쪽은 죽겠고..(안들림)

(C의 이야기 듣고 A가 무언가 얘기함-반대의견 인듯)

21 B (A에게)아니지, 걔(녹말)가 기공..기공을 막고

22 C 이산화탄소를 막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염기성..

23 B 근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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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 근데 니(C) 생각을 치면 얘(물풀)는 죽어. 왜냐면 얘는 밤에...(안

들리나 호흡관련 이야기인 듯)

C는 물풀이 들어있는 한 시험관에는 녹말을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사

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시험관의 물풀은 이산화탄소를 쓰게 하여 광

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20행). 이에 대해 A

는 반대의견을 말하였고(작은 목소리로 말하여 녹음되지 않음), B는 A에

게 녹말이 기공을 막아서(21행)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C는 B의 말을 듣고 이산화탄소를 막게 되면 염기성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22행). A는 B와 C가 주장한대로 실험

을 했을 경우 물풀이 살 수 없다고 반박하지만(24행), B는 계속해서 녹

말을 사용한 실험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B와 C가 광합성 실험설계에 대

해 구성한 초기 논변은 주장, 자료, 정당화로 구성되어 논변 요소를 잘

갖춘 형태였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그림 3).

DC CC

두 시험관에 BTB, 물

풀을 넣고 한 시험관에

는 녹말을 넣고 다른

시험관은 그대로 두고

창가에 둔다.

JC 광합성에 CO2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녹말을 넣으면 물풀이 CO2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 CC: C의 주장, DC: C의 자료, JC: C의 정당화

<그림 3> 광합성 실험설계에 대해 C가 구성한 초기 논변

B는 C의 실험에 가열이라는 방법을 추가하여, 처음과는 조금 다른 실

험을 고안해냈다(25행). A, B, C 모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서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 경계가 약화되고 다 같이 소집단 논변활동에 참여

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학적 아이디어를 함께 형성해 나갔다. 이때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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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설계를 구성한 학생들끼리 하위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고자하는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multiple zone of

interaction)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5 B 내가 하는거 봐봐. 여기다가 시험관에다가 먼저 검정말을 넣어.

그다음에 덮어. 그다음 깔대기를 위에 올려놔. BTB부어. 그다음

에 녹말(?)을 넣어. 그다음에 스포이트로 물 넣어. 그다음에 알콜

램프를 거기다 가열해. 그러면 이산화탄소 없어지겠지. 그러면

(안들림). 그다음에 어….

26 C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던거는..어떻게 염기성을 만드나..

27 B 가열하면 되잖아?

28 C 가열은 생각 못했는데, 잘했어! 그런데..그러니까 니(B)말은 여기

이거하면 이거 두개 다 물풀한 거 둘다 넣어보자는거지?

29 B 그 다음에 하나는.. 두 개를 일단 가열해보면 되지 않나? 그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

30 A 내가..둘다..둘다 초록색 일거 같애.

31 B 왜?

32 A 다 날라가면은 그냥 중성이 되니까.

33 B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잖아.

34 A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지.

35 C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없애는게 목적이야.

36 A 그러니까 이게,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안한지

물어보는거잖아. 근데 물풀은 지가 알아서 다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면서 광합성을 하잖아.

37 C 그러니까…(내 말은..)

위의 담화에서 비록 B가 주장한 실험설계는 과학적으로 옳지 않으나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열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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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실험에서 이산화탄소의 유무가 독립변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25행). 그러나 C는 가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여전히 어떻게

한 시험관은 염기성으로, 다른 시험관은 산성으로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

었다(26행). B는 염기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열임을 제시하였고(27

행), 이에 대해 C는 ‘가열은 생각 못했는데, 잘했어!’라며 가열을 통해 이

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28행). C는 복합적 상

호작용 영역 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논변에서 보인 이산화탄

소를 없애는 방법을 녹말이 아닌 가열로 수정하여 처음의 주장보다는 과

학적으로 정교화된 주장을 구성하게 된다. 광합성 실험설계에 대해 C가

구성한 후기 논변은 <그림 4>와 같다.

DC CC

가열을 하여 CO2를 없

앤 시험관과 CO2가 있

는 시험관에 BTB, 물

풀을 넣고 창가에 둔다.

JC 광합성에 CO2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CO2가 있는 쪽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

노란색이었던 BTB용액이 초록색으로 변

한다.

<그림 4> 광합성 실험설계에 대해 C가 구성한 후기 논변

B와 C의 실험설계 과정을 듣고 있던 A는 가열에 대해 반박하였다. A

는 가열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온다는 지식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34행), 이 실험에서 가열을 하여 염기성으로 만든 시험관이 왜 필요한지

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C는 ‘우리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없애는게

목적이야(35행).’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왜 이산화탄소가 없

는 시험관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는 하지 않았다. 즉, 광합성

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므로 실험의 독립변

인이 이산화탄소의 유무가 되는 것이 실험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정당화

는 없었다. A는 ‘지금 우리가 설계해야하는 실험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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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지, 안한지를 알아보는게 목적이다’라는 말을 하지만(36행), 이

실험의 목적과 B와 C의 실험이 갖는 의미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였

다.

C는 광합성 실험설계의 초기 논변에서 물풀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녹말을 사용하자고 했지만,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녹말 대신 가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논변을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논변은 주

장, 자료, 정당화로 구성되어 논변요소를 잘 갖춘 형태였다(그림 4). 그러

나 A가 가열에 대해 반박을 하였을 때 C의 반론에는 정당화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는 C의 실험에서 가열을 한 시험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다.

1.3. 실험설계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

A는 가열을 하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산소가 모두 빠져나가게 되

고 산소가 없어지면 물풀이 살 수 없게 되어 가열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

각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가열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의 타당성을 교사의 권위로 먼저 지지받고자

하였다. 다음은 A가 다른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가열의 문제점을

찾아보기에 앞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자에게 질문하는 담화이다.

38 A 선생님! 가열하면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날아가는거예요?

39 R 그치, 기체가 다 날아가는데, 거기에 물에 녹아서 산성, 중성, 이

렇게 나타낼만한 건 이산화탄소가 있는거야.

40 A 만약에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가열하면 산소도 날아가는거죠?

41 R 근데 산소는 그 pH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많이 안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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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 그럼 만약에 여기 증류수에 산소만 들어있다면 산소만 빠져나가

겠네요?

43 R 산소도 같이 나가는데, 여기서 색깔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주로

이산화탄소라서 그 얘기만 주로 하는 거죠. 산소도 같이 나가.

