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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집단 논변활동에 대한 협력적 성찰을 통해

나타나는 중학교 학생들의 메타인지 지식과 경험을 탐색하고, 이

러한 메타인지의 발달이 논변활동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과학의 ‘광합성’ 단원에서 실시된 총 20

차시의 수업 중 10차시 분량의 논변 관련 수업이 구성되었고, 학

생들은 소집단을 이루어 논변활동에 참여하였다. 4명의 여학생으

로 구성된 한 소집단이 초점집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소집

단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 1회씩 연구자와 함께 소집단

논변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협력적 성찰 과정에 참여하였다(총

7회). 협력적 성찰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메타인지는 메타

인지적 지식과 경험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협력적 성찰이 진행

됨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학생들의 메타인지

적 지식은 개인 변인, 과제 변인, 전략 변인으로 분류되었으며, 학

생들은 협력적 성찰을 진행하면서 점차 메타인지적 지식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개인 변인에서는 자신의 학습 성향이나 소집단

내의 개인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과제 변인에

서는 논변활동의 인식적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전략 변

인에서는 논변 과제의 효과적인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협력적 성찰이 진행됨에 따라 메타인

지적 경험의 측면에서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협력적 성찰의 초

반부에서는 학생들이 소집단 논변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논변 실행

에 대해 반성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나, 협력적 성찰

의 후반부에서는 논변활동 중에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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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발달하였다.

논변활동 실행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논변활동이 진행됨에 따

라 점차 집합적인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하여 협력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증거, 정당화, 반론을 고려하는 발화의 횟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개인, 과제, 전략 변인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과 사고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메타인지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행의 변화를 이끌었다. 논변활동의 초반부

에는 증거와 정당화를 고려하는 발화가 일부 나타났는데, 이러한

발화들은 대부분 단순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의 초보적인 수준이었

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지 않았고,

지식수준이 가장 높은 학생의 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다. 논

변활동의 중반부에는 증거, 정당화 및 반론에 대해 고려하는 발화

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학생들은 개인 지식과 과제 지식의 발

달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정당화를 요청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며 논

변을 점차 정교화 하였고, 그 결과 집합적 상호작용 영역을 구성

하며 협력적으로 논변활동에 참여하였다. 논변활동 후반부에는 개

인 지식과 과제 지식 및 전략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경험을

증거로 보강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정당화

와 반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복

잡한 논변 구조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집단 논변활동에 대한 협력적 성찰을 통해 나타나

는 학생들의 메타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폈고 이를 통해 논변활

동 실행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소집단 논변활동, 과학 논변, 협력적 성찰, 메타인지

학 번 : 2012-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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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교육에서는 과학 학습의 목표를 단순히 학생의 서술적 지식

이 발달하도록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과학자에 의해 지식이 어떻게 생

성되고 정당화되며 평가되는지 학습자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두고 있

다(Sampson & Clark, 2009). 실제 과학자들이 데이터로부터 과학적 모

델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추론과 논변활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에(Giere, 1991) 학생들에게 올바른 과학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서 실시되는 탐구에서도 논변활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Driver et al., 2000). 논변을 과학 학습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Duschl

(1990)과 Kuhn(1993)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변활동이 과학 교육에서 선도적인 교수 전략과 교육적 목표

라고 보는 관점이 증가하고 있다(Bell, 2004; Osborne et al., 2004).

논변활동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를 과학 수업에 도입하고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논변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 중 논변을 단순한 인지적 기술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하여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 경우 논변활동을 과학 수업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Erduran et al., 2004). 이러한 문제점이 고려되

면서 논변활동의 실행이 활동의 특정 상황 내에서 발달한다는 점에서 최

근 관련 이론들은 논변활동이 사회적인 맥락 내에 위치해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Driver et al., 2000). 논변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 가정들에 대해 질문해야하며,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에 기

반하여 기존의 지식을 재구조화 하도록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

서 소집단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논변활동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지금까지 논변활동을 위해 소집단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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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연구되었

으나(최지혜, 2012; Hogan, 1999), 각 소집단 학생들이 비평적인 분위기

에서 정교화 된 담화를 생성해내도록 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

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Osborne, 2010).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 맥락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사이의 미

시적 수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논변활동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적 성찰(collaborative reflection)을 이용하

였다. 협력적 성찰이란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동

료들과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표출되는 사회적 차원의 반성적 사고

로 정의된다(이승희와 김동식, 2003). 성찰의 개념은 Dewey(1933)로부터

출발하여 학습 내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조명되어 왔다. 학

습자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논리적 사고나 신념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하고, 새롭게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인지에 내재화한다. Brochband와

