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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실험 결과로 예상과 일치하지 않은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단의 반응유형을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변칙사례를 해
석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소집
단 반응유형과 논변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대학부설 중학교 과학영재 21명의 학생들이 변칙사례가 나타나는
소집단 탐구활동에 참여하였다. 수업은 소집단 별로 녹화 · 녹음하여 전사
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실행적으로 나타난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
과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으며, 소집단 반응유형과 소집단 논변활
동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탐구활동 중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단
별로 ‘재해석’, ‘무시’, ‘재해석/무시’의 반응이 나타났으며, ‘재해석’의 반응
을 보이는 소집단에서는 변칙사례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실험 과정을 점검하
는 인식적 실행이 나타났다. 또한 결과 해석 과정에서 소집단 논변수준은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리더의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이 소집단에 수용되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높은 수준의 논변활동이 나타났으며, 리더가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
을 보였지만 구성원이 의존적으로만 참여한 경우에는 중간 수준의 논변활동
이 나타났다. 리더의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된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논변활동이 나타났으며, 리더의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구성원에 의해 반
박 된 경우에는 중간 수준의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논변활동이
나타난 경우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의 설명요청과 구성원의 협
력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변칙사
례가 학생들의 사고와 논변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학습에서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협력적 상호작
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변칙사례, 소집단 논변활동, 실행적 인식론적 신념, 사회적 상호
작용, 과학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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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지식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인간 추론의 산물로서 불확실하고 경험
적인 특성을 지니며 과학자의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다(Lederman et al., 2002).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
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Driver et al., 1996;
Lederman, 1992), 극소수의 학생만 과학의 본성에 대해 현대적인 인식론
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한수진 등, 2012). 따라서 과학 지식의 생성과정과
그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교수법적인 실행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교수법적 실행으로 논변이 강조되고 있다(Driver et al., 2000).
Kuhn(1993)은 논변이 곧 과학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논변이 과학적 지식
의 생성과 발전에 필수적인 인식론적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이론을 생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논변과 비판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Osborne, 2010). 또한 과학자들은 적절한 실험 방법을 선택하거나 새로
운 가설을 제안하고 경쟁 가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
화하기 위해 설득적인 논변을 사용하고 있다(Pera, 1994). 논변활동은 주
장 내세우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들을 정리하기, 주장의 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들을 평가하기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고 평가하고 진보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rduran et al., 2004). 이외에도 과학 학습에서 논변활동의 참여는 과학
지식에 대한 학습(Bell & Linn, 2000; Zohar & Nemet, 2002)과, 의사
소통 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 향상(Kuhn & Udell, 2003; Lawson 2003),
복잡한 추론 능력의 발달(Sadler, 2004)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이 논변활동의 참여를 통해 과학의 핵심적 인식론적 실행을 경험하도록
하고, 과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불구하고 학교 수업에서는 토의, 반성적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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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Driver et al., 2000; Newton et al.,
1999), 논변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높은 수준의 논변활동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Sadler, 2004; Sampson & Clark,
2009; Sandoval & Millwood, 2005). 따라서 논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현장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논변활동을 위한 전략으로 반박이 출현할 수
있는 맥락이 조성되는 것을 주장하였다(Erduran et al., 2004; Kuhn,
1991). 이는 논변 과정에서 반박이 나타나며 주장의 타당성이 평가되었을
때 수준 높은 논변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지갈등이나 대립상황이 필요한데, 인지갈등을 일으키는 교수전
략으로 변칙사례의 중요성은 그동안 많이 강조되어 왔다(Baird, 1986;
Dreyfus et al., 1990). 변칙사례로 인한 비평형화의 상태는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인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일으키므로, 변칙사례는 개념
변화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노태희 등, 2000). 또한 변칙사례로 인한
비평형의 상태는 인지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고의 과정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학습자 간의 서로 다른 비평형화 상태는 구성원간의 반박과 갈등
을 유발할 수 있다.
그동안 변칙사례는 개념변화 학습의 효과(Scott et al., 1991)나 변칙사
례에 대한 반응(Chinn & Brewer, 1993, 1998)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
어 왔으나, 이는 개인 학습자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상호작용이나 사
회적 장에서의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사회적 구
성주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장에서 학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사례가 주어졌을 때 소집단 내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과정
을 보이는지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Oliveira & Sadler(2008)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으로 소집단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그룹의
담화 활동은 거의 리더의 개시에 의해 시작되므로 소집단 활동에서 리더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식의 본질과 정당화의 문제를 다루는 인식론 영역은 그동안 주
로 철학적인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인식론적 신념 혹은 개인적 인식

-2-

론으로 칭해지면서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양미
경, 2006). 인식론적 신념은 지식과 앎의 본성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으로
(Hofer, 2000) 학습의 과정과 비구조화 된 문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Schraw et al., 1995). 개인적 인식론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
은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Schommer(1990)의 질문지법을 대표로
해서 심층면담(Perry, 1968)과 구조화된 면담(King & Kitchener, 1994;
Kuhn, 1991), 지필검사(Baxter Magolda, 1992)등으로 그 연구방법이 한
정되며, 실제 실행적으로 학습 상황에서 나타난 인식론적 신념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Sandoval(2005)은 학습 실행에서 학습자
들이 나타내는 실행적 인식론적 신념과 형식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
은 다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Hammer & Elby(2002)는 개인적 인식론이
학습의 과정에서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을 제
기했다. 따라서 특정 맥락에서 실행을 통해 드러난 학습자의 인식론적 신
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식론적 신념에 따른 지식의 정당화 방식은 논변활동과도 밀접한 관련
성이 있어 보인다(Nussbaum et al., 2008). Weinstock & Cronin(2003)
은 지식의 정당화에 대해 서로 다른 신념을 보이는 학습자는 논변활동에
서 실제적으로 정교함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지식은 절대적으로 확실하
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므로 정당화와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사람이 더 정교한 논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지식주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사고 성향은 논변 평가와 비형식적 추론 과제 수행에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왔다(Stanovich & West, 1998, 2008).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
단의 반응유형을 살펴보고, 소집단에서 나타나는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소집단 논변활동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
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논변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우리의 연구는
추가적인 논변활동 적용에 있어서 가능성과 제한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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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변칙사례가 나타난 탐구활동의 소집단 논변활동
에 참여하였다. 변칙사례가 나타난 탐구실험에서 소집단이 어떠한 반응유
형을 보이는지와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어떻
게 다른 소집단 논변활동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
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칙사례가 나타난 탐구활동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소집단 반응유형
을 보이며 이러한 반응 유형에 따라 어떠한 탐구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상호작용에 따라 소집단 반응유형과 논변
수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소집단에서 일어나는 논변활동과 상호작용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연구(case study)의 방법을 선택하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5
개의 소집단 활동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
는다.
첫째,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학생에 적용하여 일반화
할 수 없다.
둘째, 교실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학부설 영재교육
원에 재학 중인 과학영재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결과 해석이
특정 상황의 학생들에 대한 것으로 제한된다.
셋째,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학습 상황을 연구하고자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개입에 의해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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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논변과 과학교육
1.1. 과학적 논변활동의 필요성
과학지식 생성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는 탐구자 개인을 내세워서 과학
자가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서 발견이 일어난 것으로 표현하
였다(Woolgar, 1998). 하지만 과학지식은 자연계를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
도로 만들어진 견고하지만 아직 정확하지 않은 잠정적인 것이며(Driver et

al., 2000; Lederman, 1998), 탐구로 생성된 지식은 사실 그 자체가 아
니라 개념적 이론에 의존하여 해석된 것이다(Schwab, 1962). 또한 과학지
식은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지식을 생성하는 사회적인 활동으로써 만들어
진 집단의 생성물이다(Driver et al., 2000; Kuhn, 1993). 따라서 과학자
들의 주요 활동은 현상을 설명하는 대안들이 증거들과 맞는지 평가하고
특정 현상에 가장 잘 맞는 설명을 찾는 것이며, 이 과정들은 모두 과학적
논변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Latour & Woolge, 1986).
논변(argument)은 개인이나 집단이 주장이나 설명을 분명히 하거나 정당
화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해당하며, 논변활동(argume
ntation)은 이러한 결과물을 구성하는 과정에 해당된다(Sampsons &
Clark, 2008). 많은 교육적 문헌에서 강조하는 논변의 특징은 크게 2가지
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논변이 ‘수사적rhetorical’(Kuhn, 1992)이며
‘설득적didactic’(Boulter & Gilbert, 1995)이라는 것이다. 논변은 어떤 활
동의 과정이나 제안에 대한 주장을 심화하는 맥락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
을 하거나 사례를 제시하여 설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제로 과학은 일반
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논쟁, 대립, 토의를 통해 발전하며(Kuhn,
1993), 이 과정에서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설득적 논변활동은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논변은 ‘대화적’이고 ‘다양한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변은 개인 내에서 또는 사회적 집단 내에서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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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논변을 구성하는 것은 대안적인 입장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Driver et al., 2000).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에 대한 고려와 대화적인 의사소통방식이 필수적이며, 실제과
학 지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따라서 논변은 과학적 실행의 필
수적인 요소이며 과학자들이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
심적인 의사소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Giere, 1991).
1.2. 논변활동을 통한 과학교육
현재의 과학교육에서는 여전히 과학을 객관적인 실재로 간주하는 실증
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Lederman, 1998). 이러한 관점은 학생들이
과학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박탈하고 오직 하나의
과학적 방법이 있다고 믿게 되어 생각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한다(Driver

et al., 2000).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학을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으로 생각하며 세계에 대한 이론과 모델을 세우고 수정하는 과정으로 생
각하지 못하는 인식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Driver et al., 1996).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의 개념에 대해 학습할 기회 뿐만 아니라, 과학의 실행과 방
법 같은 인식론을 알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
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Driver et al., 2000).
Bricker & Bell(2008)은 논변을 과학교육에서 ‘핵심적인 인식론적 수행’
이라고 정의하고 과학교육의 목표는 과학 개념의 숙달 뿐만 아니라 과학
적 담화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담화적 활동을
통해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내재되어 있던 개인적인 지식이나 믿
음, 가치를 표현하게 되므로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더 명확히
하고 반성하며 사고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스스로 설명을 구성하는 과정
에서 지식을 통합하고 개념들을 연결지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향
상시킨다. 따라서 논변은 학생들의 과학적 추론과 사고의 과정 및 과학 개
념 이해의 발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과학적 담화를 포함한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논변은 과학 학습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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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rduran et al., 2004). 또한 학생들은 한 쟁점에 대해 대조되는 입장
들 사이의 논박이나 논쟁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논변과정(Billig, 1996)에
참여함으로써 과학의 본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이미지를 형상화 할 수
있다(Driver et al., 2000).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
식 구성을 경험함으로써 실제 과학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과학 학습에서 탐구는 다른 과목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것이며 핵
심적인 활동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탐구를 데이터 속에서 설명을 구성하고
그것을 동료공동체에게 제시하여 평가받고 토론하며 수정하는 속에서 지
식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Driver et al., 2000; Sandoval &
Reiser, 2004), 과학 탐구에서 논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설
명을 반박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와 이론을 통합한 설득력 있고 강
한 논변을 생성하는 능력은 탐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Driver et al., 2000; Duschl & Osborne, 2002; Kuhn, 1993)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논변을 구성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며
(Driver et al., 2000), 학생들은 충분한 근거와 자료에 기반해 주장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Berland & Reiser,
2009; Sandoval & Millwood, 2005)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
라서 논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하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개발 및 지원 방법을 논의해야 하며(Duschl et al., 1999;
Erduran et al., 2004), 논변의 구조적, 개념적, 인식적, 사회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2008).

2. 사회적 상호작용
2.1. 학습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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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Sampsons

&

Clark,

구성주의는 지식 구성의 주요 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인지적 구성주
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강인애, 1995). Piaget의 인지 발
달 이론에 근거한 인지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 구성의 주요 원인을 학습
자 개인의 내면적 인지작용으로 보는 반면, Vygotsky의 사회적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 구성의 주요 원인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습자의 인지적 작용으로 본다(강인애, 1995).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은 학습자가 동료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
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며(Driver et al., 1994), 학습상황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Vygotsky(1978)는 아동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과 타인
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으로 나누었으며 두 발달
수준 간의 차이를 근접 발달 영역(ZPD)이라고 하였다. 이 때 교사나 동료
는 스캐폴딩(scaffolding)의 한 형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움을 받
아 학습자의 발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언어의 역할이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는 대표적인 상징체계로서
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 간에 ‘구성된 실재’들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Vygotsky(1985)는 대화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이

학습된다고

본다.

이러한

Vygotsky의 이론에 기원을 두어 Laver & Wenger(1991)는 학습을 ‘특
정 활동, 상황 문화 아래에서 행위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
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 인지적 발달과 학습 모두에 있
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2.2. 소집단 논변활동
Oliveira & Sadler(2008)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학습 환
경으로 소집단 활동을 제안하였다.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구성원들
의 다른 개념 이해 수준과 인지 능력 차이는 소집단의 갈등을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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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소집
단에서 제시된 애매모호한 의미를 점진적으로 정제해가며 과학 개념의 의
미를 구성하여 공유하게 된다(Oliveira & Sadler, 2008). 따라서 소집단
활동은 논변활동을 촉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임은희, 2013).
Driver et al. (2000)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논변활동에 참여
했을 때 서로 다른 추론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수정하거나 반박하는 상
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반박이 출현할 수
있는 맥락이 조성되면 각자가 지지하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시
도되면서 수준 높은 논변이 나타날 수 있다(Euduran et al., 2004;
Kuhn, 1991; Rohrbeck et al., 2003).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소집단 활
동을 통해 학습자의 논변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윤선미, 김희백, 2011;
이경현 등, 2012; 조현아 등, 2013, 최지혜, 2012).
또한 소집단의 활동은 소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나며(Oliveira & Sadler, 2008), 소집단 활동에서 리더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이경현 등, 2012; Richmond & Striley, 1996).
Faircough(1989)는 담화의 종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제도 자체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제도 내 권력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Richmond & Striley(1996)은 리더의 타입에 따라 사회적 상호
작용의 규준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경현 등(2012)은 소집단 논변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동일한 과제에서 각 소집단의 상호작용은 큰 차이를 보였
으며 이러한 차이에는 리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였다.
동일한 과제 상황에서도 소집단마다 다른 역할과 상호 작용의 유형이
나타나고(Hogan, 1999), 구성원의 참여 형태는 소집단의 사회적 규범과
함께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나므로(Richmond & Striley, 1996) 소집단 활
동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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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론적 신념
3.1. 인식론적 신념과 학습
개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은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이주연, 백성혜, 2006). 개인이 지식의 본질과 학습에
대해 가지는 암묵적인 신념 또는 가정을 인식론적 신념(epistemological
belief)이라고 하며(Hofer & Pintrich, 2004) 이러한 신념은 학습자의 학
습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인식론적 신념은 지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가는지 무
엇을 안다는 것을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이며 이러
한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암묵적이지만 상당
히 큰 영향을 미친다(양미경, 2006). 지식의 본질과 정당화의 문제를 다루
는 인식론 영역은 그동안 주로 철학적인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
‘인식론적 신념’ 또는 ‘개인적 인식론’ 등으로 언급되면서 교육학 분야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양미경, 2006)
인식론적 신념은 Perry(1968)가 처음 주장하였으며 그의 연구를 시작으
로 ‘the Perry scheme’(Perry, 1968), ‘여성의 앎의 방식에 관한 연
구’(Belenky et al., 1986), ‘인식론적 반성 모델’(Baxter Magolda,
1992), ‘반성적 판단’(King & Kitchener, 1994), ‘논변적 추론의 기초가
되는 인식론적 관점의 수준’(Kuhn, 1991)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개인적인 인식론에 관한 관점에서는 지식과 앎에 대한 생각이 생물학적
성숙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달단계를 거친다는 관점(Perry, 1968)과 독
립적인