A는 지나가던 연구자에게 시험관에 있는 기체가 가열을 하면 다 날아

가는지를 물었다(38행). 이에 연구자는 ‘pH를 나타내는 것은 이산화탄소’

라고 답하였다(39행). A는 가열을 하면 산소가 빠져나간다는 답을 듣기

위해 또다시 가열을 하면 산소가 빠져나가는지를 물어보지만(40행), 연구

자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pH에 산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41행). 이에 A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산소가 빠져나가는지를 끈질기게 묻는 모습을 보였다(42행). B

와 C의 실험에서 가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연구자의

대답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며 이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에

대한 근거로 교사의 권위에 주로 의존한다는 여러 문헌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Kelly & Chen, 1999; Schwarz et al., 2003; Zohar & Nemet,

2002).

가열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연구자의 의견을 들은 후

(43행), 다시 그룹 논의로 전환되어 연구자의 설명을 근거로 가열의 과학

적 타당성에 대해 A, B, C가 함께 논의하였다.

44 A 그러니까 이거.. 이거 두 개를 가열을 하면 안 되지. 둘 다, 산소

랑 이산화탄소랑 둘 다 빠져나가잖아.

45 B 산소는 쪼끔 나간다는 거잖아.

46 A 아니 산소는 쪼끔 나간다는게 아니라 산소도 같이 나가긴 나간

대. 이산화탄소랑

47 B 근데 (pH에) 산소는 영향이 없대잖아.

48 C 근데 그렇게 크게 상관 없을거 같애. 여기에서 밤에 식물은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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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호흡을 하는데.. 낮에 광합성으로 만드는게 있잖아.

49 B 아니면 그것만 해, 이산화탄소만 있는거. 그것만 가열하면 되잖

아. 아니면 산소만 있는 걸 가열해가지고 그 이산화탄소는..

A는 교사의 말을 인용하며 ‘가열을 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둘 다

빠져나간다.(44행, 46행)’고 반박을 하지만, B와 C는 ‘산소는 영향이 없

다.(47행)’, ‘낮에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든다.(48행)’라고 말하면서 자신들

의 실험설계에 대한 주장을 방어한다. A는 자신과 서로 다른 의견을 펼

치는 B와 C에 대해 ‘둘이 알아서 하세요!’, ‘니네 둘이 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 간의 소집단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C는 자신의 주장을 동료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연구자에게 설명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허용적인 모습을 보이

지 않는 A로 인해 상호작용의 대상이 동료가 아닌 교사에게로 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격려와 칭찬

같은 허용적인 소집단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Mortimer & Scott,

2003).

결국 제안 단계에서의 논변활동 결과 과학적으로 타당한 두 개의 주장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나오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정하거나 상대방의 실험이 갖는 장점을 생각

해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학생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러한 경

쟁적인 논변이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는 동료합법화의 부재를 들 수 있

다. Berland와 Lee(2012)는 세 가지 소집단 논변활동 사례를 관찰하여

합의 형성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동료합법화(peer

legitimization)를 제시하였다. 동료합법화란 학생들이 아이디어의 과학적

타당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아이디어의 잠재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p. 1879). 이러한 동료합법화는 다른 구성

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학생들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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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세우도록" 돕기 때문에(Goffman, 1974), 경쟁적이고 설득적인 논변

에서 벗어나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며, 합의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이 일어

날 수 있게 한다고 제안한다. A는 자신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C의 의견

을 듣는 것을 지겨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교과서와

겹친다”는 반박을 펼치는 C의 의견을 무시하고 B와 C의 의견을 고려해

보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았다. C도 A의 실험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거

나 가치있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동료합법화가 일어나지 않는 소집단 상호작용은 A와 C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1.4. 논변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

제안 단계에서 학생들의 행동과 발화를 통해 드러난 인식적 목표 및

인식적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집단 3의 학생들은 13차시 이전

의 논변활동에서 주로 ‘정답 찾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13차시

과제에서는 정해진 하나의 실험설계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근거를 들어 실

험설계를 구성하며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실험설계에서

주요 측정 변인인 BTB 색깔을 pH, 이산화탄소와 관련지어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변인을 녹말 입자나 가열을 이용하여 어떻게 조작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담화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가 ‘과학적 의미 형성’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의 전환은 열린 탐구에서 비롯되었다

고 판단된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실험설계를 하면서 하나의 정답이 있다

고 생각하지 않았고, 타당한 실험설계 구성을 위해 각 변인에 대한 의미

를 이해하려고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이는 실험설계 구성에 대한 인식적

목표를 과학적 의미형성에 두었음을 나타내며,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지

식 구성의 주체가 자신임을 느끼게 되어 능동적으로 실험설계에 참여하

였다(Chin & Brow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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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산물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적 이해는 학생들이 구성한 실

험설계를 통해 드러났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실험을 구성했지만, 제안된

실험들은 모두 ‘이 실험이 어떻게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를 알

아볼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이 활동에서 구

성하는 지식 산물은 무엇이 어떻게 혹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야 한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식 산물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제안 단계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난데 비해, 아이디어의 정당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적 이해는 광합성 실험설계를 구성할 때와 다른 학생

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때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광합성 실험

설계를 구성할 때 광합성 실험 재료에 대한 이해와 광합성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옳은 정당화를 통해 서

로를 이해시키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정당화에 대한 인식이 ‘과학 이

론이나 자료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기반을 두어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

임을 반영한다. 학생들은 하지만 자신과 다른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할 때

는 대체적으로 ‘권위에 기반한 정당화’를 보였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

하고 있던 연구자에게 상대방 실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연구자로

부터 자신의 반박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태도를 보인데서 이를

알 수 있다. A는 녹말과 가열로 인한 문제점을 근거로 B와 C의 주장을

반박하지만 이러한 반박의 이면에는 가열이 문제가 있다는 연구자의 대

답을 바탕으로 자신의 반박을 정당화하는, 즉 권위에 기반한 정당화가

있었다. C도 A와 마찬가지로 연구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와 겹치면 안된다’는 자신의 반박을 정당화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인식적 이해가 맥락에 따라 전환된다거나 때로는 복합적으로 함께 존재

한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Bing & Redish, 2009)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청중에 대한 인식은 맥락에 따라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실험설계를 구성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지식의 구성자’로 바라봄으로써

능동적으로 자신의 실험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비슷한 실험설

계를 구성한 B와 C 간에는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복합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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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영역 내에서 지식 산물을 구성하고 서로 다른 이해를 정당화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수정함으로써 초기 주장보다 과학적으로 정교