McGill(1998)은 이러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찰할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습경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경

우 학생들은 메타인지적 사고를 경험하게 되며 동료 학습자의 사고 발달

을 매개할 뿐 아니라, 유의미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이승희와 김동식, 2003). Lee(1999)

는 협력적 성찰을 통해 학생들이 메타인지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학생

들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특히 주목

하였다. Gunstone과 Baird(1988)가 학생들을 메타인지에 대해 훈련시키

고자 할 때 의미 있는 맥락 내에서 진정한 내용과 결합되도록 할 경우

메타인지가 가장 잘 발달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협력적

성찰을 소집단 논변활동의 맥락에서 실시할 경우 특히 논변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메타인지가 발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논변활동은 서로 다른 지식 주장들을 평가하는 활동이므로(Driver et

al., 2000),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반성이라는 높은 수준의

사고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고 자체를 메타인지적 사고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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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논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들의 지식, 생각, 학습

과정에 대해 메타인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

하다(Jiménez-Aleixandre, 2007). 메타인지는 일반적으로 메타인지적 지

식과 메타인지적 기술의 영역으로 나뉘는데(Garofalo & Lester, 1985),

그동안 논변활동에서 학생들에게 메타인지적 사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한 연구들(e.g., Otero, 2002; Zohar & Nemet, 2002)은

주로 실행에서 나타나는 메타인지적 기술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의 메타

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개인 수준의 메

타인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메타인지가 개인 간 수준에서도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소집단 논변활

동 맥락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메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고,

이러한 메타인지가 점차 발달하는 경우 소집단 논변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진단하고 발달시키는 방법

으로 협력적 성찰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성찰이 공유되면서 이를

매개로 메타인지가 점차 발달해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집단

논변활동에서의 담화를 분석하여 논변 실행에서의 변화를 탐색하였고,

이를 메타인지의 발달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소집단 논변활동

실행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논변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수업의 광합성 단원에 대한 논변활동 자료

를 개발하여 소집단 논변활동을 구성하였으며, 논변활동 실행을 돕기 위

한 방법으로 협력적 성찰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협력적 성찰에서는 각

학생들의 메타인지적 지식과 경험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메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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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이 논변활동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메타인지적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과

정에서 협력적 성찰이 메타인지의 발달에 기여하는 바를 밝혀 과학교육

에서 논변활동 교수 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째, 협력적 성찰을 통해 어떠한 메타인지가 드러나며, 협력적 성

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학생들의 메타인지 발달은 소집단 논변활동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적 성찰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탐색하고, 그러한 메타인지의 발달을 통한 논변 실행에서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하게 연구하기 위해 사례 연구(case study)

방법을 이용하여 한 학급에 있는 9개의 소집단 중 하나의 소집단에 초점

을 두어 분석하였다. 즉, 특정 공간과 시간 상황에 있는 소집단의 논변활

동에 대해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상황과 맥락에 일반화

하여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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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논변

1.1. 논변 교육의 필요성

현재의 과학교육에서는 여전히 과학의 실증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교육은 확인 실험들을 통해 지식을 상기하는

것을 강조하며 과학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도외시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안목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

하고, 오직 하나의 과학적 방법이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과학 교수 실행을 재개념화 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학의 지식

생성과정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Driver et al., 2000).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 모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논

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Giere, 1991), 논변을 과학 학습에 도입

하는 것은 과학 지식의 사회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Duschl & Osborne, 2002; Jiménez-Aleixandre et al., 2000; Kelly et

al., 1998; Zohar & Nemet, 2002). 따라서 학생들이 증거를 기반으로 스

스로의 주장을 구성하는 논리적 추론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과학적 논

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Driver et al., 2000;

Duschl, 2000; Sandoval & Reiser, 2004).

Jiménez-Aleixandre와 Erduran(2008)은 과학교육에 논변이 도입되었

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였다.

▪ 전문가들의 수행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이거나 메타인지적인

과정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수행을 경험 할 수 있게 한다.

▪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과 비판적인 사고의 발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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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과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과 과학의 언어로 말하고 쓰는 것

을 돕는다.

▪ 과학 문화의 실행에 학생들을 동화시키고, 지식 평가를 위한 인식론

적 기준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 합당한 기준에 근거한 이론이나 입장을 선택하는 능력이 발달하도록

돕는다.