신념들의

모음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Hofer,

2000;

Schommer, 1990), 맥락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인식론적인 자원들의 모음
이나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는 관점(Hammer & Elby, 2002) 등이 있으
며, 개인의 인식론이 여러 가지 독립적인 차원들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관점 내에서도 차원에 관한 생각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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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 신념을 독립적 차원들의 모음으로 보는 연구들 중에는 Schommer
(1990)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그녀는 인식론적 신념의 차원을 지식의 원
천, 지식의 확실성, 지식의 구조, 학습의 조절, 학습속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의 연구에 대해 Hofer & Pintrich (2004)는 학습능력에 대
한 신념은 지능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론이나
철학적 문제로서 지식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
기하였으며, 인식론적 신념을 지식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지식의 본질’과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와 관련된 ‘앎의 본질’이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Hofer, 2000)
인식론적 신념은 인지적 발달과(Perry, 1968)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
(노태희, 최용남, 1998).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이러한 앎은 어디에
서 기원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세
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객관적인 진리인지 혹은 세계에 대한 주관적
인 해석인지에 대한 신념은 학습자의 학습행위에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초희, 2012)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인식론적 신념은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어려운 과제에서의 끈기, 독해능력, 지식의 통합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미경, 2006). 특히 인식론적 신념은 구
조화 된 문제보다는 비구조화 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하
며(Schraw et al., 1995), 인식론적 신념이 우수한 학습자는 하나 이상의
정답이 있을 수 있고, 해결의 방법이 여러 가지이거나 명료하게 답이 규정
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대해 대처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itchener & King, 1981; Kuhn, 1992). 또한 인식론적 수준이 낮을수
록 학습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지식을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인식론적 신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척도를 타당화하거나 개
념화한 연구들이며(송영명, 정미선, 2012),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섭,
윤경미(2009)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초희(2008)의 연구에서 영
재 중학생, 일반 중학생, 대학생 모두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보다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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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행적 인식론적 신념
Sandoval(2005)은 학생들의 탐구 실행이 그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들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 그들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만드는데 적용하는 인식론적인 생각을 실행적 인식론
(practical epistemology), 전문적이거나 형식과학에 대해 표현된 신념들
을 형식적 인식론(formal epistemology)으로 정의하고 이 두가지 생각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형식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인
관점의 연구로는 학생들의 탐구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학
생들의 실제 탐구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적 인식론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한다(Sandoval, 2005).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
하고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행의 경험으로 상당히 맥락화 된 인식론
적 아이디어를 발달시킨다(Sandoval, 2005). 또한 Hammer & Elby(2002)
는 인식론적 신념들이 맥락 내에서는 일관성이 있지만 맥락이 달라지면
다른 인식론적 신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인식
론적 연구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발전으로 개인적 인식론이 더 상황적이고
덜 안정적이라는 관점을 제공하였다(Hofer, 2001). 따라서 상황 맥락을 고
려한 학생의 실행적 인식론적 신념에 대해 보다 풍부한 기술적 연구가 요
구된다.

4. 변칙사례(Anomalous Data)
변칙사례는 Piaget가 제시한 비평형화나 kuhn이 주장한 과학지식의 혁
명적 변화의 필수적인 요소로서(김명자, 1996; Chinn & Brewer, 1998),
학생들의 선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Chi(1991)는 변칙사례의 인식은 개념변화의 과정에 있어 결
정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변칙사례들이 어떻게 발견되는가와 이들이
어떻게 기존지식의 위기와 갈등을 불러오는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cott et al. (1991)은 과학교수를 위한 방법의 리뷰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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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변화의 목적으로 한 과학 개념 학습에 인지적 갈등 유발 전략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Chinn & Brewer(1998)는 학생들이 변칙사례를 접했을 때 보이는 다양
한 반응을 무시, 거부, 재해석, 배제, 보류, 판단불가, 주변이론변화, 이론
변화 등 8가지로 나누었다. 학생들의 반응 비율에서 거부(34.3%)와 재해
석(24.2%)의 반응이 높은 반면 이론 변화(2.2%)의 반응은 소수로 나타나,
변칙사례로 학생의 인지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인
지갈등에 기초한 교수전략이 성공하려면 학생들에게 활동상황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순을 해결하려는 학습자의 추론적 행동이 필요하며
(Mortimer & Machado, 2000), 학생들이 그들 자신과 모순되는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변칙사례가
개념변화에 효과적이지 않다(Rowell & Dawson, 1984; Scott, 1992)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과학적 논변의 수업에서 변칙사례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변칙사례를 무시(discount)하거나
오인(misperceive)함으로써 관점의 변화에 저항하였다(Chinn & Brewer,
1993; Chinn & Mahlotra, 2002). Chinn & Brewer(1993)은 변칙 데이
터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였고, Mason(2003)은 학생들의 인식론적 특성이 변칙사례에 대한
반응이나 이후의 개념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노태희 등(2000)은 학생들의 반응 유형이 개념의 난이도, 변칙사례의
규칙성, 학생의 이해수준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동안 변칙사례는 개인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Chinn & Brewer, 1993, 1998). 하지만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
은 필수적이며(Laver & Wenger, 1991), 이 개인의 반응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변칙사례에 대한 사회적 구성
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학습상황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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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원의 생물분과 중학교 2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원은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2, 3학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 소재 중학교 1학년 재학생 중에서 지필검사와 면접을
통해 분과별로 20~21명씩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그 다음 해에 과학
영재교육원의 2학년 교육과정을 116시간 이수하게 된다. 중학교 2학년 생
물분과의 교육과정은 생물학 분야 중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생물
학 이론 강의와 그 이론에 대한 실험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학
생 중에서 과학에 재능을 보이는 소수의 학생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대
상자로 선발되게 되는데 이 참여자들 중 6명의 학생이 3학년 과정의 대상
자로 선발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21명의 학생들은 3~4명으로 구성된 6개의 소집단에
서 활동하였다. 실험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1개의 소집단을 제외한 5개 소
집단(17명)의 활동이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과학 영재교육원의 교육기간
중 후반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 탐구 활동이나 이전의 실험
활동으로 소집단 활동이 익숙하였으며 녹음이나 촬영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
스러운 분위기에서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과학에서 대체로 매우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으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가 높았다.
연구자이자 참여교사는 5년의 중학교 교육경력을 가졌으며 생물 교육을
전공하고 공통과학 교육을 복수전공하였다. 또한 대학원에서 논변 및 사회
적 상호작용에 대한 공부를 해왔으며 학생들의 소집단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 교육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면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므
로 참여교사와 연구자가 동인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업 도중 학생의 질문에 대해 교사는 직접적인 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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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소집단 토론을 유도하거나 학생의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
여 학생들이 소집단 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업과정
이 연구에서 분석된 수업은 총 3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시는 2～3
차시의 논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논변활동에 대한 이해와 광합성에 관련
된 지식이 제공되었으며, 2～3차시에는 소집단 별로 탐구 논변 활동이 수
행되었다. 각 차시 별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Table 1>에서 제시되었다.
이 탐구활동은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률’이라는 주제의 생물 · 물리 융
합형의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소집단 별로 가설 설정부터 결론 도출까지
학생들이 직접 탐구 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시금치로 만든 잎디스크, 4가지 파장의 젤라틴 필터, 할로
겐 광원, 수조, 온도계 등이며, 비커 속 시금치 잎디스크가 광원의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어 위로 떠오르게 된다.
학생들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4가지 색의 젤라틴 필터를 씌운
비커의 잎디스크가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하여 어느 색깔의 파장에서 광합
성률이 가장 높은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실험을 설계하기 전에
어떤 파장에서 광합성이 가잘 잘될지 예측하였는데(POE모형), 1차시의 이
론 수업과 가설 설정 단계에서 주어진 과학자의 자료를 근거로 파란색과
빨간색 파장에서 잎디스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
만 실험에서는 소집단의 예측과 달리 노란색 파장의 잎디스크가 가장 먼
저 떠오르는 변칙사례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변칙사례에 대한 소집단
반응유형과 소집단 상호작용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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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차시 별 수업형태 및 수업내용
차시
1차시
(60분)

수업형태
강의

수업내용
· 논변활동의 이해 및 탐구 주제인 광합성과 관련
된 지식 제공
· 브레인스토밍
(식물의 광합성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자료를 근거로 어떤 파장에서 광합성이 잘될지
예상, 토의

2~3
차시
(120분)

· 가설 설정 및 결과를 예측
소집단
탐구활동

· 가설 및 예측 발표
· 실험 재료, 실험 방법 안내
· 실험 설계 및 실험 수행
· 결과 논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왜 그럴지 토의)
· 결론 도출
· 발표 및 정리

또한, 학생들이 변칙사례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고 자기 주장에 대한 정
당화를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방법들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 수업에서 효과적인 논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한 개념
적, 인지적, 인식적, 사회적 발판과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Table 2>에 나
타나 있다(정주혜, 2010). 또한 학생들은 1차시에서 광합성에 관련된 지식
을 제공받았고 중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광합성’과 ‘빛과 파동’ 단원을 학
습하였기 때문에 이 소집단 활동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기본 지식은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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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논변활동을 지원하는 4가지 차원의 발판과 수업설계(정주혜,
2010)
발판

내용

적용방안

개념적

관련 개념 이해

· 광합성에 관련된 이론수업 진행(1차시)

기회 제공

·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판

추가적인 이론 자료들을 제공
인지적
발판

반성적 비판적 · 교과서 지식으로 바로 답을 할 수 없고
사고 기회 제공

다양한 근거 제시가 가능한 과제 구성
· 개인적 논변을 바탕으로 소집단 논의를
진행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확인하거나
논쟁 및 설득의 경험을 제공

인식적

과학이 증거기

· 소집단 논변활동을 하는 동안 근거를

발판

반의 추론과정

들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강조

임을 강조

· 기업 제품 생산을 위한 과학자의 제안
상황을 설정하여 논변의 설득적인 측면
을 강조

사회적
발판

대화적인

상호 · 소집단을 구성하여 논의 기회를 제공

작용 기회 제공

· 구성원이 모두 과학자라는 상황을 가정
하고 동등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일
어 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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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자료는 3차시에 걸쳐 수집되었다. 본 연구자는 소집단의 사회적 상호작
용을 연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2~3차시에 걸친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소
집단별로 녹화 · 녹음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사되어 연구의 주된 자료로 분석되었으며,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행동이나 손짓 등 관찰 가능한 행동들도 전사본에 함께 기록되었다. 6개
의 모든 소집단 논변활동은 녹화 · 녹음되었으나, 실험결과를 확인하지 못
한 1개의 소집단을 제외한 5개의 소집단 논변활동이 분석되었다. 학생들
이 작성한 개별 활동지와 소집단 활동지도 추가 자료로 수집되었으며, 소
집단 활동지는 소집단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소집단의 실험 설계와 결
론 도출을 적도록 구성된 것이다. 또한 수업 이후에는 일부 학생들에게 반
구조화 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탐구활동에서 나타난 학생
행동의 이유와 탐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질문하였다. 학생들의 기
억 회상을 돕기 위해 소집단 별 탐구 설계와 탐구 결과를 재현하여 제시
하고, 녹화된 수업영상과 활동지를 함께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개
별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학생들은 그 당시의 느낌이나 상황
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냈다. 소집단 학생들의 반 구조화된 인터뷰와 수업
관찰 노트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학생들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다른 연구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촬영 장비가 갖춰진 연구 상황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래도 최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카메라 장비는 시
야를 가리지 않는 소집단 옆쪽에 배치하고 녹음기도 책상의 모퉁이에 놓
아두었다.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소집단 논의를 이어갔으며 장
난을 치거나 농담을 하는 일상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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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4.1. 소집단 논변
교육적인 맥락에서 많은 연구들이 TAP(Toulmin’s Argumentation
Pattern)을 이용하여 논변활동 담화를 분석하였다(Erduran et al., 2004;
Kelly et al., 1998). 이 분석 모델은 과학교육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적인 논변수준을 분석할 때도 가장 많이 이용된다. TAP은 Toulmin(1958)
이 주장한 논변 분석틀로 6개의 범주인 자료(data), 보장(warrent), 지지
(backing), 한정어(qualifier), 반박(rebuttal), 주장(claim)을 논변요소로
구성된다. 논변요소 분석에서 반박은 잘 나타나지 않으며 논변을 평가할
때 반박(rebuttal)을 포함하여 논변 요소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날수록 발
달한 논변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Toulmin(1958)이 제시한 논변의 구성요
소와 각각의 의미이다.
· 자료(Data) :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변에 포함된 사실들
· 주장(Claim) : 나타내고자 하는 결론
· 보장(Warrent) : 자료와 주장 사이의 연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안
된 논거들(법칙, 원리)
· 지지(Backing) : 특정 보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안된 일반적으로
동의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본적 가정들
· 한정어(Qualifier) : 주장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이며, 주장에서의 한계를 나타냄
· 반박(Rebuttal) :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특정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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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은 Toulmin(1958)이 제시한 논변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과학적 설명의 기본 구조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보장과 지지가 이들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Fig.1> Toulmin´s argumentation pattern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활동에서 나타난 논변을 평가하기 위해 TAP을
이용하여 논변요소를 분석하였다(Fig.1). 소집단 논변활동을 분석하고자 하
였기 때문에 개인의 발화가 아니라 의미가 연결되는 소집단의 담화를 분
석의 단위로 사용하였으며,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의 발화
가 분석 단위가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TAP을 이용할 때 각 요소들을 정확
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므로(Jimenez-Aleixandre et

al., 2000; Kelly, et al., 1998), 2 인의 과학교육 전문가가 각자 코딩을 한
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TAP으로는 상황적 영향을 받는 담화나 사건의 상호작용에 대한
측면들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Duschl et al., 1999), 그 문제
점을 보완하고자 발화 분석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학생들의 개별 발화
는 윤선미, 김희백(2011)의 연구에 따라 ‘한 학생의 말이 시작된 후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중단되거나 자발적으로 말을 종료할 때까지의 진술’로 구
분하였으며 학습과 상호작용에 관련된 발화만 선택하여 분석하고 잡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개별 발화는 발화 기능과 논변 수준 기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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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분한 박지영, 김희백(2012)의 연구에 근거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
였다(Table 3). 박지영, 김희백(2012)은 논변수준 기여도에 따라 이전의
발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종합한 ‘향상발화’와 그렇지 않은
‘단순발화’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틀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Table 3> 발화 기능 및 논변수준 기여도에 따른 구분 (박지영, 김희백,
2012 수정)
논변기여도
단순발화