화된 주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의 주장이 자신과

달랐을 때는 자기 자신을 ‘평가자’로 인식하였다. 서로 다른 실험을 설계

한 A와 C는 자신이 ‘평가자’가 되어 자신들의 주장은 절대 수정하지 않

고 상대방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태도만을 보였다. C는 A에게 ‘네 실험

은 교과서와 겹친다’라고 말하며 A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또한

B와 C의 실험에 대해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인

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옳은 주장과 옳은 정당

화를 통해 광합성 실험설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였으나, 자신과 다른 실

험설계에 대해서는 권위에 기반한 반박을 보이며 상대방 실험을 인정한

다거나 수용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상대방 반박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반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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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단계 – 논변에서 논쟁으로의 전환

제안된 광합성 실험설계들 중에 하나의 실험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각자가 제안한 실험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이 기대된다

(Osborne, Erduran, & Simon, 2004). 그러나 하나의 실험을 선정함에 있

어 A와 C는 ‘경쟁자’의 관계에 놓였으며 논변활동을 ‘이기는 것’으로 인

식함에 따라 상대방 주장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단점만을 공격하며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논쟁적인

담화가 나타났다. 논쟁적인 담화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횟수

가 증가하였으며 권위에 기반한 정당화가 일어나거나 상대방을 이해시키

는 데 적절한 정당화가 나타나지 않아 인지적 갈등을 좁히지 못하였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방어함으로써 협력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1. C의 주장에 대한 A의 반박

학생들 간의 의견 대립을 인지한 연구자는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누구

의 것이 더 맞는 거 같은지’를 논의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에 이르기

를 요구하였다. 다음은 소집단에 합의라는 요구가 주어진 후, 학생들 간

에 일어나는 담화이다.

01 R 어,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의

견을 모아 봐요. 이렇게 만약에 서로 생각이 다 다르면, 각자 하

나씩 내보고 설명을 해가지고 누구 것이 더 맞는 거 같은지 하

면 되지.

(중략)

02 A 나는 의견 냈다!



- 46 -

03 B 니 의견은 BTB넣고..

04 T 6반! 6반! 집중. 6반! 단비 집중. 실험설계는 간단할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실험할건데?

05 C 봐봐. 내가 간단하게..(하자고 했잖아)

06 A 간단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알코올램프를 쓰잖아? 그럼 그건 어

떻게 간단한거야?

07 B 일단 니(A)걸로 해보고..

08 A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시험관, 물풀, 스탠

드면 끝이야. 근데 너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시험관에다 스탠드

에다 물풀에다.. 내꺼는 시험관, 증류수, BTB 용액, 물풀, 스탠드

면 끝인데 너네는 알코올램프도 필요하잖아. 근데 이게.. 알코올

램프를 어떻게 감당할건데.

09 C 이게 뭐 위험물이야? 위험물이긴 하지. 근데..

10 B 야 근데 우린 비닐랩도 뺐어.

11 A 그러니까 이걸 가열 한다 쳐. 가열을 해. 그러면 더 복잡해지잖

아. 가열을 하고 그걸 또 식히기 위해서 얼음물이 필요하고 증류

수가 필요하고.

12 C 왜, 얼음물이 왜 필요해? (B: 야 근데 이거…)

13 A 식혀야지! 빨리! (B: 야 근데 이거…)

14 C 그럴 필요 없어!

위의 담화에서 학생들은 논변활동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A는 ‘나는 의견 냈다’라고 말하면서 대안적

인 설명을 구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였다(02

행). 또한 ‘실험설계는 간단하면 좋다’는 교사의 말을 듣고(04행) B와 C

의 실험에 대한 반박을 펼쳤다(06행, 08행, 11행). 이를 논변의 형태로 구

조화시키면 <그림 5>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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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CA

내 실험은 간단한데, C

의 실험은 알코올 램프

가 필요하다.

JA
내 실험이 더 좋다.

설계가 간단하지 않고, 알코올램프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림 5>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 A가 구성한 논변(06행, 08행)

DA CA

가열을 하면 시험관을

시키기 위해서 얼음물이

필요하다.

JA
내 실험이 더 좋다.

실험이 복잡해진다.

<그림 6>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 A가 구성한 논변(11행)

두 논변 모두 ‘가열을 위해 알코올램프를 사용하게 되면 실험이 복잡

해진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의 반박에 C는 자신의 실험의 제

한점을 인정하나(09행), ‘얼음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반박하였다(12행,

14행). 여기서 C는 자기 실험의 제한점을 단순히 거부할 뿐, 그 제한점

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게 뭐 위험물이야? 위

험물이긴 하지. 근데..(09행)’라는 발화에 이어서, ‘근데 다른 수업에서도

알코올램프는 다룬 적이 있잖아. 조심해서 다루면 문제가 되지 않아’라거

나, ‘근데 독립변인으로 이산화탄소를 없애려면 가열이 꼭 필요하기 때문

에 위험하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아야하는 건 아니잖아?’라는 등의 자기

실험의 위험요소를 보완하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A와 C의 대립적인 상황을 인지한 B는 이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A

가 주장하는 실험의 간편함과 C가 주장하는 이산화탄소를 독립변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치려 하였다. B는 간편하게 비닐랩을 이용해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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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소를 없애자는 다소 엉뚱하고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B의 주장은 소집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은 B의 중재에

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A와 C 간의 대립적인 논변이 펼쳐지는 담화이다.

15 C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왜 필요하냐야.

16 A 그러니까 내의견이 그냥 이건데, 그럼 알코올램프를 써. 쓰면 돼.

한번 써봐. 실험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일단 니네가 알아서 하

고, 나는 상관 안할게. 그냥 니네들이 하라는대로만 할게. 알코올

램프를 써! 쓰는데 우리는 보호안경도 필요하고 장갑도 필요하고

그럼 그렇게 해. 그다음에 알코올램프를 이걸 손으로 가열할건

아니잖아? 거기다가 발화기도 필요하고. 이거 알코올램프 하나만

추가하는데 드는게 많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거 알아서 감

당해. 니(C)가 감당하라고.