1.2. 과학적 논변

과학영역에서는 지식 구성이 지식의 정당화(justification)와 연관되어

있으며, 주장은 논리적 경로를 통하거나 자료(data)와 연결되어야만 하고,

또한 증거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얻어져야 한다. Jiménez-Aleixandre와

Erduran(2008)은 과학적 주제에 대한 논변활동을 “정당화를 통한 주장과

자료의 연결 또는 경험적이거나 이론적인 증거에 기반한 지식주장의 평

가(p.13)”로 정의하였다. 윤선미(2010)는 과학적 논변을 “자연현상을 설명

하기 위하여 적절한 증거와 과학적 추론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

화하는 것(p.8)”으로 정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따라 과

학적 논변에 대해 연구하였다.

1.3. 논변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최근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논변활동에서 겪는 어려움

들이 동정되었다. Sampson과 Clark(2009)은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학

생들이 논변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과학적 논변활동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형태에서 다소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과학적 논변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는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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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위해서 우선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현상

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대안 가설들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학생들은 조작

할 수 있는 자료보다는 개인적인 관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

은 자료의 중요한 패턴을 알아내는데 실패하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

는 중심 아이디어를 위협하는 자료는 무시하거나 왜곡시키는 편견을 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자료를 모으고, 선택하고, 변환하여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로 만들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 논변활동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사용

하지 않거나(Sandoval & Millwood, 2005),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Sadler, 2004). 학생들은 또한 설명을 정

당화하기 위해 왜 특정 증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추론(reasoning)을 제

공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증거를 이용해 설명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들 사이의 연결의 타당성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으며, 이를 연결하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Bell & Linn, 2000). 주장과 증

거 사이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문제는 학생들에게 특히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논변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중 수업을 통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Erduran et al., 2004; Jiménez-

Aleixandre et al., 2000; Sandoval, 2003; Sandoval & Millwood, 2005).

또한 학생들은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을 때에도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반

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반론은 종종 생략되고, 상대의 의견에 대한 경쟁

주장을 지지하거나, 근거를 들려는 노력 없이 주장을 서로 맞교환 할 뿐

이다(Ryu & Sandoval, 2012). 또한 Linn과 Elyon (2006)의 연구는 학생

들이 과학적 설명을 평가하는데 교사의 권위나 개인의 신념과 같이 부적

절한 기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는 조현아와 김희백(2013)의 연구에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1차 데이터에 대해 논변활동을 수행할 경우 학생들이 관찰 사실을 절

대적인 증거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정당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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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학생들은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데에만 초점

을 두어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나 결과로부터 주장을 도출할 수 있

는 이유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논변활동 실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수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4. 소집단 논변활동

Sampson과 Clark(2009)은 논변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과학적인 논변을 구성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협

력은 공동의 지식을 생성해내고(Gibbs & Mueller, 1990), 집단에서 공통

된 가정을 만들어내고(Clark, 1996), 개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살

피고 다른 관점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논변에서 중요

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Kuhn과 Reiser(2006)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종류의 활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할 동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논변활동 과정에서 지식 구성과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이점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소집단 논변활

동 과정에서 진정한 협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성찰의

방법을 소집단 논변활동 맥락에 도입하여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 협력적 논변활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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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성찰

2.1. 성찰

성찰의 개념은 Dewey로부터 출발한다. Dewey(1933)는 성찰이 합리

성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념을 확립하려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

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Mezirow(1990)는 성찰을 개인의 지식 또는 신

념을 검증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기술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성찰은

단순 인지구조의 변화가 아닌 인지적 구조의 변형 즉, 고차원적 학습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찰은 하나의 기술(skill), 더 정

확히는 관찰, 질문하기, 사실 아이디어 경험들을 함께 새로운 의미에 집

어넣기와 관련된 기술들의 묶음으로 간주된다(Silcox, 1993). Wilson과

Jan(1993)은 성찰적 사고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메타인지적 사고

와 같은 다른 측면들의 사고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고 밝혔다.

성찰의 개념을 교수 학습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은 경험

에 담긴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활동을 이끌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경험을 재구성하는 최선

의 방법이 성찰적 사고이며, 성찰은 학습과정 중에 새로이 경험하는 것

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새로운 경험과 기존 지식간의 관련성을 찾

아나가는 사고방식이다(Lee, 1999). 학습자는 성찰을 통해 논쟁이 될 만

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논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를 탐색한다. 학습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문화 또는 지식의 의미

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에서는 성찰활동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필요가 있다(이승희와 김동식, 2003).