발화기능

설명

단정지음

1회의 판단으로 단정 지음

응답

질문 바로 다음에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의 의견

향상발화

반복

앞의 발화의 일부나 전체를 반복

약간부연

앞의 발화에 동의하면서 조금 내용을 부연

단순응대

이전의 발화에 대한 간단한 호응

핀잔

핀잔

확인

앞 사람의 말을 받아서 단순히 확인함

다른면

절 내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관련되면서도 다
른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 제시. 분석과 확장

종합

앞에서 언급되었던 둘 이상의 입장을 종합
하여 제시

정교화

자신의 주장을 정교하게 제시. 발화를 구체
적으로 풀어서 설명

반박정교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정교한 형태의 반박
드러내기

회의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설명요청

상황을 해석하고 옳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물어봄. 설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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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에서는 논변활동에서 나타난 정당화 측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정당화 근원을 분석하였다. 주장에 대한 정당화는
논변활동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Sandoval & Millwood(2008)는 주장을 정
당화하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을 분석하였으며, 정당화의 근거를 권
위(authority), 인과적 이론설명(causal), 가시적 경험(empirical), 사실
(factual) 4가지로 구분하였다(Table 4). 이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을 이용
하여 학생들의 정당화의 관점을 분석하고 논변활동에 대해 깊이 있는 이
해를 하고자 하였다.
<Table 4>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Sandoval &
Millwood, 2008)
코드
권위
(Authority)
인과적
이론설명
(Causal)
가시적 경험
(Empirical)

정의

예

권위의 근원을 명확하게 진술하거나

인터넷에서 봤

그것의 부족을 원인으로 이유 제시.

어요 선생님이

근거는 교사, 과학수업, 책, 인터넷 등

말씀하셨어요

이론적인 개념이나 이론적인 개념의

잎이 크면 물이

설명에 근거하여 이유를 제시.

많이 날아가요

실증적 증거나 그것의 부족을 기반으로

제가 봤어요

하여 이유 제시. website, 데이터/그래

Web에 길이 측

프, 실험의 결과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정값이 나와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 등으로 그들
사실

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여 이유를 제

(Factual)

시. 학생들은 그들의 주장을 사실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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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일 크
니까요(같은말
을 반복)

4.2. 소집단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 연구는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
작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
에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근거 이론은 연
구자가 참여자들의 관점에 의해 형성된 과정, 행동, 상호작용에 대해 일반
적인 설명이나 이론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실제 연구 현
장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병행하면서 수집된 정보 간의
내적 관련성을 비교분석하고 귀납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한다(홍영기,
2011). 근거 이론 접근 방법은 연구 현장의 세심한 관찰과 학습상황에서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이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학습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홍영기, 2011).
이 연구에서는 녹화된 수업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학
생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범주화한 뒤 중심현상을 만들었다. 중심현상이 생
긴 원인, 상황, 결과에 대해 하위 범주를 만들었으며(축코딩), 이들을 관련
시켜 이론을 발전시켰다(선택적 코딩).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학생들의 인
터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수업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을 관련지어 분석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질적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소집단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논변 발
달 과정을 분석하였다.
4.3. 인식론적 신념
인식론적 신념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Schommer(1990)가 개발한
설문지(EBQ)를 이용한 방법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탐구
활동 중에 나타난 학습자의 실행적 인식론적 신념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Sandoval, 2005), 수업 관찰을 통해 인식론적 신념이 나타난 발화
와 행동을 분석하고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담화에서 나타난 개인적 인식론적 신념의 분석은 H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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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의 인식론적 신념 연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Table 5). 이들은
인식론적 신념을 ‘지식의 본성’과 ‘앎의 본성’으로 구분하였고 그 하위 요
소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Hofer(2000)의 연구에 근거하여 박병기, 채
선영(2006)은 신념의 수준을 소박한 것과 세련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에 근거하여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을 구분하였다.
<Table 5> 개인의 인식론적 신념 (Hofer, 2000; 박병기, 채선영, 2006)
소박한 신념
지식의
지식의 본성

확실성

(Nature of
knowledge)

지식의
구조

세련된 신념

확실한 지식. 지식이 잠정적 지식. 지식은 잠
고정되어 있고 절대 정적이며 변화하는 것임
진리가 있음
단순한 지식. 지식이 통합된 지식. 지식은 복
단편적이며 분절되었 잡하고 상호 관련되어
다고 믿음

있음

전문가의 권위. 지식 합리적 작업. 지식은 자

앎의 본성

앎의

은 권위적인 인물에 신과 다른 사람의 상호

원천

의해 생성되어 전달됨 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전달될 수 있음

(Nature of
knowing)

권위의 무조건적 수 개인의 비판적 판단. 지
앎의

용. 권위적 인물을 기 식은 자신과 외부와의

정당화

반으로 하여 지식이 상호작용을 통해 평가
될 수 있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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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변칙사례 대처유형
소집단의 변칙사례에 대한 반응유형은 Chinn & Brewer(1998)의 연구
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변칙사례에 대한 개인의 반응유형을 세가
지 기준(변칙사례를 가치있게 여기는가, 변칙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는가,
기존의 이론에 변화가 있는가)에 따라 8가지 유형(무시, 거부, 불확실, 배
제, 보류, 재해석, 부분적 이론변화, 이론변화)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개인이 아닌 소집단의 반응을 코딩하였기 때문에 Chinn & Brewer
(1998)의 연구와 달리 ‘재해석’과 ‘무시’의 반응이 모두 함께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 반응은 ‘재해석/무시’로 코딩하였다(Table 6).
<Table 6> 변칙사례에 대한 반응유형(Chinn & Brewer, 1998)
소집단반응유형

변칙사례를 가치

변칙사례에 대한

기존이론의 변

있게 여기는가

설명을 하는가

화가 있는가

무시(Ignoring)

×

×

×

거부(Rejection)

×

○

×

불확실(Uncertainty)

미결정

×

×

배제(Exclusion)

또는 ○

×

×

보류(Abeyance)

○

미결정

×

○

○

×

○

○

부분적 ○

○

○

○

재해석
(Reinterpretation)
부분적 이론변화
(Peripheral theory
change)
이론변화
(Theor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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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실험에서 학생들은 예상과 달리 노란색 젤라틴 필터의 잎디스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파란색 젤라틴 필터의 잎디스크가 가장 늦게 떠오르는 것
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변칙사례에 대해 소집단 별로 다양한 반응유형
과 탐구특성이 나타났으며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소집단 구성원의 상호
작용이 소집단 논변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 변칙사례에 대한 소집단 반응유형과 탐구특성
탐구활동에서 변칙사례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노태희
등, 2000; 강훈식 등, 2006). Chinn & Brewer(1998)는 변칙사례에 대한
개인의 반응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서 변칙사례에 대한 소집단의 반응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에 따라 어떻
게 다른 탐구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5개의 소집단 활동을 분석한 결과,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단 별
로 ‘재해석’, ‘무시’, ‘재해석/무시’의 반응이 나타났다. 한 번의 변칙사례
로 기존의 중심이론을 기각하는 소집단은 없었으며, 설명하려는 시도여부
에 따라 크게 ‘재해석’과 ‘무시’로 구분되었다. 두 소집단은 ‘재해석’과 ‘무
시’의 반응을 각각 일관성 있게 나타냈으며, 3개의 소집단은 ‘재해석’과
‘무시’의 반응을 모두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재해석’과 ‘무시’의 반응이
모두 나타난 소집단의 반응은 ‘재해석/무시’로 코딩하였다.
변칙사례에 대한 소집단 반응유형 별로 다른 탐구특성이 나타났으며, 소
집단의 반응유형 별 탐구특성과 평가시도 빈도를 나타내면 <Table 7>과
같다. ‘재해석’의 반응을 보이는 소집단에서는 변칙사례가 나타나게 된 원
인을 궁금히 여기고 소집단의 실험설계와 과정을 점검하며 변칙사례가 나
타나게 된 원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무시’의 반응을 보이는 소집단
에서는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실험 설계를 조작하면서 변칙사례가 나타
난 것을 숨기려고 하였다. 예상과 일치하는 파장의 젤라틴 필터를 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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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많이 받게 하거나 광원을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조작 행동
등을 통해 소집단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
다. ‘재해석/무시’의 반응을 보이는 소집단에서는 변칙사례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탐색하려는 시도와 함께, 변칙사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지 않고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작 행동이 모두 나타났다.
<Table 7> 변칙사례에 대한 소집단 반응유형 별 탐구특성과 평가시도 빈도
소집단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변칙사례에 대한

반응유형

소집단 탐구특성

설명시도(빈도)

재해석
(Reinterpret)
무시
(Ignore)
재해석/무시
(Reinterpret
/Ignore)

변칙사례를

인정하고

실험설계를

점검하며 변칙사례가 나타나게 된

소집단 1 (18)

원인을 적극적으로 탐색
변칙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예상에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소집단 2 (2)

실험 과정을 조작
변칙사례의 원인에 대한 탐색과 실
험 과정 조작이 모두 일어났으며,
소집단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반
응을 보임

소집단3 (7)
소집단5 (4)
소집단6 (11)

탐구과정 중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한 번의 실험으로 이론을 기각하
기보다는 변칙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실험과정의 여러 가지 변인을 되짚어보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소
집단 논변활동이 요구된다. 증거에 대한 평가는 학습에서 중요한 인식적
기준 중에 하나이다(Chinn & Duncan, 2011). ‘무시’의 반응을 보이는 소
집단은 변칙사례에 대한 평가를 거의 시도하지 않았지만, ‘재해석’과 ‘재해
석/무시’의 반응을 보이는 소집단에서는 변칙사례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에 관련하여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재해석’의 반응을 보이는 소집단에
서는 실험 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은 다시 점검하며 원인을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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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탐색하였고, 가장 높은 빈도의 평가시도를 보였다(Table 7).
또한 실험 결과로 나타난 변칙사례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재해석’의 반응을 보이는 소집단과 ‘재해석/무시’의 반응을 보이는 소집단
의 일부 학생들은 과학적 방법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보였다. “근데 광원
이 백색광이 맞아?”와 같은 자신들이 설계한 탐구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하는 발화들이 나타났으며, 이 질문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실
험 설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졌다. 변칙사례의 원인을 탐색하는
동안 나타난 학생들의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과학자들의 과학적 방법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재해석’의 반응을 보이는 소집단
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가장 많은 변칙사례의 원인을 찾아냈다. 또한 이
소집단에서는 실험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논의가 이어
졌으며,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한 더 나은 실험 설계를 구상하는 소집단 논
의가 나타났다. 이는 변인 설정과 변인 통제에 대해 고민하고 적절한 실험
방법 및 정확한 측정으로 고민하는 과학자들의 참탐구 과정과 유사하다
(Chin & Chia, 2006).
수업 후 인터뷰에서 4명의 학생들에게 변칙사례가 나타난 탐구활동의
의 특징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은 변칙사례가 나타난 탐구활동이
그렇지 않은 탐구활동보다 더 많은 사고를 하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고 답
하였다. 예상과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타난 탐구활동은 사고를 요구하지 않
고 단순히 예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만, 변칙사례가 나타난 탐구활동에서
는 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하면서 탐구 전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고
답하였다.
보람 (소집단 6) : (실험결과로 파랑이 뜨면) 내가 알고 있던 결과를 그냥 확인하
는 실험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입장
에서는 노랑이 뜨면, 생각이 좀 많은 애들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
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험에 대한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론도 훨씬 이해도 잘되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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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 (소집단 1) :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면 다시 돌이켜 보고, 이게 모든 과정을
전부 세밀하게 보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 아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
다. 하면 또 거기서 파고 들어서..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아까처럼 백색광을 써야
한다던가. 투과도를 같게 한다 던지. 그게 안 되면 각각의 실험에서 얘 투과도에
따라 전구의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예 해결점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터뷰에서 일부 학생은 이런 과정에 대한 경험부족과 어려움도
이야기 하였다.
현기 (소집단 1) : (실험 과정을) 수정하고 오류를 고치고.. 이런 면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영재원에 오기 전까지는 실험을 하면 언제나 맞았
어요. 틀린 적이 없었어요. 실험이. 그런데 이제 대장균하고 초파리하고 이러면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못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소한 걸 많이 챙겨야하는데, 그런 걸 잊어버렸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게 왜 틀렸을까 했을 때 그런 걸 찾
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해 본적이 없으니까....