17 B 간편하게 이렇게 하자(A의 실험을 하자).

18 A (C에게) 아무 상관 안 할테니까 감당해!

19 B (준비물 그림 짚으며)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거 요거 요거.

20 A 나는 진짜 신경 안 쓸테니까, 나는 진짜 나는 간단한 걸로 추천

했는데 니가 알코올램프 쓰겠다고 하면은 알코올램프 써. (교사

가 지나가다가 격양된 A를 보고 옆에 와서 관망하고 있음)

C는 A를 설득하기 위해 실험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켰지만(15행), C의

논변에는 정당화가 빠져있었으며(그림 7) 이로 인해 가열을 왜 해야하는

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A를 이해시키지 못하였다. 여기서 C가 할 수

있는 정당화는 ‘실험의 목적을 보면, 이산화탄소가 조작변인이어야 하므

로, 가열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없앤 시험관과, 이산화탄소가 있는 시험관

에서 광합성을 하는지 보는 것이 실험의 목적에 더 적합한 방법이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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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CC

실험의 목적은 광합성에

CO2가 필요한지, 아닌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내 실험이 더 좋다.

<그림 7>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 C가 구성한 논변(15행)

A는 C의 발화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않고, ‘내 의견은

그냥 이건데..(16행)’라고 말을 시작하며, 또다시 앞서 이야기한 가열로

인한 복잡함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C는 자신의 실험설계가 복잡하여 실

험하기 힘들다는 A의 반박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 A의 반박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 그러나 A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의 반박만을 함으로써 C가

납득할 만한 정당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A는 ‘알코올램프 써. 쓰면 돼. 한번 써봐’라고 상대의 주장을 수

용하는 듯한 발화를 하지만,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이 발화에 이후에 보

이는 ‘나는 상관하지 않을께’(16행, 18행, 20행), ‘니들이 감당해(16행, 18

행)’라는 발화 등을 보면 진정으로 C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히 감정적으로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집단

논변활동을 통해 나온 실험설계는 소집단 구성원이 함께 구성한 것이므

로 그 실험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동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A는 C의

실험으로 할 경우 자신은 상관이 없다는 발화를 하며 소집단 내의 공동

체 의식이 매우 부족한 모습으로써 협력적인 논변활동에 제한적인 모습

을 보였다. 협력적인 학습의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학생들의 전형적

인 비협조적이고 논쟁적인 태도(Maloney & Simon, 2006)와, 이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의 부족(Brown &

Campione, 1996; Hatano & Inagaki, 1991)이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 영역에서 하위집단의 장․단점

평가할 때, 칭찬과 호응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의 생각의 흐

름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보다 오랜 시간 집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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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주고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촉진

하여 하나의 동의된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다(이지영, 2011). 그러나 소

집단 3의 구성원들은 복합적인 상호작용 영역에서 서로의 주장에 대한

장․단점 평가할 때, 비난이나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임으로

써 소집단 논변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이는 대안적인 설명을 구성하거나

현재의 주장들을 수정하여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2.2. A의 주장에 대한 C의 반박

제안 단계나 선정 단계의 논변활동 동안 A주장에 대한 C의 반박은

‘교과서와 겹친다.’는 단 한가지의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그림 8). A는 이

러한 반박에 대해 교과서와 겹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C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제안 단계에서 A의

주장에 대한 C의 반박이 드러난 담화이다.

21 C 간단한건 좋은데, 니 실험이 간단한건 좋은데 교과서 실험하고

좀 겹친단 말이야.

22 A (화내며) 그러면 교과서 실험을.. 난 진짜 교과서 실험 안 봤어!

나는.

23 B 그러면 이렇게 해. A야..

24 C 아니, 아니 겹치니까..(안들림).. 선생님께서..(겹치면 안된다고 했

잖아)

13차시의 전체 담화에서 A주장에 대한 C의 반박은 총 5번의 반박이

나타나는데(제안 단계의 05행, 13행, 선정 단계의 21행, 24행 등), 그 중

4번은 정당화없이 자료-주장의 구조만을 보였다. 한 번의 정당화도 ‘선

생님께서 교과서와 겹치면 안 된다고 하셨어(24행)’라는 발화로, 과학적

설명을 평가하는데 교사의 권위와 같이 부적절한 기준에 의존(Li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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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yon, 2006)함으로써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당화를 보이지 않

았다.

DC CC

A의 실험은 교과서 실

험과 겹친다.

JC 내 실험이 더 좋다.

선생님께서 교과서와 겹치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림 8>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 C가 구성한 논변(36행)

2.3. B와 교사에 의한 중재의 실패

A와 C 사이의 인지적, 감정적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B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

는 모습을 보였다. 소집단 구성원끼리의 분쟁을 중재하고 합의를 유도하

는 중재자(Hogan, 1999)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지만 낮은 인식적

권위와 과학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A와 C의 대립이 깊어지는 것을 인식한 B와

교사의 중재를 나타내는 담화이다.

25 B 근데 A의 의견도 좋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A, 니가 쓰자는게 이

거 이거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A의 의견을 겹쳐서 니가 말

한 빛까지 포함해가지고는 두개를…근데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

는게 뭐냐? 이거 아냐?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면 색깔이 바뀌는

이유. (A, C 둘 다 답답해함)

26 T (전체 학생을 향해) 자, 완성된 포스터는 뒤에 있는 이 젤에 꽂

아주세요.

27 A 니들이 알아서해. 알코올램프를 쓰던, 내가 말한게 겹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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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알코올램프를 쓰던, 알루미늄 포일을 쓰던..

28 B 그럼 일단 쓰자!

29 A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정해야 되는데 왜 써. 뭘 어떤걸.

30 B 근데 이거 꼭 한 개 의견을 써야 돼요?(연구자에게)

31 A 알코올램프를 그냥 너네들이 써. 삼발이하고 그런거, 발화기 하

고 그런거..

32 T (3조에게만) 우리가 중요한건, 왜 우리가 조별로 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너희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다를수록 좋은거야.

하나로 쭉 가는 게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양보하고, 합의하고,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걸 배

우는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야. 뭔가 내용을 배우려는게 아니

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D는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떡할거야? 그렇게 할거야? 어떻게 할건가.. 나

는 지금 이 조에 제일 관심이 많아.

B는 A와 C의 실험들을 합쳐보려고 하지만 과학 지식의 부족으로 인

해 대안적인 실험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실험의 목적이 ‘이산화탄

소가 증발하면 색깔이 바뀌는 이유’라고 말하며 실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25행). 중학생들의 소집단 상호작용을 분석한 많

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학생들은 인식적 권위가 높은 동료의 말을

신뢰하고 귀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인다(e.g., 심수연, 2015; 박소현, 이신

영 & 김희백, 2014). B는 다른 차시의 수업에서 과학적 지식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났고 과학 성적도 중하위권이었기 때문에 A와 C가 생각하는

B의 인식적 권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와 C는 새로운 대안

을 찾으려는 B의 제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리적이지 않은 B의 제안은 A와 C사이의 합의점을 찾는데 한계가 있

었다.