2.2. 협력적 성찰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찰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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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성찰의 다양한 측면들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찰은 순

수하게 개인적인 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언어와 같이 사회적인 과

정이다(Kemmis, 1987). Vygotsky 이후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적 구

조에서의 더 진보된 발전을 이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협력 학습 상황은 인지적 갈등 또는 가능한 동료들과 교사들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에 대해 개인적 성찰

상황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Brockbank와 McGill(1998)은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를 목적으로 한

다면 자기-성찰로는 충분히 않으며, 성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Deshler(1990)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순환적 사고에 갇혀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잘못된

자각, 오류가 있는 가정 또는 오개념들을 밝힐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

의 대화를 통해 우리 생각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이 성찰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

데, Johnson 등(1995)은 협력적 학습이 성찰과 메타인지적 활동을 촉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 협력적 학습 상황에서의 논의는 개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구두 요약, 설명 그리고 정교화가 더 자주 일어나도록 촉진한다.

▪ 협력적 학습 그룹은 서로 다른 그룹 멤버들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

는다.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관점, 전략에 순응하고 과제

를 완성하기 위해 접근할 때,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이 촉진된다.

▪ 협력적 학습 상황은 학생들이 반드시 제시된 정보의 내용과 정보를

제시한 사람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 모두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

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모두 마음속에 동시

에 지닐 수 있어야 한다.

▪ 협력적 학습 그룹 내에서 멤버들은 기여의 질과 적절성 및 개인의 추

론 또는 수행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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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Lee(1999)는 협력적 성찰에서는 개인 자신의 생

각을 정교화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 도전하고, 공적으로 의미

를 협상하고, 메타인지적 사고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실행할 기

회가 개인적 성찰에 비해 더 제공되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순환적인 사고

에서 객관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로 이동하기 위한 좀 더 높은 수준의 학

습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메타인지

3.1. 메타인지 개념의 정의와 분류

메타인지 개념의 기원은 Flavell 등(1970)의 ‘메타기억’에 관한 연구에

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메타기억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하

되었는데, 미취학 아동들의 암기활동에 대해 조사하여 암기활동 그 자체

에 대한 지식이 암기활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

한 맥락의 연구가 계기가 되어 ‘인지 현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일컫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인 ‘메타인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후 메

타인지 개념은 단순히 인지적 현상에 대한 지식만을 다루지 않고 인지적

현상을 조절하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Flavell, 1979;

Brown, 1978). 그러나 메타인지 개념은 도입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

지 그 애매함이나 불명확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Schoenfeld, 1987;

Garofalo & Lester, 1985; 김수미, 1996). 그 원인은 메타인지 개념의 열

린 정의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열린 정의란 개념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를 한 후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몇 개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

점이 있다(김수미, 1996). 따라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메타

인지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분류들이 제시되고 있다.

메타인지 연구의 원류라 할 수 있는 Flavell(1979)은 메타인지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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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과정과 결과 또는 그것에 관련된 어떠한 것에 관여하는 자신의

지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메타인지 개념을 크게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경험으로 분류 하였는데, Flavell이 분류한 메타인지 개념을

구조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Flavell의 메타인지 개념 분류

첫 번째 범주인 메타인지적 지식은 어떤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지적

수행 과정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

식이나 신념을 의미한다. Flavell은 이를 개인(personal), 과제(task), 전략

(strategy)이라는 세 가지 변인에 대한 지식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개

인 변인에 대한 지식은 개인 내적(intraindividual), 개인 간(interindividual),

보편적(universal) 변인으로 세분화 된다. 개인 내적 지식은 자신의 관심,

태도, 성향에 대한 지식 및 신념을 뜻하며 ‘나는 읽는 것 보다는 듣는 것

을 통해서 더 잘 학습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 간

지식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친구 중 한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세심하다’와 같은 지식이다. 보편적 지식은 인간의

인지나 사고의 보편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및 신념으로, ‘사람

들은 관련성 없는 숫자들을 외우는 것을 어려워한다’와 같은 생각을 예로

들 수 있다. 과제 지식은 과제의 성질과 처리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

하며, 전략 지식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나 인지적 전략에 대한 지

식으로 정의된다. Flavell은 개인, 과제, 전략 등과 같은 변인은 각각에 대

한 메타인지 지식도 생성 되지만,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하여

메타인지 지식이 생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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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범주인 메타인지적 경험은 어떤 인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인지적, 감정적 경험 중 의식적인 것을 일컫는다. Flavell은 아