이는 학생들이 실험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옳은 데이터와 옳은 결론이
내려지는 수업진행 방식에 익숙하며(Driver et al., 2000), 중등학교에서
확인실험 형태의 수업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양일호 등, 2007)는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학교 과학에서 과학 실험이 미리 습득한 과학지식을 확인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면서 학생들은 같은 실험 절차를 수행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도록 유도되고, 이러한 분위기는 보편성과 객관성이라는 인
식을 암묵적으로 학생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박은이, 홍훈기, 2011).
또한 현기는 이 과정에서 조력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변칙사
례가 나타난 탐구활동에서 소집단 논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변칙사례에 대한 평가의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소집단 논의를 통해 변칙사례가 나타
나게 된 원인으로 4가지(거리 차이, 투과율 차이, 합성색, 광원색)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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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원인들과 관련된 변인은 <Table 8>에 제시되었다.
<Table 8> 학생들이 제시한 변칙사례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관련 변인
통제변인

변칙사례가 나타나게
된 이유

빛의세기

필터와 광원과의 거리가 다르다

○

각 파장의 젤라틴 필터 투과
율이 다르다
노란색이 합성색이므로 두가
지 파장의 빛이 통과한다
사용한 할로겐 광원이 백색광
이 아니다

온도

조작변인
CO₂농도

빛의파장

○
○

○

○

○

이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은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통제변인과 조작변
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그 원인을 찾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빛의
세기’와 관련된 통제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집단 탐구 활동에서 학생
들은 구성원 간의 논의를 통해 광원과의 거리나 필터 배열을 결정하고 실
험을 수행하였으므로 ‘빛의 세기’는 학생들이 직접 방법을 설계하고 조작
한 변인에 해당된다. 학생들이 수행한 탐구 실험의 통제변인은 CO₂농도,
온도, 빛의 세기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빛의 세기’라는 변인 외에는 관심
을 갖고 논의하지 않았다. 온도는 각 비교 실험군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
고, 시금치 잎디스크나 CO₂농도 등은 교사가 일괄적으로 조작하여 제공하
였기 때문에 그 변인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하위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하
기만 하면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Hodson, 1998), 교사가
제공한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업 후의 인터뷰
에서 변칙사례에 대한 평가로 어떤 측면들을 고려하였는지 질문하였을 때,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조작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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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원인을 찾았다고 응답하였다.
빛나 (소집단 1) : 저희 애들 자체가 비커 속에 있는 건 생각 안했잖아요. 선생님
이 만들어준 잎디스크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잎 디스크에서
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선생님이 준거니까?) 네.
보람 (소집단 6) : 처음부터 이산화탄소는 통제되는 변인이라고 설정을 하고 실험
을 들어갔기 때문에 통제변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학생들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학생들
이 다양한 변인을 직접 설계하고 조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인
식론과 과학 본성에 대한 이해 발달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과학 활동에
서 증거와 논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 설명이 아니라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
황을 제공해야 한다(Driver et al., 2000).
또한, 변칙사례가 나타난 원인을 탐색하는 평가의 과정에서 주장에 대한
정당화는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변칙사례의 원인으로 주장한 것에 대
한 정당화의 근원과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Table 9). 이 연구에는Sandoval
& Millwood(2008)의 정당화 근원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 연구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정당화 근원을 코딩하였다. 모든 소집단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로
가시적 경험(Empirical)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으며 그 빈도도 가장 높았
다. 이것은 50%이상의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정당화의 근원으로 가시적 경
험(Empirical)을 주장했다는 Sandoval & Millwood(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학생들은 탐구 과정에서 “얘는 색깔이 너무 어둡잖아”와 “필터
의 위치 때문이네”와 같이 가시적 경험(Empirical)으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발화를 주로 나타냈으며 일부 학생은 “노란색이 합성색이니까 두가지 파
장의 빛이 들어간다”와 같이 인과적 이론설명(Causal)으로 주장을 정당화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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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소집단 반응유형 별 변칙사례에 대한 정당화의 근원
소집단
반응유형
재해석

소집단

소집단1
소집단6

재해석

소집단3

/무시

무시

거리차이

E(3)

E(7)

E(3)

E(7)

E(4)
E→E(1)

소집단5

-

소집단2

E(2)

투과율차이

합성색
C(2)
EC(1)

광원색
E→C(1)
EC(2)
C(2)
E→C(1)

E(2)
E(2)

E→C(1)
E(1)

Note E=가시적 경험(Empirical); C=인과적 이론설명(Causal); 빈도=( )
소집단 별로 주장에 대한 정당화의 빈도와 그 근원이 다르게 나타났다.
‘재해석’의 반응을 보인 소집단 1에서는 적극적인 인식적 실행으로 소집단
의 실험 설계를 점검하며 4가지 원인(거리 차이, 투과율 차이, 합성색, 광
원색)을 찾아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의 빈도도 가장 높았고 가장
다양한 형태의 정당화 근원(E, EC, C, E→C)이 제시되었다. ‘재해석/무시’
의 반응을 보이는 소집단에서는 상호작용에 따라 다른 수준의 정당화가
나타났다. 소집단 6은 조작행동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구성원들이 원인탐색
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수행한 탐구 과정을 점검하는 인식적
실행을 보였다. 이 소집단은 이와 같은 인식적 실행의 과정에서 합성색을
제외한 3가지 원인(거리 차이, 투과율 차이, 광원색)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이 보인 정당화 빈도는 11개로, 18개를 보인 ‘재해석’의 반응을 보인 소집
단 1보다는 낮았지만 다른 소집단에 비해 높았다. 반면 소집단 3은 실험
결과를 조작하려는 구성원과 원인을 찾으려는 구성원 사이에 감정적 갈등
이 일어나 비협력적 소집단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소집단은 7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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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의 빈도를 나타냈지만 다양한 원인을 탐색하지 못하고 2가지(거리 차
이, 투과율 차이) 원인으로 변칙사례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정당화의 근
원도 가시적 경험(Empirical) 한가지의 형태만 나타났다. ‘무시’의 반응을
나타낸 소집단 2에서는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고 원인을 찾는 인식적 실행
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칙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다른 소집단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자, 이 소집단에서도 일부 구성원이 변칙사례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필터와 광원사이의) 거리가 달라 거리가”와 같은 발화를 제
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발화로만 끝나고 소집단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소집단에서는 변칙사례를 유발한 원인으로 한가지 원인
(거리 차이)만 설명했으며, 그 빈도도 2번으로 모든 소집단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변칙사례에 가치를 두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탐구 실험에서 ‘거리 차이’와 ‘투과율 차이’는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
진 원인에 해당한다. 수업 후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가시적인 원인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가시적인 원인 탐색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 넓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보람 (소집단 6) :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이유?) 일단 눈에 띄니
까?? 눈에 보이니까.
빛나 (소집단 1) : (원인에 대한 고려를) 생물학적으로 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하잖
아요. 밖에 있는 것에 치중하다보니까 (필터)안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재해석’의 반응을 보인 소집단과 ‘재해석/무시’의 반응을 보인
소집단의 일부에서는 소집단 논의를 통해 주장에 대한 정당화의 근원이
가시적 경험(Empirical)에서 시작하여 인과적 이론설명(Causal)으로 연결
되는 E → C의 경우도 나타났다. 다음은 ‘재해석’의 반응을 보인 소집단
1에서 나타난 담화이다. 이 소집단은 “광원의 빛이 노란색에 가깝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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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경험(Empirical)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할로겐등이 특정한 색을
내기 때문에 파란색 필터에서 광합성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론적 설명이
이어지는 인과적 이론설명(Causal)으로 정당화를 이어나갔다.
빛나

야 잠깐 있잖아. 현기야! 이거 백색광 맞아?

현기

어.

빛나

백색광이 아닌 것 같애...

현기

완벽한 백색광은 아닐 수도 있어. 잠깐 틀어볼께.

빛나

야 전기 꽂아봐. 한번만 딱 하자. 한번만. 2분 남았다고 하니까. 선생님
이거 완벽한 백색광이 아닌 거 같은데? 완벽한 백색광이 아는 거 같아
요. 종이 어디 있냐? 완벽한 백색광이 아니라 노란색 계열에 치우쳐 있
는 듯 한 색깔인데?

인혜

할로겐 등이구나~

현기

이거 무슨 등이예요?

인혜

할로겐은 원래 백색인데?

현기

(할로겐등은) 백색광 아니야, 백색광 아니야.

인혜

할로겐.. 할로겐... 아니지,...

현기

할로겐원소는 특정한 색을 내잖아. 그럼 백색광 자체가 아닌거야 실험
자체가 틀린거야!

빛나

이거 밝은색 계열로 빛이 치우쳐져있으니까.

현기

파란색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파란색 빛이 없는데.

( ‘재해석’의 반응을 나타낸 소집단 1의 담화 )
Driver et al. (1996)의 인식론적 추론 형태에 따르면 이 예시는 소집단
논의를 통해 현상 기반 추론에서 모형 기반 추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초기
에는 변칙사례의 원인에 대해 현상기반의 추론으로 “완벽한 백색광이 아
니라 노란색 계열에 치우쳐 있는 듯한 색깔인데”와 같은 단순한 자료(D)
만 나타났으나, 소집단 논의를 통해 “할로겐원소는 특정 색을 내므로 광원
자체가 백색광이 아니다”와 같은 모형 기반 추론이 나타났다. 이 모형기반
의 추론이 나타난 발화는 “할로겐 원소는 특정색을 낸다”와 같은 지지(B)
와 “광원이 백색광이 아니다”라는 주장(C)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보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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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파란색이 잘 나올 수 없다”는 발화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모형
기반의 추론에서 다양한 논변요소가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현상기반 추론
에 머물게 될 경우 관찰 현상이 곧 설명이 되므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이나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형 기반 추론
을 포함한 논변의 경우 관찰 결과를 이론 지식과 결합하여 설명을 구성하
고 논변에서 보장이 보다 잘 드러났다는 조현아 등(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집단 논의를 통해 폭넓은 원인 탐색과 깊이 있
는 정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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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소집단 상호작용에 따른 소집
단 논변활동
탐구활동 중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단의 반응유형은 소집단 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집단 반응유형의 차이를 리더
의 인식론적 신념과 소집단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송영명, 정미선, 2012; Hofer & Pintrich, 1997; Kitchener
& King, 1981; Kuhn 1992)에서 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의 영향
이 보고되고 있으며, Sandoval(2005)은 학습자가 그들의 학습과정에서 나타
내는 실행적 인식론적 신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특정 학습상황에서 실행적으로 나타나는 인식론적 신념을 연구
하고자 하였으며, 발화가 많고 소집단의 영향력이 큰 리더의 인식론적 신
념을 분석하였다. 주도적인 탐구활동과 활발한 발화를 보인 학생을 소집단
의 리더로 구분하였으며, 탐구활동 중에 나타나는 발화와 행동, 수업 후
진행된 반구조화 된 인터뷰에 근거하여 리더의 실행적 인식론적 신념을
코딩하였다.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은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과 세련된 인식
론적 신념으로 구분하였으며, 5개 소집단의 리더를 분석한 결과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보인 리더가 3명,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보인 리더가
2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설문지(박병기, 채선영, 2006)를 이용하여 리더
의 인식론적 신념을 조사했을 때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60%불일
치). 이러한 차이는 실행적 인식론적 신념과 형식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신
념이 차이가 있다는 Sandoval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
나는 것이므로 소집단 활동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소집단의 상호작용은 영향력이 큰 리더와 나머지 구성원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으며, 소집단 활동은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리더의 신념이
소집단에서 수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4개로 범주화되었다(Table 10). 4
가지 범주는 리더의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된 경우와 수용되지 않
는 경우, 리더의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된 경우와 수용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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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 리더의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된 경우는 2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으며 나머지 경우는 각각 1개의 소집단에서 나타났다.
<Table 10>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소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 범주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

소집단 구성원들의
수용여부
수용

소집단 (리더)
소집단1 (빛나)
소집단6 (보람)

수용되지 않음

소집단5 (한나)

수용

소집단2 (경임)

수용되지 않음

소집단3 (현주)

이 연구에서 소집단의 상호작용은 탐구의 가설 설정 단계와 결과 해석
단계에서 분석되었으며, 논변수준은 소집단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 해석 단계에서 분석되었다.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광합성이 가장 잘
될 것 같은 파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
지만 1차시에서 과학자의 이론(빨강, 파랑)이 언급되었으며 약간씩 다른
해석을 보일 수 있는 2가지 근거 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다. 지식을 절대적
이고 확실한 것으로 믿으며 전문가의 권위로 앎을 형성하는 소박한 인식
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는 과학자의 이론이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논의
할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지식을 잠정적인 것으로 보고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앎의 정당화를 형성하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자료를 근거로 한 주장을 형성하였고 그 원인에
대한 정당화까지 요구하는 반응을 보였다. 결과 해석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예상과 달리 노란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변칙사례가 나타났다. 이때 소
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는 권위 있는 과학자의 이론을 믿고 변칙사
례를 숨기며 조작하려 하였지만,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는 앎의
정당화를 요구하며 변칙사례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탐색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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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소집단 탐구상황에서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이 반영된 다른 행
동과 발화가 나타났으며 소집단 구성원의 수용여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소집단 논변활동이 진행되었다.
2.1.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되는 경우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소집단에서 리더의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이 수
용되는 경우가 나타났다(소집단 1, 6). 소집단 1에서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가 사고의 촉진자로 작용하고 소집단 구성원도 이에 적
극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고 보장(W), 지지(B), 반박(R)과 같
은 논변요소가 함께 나타난 높은 논변 수준을 보였다. 소집단 6에서는 구
성원들이 조작행동을 나타냈지만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의 반
대로 거부되었고, 리더의 지속적인 설명요청과 설명시도에 따라 구성원들
이 소집단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 결과 보장(W),
지지(B), 반박(R)등의 논변요소가 나타난 높은 수준의 소집단 논변과 다양
한 원인 탐색이 나타났다.
2.1.1. 가설설정 단계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광합성이 잘 일어날 것 같은 파장에 대한 소집단
논의가 이루어졌다. <Table 11>은 소집단 1의 담화이다. 이론 수업에서
전문가가 빨간색과 파란색의 파장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단정지음’과는(02~04행) 다르게
리더(빛나)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
(05행).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학습자는 전문가의 권위에 따라 지
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비판적 판단을 통해 앎을 형
성한다(Hofer, 2000). 빛나의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이 나타난 이러한 ‘설
명요청’에 현기와 인혜는 에너지가 세기 때문이라는 정당화를 제시하였으
며(06행, 07행), 이로 인해 소집단 논의는 단순 주장에서 근거가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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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발전되었다. 추가적으로 빛나는 그 근거에 대해 파란색 파장의 에
너지가 세서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반박정교화’를 제시하였고(08행),
빛나의 발화에 대해 현기와 인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09행~17행).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한 실생활 예시
와 다양한 기존지식을 바탕으로 한 타당한 근거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
식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경험을 연관시키는 심층적 접근방식을 보여준다(Chin & Brown, 2000).
소집단의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빛나는 파란색에서 광합성이 가장 잘
될 것이라고 소집단 의견을 종합하였다(18행). 하지만 이러한 논의 이후에
도

빛나는 주어진 자료를 탐색하면서 파란색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였

고(22행) 현기와 협력적인 자료 탐색을 통해 남색으로 소집단 예측을 변경
하였다(23행~27행). 이는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 근거 기반의 지식
주장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앎을 형성하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나타낸다. 빛나는 수업 후 진행된 반구조화 된 인터뷰에서 과학자의 이론
이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해봤는지 질문 받았을 때 과학자의 이론에 대해
신뢰도는 높지만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빛나 (소집단 1) : (과학자의 이론이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과학
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반복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틀렸다는 가능
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대신 그만큼 반복 실험이 쌓여있으면 신뢰도가 오르기는 하죠.