교실을 순회하고 있던 교사는 3조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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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지하고 3조의 학생들을 향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여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다. 또한 참여하지 않

는 D를 염두하여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교사는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합의에 이

르기 위해 ‘양보’와 ‘협의’,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스캐폴드를 제공하였

다(32행). 그러나 교사의 개입 이후에도 A와 C의 인지적 대립 양상은 지

속되었으며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로

협의하라’라는 형식의 강조는 교실 공동체에 의미 있는 실행으로 이어지

지 않을 수 있다(e.g., Berland et al., 2015).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실행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강조보다는 다른 제 3의 대안을 마련해보

게 하거나 두 사람의 의견을 교실 전체의 논변 주제로 이끌어와 다른 학

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등의 구체적인 스캐폴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2.4. A와 C의 인지적 대립의 지속

다음은 B와 교사의 중재 이후 A와 C의 인지적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담화를 나타낸다.

33 A 얘(C) 알아서 하라고. 알코올램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

잖아. 만약에 오차가 생겨도 나는 몰라.

34 B 그럼 어떻게 할래?

35 C 아... 이거를 BTB용액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노란색을 만

들어. 일단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만든 다음에 한쪽은 가열을

해서 그러니까 한쪽은 좀 중성으로 만든 다음에 가열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염기성이 되겠지.

36 A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내 의견 주께. 시험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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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풀을 넣어. 그다음에 BTB용액을 넣어서 둘 다 노란색을

만들어. 물풀 두 개를 넣어. 그다음에 알루미늄 포일을 하나를

가려. 광합성 못 할거 아냐. 하나는 광합성 해. 그위에다 비닐랩

을 씌워야 되겠지? 증발하지 않게? 광합성을 씌워서 두 개를 해.

하나, 만약에 빛이 차단돼서 광합성을 못하잖아. 그걸 열어봐. 노

란색이잖아? 그리고 요쪽(빛받은쪽)은 바뀌었잖아? 그러면 광합

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걸 그걸로 밝히는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중략)

37 A 이 두 색이 변하면은,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는

건 틀린거지. 근데 왜 꼭 가열할려고 하는거야? 나는 그게 궁금

해. 얘는 계속 가열한다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왜?

38 C 왜냐고? 내가 아까 말했는데 한쪽은 산성으로 만들고, 한쪽은

염기성으로 만든다는 것이 되잖아. 일단 가열을 하면은. 한쪽은

산성으로 만들어..그렇기 때문에..여기다가 물풀을 넣으면은 한쪽

은, 한쪽은 둘다 물풀을 넣으면은 한쪽은 뭐…

39 T 자 6반! 의견이 모아졌나요? 그 큰 종이에 자기네 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만 그림으로 크게 그려서 빨리 거세요.

40 B 일단 A의 의견으로 쓰자. 그것도 심플하고.

교사의 개입 이후에도 A와 C는 자신의 실험이 더 좋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 앞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실험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다(35행,

36행). 이는 Mercer(2000)이 말한 논쟁형 담화의 특징으로 서로 간의 주

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며 단순한 주장과 반론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담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담화는 Gilabert,

Garcia-Mila, 그리고 Felton(2013) 연구에서 보인 설득에서 이기려는 학

생들의 담화와 일치한다. 논변 활동의 인식적 목적이 상대를 설득시켜

자신의 의견이 뽑히는 것일 때 학생들은 반대 입장의 측면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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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제한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반론을 무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과 자신의 주장이 아닌 제 3

의 대안을 제안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Leitao, 2000).

선정 단계에서의 논변활동이 끝나갈 무렵에서 또다시 A는 C의 실험에

있는 ‘가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37행). 실험설계를 제안하는 단계

에서 A는 교사에게 ‘가열을 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죠?’라는

질문을 했었고 B에게 이산화탄소가 물에 있으면 산성을 나타낸다고 말

한 발화들을 고려할 때, A는 가열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 염기

성이 된다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A가 문제를 제

기한 ‘왜 꼭 가열을 하려는거야?’라는 발화의 의미는 실험에서 가열의 역

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라기 보단,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시험관이

이 실험과 관련하여 어떤 이점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C는

이에 대해 가열을 하면 염기성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실험을

반복 설명하고 있었다(38행). C는 A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실험

과 관련된 가열의 이점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실험이 더 좋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이 실험의 목적은 이산화탄

소의 유무에 따른 광합성의 결과'야. 여기서 독립변인은 이산화탄소잖아.

내 실험도 독립변인이 이산화탄소니까, 내 실험이 실험 목적에 더 적합

해.’라는 정당화를 하지 않았다. A 또한 C의 실험이 갖는 제한점을 주로

이야기하며 C가 충분히 납득될 수 없는 ‘자신의 실험은 단순하고 상대방

의 실험에 비해 오차가 없다’라는 정당화만 보이고 있었다. A가 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의 정당화, 예컨대, ‘실험이 복잡해지면 50분 안에 실험을

못해! 두 개 모두 실험이 적합할 때, 간단한 것이 더 효율적이지!’라는

정당화는 보이지 않았다.

끝까지 A와 C 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소집단별 결과를

제출하라는 교사의 요구에 B는 감정의 상한 A의 실험을 하자고 제안하

였다. 결국 A의 실험이 소집단 실험으로 선정되었지만 이것은 구성원들

이 협력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었다. 14차시 이후 협력적 성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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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A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A의 실험을 선택했

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44행, 46행).

41 R (중략)..그래도 마지막에는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어?

42 A (고개 저음)

43 R 아니었어? 그런거였어? 난 되게 좋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

구만. 그래요?

44 C 결국 시간이 없어서 A이 의견으로 대체한거 잖아요.

45 R 아, 그런거야? C는 동의한건 아니고? C는 계속 가열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46 C 네.

14차시에서도 A와 C는 9개의 실험들 중 원래 자신의 주장과 비슷했던

다른 조의 BTB 실험설계를 가장 좋은 실험이라고 채택하였으며, 14차시

수업 후 이루어진 협력적 성찰에서 실험설계에 대한 주제가 대두되었을

때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실험설계에 대한 인

지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2.5. 논변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

선정 단계에서 소집단 학생들의 논변활동은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논

변활동에서 학생들은 대안적 설명들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논쟁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고 다른

대안적 설명들을 폄하하기 위해 애쓴다(Mercer, 2000; Felton,

Garcia-Mila, & Gilabert, 2009). 본 연구에서도 A와 C는 복합적 상호작

용 영역 내에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며 오로지 상대방 실험

의 제한점에 대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우에 의견의 교환이 이

루어지기는 하나, 어떤 것이 좋은 논변인지를 검토하기보다는 이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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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목적을 두어 자신의 의견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습