주 조심스럽고 고도로 의식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상황, 그러한 사고를

요구하는 학교나 직장생활의 상황, 계획을 요구하거나 사후평가를 요구

하는 과제 등의 의식화 과정에서 일어나기 쉽다고 하였다. Flavell은 아

동의 메타인지 지식과 모니터링의 양과 질이 훈련을 통하여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Brown(1978)은 메타인지를 ‘인지에 대한 지식’과 ‘인지에 대한 조절’이

라는 지식과 행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두 개의 하위 범주로 재분류하

였다. 인지에 대한 지식이란 정적 지식을 의미하며, 인지에 대한 조절이

란 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행동과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것으

로 모니터링, 자기조절, 실행적 조절, 계획,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메타인지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류방식이 존재하는

데, 대표적인 관점은 메타인지를 ‘지식’과 ‘기술’이라는 두 개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 양면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메타인지의 속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Baker와

Brown(1980)은 메타인지가 개인의 고유한 인지자원에 관한 지식과 개인

의 고유자원과 학습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

한 지식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메타인지 지식은 시간을 초월하여 안정된

것이며, 학습자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늦게

개발될 수도 있어 성숙한 학습자들의 메타인지적 지식이 어린 학습자들

의 것보다 더 완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가진 메타인지

지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메타인지를 지닌 학생은 학습을 위해 무엇

이 중요하며, 이런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지

를 더 잘 알고 있다(Pressley & Harris, 2006). 이들 학생들은 정보를 선

택하고, 조직화하며, 핵심적인 정보를 정교화하여 통합적 개념을 이해하

는데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로, 김윤옥(2010)은 개인마다 메타인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어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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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더 발달될 수도 있으며, 덜 발달될 수도 있으므로 메타인지 양식

(style)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가진 메타인

지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교수 학습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3.2. 메타인지 발달을 돕는 교수전략

메타인지는 직접적인 교수, 대화, 상호적 토론, 그리고 협력 및 동료

간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Pressley & Harris,

2006). Schraw 등(2012)의 연구는 대화, 탐구, 동료 간 협력 등과 같은

상호작용적 교수 기회를 포함한 영역 기반 프로그램이 메타인지와 학습

간의 중요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메타인지적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네 가지 교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학생의 메타인지적 지식과 자기 조절적 기술을 교수에 앞서 평가하는 것

▪ 학습에 앞서 그룹 토의나 브레인스토밍 같은 활동을 도입하여 메타인

지적 기술을 활성화시키는 것

▪ 학생들이 메타인지적 지식과 조절 기술을 발달시키고 정교화 하도록

돕는 것

▪ 적극적인 성찰과 대화를 통해 메타인지적 지식과 조절을 고무하는 것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대하

고 적극적인 성찰을 독려할 수 있는 협력적 성찰을 통해 메타인지 요소

들의 발달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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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경기도 수원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 1개 학급 37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 학교는 같은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 비해 학업성

취 수준이 높은 편으로 국어, 영어, 수학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2013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에서 세 과목 모두 보통 학력수준 이상인 학

생의 비율이 90%를 넘었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0∼0.8%에

그쳤다.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었으며 ‘수원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학업에 대

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은 수준이다.

참여 교사는 20여년의 교육경력이 있으며 생물교육을 전공하고 이 분

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학원에 재학하는 동안 학생들의 탐구 과

정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논변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해 본 바가 없었다.

과학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수업에서도 학생들에

게 다양한 실험과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집단으로 활

동할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제공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학급은 참여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들 중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은 학급이었다. 평소 과학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참여 방식이 성별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었

다. 남학생들은 궁금한 부분을 그때 그때 바로 질문하였으며 가끔은 너

무 많은 질문으로 인해 수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었으

며, 반면 여학생들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수업에 참여하지만 집중도가 높

았다. 전체 학생 수는 38명으로 남학생 20명, 여학생 18명으로 구성되었

는데 연구 실행 초반에 남학생 한 명이 어학연수를 떠나 37명이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녔으나 과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적었고,

일부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예습을 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과학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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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소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제안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각 연

구 결과들은 서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학생들로 소집단을 구성했을 때와 동질적인 학생들로 구성했을 때