즉, 소집단 1에서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의 ‘설명요청’ 발
화로 정당화가 있는 주장이 만들어졌으며, 리더의 ‘설명요청과’, ‘다른면’
은 구성원들의 발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리더의 향상발화에 대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리더와 구성
원의 ‘반박정교화’와 ‘반박’이 이어지는 활발한 소집단 논의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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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가설 설정 단계의 소집단 1 담화
행 학생

소집단 담화

01 교사

조별토론을 해보세요. 파란색이 잘될 것 같다는

담화 흐름

학생들은 많아요. 왜 파란색이 잘될 것 같은지 근
거를 들어서 조원들한테 설득을 해볼까요?
02 현기

배웠잖아. 설득은 끝났어 <단정지음>

03 인혜

(이론수업에서 빨강, 파랑이라고) 배웠어 <단정지음>

04 현기

배웠지. 설득 끝 <단정지음>

05 빛나

아니야, 근데 그때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라고 했
는데 강도의 차이는 설명 안했으니까 빨간색과 파

전문가의
권위에
의존한
단순주장

정당화 요구

란색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해 <설명요청>
06 현기

뭐 가장 잘될 거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정교화>

07 인혜

(파란색이) 에너지가 많잖아 <정교화>

08 빛나

(파란색이) 에너지가 세기는 한데, 세포파괴를 시킬
수가 있어. 내가 다른 책을 봤는데.. <반박정교화>

09 인혜

세포파괴만 안되면 되는 거지? <반박>

10 현기

근데 가시광선이 세포를 파괴한다는 것은 말이

근거 있는 주장

반박정교화

안 되잖아 <반박>
11 빛나

12 인혜

아 파괴해. 전에 연구결과 봤는데 일부 식물들을

리더의

보면 파란색 계열만 자꾸 쓰여지면 파괴된다는

반박정교화에

결과가 있어 <정교화>

대한 반박이

밖에 있는 나무들이 안 지친거 보면 파괴 안 돼
<반박>

13 빛나

내가 보기엔 장기간으로 가면은 파란색이 약간
불리해. 세포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거든 <반박>

14 인혜

그 사이에 새 잎이 나잖아 <정교화>

15 현기

그런데 실제로 세종과학기지에서는 파란색을 이
용해. 파란색까지는 아니고 약간 형광 파랑. 뭔지
알지? <반박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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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면서
추론고리가
길게 나타남

16

인혜

아, 그리고 우리 집 어항에서 수초 키울 때도 얘
파란색 이용해. 물론 미관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추론 고리가
이어짐

<정교화>
17

현기

파란색 등이야 <정교화>

18

빛나

(고개 끄덕임) 그래. 솔직히 보기엔 나도 파란색
에 찬성.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를 보며) 지금 봐
봐. 흡수스펙트럼 보면 크산토필하고 엽록소 ab
가 다 파란색으로 치우쳐 있잖아. 그럼, 일단 다
파란색으로 통일하는 거야! 의견이 있으신 분?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의견종합

<종합>
19

현기

파란색하자

20

인혜

파란색 다음에 빨간색

21

빛나

파란색으로 합시다!

22

빛나

야, 근데 잠깐 봐봐(자료의 피크가 파란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의견 일치

것을 확인). 아 그러네? 광합성 속도는 딱 보면

자료를

은.. 보라색과 청록색? 청록색? 야, 파란색이 더

기반으로

어둡냐 청록색이 더 어둡냐? <다른면>
23

현기

(자료를 보면서) 근데 파란색은 아닌데? 할꺼면
보라색으로 해야 하는데? <약간부연>

24

빛나

다른면을 제시

그니까~ 보라색인거 같은데... 아니 보라색과 파

협력적인 추가
자료탐색

란색 중간이야 <약간부연>
25

현기

남색?

26

빛나

남색? 좋네

27

현기

남색으로 합시다! (남색으로 결정) <종합>

충분한 자료
탐색에 기반한
가설 생성
(남색)

(리더의 특징적 발화는 진한색으로 표시하고, 소집단 담화 흐름에서 리더
의 역할은 회색상자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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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결과 해석 단계
결과 해석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예상과 달리 노란색이 가장 먼저 떠오
르는 변칙사례가 나타났다. <Table 12>는 결과 해석 단계에서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단 1의 담화를 보여준다. 실험에서 학생들은 파란색과
빨간색 필터의 순서로 잎디스크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노란색과
빨간색 필터의 순서로 잎디스크가 떠올랐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노란색
필터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전에 소집단 논의가 있었다. 리더(빛나)는 빨간
색 필터의 잎디스크가 먼저 떠오르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측이 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29행),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31행). 과학자의 이론에 틀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과학지
식의 잠정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빛나는 지식을 절대적인 것
으로 믿지 않고 앎의 정당화를 요구하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빛나의 발화에 현기의 ‘반박정교화’가 나
타나면서(30행) 추가적인 ‘설명요청’이 이어지는 소집단 상호작용이 나타
났다.
또한 변칙사례에 대한 구성원의 다른 설명은 소집단의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현기는 파장별로 필터의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
였으며, 이에 대해 빛나는 색깔의 진하기가 다른 것은 빛의 특징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와 같이 빛나가 현기의 주장에 반박(R)을 하면서 현기의
보장(W)이 나타났으며, 서로의 아이디어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시하는
상호작용으로 CDWR과 같은 다양한 논변요소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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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결과 해석단계의 소집단 1의 담화(1)
행 학생

소집단 담화

담화 흐름

29 빛나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은데? 우리의 가설이 틀

소집단의

렸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아니 가설이 아니라
우리의 예측 <다른면>
30 현기

가능성을 제기

아니야. 그건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어. 모든 과
학책에서 다 읽었던 거야! <반박정교화>

31 빛나

예측이 틀렸을

반박정교화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란색 같은 경
우에는 빛이 2개가 다 들어가니까 2종류가 들어
가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빨파
초는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다 빛의 삼원색이기 때
문에 빛의 한 빛밖에 통과를 못해 종류가. 근데

빨간색이 먼저
뜬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얘네들을 보면 빨간색이 하나가 떠올랐잖아 (D)
<설명요청>
32 현기

아니, 딱 봐도 얘는 안이 잘 보이는데 얘는 안이
잘 안보이잖아 (필터의 투과도차이) (C) <정교화>

33 빛나

이건 빛의 특징이지 (R) <반박>

34 현기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비교를 할 때는 안

투과도로 설명
빛의 특징으로
설명

에 뚫고 들어온 빛의 양을 같게 만들어줘야 하는
데, 이 같은 경우에는 뚫고 들어온 빛의 양이 다
르잖아. 여기서는 빛의 양이 같을지언정 이 안에
서의 빛의 양이 같지 않으므로 소용이 없는 거지
(W)
35 빛나

지금 여기서 빛의 양이 같지 않은거는.. 얘는 그러니
까 명도가 다른 건지. 아니면 채도가 다른 건지.. (R)

36 현기

투과율이 다른 거야 투과율! (C)

37 빛나

아니, 명도가 투과율이야 (R)

38 현기

아니, 명도채도랑 관계없이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
면 투과율이야. 이거의 투과율을 다 똑같이 만들어
준다면 내가보기엔 실험 똑같이 나와. 그럴 수 밖
에 없는 게 저 실험에서도, 21분 현재 빨간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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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도와
빛의 특징에
대한 두사람의
논의가 길게
이어짐
(CDWR)

39 빛나

그럼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노란색이 잘
나온 이유는 빛 2개로 하고 실험 결과가 빨간색

소집단 논의를

이 더 잘 나온 이유는.. 근데? 아 녹색은 원래 안

통한 변칙

된다고 했고... 빨간색이 더 잘나오는 이유는 뭐

사례에 대한

(필터를) 인간이 만든 거라서 빛의 명도가 투과율

설명을 종합

이 떨어진다고 하면 되겠네 <종합>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나타난 리더(빛나)의 발화와 이에 상호작용하는
구성원에 의해 소집단의 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Table 13>의 소집단 담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빛나는 실험에서 주어진
광원이 백색광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41행), 실험에서 일괄적으로
주어진 광원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태도는 전문가의 권위를 무조건 수용하
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비판적 판단으로 앎을 형성하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현기는 백색광이 맞다는 단순한
응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42행), 백색광이 아닐 수도 있다며(44행) 광원에
대한 탐색을 함께 이어나갔다. 이러한 빛나와 현기의 협력적인 탐색으로
소집단에서는 광원이 노란색에 치우친다는 자료(D)와 할로겐원소가 특정색
을 낸다는 지지(B)와 같은 논변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광원색이 특
정색을 내므로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원인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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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결과 해석 단계의 소집단 1 담화(2)
행

학생

41 빛나

소집단 담화
야 잠깐 있잖아. 현기야~ 이거 백색광 맞아? (C)

담화 흐름
설명요청

<다른면>
단순응대

42 현기

어 (R) <응답>

43 빛나

백색광이 아닌 것 같애...

44 현기

완벽한 백색광은 아닐 수도 있어 (C) 잠깐 틀어볼
께 <약간부연>

45 빛나

야 전기 꽂아봐. 한번만 딱 하자 한번만. 2분 남았

설명요청
광원색에 대한
탐구시도

다고 하니까. (광원 관찰) 선생님 이거 완벽한 백색
광이 아닌 거 같은데? 완벽한 백색광이 아닌 거 같
아요. 종이 어디 있냐? 완벽한 백색광이 아니라 노
란색 계열에 치우쳐 있는 듯 한 색깔인데? (D)

광원색을
재관찰

46 인혜

할로겐 등이구나 ~ (W)

47 현기

이거 무슨 등이예요?

보장(W)과

48 인혜

할로겐은 원래 백색인데?

지지(B)가

49 현기

백색광 아니야, 백색광 아니야.

50 인혜

할로겐.. 할로겐...아니지,...

51 현기

할로겐원소는 특정한 색을 내잖아. (B) 그럼 백색

논변활동

광 자체가 아닌 거야 실험자체가 틀린 거야!

(CDWBR)

포함된
광원에 대한
풍부한 소집단

52 빛나

이거 밝은 색 계열로 빛이 치우쳐져있으니까.

53 현기

파란색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파란색

변칙사례가

빛이 없는데. 게다가 이거는 선스펙트럼이야 연속

나타나게 된
원인 확인

스펙트럼도 아니야
54 빛나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으로 해야 돼. 햇빛으로~~
차라리 백열등으로 했으면 우리가 더 잘 됐을
걸? LED로 했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애.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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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실험
설계 제안

빛나는 소집단 1에서 높은 수준의 소집단 논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
던 이유에 대해 수업 후 인터뷰 하였을 때 두 학생의 협력적인 태도와 과
제 집착력을 언급하였다.
빛나 (소집단 1) : 특히 현기랑 저는 말을 많이 해서 토론을 활발히 하는 걸 좋아
하는데. 그래서 저희 둘은 주제를 하나 딱 던지면 그거를 끝까지 파고드는 편이
예요.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이유를 잘 살펴보려면, 자기 의견을 내놓고 그 의
견을 분석하면서 그게 진정한 이유가 맞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중략… 현기가
있음으로써,, 저희 둘이 협력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잘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
구요. 만약에 현기 한명만 있었으면 저거(광원색)를 못 찾았을거 아니예요. 저희
둘이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명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틀리다고
의견을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과연 그게 맞는가? 다시 생각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별활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현기도 소집단의 적절한 역할 분배와 아이디어 제공자로써 빛나의 조력
적인 역할이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현기 (소집단 1) : 이거를 공립중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설치하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애들이 옆에서 막 왜 이러냐고 보채고 그러면, 왜 그런
지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근데 옆에서 은선이가 실험과정을 이렇게 계속 도와주
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하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가 사실 아이디어를 처음
꺼내는 역할은 아니예요.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제를 딱 내거나 아니
면 뭐, 이걸 해보자 하는 건 사실 빛나예요, 이러진 않을까? 하는 건 보통 빛나
인데. 빛나랑 저랑, 그걸 계속 했어요. 아무래도 소통? 역할분담측면에서...

현기와 빛나는 둘 다 3학년 과정의 사사반에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이 구성원의 지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소집단 6의 담화에서 보여진다(Table 14).
이는 지식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학생
의 발화가 구성원에게 수용되어 소집단에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이다. 변칙
사례가 나타났을 때 다혜는 예상과 일치하는 파장의 필터 쪽으로 광원의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탐구 과정을 조작하였다(01행). 이에 리더(보람)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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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의사를 보이며 조작하려는 행동을 제지시켰다(03행). 변칙사례가 계속
되자 다혜는 다시 결과 조작을 제안했지만(06행) 보람이에 의해 무시되었
고(07행) 다혜의 조작 행동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4> 결과 해석 단계의 소집단 6 담화(1)
행

학생

01 다혜

소집단 담화
(전등을 빨간색, 파랑색 필터 쪽으로 밀어버림)
빛 몰아주기!!!!

02 성혜

얘!

03 보람

야 그러지마. 아 이게 가까이하면 좀 더 차이가
있을 것 같애

담화 흐름
조작행동

조작 행동을
거부

………… 중략 …………
05 성혜

아 파란색 될 것 같은데...

06 다혜

아 그냥 조작할까?

07 보람

미쳤어 (웃음)

또한, 조작 행동을 보이는 다혜와 달리 리더(보람)는 변칙사례가 나타났
을 때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며 “이게 쫌 밝으면 애처럼 다 보여야 되
는 거 아니야? 안 보인다는 거 자체가 쫌 어두운거니까”, “예측과 다른
이유. 얘(파란색 필터)가 너무 진하다”와 같은 발화를 보였다. 이는 전문가
의 권위를 수용하며 변칙사례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
상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인의 비판적 판단을 통해 앎을 형성
하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혜와 성혜는 이러
한 보람이의 원인 탐색 시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리더 보람이의 지속적인 원인탐색은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
다. 다음의 담화는 조작 행동을 보이던 다혜가 원인 탐색에 참여하는 논변
활동을 보여준다(Table 15). 지속적인 원인 탐색을 보이던 보람이는 광원
이 노란색 빛을 띄는 것을 관찰하고, 광원의 색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C)하였다(09행). 다혜는 주어진 광원이 백색광이라고 생각하고 반박
(R)을 나타냈지만(10행), 이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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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빛의 투과’에 대한 성혜의 오개념이 표출되기도 하였지만(16행)
정정해나가며 소집단의 논의가 이어졌고 자료(D), 주장(C), 보장(W), 지지
(B), 반박(R)이 모두 나타난 높은 수준의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Table 15> 결과 해석 단계의 소집단 6 담화(2)
행

학생

09 보람

소집단 담화

담화 흐름

야, 그 다음에 얘(전구) 색깔도 작용하는 거 아니
야? 그러면? (C) <다른면>

10 다혜

어? 아니 그래도 얘는 백색광.,, (R) <회의>

11 성혜

아 얘가 노란색이었으니까.. (D) 노란색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약간부연>

12 보람

그러니까~ (동의)

13 성혜

얘(전등)가 어째 좀 노랬잖아 (D)

14 다혜

(고민함) 그것은,,

15 보람

노랑노랑. 노랑파랑.