은 Walton (1992)이 언급한 논쟁적 담화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선정 단계에서 학생들이 논쟁 활동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적 목표를 상

대방을 ‘이기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식 산물의 본성에 대한 인식도 앞선 제안 단계에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어떤 실험이 더 좋은지에 대해 A가 갖는 인식은 ‘단순

하고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이 더 좋다’이고 C가 갖는 인식은 ‘새

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실험이 더 좋다’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지

만 그들의 주장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의 실험이 상대방 실험보다

더 좋은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런 실험이 더 좋다’는 설명만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식 산물의 본성에 기반을 둔다. 다시 말해서 이

소집단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구성한 지식 산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를 기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정당화에 대한 인식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당화를 할

필요가 없다’ 혹은 ‘권위에 기반하여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C는 자신의

실험설계가 복잡하여 실험하기 힘들다는 A의 반박에 전혀 동의하지 않

았지만, A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의 반박만을 함으로써 C가 납득할 만

한 정당화를 보이지 않았다. C는 정당화 없이 ‘교과서와 겹친다’는 자료

만 반복해서 제시하거나 ‘선생님께서 교과서와 겹치면 안된다고 하셨어.’

라는 정당화를 보임으로써 A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논변을 주장과 정당화 측면에서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학생들은 보통

주장/정당화 측면에서 한 방향(one-sided)의 논변을 만들고(Sadler, 2006;

Schwarz et al., 2003; Schwarz & Glassner, 2003) 다양한 정당화로 자

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며(Sandoval & Millwood, 2005; Zohar &

Nemet, 2002) 왜 그 주장이 다른 주장에 비해 더 받아들일만한지 나타

내지 않는다(Bell & Linn, 2000; Kuhn & Reiser, 2005)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논쟁적인 담화에서 보인 학생들의 논변 구조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다.

A와 C가 선정 단계에서 갖는 청중에 대한 인식은 ‘경쟁자’였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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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로의 주장을 수용하여 합의된 관점을 찾거나 협력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 주장들

에 대한 구성적인(constructive) 비평없이 서로의 주장을 폄하하려고만

하였다. 14차시 이후의 협력적 성찰에서 A는 논변활동을 C와 다투는 것

이라고 표현하였는데, A는 이러한 다툼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 C를

주로 비방하며 그의 말을 따르되 실험에 오차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출하는 논쟁적인 태도

를 나타냈다. A는 이전의 수업들에 대한 협력적 성찰에서 ‘C는 다른 사

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활동을 주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 따라오길 바란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C에 대한 A의 인식은 다른

주장을 펼치는 C와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부추겼을 수 있다.

A : 저는, 그 조 사람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는요. 지

금 조는요. 솔직히 이 조에 불만이 있는 게요. 제가 현미경을 보는데요

맨날 C가 내가 만질게～ 만질게～ 그러면서 맨날 계속 자기가 맞추고요.

다른 사람이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보려고 해도 어.. 내가 맞출 테니까

니네는 어쩌고 저쩌고 있어 이러면, 계속 자기 혼자서만 하니까 그게 B

도 좀 불만이라 그러고.

(12차시 수업 후 협력적 성찰 전사본 일부)

논쟁적인 담화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는 제

안된 실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인지적인 탐색을 방해하고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 내에서 서로의 의견에 대한 제한점만을 공격하는 비생산적인 논변

활동을 일으킴으로써 협력적인 합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는 학

생들의 인식적 목표가 논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Berland

& Reiser, 2011; Garcia-Mila et al., 2013)의 주장을 지지하며, 학생들의

인식적 전환이 어떻게 논변활동 실행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단초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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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교화 단계 – 선정된 실험설계의 정교화

하나의 선정된 실험을 소집단 결과로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변인들을 더 고려할지를 구체화시켜 소집단 결과를 정교하게 구성

하는 활동이 기대된다. 소집단의 학생들은 A의 실험설계를 무조건적으

로 수용하기 보다는 선정된 A의 실험설계를 자신들의 소집단 결과로 제

출하기 위해 실험설계의 과학적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며 선정된 실험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3.1. 대조군 필요성에 대한 논의

비록 소집단 결과가 협력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정

교화 단계에서 학생들은 A의 실험에 집중된 담화를 보였다. 이들은 A의

실험을 전지에 그리면서 실험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

였다.

01 C 이거 이거 실험을.. 꼭 시험관 두개를 쓸 필요는 없을거 같아. 하

나만 쓰면 돼.

02 A 왜?

03 C 우리는 증명하기 위한거잖아.

04 A 두 개를 해야지 증명이 되지.

05 C 알루미늄 포일을 하면은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 자체가 안되잖아.

06 A 그러니까 이걸 두개를 해. 광합성을 한거, 광합성을 안한거. 만약

에 광합성을 했을 때도 안바뀌면 어쩔거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밖에 안했어. 그러면 또 실험을 해야되겠지 그대로? 혹시 모르니

까 그렇다는 거야.

07 C 근데.. 알루미늄 포일은 아예 변화가 없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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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B 시험관, 야야야, 관용관용관용. 야야야

09 A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잠깐만 (B에게) 만약에 변화하잖아, 광합

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거는 틀린게 되는거지. 왜냐

면 광합성 못하는데도 이게 바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바

뀌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알루미늄 포일을 덮은게 안 바뀌고 가

만히 있고, 광합성 한 것만 바뀌면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거지.

C는 시험관 2개가 필요한 A의 실험에 대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개의 시험관만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01행, 03

행). 이에 A는 정당화없이 ‘두 개를 해야지 증명이 되지(04행)’라고 말함

으로써 C를 이해시키지 못하였다. C는 다시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시험

관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므로 필요가 없다(05행)고 말하였으며 이에 A

가 다시 대조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지만(06행),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C는 ‘알루미늄 포일은 아예 변화가 없는거잖아’라고 반박하였다(07

행). 이러한 끈질긴 C의 반박에 A는 ‘대조군의 색깔이 변하면 광합성을

못하는데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는 뜻이므로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게 틀린게 되는 것이고 대조군이 바뀌지 않고 광합성 한 것만

바뀌어야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09행)’고 말하며 정당화를 통해 C를 이해시켰다.

위의 담화에서 A와 C는 대조군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자신이 이해

될 때까지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하였으며 처

음에는 정당화없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당화를 통해 A가 C를 설득시킬 수 있었다. C는 무조건적으로 A의 주

장을 따르려 하기 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실험이 과학적으로 타당

한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며 소집단 결과를 과학적으로 정교화시키려 하

고 있었으며 A도 이에 동참하며 자신의 실험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구성하고 있었다. B는 아무런 발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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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찍은 비디오를 보았을 때 A와 C의 논의에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3.2. 소집단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대조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후에 A, B, C는 남은 10여분의 논변활

동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 협력적으로 논의하며 전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선정 단계의 소집단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화기애

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상의하며 실험설계를 완성해나갔다. 정교화 단

계에서의 담화는 Shepardson과 Britsch(2006)가 언급한 집합적인 상호작

용의 영역(collective zone of interaction)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학

생들의 발화의 대부분이 전체 집단에 향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모든 발화

가 하나의 공통된 사회적, 내용적 목적 즉, A의 실험의 대조군 설정, 변

인통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위한 것이었다. 다음은 학생

들이 전지에 A의 실험설계를 그리는 과정 중에 나타난 담화의 일부이

다.

10 C 그걸 그렇게 그리면 어떡해? 알루미늄 포일로 그릴건데.

11 B 알루미늄 포일은...그게 뭐야?

12 A 이렇게 하면 되지. 애들이 못 알아보면은 화살표 크게 하고 알

루미늄 포일이라고

13 B 근데 여기는 비닐랩이지, 여기는.

14 A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둘 다 비닐랩을 씌워야지.

여기 증발하잖아. 어 비닐랩.

15 C (랩을 그린다)

(중략)

16 B 끝. 야 뭔가 있어.

17 A 아니지. 더 필요한거 있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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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 하루?

19 A 시간은 하루? 그래 하루 정도. 똑같이 해줄건 여기 두 개 다

BTB용액을 넣고, 아 맞다! 이산화탄소!

20 C 날숨이면 되잖아.

21 B 사이다, 사이다.

22 C 사이다는 쫌 아니다. 그럼 이걸로 하자 조건 변인은 (안들림)

23 B 조?

24 C 조건변인. 그러니까 같게 해준거, 다르게 해준거.

25 A 여기에서 빛차단.. 아 그냥해. 그냥해. 그냥 이 상태로 나가자.

26 B 여기 빛차단 이라고 쓰자.

B는 A의 실험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비닐랩으로 감싼 시험관과 알루

미늄 포일로 감싼 시험관을 전지에 그리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있던 C

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10행), B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

해 질문을 했고(11행, 13행) A는 비닐랩은 증류수가 증발하지 않게 두

시험관 모두에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14행). 학생들의 모든 발

화는 실험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색깔로 무엇을 적을

지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가며 전지에 그림을 완성시켜 나갔다. 학생들

은 통제변인과 조작변인까지 따져가며 소집단 결과를 정교화시키는 모습

을 보였다(19행, 22행).

위 담화와 같이, 학생들은 소집단 실험이 선정된 이후에 다른 동료가

실험을 정교화 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함께 제안된 아이디어

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을

주로 나타냈다. 선정 단계에서는 A와 C 간의 경쟁으로 인해 논쟁을 벌

이다가 갑자기 정교화 단계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인 모습을 보인 이

유는 아마도 전체 소집단의 실험설계 중 하나를 선정할 다음 차시에서

다른 소집단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자신의 소집단 내의 동료와는

협력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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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전지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 A와 C가 다른 조의 학생들에

게 ‘이 정돈 되야지! 어? 짱 심플해’, ‘완전 짱이지?’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실험을 자랑하는 모습을 통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3.3. 논변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

정교화 단계에서 학생들의 행동과 발화를 통해 드러난 학생들의 인식

적 목표 및 이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는 ‘과학적 의미 형성’이었다. 학생들은 A의 실험설계를 소집단 결과

로 선정하였지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따르려고 하기 보다는 실험설

계의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며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조군의 필요성과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며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실험

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본성). 또한 소집단의 결과

를 정교화하기 위해서 ‘납득할 만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

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옳은 정당화를 하고 있었다(정당화). 이는 무

조건적으로 A의 실험을 수용하고 따르기보다는, A의 실험이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스스럼이 없는 모습(01행, 05

행, 11행)과 자신이 이해될 때까지 정당화를 요구하고(05행, 07행) 이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06

행, 09행, 14행)을 통해 지지될 수 있다. 또한 소집단 결과를 정교화함에

있어 학생들은 ‘협력자’의 관계에 놓였으며 동료와 함께 지식 산물을 구

성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이해를 정당화하며,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청중). 이러

한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는 집합적 상호작용 영역 내에서

구성원 모두가 실험을 정교하기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정당화하고 평가

하는 생산적인 논변활동을 일으킴으로써 발전된 소집단 결과를 완성시키

는데 기여하였다.



- 64 -

Ⅴ. 결론 및 제언

최근 과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실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 주장의 구성, 정당화, 평가 등이 포함된 ‘인식적 실행’(Duschl, 2008;

Kelly, 2008)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학생들이 인식적 실행에 생산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행에서의 인식론(EIP) 관점을 토대로 실험설계 과제에서 학생들이 갖

는 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가 어떻게 전환되며, 이러한

전환이 소집단 논변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실험설계에 대한 논변활동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각자 실험설계를 구성

하고, 제안된 2개의 실험설계 중 한 개를 선정하는 논의활동을 펼쳤으며,

이후 선정된 실험을 정교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는 각 맥락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서로 다

른 소집단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먼저, 실험설계를 제안할 때 학생들은

‘과학적 의미형성’이라는 인식적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실험설계가

어떻게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

장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광합성 실험 재료에 대한 이해와 광합성 과정

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정당화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활동은 ‘지식 산물은 무엇이 어떻게 또는 왜 일어났는지

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지식 산물의 본성에 대한 인식과, ‘자료나 과학

이론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지식 산물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는 정당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이때 자신을 ‘지식의 구성자’ 또는

‘협력자’로서 인식함에 따라, 각자 자신의 실험설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

였으며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 내에서 정당화, 반론, 반박의 형태를 갖춘

활발한 논변활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

이 ‘평가자’가 되어 상대방 주장이 갖는 장점보다는 제한점만을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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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때, 주장에 대한 정당화는 권위에 기반하여

일어나거나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학

생들은 자신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주장을 수정하지 않았고 서로의 실험

이 갖는 장점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지 못하였다.