16 성혜

아냐 아냐~~ 그럼 안 되지. 얘는 반사할 꺼 아니

다른면 제기

소집단에서
광원색에 대한

야. 튕겨낸 색이 저 색이니까(노랑) <회의>
17 다혜

아니지 아니지

18 보람

아니지 (성혜의 의견에 다혜와 보람이가 반대)

19 다혜

셀로판지는 투과해. 노란색 빛만 (W)

20 성혜

(끄덕임) 난 바보야

21 보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노란색 빛이니까.. 그 자

논의 시도

오개념 표출
오개념을
정정하면서
소집단 논의가
이어짐

체가 살짝 주황색이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
색이 잘 되는 거고 (W)
22 다혜

노란색이 잘 되는 거고(덧붙임).

23 보람

얘네 완전 반대로, 거의 보색 비슷하잖아. 그러니
까 잘 안 되는 거 같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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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논변요소를
포함한 소집단
논변형성
(CDWBR)

2.2.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가 설명을 시도하였지만 구성원들이 리
더에게 의존적인 상호작용만 보이는 경우에 소집단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칙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구성원들의 조작행동은 리더의 제지로
중단되었지만 반복되는 의존적인 태도로 리더의 설명요청은 더 이상 나타나
지 않았으며 자료(D)와 주장(C)만 주로 나타나는 소집단 논변활동이 나타났
다.
2.2.1. 가설 설정 단계
<Table 16>은 가설 설정 단계에서 소집단 5의 담화를 보여준다. 리더
(한나)는 파란색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
였지만 빨간색에서 광합성이 잘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03행, 05행). 이
에 한나는 빨간색 파장에서 광합성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 정당화를 요구
하며 반복적으로 ‘설명 요청’을 하였다(05행, 10행). 하지만 구성원은 학습
지를 찾아보라거나 하나만 써도 된다고 하면서 ‘단순응대’하거나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무시하는 상호작용을 나타냈다(02행, 06행, 07행). 계속되
는 한나의 ‘설명요청’에 대한 구성원의 응답시도에서 구성원의 오개념이
드러났으며(17행, 22행), 한나의 ‘반박정교화’는 구성원의 오개념을 더욱
명확히 표출되게 하였다(19행). 이와 같이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보이는
리더의 ‘설명요청’은 다른 구성원의 오개념을 표출되게 하였고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였으나 추가적인 참여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성원들의 무관심
한 태도는 지식 수준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낮은 능력의
학생들은 낮은 학문적 기반을 가져 그룹 내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
에 협동학습 과정에서 무관심이 나타난다(Oliveira & Sadler, 2008). 이러한
형태의 논의가 반복되면서 한나는 점차 소집단 논의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윤미와 현신이는 한나에게 의존하는 태도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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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가설 설정 단계의 소집단 5 담화
행

학생

소집단 담화

01 한나

그런데 빨간색에서는 왜 잘되지? <설명요청>

02 현신

찾아봐. 여기 없어? 그냥 여기 봤을 때 비슷하게
써도 돼. 하나만 써도 돼 <단순응대>

03 한나

그럼 파란색 하나만 쓸래. 빨간색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

담화 흐름
설명요청

단순응대로
논의가 중단

………… 중략 …………
05 한나

야. 이 쪽(파랑)이 높은 것은 에너지가 커서 그렇

설명요청

다고 해도 이 쪽(빨강)이 높은 것은 왜 그러지?

재시도

<설명요청>
06 현신

그러게! <단순응대>

07 윤미

극과 극 <확인>

08 한나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 <설명요청>

무비판적
수용과
단순응대

………… 중략 …………
10 한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조의 가설은 뭐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 되지?

설명요청
재시도

<설명요청>
11 윤미

그 일단 이쪽(파랑)은 에너지 그거고 <응답>

12 한나

아니, 근데 에너지가 높을수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에너지가 높아졌다 낮아지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체 이유가 뭐야 <반박정교화>

………… 중략 …………
파장이 짧을수록 <응답>

15 현신

얘네(빨강)는 아니잖아 <반박>

17 윤미

응답시도
반박
응답 시도

14 윤미

16 한나

간단한

빨간색은 아니잖아. 얘네는 설명이 안 되잖아

반박

<반박>
얘네는 그거잖아 엽록소 ab가 파란색 초록색계열

오개념 표출

이니까, 얘네들을 흡수하는 건 당연하잖아 <응답>
18 한나

무슨 소리야. 아니 얘네가 흡수해서 얘네가 파란
색 초록색 계열이 된 거야 <반박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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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개념을 반박

19 윤미

아니지. 그럼 얘네가 뭐야? 얘네를 흡수해서 파
란색 초록색이 되면 얘는 노란색인데 왜 얘네를
흡수하면 노란색이 되냐고

20 한나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얘네가 이렇
게 있어. 빛을 빨초파 세가지 색을 줬다고 해봐.
빨파를 흡수했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초록색일거 아니야. 튕겨내니까. 근데 여기를 흡

오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표출됨

색이 보이는
원리에 대한
이론적 설명

수했다고 초록색인거는 아니지 <반박정교화>
21 한나

가운데 파장은 왜 아니지? 어중간해서 그런가?
<설명요청>

22 현신

아니. 그냥 엽록소가 초록색이니까
아니~~~~ 엽록소가 초록색인건 이것 때문인거지.

23 한나

엽록소가 초록색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
니라고!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고 있어

설명요청
오개념 표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2.2.2. 결과 해석 단계
<Table 17>은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단 5의 담화를 보여준다.
노란색 필터의 잎디스크가 떠오르자 윤미와 현신이는 노란색 필터를 뒤로
이동시키는 조작 행동을 시도하였으나(25~27행), 이 행동은 세련된 신념을
보이는 리더(한나)에 의해 바로 제지되었다(28행). 또한 변칙사례가 나타나
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라는 한나의 ‘설명요청’(34행)에도 윤미와 현신이는
원인을 탐색하려는 시도 없이 리더가 말한 것을 쓰면 되겠다는 의존적인
태도만 나타냈다(35~3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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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결과 해석 단계의 소집단 5 담화(1)
행

학생

소집단 담화

25 한나

어쨌든 노란색이 결국...

26 현신

야. 노란색 거리를 조금 뒤로 가봐~

27 윤미

그치? (웃으며 노란색 필터를 뒤로 이동시킴)

28 한나

야. 하지마. (정색하며) 흔들지마

29 윤미

(웃으며 다시 앞으로 복귀) 흔들지 말래

30 한나

하지 말라고! 바보야.

31 현신

(웃으며) 그래야 정확한 줄...

담화 흐름
조작 시도

조작 반대
원래의 위치로
광원이동

………… 중략 …………
33 윤미

뭐지 이거?

34 한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봐. 니 머리를
짜내보라고 <설명요청>

35 현신

아까 니가 말한 거 쓰면 되겠네 <논의거부>

36 윤미

니가 말한 거 쓰면 되잖아 <논의거부>

설명요청
논의를
거부하며
리더에게 의존

이러한 구성원들의 태도는 리더(한나)의 소집단 논의 시도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Table 18). 가설 설정 단계에서 적극적인 ‘설명요청’을
보이던 한나는 더이상 원인을 탐색을 위한 설명을 요청 하지 않았으며, 소
집단 구성원이 질문을 했을 때에만 설명해주었다(39행). 또한 자신이 모르
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핀잔을 주며 그 원인을 함께 논의하려 하
지 않았다(42행). 이는 구성원의 의존적인 태도로 리더가 지식제공자로써
권위와 책임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집단 담화
에서는 여전히 한나와 현신이 사이의 지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45~49행), 지식 수준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반복되면서 구성원은 리더에게
만 의존하는 상호작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낮은 인지수준의
학생들은 높은 인지수준 학생들에 비해 스스로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소집단 상호작용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김지영 등(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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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5에서는 구성원의 설명요청에 따라(38행) 광원이 노란색이므로(D)
노란색 빛이 많이 투과하여(W) 노란색 필터의 잎디스크에서 빛을 더 많이
받았다(C)는 소집단 논변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리더 개인의 일방
적 설명에만 한정된 것이고 구성원들의 발화에서는 논변활동이 거의 일어
나지 않았다. 그 결과 리더의 개인의 발화에서만 보장(W)이 나타나고 주로
자료(D)와 주장(C)만 나타나는 제한적인 소집단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Table 18> 결과 해석 단계의 소집단 5 담화(2)
행

학생

소집단 담화

담화 흐름

38 현신

왜 안 됨? 왜 안 됨? 파란색 왜 안 됨?(C) <설명요청>

설명요청

39 한나

아, 이거 전구가 노란색이잖아 (D) 전구가 노란색
인데 쟤는 파란색이니까 <응답>

40 현신

아~~~

41 윤미

빨간색은 왜 안 돼? <설명요청>

42 한나

조용히 해 <핀잔>

43 현신

근데 없으면?

44 한나

그리고 이건 노란색이니까 (D) 노란색이니까 더

제시적 설명

추가설명요청
논의거부

많은 빛을 받지 않을까? (C) <정교화>

설명시도

45 현신

흡수하는 거.. 아 반사하는 거 아니야? <회의>

46 한나

이게? <반박>

47 현신

아~~ 이거투과구나 (W) <확인>

오개념 표출

48 한나

이거는~

및 개념이해

49 현신

투과한 거구나 알겠어. 좋은 생각이네

50 윤미

오오~~

51 한나

초록색은 초록색이니까 잘 안뜨는거고 (C) <정교화>

52 현신

응 <확인>

53 한나

노란색이니까....(D)

54 현신

좋은 생각이야

55 윤미

오~ 좋은 생각이야

추가적설명
리더의
의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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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되는 경우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은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앎의 원천으로
전문가의 권위를 생각한다(Hofer, 2000). 이러한 확실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론적 신념은 학습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변칙사례
가 나타난 탐구 실험의 결론 도출과정에서 나타난 소집단 2의 담화이다
(Table 19). 리더(경임)는 과학자의 이론이 이미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38행) 변칙사례가 나타난 실험의 결론을 도출하는 상황을 어려
워하고 있다(43행). 이러한 어려움은 전문가의 권위 믿으며 지식을 확실하
고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able 19> 결론 도출 단계의 소집단 2 담화
행 학생

소집단 담화

37 유미

결론? 근데 이거.. 예측하고 약간. 그 안 맞는 점하고 통합해서 결론
을 내야 하지 않아? 결과

38 경임

근데.. 이미.. (과학자의) 연구실에서 한 실험은 어쩔 수가 없어

39 유미

아 그래? (바로 수긍)

40 경임

(변칙사례가 나타났지만) 일단, 이론에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려야겠지?

41 유미

응

42 교사

이번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봅시다

43 경임

근데요 선생님, 이미 강력한 이론이잖아요. 예측과.. 예측이나, 그렇
게 되면 사실상 오차가 너무 강한..이론인데요 만약에 실험이 그거
랑 다르게 나왔으면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44 교사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까? 내실험이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45 경임

(결과가) 안 맞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그거를 바탕으로 한
그냥 검증하는 실험인데...

수업 후 진행된 반구조화 된 인터뷰에서 경임이에게 변칙사례가 나타났
을 때 과학자의 이론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봤는지 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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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경임이는 과학자의 이론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실험은 이미 확정된
과학자의 이론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경임 (소집단 2) : (과학자의 이론이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단호하게)
아니요 (한번도?) 네. (왜?) 뒷받침해주는 실험도 많구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수차례 반복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과학자의 이론이니
까?) 네 그리고 오랜 시간 검증 되었고 (틀릴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했을 것이고 결과를 잘 내야겠다. 조작을 한거야?) 네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경임이는 과학자의 이론이 절대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소집단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경임이는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에도 다른 답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학자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에
만 집중하였으며 나머지 구성원들도 그러한 리더의 권위에 의존하고 따랐
기 때문에 원인을 탐색하는 소집단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소집
단 2에서는 자료(D)와 보장(W)만 나타난 낮은 수준의 소집단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2.3.1. 가설 설정 단계
<Table 20>에서 제시한 소집단 2의 담화는 권위 있는 전문가가 수업에
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리더(경임)의 발화를 보여준다(02행). 이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
실하다고 믿는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러한 경임이의
이러한 발화에 구성원들도 모두 동의하였다(03행, 04행).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전문가로부터 나온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며 과학자
로부터 얻은 정보를 평가 없이 수용했다는 Kolstø & Ratcliffe(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전문가의 권위에 따르는 논변의 사용은 합리적이지
만 어떤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인 논변 참여를 제한한다
(Kolstø & Ratcliffe, 2007). 유미는 이러한 소집단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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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지만(08행) 소극적인 태도로 소집단 활동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
하였다. 따라서 제공된 자료들에 논의할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식을 단순히 수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상세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위에 의존한 지식주장만 나타났다.
<Table 20> 가설 설정 단계의 소집단 2 담화
행 학생

소집단 담화

01 교사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교수님

담화 흐름

의 말씀과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오늘 실험의 가설을 한번 설정해봅시다.
02 경임

교수님이 이미 해주셨는데 (다른 소집단이 활발히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맨 밑에 있는데? (웃으며)
자료 3에? <단정지음>

03 지원

하하~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04 유미

가설은 그냥 파란색이..

05 지원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 제일 높네.

06 경임

눈만 있으면... 피크가 딱 두 개있네 (자료를 자세

예상과 일치
하는 부분만

맞아 맞아. 눈이 있냐 없냐.
(유미와 지원이 잡담. 경임이는 논의가 활발한 다
른 소집단을 자꾸 쳐다보지만 소집단내에서 논의
는 없음. 각자 학습지 작성)

08 유미

지식주장

구성원의 동의

히 살펴보지 않음)
07 유미

권위에 의존한

(다른 조가 활발히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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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타당한
검토없이
귄위에 의존한
가설생성

2.3.2. 결과 해석 단계
소집단 2의 리더 경임이는 실험결과를 확인하기 전부터 “일단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가는 거니까”, “잠깐만. 야 우리 나와야 되는 결론이... 나
와야 되는 게.. 일단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유심히 좀 봐봐” 와 같은 발
화를 보였다. 이것은 지식이 고정되어 있고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소
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노란색 필터의
잎디스크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이와 같은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경임
이는 “실험이 망했다”는 발화를 봉였다. 또한 <Table 21>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광원을 이동시키거나(10행), 지원이에게 조작행동을 지시하였다
(16행). 경임이와 지원의 조작행동에 대해 유미는 실험을 올바르게 하자는
발화를 나타냈지만(20행) 경임이에 의해 거부되어(23행) 소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소그룹 논의에서 때때로 리더들은 그들의 의견을
동료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도 한다(Oliveira & Sadler, 2008). 이
러한 소집단의 논의는 유미의 학습 의욕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며,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경임이와 지원의 행동만 계속되었다. 따라서
변칙사례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노란색 필터를 씌운 비커가 가장 광원
과 가까이 위치한다는 경임이의 자료(D)만 제시되었으며 변칙사례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어떤 설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임 거리가 달라 거리가(D)
이와 같이 소집단 2에서는 결과해석 단계에서 1번의 자료(D)만 나타났
으며, 교사에 의해 유도된 자료(D)와 보장(W) 외에는 논변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의 소집단 논변활동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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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결과 해석 단계의 소집단 2 담화
행 학생

소집단 담화

10 경임

지원아~ (말하며 전등을 파란 쪽으로 밈)

11 지원

어?

12 경임

그게 멋지지 않니?

13 지원

이것은 (웃음).. 이것은 조금

14 유미

이거.. 약간 여기 (파란 쪽으로 치우쳤다)..

담화 흐름
결과조작

결과조작을
수용함

………… 중략 …………
16 경임

파란색을 조금 더 (빛을) 잘 받게 해

17 지원

(손으로 파란색 필터를 열었음)

결과조작지시
결과조작

………… 중략 …………
19 지원

휴... 왜 이러지? (파란색 필터를 열어봄)

20 유미

아 지원아 초록색도 한번 열어

21 지원

하하 (초록색 필터도 열었다 닫음)

22 유미

(파란색도) 한번 열었으니까.

23 경임

야. 초록색 열지마!

24 유미

왜?

25 경임

계속 광합성이 안 돼야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26 지원

아, 나는... 내가 파란색을 무조건. 할께

27 경임

내가 학교실험에서 한두번 해봤겠니?

28 지원

끼가 좋은데?

29 경임

지금 얘는 온도가 엄청 높아. 30도 넘어갈 것 같

올바른 변인
통제를 시도

거부

예상과

아. 이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떠?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30 지원

어어, 얘 미쳤어. 얘네

31 경임

야 도표를 줘 봐. 도표 줘 봐봐. 도표

32 유미

어디 있는데? (표정 안 좋음)

33 지원

도표 (학습지)?

34 경임

(웃으면서) 우리는 역추적이라는 방법을 쓸 거야

35 유미

하하 (표정이 안 좋던 유미도 웃어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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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행동이
계속됨

소집단 2의 리더 경임이는 영재교육원의 3학년 과정에 진학한 우수한
학생으로 다른 담화에서 높은 지식 수준과 사고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지
식에 대한 소박한 신념으로 변칙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는 태도가
소집단 활동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소집단 2의 논변활동이 제대로 일
어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소집단 구성원의 지식수준 차이가 소집단 담화
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소집단 구성원은 리더에 더욱 의존하는 태도
를 나타냈기 때문에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이 소집단 활동에 결정적인 영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초록색 필터에서는) 계속 광합성이 안되야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라
는 발화를 보이며(25행) 주도적으로 실험을 조작한 경임이에게 수업 후 인
터뷰에서 실험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믿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경임 (소집단 2) : 학교 같은 경우는요. 실험결과에 따라 점수가 다르잖아요. 그러
면 보고서 5점이고 실험 5점이면 결과가 안 나오면 거의 점수를 못 받거든요. 그
러면 이제..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았다고 하면은 결과를 통해서 뭐를 알아
야 되는 거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 줘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과학 활동을 지적인 노력으로서 해석 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활동지를 채워야하는 과제로 봤을 수도 있다. 수업 산물로 활동지에 답을
달도록 하는 압력은 일부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므로 학습 산물보다 학습
과정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Oliveira & Sadler, 2008). 보
고서 점수 외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경임이는 소박한 인식
론적 신념이 나타난 응답을 보였다.
경임 (소집단 2) : 그냥, 그 원래 맞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걸 아
는게 아니니까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랑 결과가 비슷하면 그게 더
정확한 실험을 하고 생각하는,, 더 좋은 실험..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
험이 끝나서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논의를 하면 뭐가 많이 나올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논의해서 새로운 게 나오면 좋은데 어차피
이게 다 나온 상황에서 거리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활발하게 논의를 해봤
자. 거리 때문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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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식을 복잡하고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편
적이고 분절되어 있다고 믿는 단순성을 반영한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나타내며, 단지 보이는 것에 대한 거시적 설명만 하고 과제 수행에 초점을
두는 피상적 접근방식을 보여준다(Chin & Brown, 2000). 이와 같이 지식
을 확실하고 단순한 것으로 간주하는 리더의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은 학
습상황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조작적인 태도는 과학 실험에서
과학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증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보여준다(김희경, 송진웅, 2003). 또한 거리라는 답이 나와서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다는 경임이의 응답은 학생들이 특정 주장에
대한 지지에서 단편적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다양한 근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Sandoval & Millwood (2005)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소집단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경임이는 구성원의 지식 수준 차이를 이
야기 하였다. 지식수준 차이로 인한 의존적인 구성원의 태도는 리더의 인
식론적 신념에 좌우되는 소집단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경임 (소집단 2) : 솔직히요. 원인이나 그런 거를 찾으려면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하려면요 같이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같이해주는 애들이
빛나(소집단 1)이랑 현기(소집단 1)이였는데. 그렇게 잘못 나와도 잘못 나온 걸
그대로 쓰고 논의를 할 수 있을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유미는 괜찮았는데요.
유미랑 지원가요, 특히 지원이 실험을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구요.

2.4.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나타낸 리더의 발화가 구성원에 의해 반박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소집단 내 리더의 권위는 낮아졌으며, 구성원의 설명요
청은 리더에 의해 거부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서 소집단 내에 갈등이 유발되어 결과 해석 단계에서 일부 반박(R)과 한정
어(Q)가 나타났으나 비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깊은 소집단 논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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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반박(R)과 한정어(Q)등의 논변요소가 주장(C)과 함
께 나타났지만, 다양한 논변요소가 함께 나타난 높은 수준의 소집단 논변
활동은 나타나지 못하였다.
2.4.1. 가설 설정 단계
<Table 22>는 자료를 근거로 광합성이 가장 잘될 것 같은 파장을 예상
하는 소집단 3의 담화를 보여준다. 리더(현주)는 이론 시간에 언급된 빨간
색과 파란색 파장 중 파란색 파장이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파란색
파장에서 광합성이 잘될 것 같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02행). 이에 대해
영륜이는 보라색 파장에서 광합성이 더 잘된다는 ‘반박정교화’를 제시하였
고(03행) 이 ‘반박정교화’에 대해 현주는 보라색 파장에서 광합성이 더 잘
된다며 주장을 변경하였다(04행). 또한 순영이는 에너지가 가장 높은 보라
색에서 광합성률이 떨어진다는 추가적인 ‘반박정교화’(05행)를 제시하였고
현주는 당황한 태도를 보이며 논리적이지 못한 응답을 나타냈다(08행). 이
와 같이 소집단 3에서는 자료를 검토하는 소집단 논의가 이어졌지만 리더
의 발화가 구성원에 의해 반박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일관성 없는 리더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소집단에서 리더의 권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순영이는 에너지가 센 보라색 파장에서 광합성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궁금히 여기고 설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09행, 12행) 이에
관심을 갖는 구성원이 없어서 소집단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15행). 이외
에도 소집단 논의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순영이의 설명요청은 다
양한 형태로 계속되었으나 소집단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무시되거나 스스
로의 노력으로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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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가설 설정 단계의 소집단 3 담화
행 학생

소집단 담화

01 교사

조별토론을 해보세요. 파란색이 잘될 것 같다는

담화 흐름

학생들은 많아요. 왜 파란색이 잘될 것 같은지 근
거를 들어서 조원들한테 설득을 해볼까요?
02 현주

파란색이 파장이 더 작으니까. 저희 수업 했어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광합
성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애

03 영륜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보라색이 잘되는데? 여기
엥겔만 실험을 보면... <반박정교화>

04 현주

그러니까 보라색이. 파장이 더 짧잖아. 그래서 더
강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잖아

05 순영

을 봐봐. 보라색은 이상하게 내려가 <반박정교화>
06 현주

어?

07 순영

보라색은 (광합성률이) 내려가.

08 현주

알...아...(보면서 생각) 근데 작용스펙트럼이잖아.
작용이 중요한거잖아. 작용, 작용이 중요한거잖아

09 순영

어? 그런데 여기서 왜 내려가지? <설명요청>

10 영륜

아니 그냥 여기 엥겔만 실험에서 표에서, 가운데

반박정교화
주장 변경

자료에 근거한
반박정교화

주장에 대한
비논리적 근거
자료에 대한
설명요청

나선형 엽록체가 있는데, 엽록체에서 산소가 많이

질문을

나올수록 호기성 세균이 더 많이 몰리는 거니까.

오해하고

보라색하고 빨간색에서 제일 많이 몰리잖아
그래
아 내가 진짜 이상한 건 이거라니까. (보라색 파장
이 에너지가 제일 센데) 여기서 왜 줄어드냐고
<설명요청>

자료를 설명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
재요청

13 영륜

그게? 줄어드는 거야?

14 순영

여기서 봐봐. 여기도 줄어들고, 여기도 줄어들어.
딱 가시광선 영역에서 (학습지 지적해줌)

15 영륜

자료에 근거한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아 근데.. 이상한 게 있는
데.. (파장이 셀수록 잘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라색

11 현주
12 순영

배운 내용에
근거한 정당화
있는 주장

(지적한 학습지 부분을 읽다가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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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없어 논의중단

2.4.2. 결과 해석 단계
탐구 과정동안 소집단 구성원 내에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과 해석
단계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갈등이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Table 23>은
예상과 달리 노란색 필터의 잎디스크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 때 소집단 3
의 담화를 보여준다. 변칙사례가 나타나자 순영이는 그 이유를 궁금히 여
기고(17행), 노란색이 광원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변칙사례가 나타
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20행). 하지만 리더(현주)는 순영이의 말에 부
정적인 호응을 보이고(18행) 실험결과를 옹호하며 논의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다(21행). 이러한 현주의 발화는 과학자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는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순영이의 주장(C)에 대
한 현주의 반박(R)은 소집단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계속된
순영이는 설명시도 노력은 소집단에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 소집단에서는 지식의 확실성을 믿고 실험 결과를 부정하는 리
더의 발화를 반박하는 구성원의 상호작용도 나타났다. 실험결과가 예상과
다르므로 실험이 실패했다고 믿는 현주의 발화에(23행), 영륜이는 실패가
아니라 예측과 다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24행). 합리적이지 않은 리더의
발화는 구성원에 의해 반박되었으며 지속적인 구성원의 견제적 상호작용
으로 리더도 원인 탐색에 일부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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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결과 해석 단계의 소집단 3 담화(1)
행 학생

소집단 담화

17 순영

왜 노란색부터 뜨지? <설명요청>

18 현주

내가 압니까?

19 영륜

아직 빨간색 안 떴냐?

20 순영

야 근데 노란색이 제일 직사로 받는다 (전등 바로

설명요청
논의 거부

앞에 노란색 필터가 있음) (C)
21 현주

담화 흐름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직사는 아니야 (R)

설명시도
반박으로
논의 중단

………… 중략 …………
23 현주

아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실험 이미 실패네

24 영륜

아니 왜? 실험 실패는 아니지. 예측이랑 다른 거
지 결론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실험 실패로

25 현주

아... 예측.. 그래

26 영륜

틀린 것도 아니야

27 현주

그러면?

28 순영

오~

29 현주

(빈정대며) 맞지 않은 거야?

30 영륜

결론이랑 예측이랑 다르다는 거지

인식
결론과 예측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

원인 탐색에 참여하게 된 리더의 발화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견재적인
상호작용은 계속 되었다(Table 24). 초록색 필터의 잎디스크가 뜨지 않는
상황에서 리더(현주)는 “초록색이니까 잎디스크가 뜨지 않는다”는 주장(C)
만을 제시하였지만(33행), 영륜이는 “완전히 파장이 같지 않으면 뜰 수도
있다”는 발화를 보였다(38행). 이러한 영륜이의 한정어(Q)는 초록색 파장
에 대해 더 정교한 설명을 만들어냈으며 다른 소집단에서 단순 주장(C)만
나타난 초록색 필터에 대한 논의에서 주장(C)과 한정어(Q)가 나타나는 논
변이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원의 견재적인 상호작용은 소집단 논변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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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결과 해석 단계의 소집단 3 담화(2)
행 학생

소집단 담화

32 영륜

노란색 아직 안 떴어? 다른 건?

33 현주

얘(초록)는 안 떠야 정상이고 (C) 그치?

34 영륜

안 뜨는 건 아니지. 늦게 뜨는 거지 <반박정교화>

35 순영

아니. 안 뜰 수 있어

36 현주

아니. 초록색이니까 안 뜰 수도 있는 거지

37 순영

아예 빛이

38 영륜

아니야. 완전히 저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완전히

실험결과에
대한 단순주장
반박정교화

같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Q) 파장이
39 현주

담화 흐름

한정어가
포함된 소집단
논변 생성

어쨌든. 그래 늦게 뜨는 게 정상이고 얘(초록)는, 그
런데 쟤네(노랑과 빨강) 2개 중에 얘(빨강)가 먼저..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서로의 의견을 반대하는 데만 집
중되는 경향이 있어, 갈등 상황이 반복되고 깊은 논의가 일어나지 못하였
다. 소집단 3에서는 구성원의 반박으로 CDW의 소집단 논변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서로의 의견에 대한 감정적인 반박으로 경직된 소집단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나중에는 서로의 의견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연필을 던지고
다른 소집단으로 이동해버리는 행동 등이 나타났다. 그 결과 CDW, CQ
등이 나타난 중간 수준의 논변이 나타났다.