제안된 실험설계들 중 하나를 소집단 실험설계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가 ‘이기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학생들은 왜 자신

의 실험이 상대방 실험보다 더 좋은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런 실험이

더 좋다’는 설명만을 반복하였다. ‘자신의 실험이 상대방보다 더 좋다’라

는 주장에 대한 자료로, A는 ‘C의 실험이 알코올램프를 사용하여 복잡하

다’, C는 ‘A의 실험은 교과서와 겹친다’라는 형태만 보였으며, 주장과 자

료를 연결하는 정당화는 빠져있거나 권위에 기반한 정당화가 나타났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주장이 소집단 결과로 뽑히기를 바라며 ‘경쟁적인 관

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는 새로운 대안

을 탐색해보거나 서로의 주장이 갖는 장점을 생각해보는 것을 제한하였

으며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시켜 감정적인 대립 현상을 나타

나게 하였다. 결국 소집단 논변활동은 중단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간

제한으로 인해 감정이 상한 A의 실험을 소집단 실험으로 선정하였고 끝

내 협력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갈등 상

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실험을 소집단 결과로 제출하기 위해 전

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가 변함에

따라 생산적인 논변활동으로 전환되었다. 선정된 실험을 정교화 할 때

학생들은 인식적 목표를 다시 과학적 의미형성에 두어 ‘어떻게 A의 실

험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다른 소

집단을 설득시킬만한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조군과 다른 변인들의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옳은 정당화를 하며

실험설계를 정교하게 구성시켜 나갔다. 이 때 구성원들은 ‘협력적인 관

계’에 놓였고 집합적 상호작용 영역 내에서 생산적인 논변활동을 함으로

써 소집단 결과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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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 맥락에서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가 전

환됨에 따라 논변활동이 양상도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가 논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Berland

& Reiser, 2011; Garcia-Mila et al., 2013)의 주장을 지지할 뿐 아니라

실행 속에서 학생들의 인식적 전환이 그들의 논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험설계

라는 개방형 탐구 상황에서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생산적인 논변활동을 지원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활동 참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가 논변활동을 조력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의 인식론에 주의를 좀 더 기울이고 이에 반응하는 것의 필요

함을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하나의 실험설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적인 담화의 양상을 보인 본 연구 결과를 예로 들어 볼 때, 소집단

구성원을 ‘경쟁자’라고 여기고 과제 목표는 ‘이기는 것’으로 간주하는 학

생들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가열’에 대한 인지적 지식의

부족이 더해지면서 타당한 반박이나 정당화의 부재가 생겨났고, 학생들

간의 인지적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교사는 구성원들이 ‘경

쟁자’가 아닌 함께 지식을 공동 구성하는 ‘협력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왜 상대방 실험이 더 좋은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제 목표에 대한 인식을 ‘이기는 것’

에서 ‘함께 의미 형성하기’ 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동료합법화와 같은 교실 내 규범형성과 정서적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교

수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탐구기반 과제에서 학생들이

갖는 활동에 대한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의 역동적인 전환을 분석함

으로써 실행에서 보인 학생들의 인식론을 파악하였지만, 어떤 요인들이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적 이해를 전환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학생들의 인식적 목표와 인식

적 이해를 전환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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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생산

적인 논변활동을 조력하는 수업 설계에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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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

포들은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띤다.

잎 아랫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잎 안으로 

들어온 이산화탄소는 해면 조직과 울타리 

조직으로 전달된다.

빛은 잎의 윗부분에서 먼저 흡수된다. 울타리 조직 아래에 해면 조직이 있다.

잎 표면의 표피 세포는 투명해 빛이 잘 

통과한다.

잎의 윗면에는 표피 세포 아래에 울타리 

조직이 있다.

해면 조직에는 둥근 세포들이 불규칙적으

로 배열되어 있다.

울타리 조직에는 길쭉한 세포들이 빽빽하

게 배열되어 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찾기

자신이 고른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움카드에서 골라 붙여보자.

근거 있는

주장 만들기 

어느 쪽이 윗면일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보자.

 (가)  (나)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 왼쪽과 

같다면, 어느 쪽이 윗면일까? 어느 곳이 위

이고, 아래인지를 그림에 표시해보자.

 

부 록

<12차시 활동지>

어느 쪽이 윗면일까 1학년 반 번 이름 :

이수는 사철나무 잎의 단면을 관찰하기 위해 현미경 표본을 만들었는데, 위쪽과 아래쪽

을 표시해놓지 않아서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도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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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B 용액의 성질]

BTB용액을 넣은 증류수에 입김을 불어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 용액의 색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노란색이 된 용액

을 알코올램프로 가열하면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

로 빠져나와 순간적으로 파란색으로 바뀐다.  위와 같은 현

상은 BTB용액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해 일어난다. 

BTB 용액은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다.

1. 실험 

준비물 
▪기구: 시험관        스포이트       알코올램프          전자저울
 

        
       스탠드                   약수저               깔때기

▪재료 및 시약: 물풀(검정말), 증류수, BTB 용액, 알루미늄 포일, 비닐랩 
어떤 물품이 필요할까요? 실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 합시다.

2. 실험 

설계하기
 전지에 구체적인 실험 계획을 그려봅시다.

<13차시 활동지>

광합성에 사용된 것은? 1학년 반 번 이름 :

[광합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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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small group

argumentation shown in

designing an experiment :

Focusing on students’ epistemic goals

and epistemic considerations for activities

Kwon, Ji-suk

Biolog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tudents’ epistemic goals

and epistemic considerations in designing experiment task and to

investigate how a shift in the students’ epistemology affected their

argumentation. Four 7th grade students were selected as a focus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when they constructed their own

experiment design, their epistemic goal was ‘scientific sens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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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epistemic considerations – the perception of the nature of

the knowledge product was ‘this experiment should explain how

something happened’, the perception of the justification was ‘we need

to use our interpretation of the data’ and the perception of the

audience was ‘constructor’ – contributed to designing their

experiment actively. When students tried to select one argument, their

epistemic goal shifted to ‘winning a debate’, showing ‘my experiment

is better than the others’ with the perception of the audience,

‘competitor’. Consequently, students only deprecated the limits of

different experiment so that they did not explore the meaning of each

experiment design deeply. Eventually, student A’s experiment design

was selected due to time restrictions. When they elaborated upon

their result, their epistemic goal shifted to ‘scientific sense-making’,

reviewing ‘how this experiment design is scientifically valid’ through

scientific justification – we need justification to make members

accept it – acting as ‘cooperator’. Consequently, all members engaged

in a productive argumentation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group result.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work on

understanding students’ epistemic goals and epistemic considerations

to prompt productive argumentation in science classrooms.

key words : small group argumentation, epistemic goal,

epistemic considerations, epistemic practice

Student Number : 2014-2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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