-65-

2.5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른 소집단 논변수준
이 연구에서는 변칙사례가 나타난 탐구활동의 결과 해석 단계에서 소집
단 별로 서로 다른 논변수준과 반응유형이 나타났으며, 소집단 별 논변수
준 차이는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Table 26>은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구성원의 상호작용 범주
별 소집단 논변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6>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구성원의 상호작용 범주 별 소집단
논변수준
소집단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
반응유형
재해석

소집단 상호작용
세련 / 수용
(소집단 1)

노랑

파랑

빨강

초록

CDWB

D(2)

CDWR

C

CD(2)

CDW

CD

C(3)

CDWBR

세련 / 수용

D

D(4)

(소집단 6)

CDWBR

CDW(3)

재해석

세련 / 수용되지 않음

CD

CD

C(2)

/무시

(소집단 5)

CDW
D(2)

CD

CQ

DW

CDW

소박 / 수용되지 않음
(소집단 3)

무시

CR

소박 / 수용

D

(소집단 2)

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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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되어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
진 소집단 1과 6에서 변칙사례의 원인을 찾는 인식적 실행이 일어나
CDWBR, CDWR과 같이 다양한 논변요소가 함께 나타난 높은 논변수준이
나타났다. 소집단 1은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가 사고 촉진자
로 작용하고 구성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재해석’의 반응을 보
였으며 5개의 소집단 중 가장 높은 논변 수준을 보였다. 이와 달리 소집
단 6에서는 일부 구성원이 ‘무시’의 반응을 보이는 ‘재해석/무시’의 혼합
반응이 나타났지만,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의 지속적인 설명요
청으로 구성원이 변칙사례의 원인을 찾는 활동에 참여하며 CDWBR과 같
이 다양한 논변요소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소집단에서 앎의
정당화를 요구하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의 발화가 구성원의
사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리더가 발화를 촉진하였지만 구성원
이 의존적인 태도로 중간 수준의 논변활동에 그치는 소집단도 있었다. 소
집단 5에서는 설명을 요청하는 리더의 발화에도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의존적인 태도만 나타냈으며 그 결과 리더의 개인발화에서만 CDW가
나타나는 중간 수준의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또한 리더가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나타냈을 때 이를 반박하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
다. ‘재해석/무시’의 반응이 나타난 소집단 3에서는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반박으로 CR, CQ와 같은 논변구조가 나타났으며 리더와 구성원 간에 갈
등이 형성되어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지만 CDW 등의 논변
요소가 나타난 중간 수준의 논변활동을 나타났다. 이경현 등(2012)은 분류
과제를 이용한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리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
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소집단 활동에서 리더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의 태도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리더의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구성원에게 수용된 소집단 2에서는 원
인을 찾는 인식적 실행이 나타나지 않은 ‘무시’의 반응을 보였으며, D,
DW만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논변활동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변칙사례가 나타난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의 소집단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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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유형과 다양한 수준의 논변활동을 나타냈으며, 발화의 개시자 역할을
하는 리더가 나타내는 인식론적 신념과 그러한 리더의 발화에 대한 구성
원의 상호작용이 소집단 논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집단의 논변 수준은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 실험군
(노란색과 파란색 필터 사용)과 예상과 일치한 결과를 보인 실험군(빨간색
과 초록색 필터 사용)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Table 25). 학생들은 파랑과
빨강의 순서로 잎디스크가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노랑과 빨강의
순서로 잎디스크가 떠오르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므로 노란색과 파란색 필
터를 사용한 실험군은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해당하고 빨간색과
초록색 필터를 사용한 실험군은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에 해당한다. (소집
단 1은 두 번째로 떠오른 빨간색 필터를 사용한 실험군을 파란색보다 먼
저 떠올랐으므로 변칙사례로 생각하였다.) 즉 학생들은 예상과 불일치하는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대체로 보장(W)과 지지(B)가 나타난 높은 수준의 소
집단 논변활동을 나타냈으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전반적
으로 주장(C)과 자료(D)만을 포함한 낮은 수준의 논변을 나타냈다. 특히
예상에 가장 일치하는 초록색 필터를 사용한 실험군 데이터에 대해서는
“초록색은 원래 안 나오는거고”와 같이 보장과 지지가 없는 단순주장(C)만
주로 나타났다.
변칙사례로 인한 비평형화의 상태는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인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일으킨다(Scott et al., 1991). 따라서 이와 같이 예
상과 다르게 나타난 실험군의 데이터는 학습자 개인 내의 인지갈등을 만
들어내고, 이러한 비평형화를 해결하려는 학습자의 설명 노력은 높은 수준
의 논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상과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타
났을 때는, 학생들은 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 것
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은 실험과정과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
어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변활동에 참여할 경우 소집단 내의 논의가
감소한다는 Kind et al. (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실험 결과는 학습자 개인의 인지갈등을 일으키고, 설명의 필요성을
만들어 내어 높은 수준의 논변이 나타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

-68-

Ⅴ. 결론 및 제언
개념변화에서 비평형화를 통한 개인적 인지갈등을 일으키는 변칙사례는
소집단 내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게 함으로써 학생 간 인지갈
등도 유발할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변칙사례에 대한 소집단
의 반응과 그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
학 탐구활동 중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단 반응 유형을 살펴보고, 리
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구성원의 상호작용으로 소집단 반응유형과 논변수
준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5개 소집단의 논변활동 담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
다. 첫째,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소집단 별로 ‘재해석’, ‘재해석/무시’,
‘무시’의 반응이 나타났다. ‘무시’의 반응이 나타난 소집단에서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실험과정을 조작하였으며 변칙사례가 나타
나게 된 원인을 탐색하지 않았고, ‘재해석/무시’의 반응이 나타난 소집단
에서는 결과를 조작하려는 구성원과 원인을 탐색하려는 구성원의 상호작
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인식적 실행이 나타났다. 그에 비해 ‘재해석’의
반응이 나타난 소집단에서는 데이터의 평가 관점에서 변칙사례의 신뢰성
과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실험과정의 여러 가지 변인을 되
짚어보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인식적 실행이 나타났다. 증거에 대한 평가
는 학습에서 중요한 인식적 기준 중에 하나이며, 이 연구는 변칙사례를 이
용한 탐구활동이 이러한 인식적 실행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재해석’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조작한 통
제변인에서 집중적으로 원인을 찾았으며, 1차적으로는 가시적 원인에 초점
을 맞추었으나 소집단 논의를 통해 이론에 기반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과
정도 보여주었다. 이는 소집단 논의가 더 심층적인 원인 탐색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변칙사례에 대한 소집단의 논변수준
은 리더의 인식론적 신념과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우리의 연구
에서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지닌 리더가 변칙사례에 대한 원인을 탐
색하는 발화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 다른 구성원들도 참여한 소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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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리더는 세련된 인식론적 신
념을 가지고 있으나 구성원이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인탐색에 참여하
지 않은 소집단에서는 리더 혼자만의 제한된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리더의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구성원과 갈등을 일으킨 소집단에서는 일부 한정
어나 반박이 나타났으나 비협력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중간 수준의 논변활
동이 이루어졌으며, 리더의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이 수용된 소집단에서는
원인에 대한 탐색 없이 실험과정을 조작하는 소집단 활동이 나타났다. 변
칙사례에 대한 소집단 반응에서 리더의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은 사고의
촉진과 발화의 개시자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소집단 논변수준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셋째, 우리의 연구에서는 예상과 일치하는 탐구 결과보다 예상과 일치
하지 않는 탐구 결과에서 논변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난 높은 수준의 소집
단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변칙사례는 학습자 개인과 소집단 내 구성원 간
의 인지갈등을 일으켜 이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
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정당화를 나타냈으며, 보장
과 지지가 나타난 수준 높은 소집단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고 이론을 확증하는 실험보다는 학습자에게 증거 평가와 주
장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을 제공하는 실험이 논변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변칙사례가 나타난 소집단 탐구활동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통해 그 과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들을 할 수 있다. 첫째, 변칙사례가 나타났을 때 학생들
의 논변수준이 높았고 실험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결과로 미
루어볼 때, 변칙사례는 학생들의 사고와 논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갈등을 일으키는 변칙사례를 이용한 탐구
학습을 제안한다. 둘째, 현재 학교 과학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결과
확인 실험을 넘어서 참 과학 추론의 핵심적인 특징을 반영한 탐구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인식적 실행의 경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탐구과제를 개발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교육 실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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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제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의 실행적 인식론적 신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학습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잠정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판단을 통한 앎
의 형성 방식은 다양한 각도에서 변칙사례에 대한 원인을 찾고 보다 심도
깊은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
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소집단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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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률에 대한 과학적 논변 활동
단계1. 광합성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
과제의 맥락
이번 과제는 남극에서 연구원들이 먹을 식물을 키우는 장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전문가로서 빛의 파장이 광합성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Plant Factory” 회사에 조언해 주기로 하였습
니다. 여러분은 빛의 파장이 광합성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영향이
있다면 어떤 빛(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에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
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Plant Factory에서는 투자하기 전에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지 확신하고 싶어 하므로, 여러분은 광합성률에 영향을 주는 빛
의 파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론을 말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실험에 앞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합성에 대한 지식을 생각해 봅시다. 식
물의 광합성률을 증가시키는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개인)
조건

광합성률과의 관계

2. 빛의 파장도 광합성률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어떤 파장에서 광
합성률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
파장

이유

2-1. 다른 조원들이 2의 질문에 제시한 응답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자료 2>
와 <자료 3>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서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
광합성률을 증가시키는 빛의 파장에 대한 가설을 세워 봅시다. (조별)
고려한 특징들

광합성률을 증가시키는 빛의 파장에
대한 우리 조의 가설 및 예측
가설⇒
구체적인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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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2. 실험 방법과 원리
1. 다음과 같이 파장에 따른 광합성률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실
험 방법과 원리를 읽어 봅시다. 실험에서 잎 디스크가 떠오르는 시간은 무엇
을 나타내나요?
[실험 과정]
① 2% NaHCO3 수용액을 가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1/3 정도 채운다.
② 식물 잎에서 잎맥이 없는 부위를 선택하여 코르크 보러로 직경 0.5~1cm
정도의 잎 조각을 만든다. (충분한 양만큼)
③ 잎 조각을 2% NaHCO3 수용액이 들어있는 가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겹
치지 않게 띄우고 유리관이 달린 고무마개로 막고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진공
을 가해 잎 조각이 가라앉게 한다.
④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3~4회 플라스크를 흔들어 잎 조각이 다시 뜨
는지 확인한다. 만일 잎 조각이 다시 뜨면 진공을 다시 가해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게 한다.
⓹ 100ml 비이커에 2% NaHCO3 수용액
을 20ml 정도 채우고, 여기에 위의 과정
을 거쳐 만들어진 잎 디스크를 10~15개
정도 넣는다.
⓺ ⓹의 잎 디스크가 들어있는 비커를 광
원 앞에 두고 잎 디스크가 떠오르는 시간
을 측정한다.
[실험 원리]
플라스크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주면 잎 세포 속의 산소 등 기체가 빠져
나오게 되어 가라앉는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가 발생되어 잎 조각이 떠
오르게 된다. 따라서 잎 조각이 떠오르는 속도는 산소의 발생량과 관계가 있
고 이것은 광합성률, 즉 광합성률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8개의
잎 조각 중에서 2, 3, 4, 5번째 잎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광합성률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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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 실험 설계
※참고자료1의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률을 측정하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금치잎, 진공펌프, 가지달린 삼각플라스크, 고무마개, 펀치, 핀셋, 비커,
수조, 2% NaHCO3 수용액, 광원장치, 100mL 비커 4개, 줄자, 초시계, 젤
라틴 필터(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온도계
제시된 준비물들을 이용하여 파장과 광합성률에 대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 봅시다.
2. 이 실험의 가설은 무엇입니까? (조별). 구체적인 예측도 적어봅시다^^
가설:
구체적인 예측:
3.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 봅시다. 특히 제시된 과정 중 ⓺번
이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봅시다. (조별활동지에 기록)
① 2% NaHCO3 수용액을 가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1/3 정도 채운다.
② 식물 잎에서 잎맥이 없는 부위를 선택하여 코르크 보러로 직경 0.5~1cm
정도의 잎 조각을 만든다. (충분한 양만큼)
③ 잎 조각을 2% NaHCO3 수용액이 들어있는 가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겹
치지 않게 띄우고 유리관이 달린 고무마개로 막고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진공을 가해 잎 조각이 가라앉게 한다.
④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3~4회 플라스크를 흔들어 잎 조각이 다시
뜨는지 확인한다. 만일 잎 조각이 다시 뜨면 진공을 다시 가해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게 한다.
⓹ 100ml 비이커에 2% NaHCO3 수용액을 20ml 정도 채우고, 여기에 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잎 디스크를 10~15개 정도 넣는다.
⓺ ⓹의 잎디스크가 들어있는 비커를 광원 앞에 두고 잎 디스크가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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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실험 수행 및 결론 도출
1.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조별)
조작변인
(

)

떠오르는 시간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평균

2. 예측과 실험결과가 일치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왜 그랬을지 이유를 생
각해봅시다. (예) 실험 결과에 온도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1. 조원들끼리 서로 다른 의견을 갖거나,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
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3. 실험 결과로부터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
지 생각해 봅시다. (개인)
(1) 나의 결론은...
(2) 결론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 나의 결론이 옳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 실험에서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의 결론을 내렸지만, 수집한 데이
터가 충분하지는 않다.
□ 실험에서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의 결론을 내렸지만, 실험 결과가 매
우 불확실하다. 추가 실험을 한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실험 데이터로부터 어떤 파장에서 광합성이 가장 잘 일어나는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타:
4. 조원과 상의하여 각자의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우리 조의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우리 조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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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광합성과 온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광합성은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이므로 효소에 의해 진행되며 온도
의 영향을 받게 된다.

빛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CO₂ 농도를 변화

시키면 광합성 속도는 CO₂ 농도에 비례한다. 그러나 CO₂의 농도가 0.1%에 도달하
면 광합성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료2> 엥겔만 실험
1882년 독일의 엥겔만은 엽록소가 어떤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해캄과 호기성 세균을 받침유리 위에 놓
고 덮개 유리를 덮은 후 암실에 두면 호기성 세균은 덮개 유리의 가장자리에 모
이게 된다. 그러나 가시광선을 프리즘으로 통과시켜 비춰주면 호기성 세균은 청
자색광과 적색광이 비춰지는 해캄의 주변에 많이 모인다.
<자료3> 광합성 색소들의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

엽록소에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각각 비추어주면 빛의 파장에 따라 흡수하는 정
도가 다른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흡수 스펙트럼이다 한편 식물의 잎에 여
러 가지 파장의 빛을 비추어 주면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작용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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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science-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small
group argumentation in the
inquiry activity with anomalous
data focusing on the leaders’
epistemological beliefs and small
group interaction
Lee, Eun-Ju
Biolog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sponses of small
groups to anomalous data in an inquiry setting and to investigate
how these responses and argumentations differ according to the
leaders’

epistemological

beliefs

and

interactions.

Twenty-one

middle school students gifted in science participated in an
inquiry task of “Photosynthesis and Light Wave length”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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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confronted anomalous data.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six small groups. Their discourse during the task was recorded
and transcribed, and then analyzed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explore the leaders’ practical epistemological
beliefs, interaction, the small groups’ responses to anomalous
data and argumentation. The groups showed three types of
responses to anomalous data: ‘reinterpretation’, ‘ignoring’ and
‘reinterpretation/ignoring.’ The groups with a ‘reinterpretation’
response

practiced

epistemic

monitoring

of

experimental

processes to explore the reason for the anomalous data. The
levels of group argumentation were also influenced by the
leaders’ epistemological beliefs and interaction within the group
during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e results. A high level of
argumentation
embraced

appeared

the

in

leaders’

the

groups

sophisticated

where

the

epistemological

members
beliefs.

Students showed a middle level of argumentation when they did
not adopt the leaders’ epistemological beliefs. When students
agreed

with

the

leader’s

naive

epistemological

beliefs,

they

constructed a low level of argument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nomalous data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promote
students’

thinking

and

argumentation,

and

that

leaders’

epistemological beliefs and collaborative interaction would both be
important to the success of group argumentation.
keywords : anomalous data, small group argumentation, scientific
argumentation,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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