의 효과가 상반되게 보고되었다(노태희 등 1998; Cohen, 1994; Hoffer,

1992). 따라서 소집단 구성을 위해 성별, 과학 성적, 학습 전략 등의 요

소에 대해 어떤 분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성별

에 대해서는 참여 학급의 학생들이 동성과 활동할 때 더욱 활발히 참여

한다는 교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남 여를 따로 편성하였다. 19명의 남학

생은 5개 소집단으로, 18명의 여학생은 4개 소집단으로 나누었다. 소집단

의 구성은 이전 학기 과학 성적과 학습 접근 방식 두 가지 요소를 고려

하여 조직하였다. 과학 성적에 대해서는 누적 비율 30%까지 상위권, 31

∼70%까지 중위권, 71∼100%까지 하위권으로 나누어 한 모둠에 상 중

하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급적 골고루 섞이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학습

접근 방식에 따라 소집단 논변활동에서의 참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는 연구 결과(최지혜, 2012)를 참고해 ‘학습 접근 방식 검사’를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 학습전략과 피상적 학습전략의 두 집

단으로 구분하였고, 각 소집단에 두 가지 학습양식을 가진 학생들이 골

고루 섞이도록 배치하였다(표1). 본 연구는 협력적 성찰에서 드러나는 담

화를 통해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분석에서의 제한요인을 줄이기 위해 전체 9개 소집단

중 참여 수준이 높고 발화를 활발히 하는 소집단 8을 초점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학생들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처리하였으며 세부적인 특징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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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소집단의 구성

성별 분포 학생 특성

남 여
과학 성적 학습 전략

상 중 하 심층적 피상적
1 4 1 2 1 2 2
2 4 1 2 1 2 2
3 4 1 2 1 2 2
4 4 2 1 1 2 2
5 3 2 1 1 2
6 5 1 2 1 2 2
7 4 1 2 2 3 2
8 4 1 2 1 2 2
9 5 2 3 2 3

총합 19 18 12 13 12 18 19

<표 2> 초점집단의 성별, 과학 성적 및 학습 접근 방식

학생 성별 과학 성적 학습 접근 방식

A 여 상 심층적

B 여 중 피상적

C 여 하 심층적

D 여 중 피상적

소집단 8은 과학 성적이 높고 소집단 활동에도 적극적인 A의 주도 아

래 모든 구성원들이 논변활동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협력적 성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변활동에서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집단 활동

초반에 각 학생이 나타낸 특징은 다음과 같다.

A는 과학지식 수준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원만한 교우관계를 가진

학생으로 소집단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다. 포

용적인 유형의 리더로서(Richmond & Striley, 1996) 소집단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B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학생으로 소집단 구

성원 모두와 대화하기 보다는 주로 A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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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학적 지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피력하

였으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자신이 수업 내용에 흥미

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높은 빈도로 D와 잡담하며 수업에 잘 참여

하지 않았다. D는 과학 성적이 중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

학 지식을 믿지 못하고 다른 학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2. 수업 설계

이 연구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돕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 개발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후속 연구에서 협력적 성찰을 경험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연구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

게 되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생명과학 관련 단원은 ‘광합성’

단원 뿐이므로 해당 단원에 대해 논변 수업을 계획하였다.

광합성 단원의 수업은 2013년 5월 29일에 시작해 여름방학 직전인

2013년 7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휴일과 기말고사 시험기간을 제외

한 30여 일 동안 20차시의 수업과 7차례의 협력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모든 수업은 과학실에서 이루어졌고 협력적 성찰은 소집단별로 다른 교

과교실을 섭외하여 진행되었다. 20차시의 수업 중 논변 관련 활동이 이

루어진 것은 10차시였고, 나머지 수업은 교사가 직접 계획해 진행하는

이론 및 실험수업이었다. 10차시의 논변활동에는 논변활동의 필요성과

논변의 구조를 안내하기 위한 예비 활동, 소집단 규칙 정하기, 개인 전

체 소집단 논변활동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학교 행사 등의 사정으로 진

도가 처음의 계획에서 많은 부분 수정되었으나 교사와의 긴밀한 논의를

거듭하여 전체적인 흐름이나 진도의 배분은 유지되었다.

협력적 성찰은 시간 공간적 제약 및 인적 자원의 한계로 9개의 소집단

중 4개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되었다. 협력적인 담화를 구성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참여자들 간의 래포(Rapport) 형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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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업 차시별 학습 주제 및 수업 내용

날짜 차시 학습 주제 수업 내용

5.29 1

논변의 필요성과 

구조, 소집단 규

칙 정하기

활동지. 스마트폰

1) 논변활동의 필요성 인식

2) 논변의 구조 학습

활동지. 규칙정하기

소집단 논변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둠별 규칙 만들기

5.30 2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의 구조 및 기능, 현미경 사용법에 대한 교

사의 설명
5.31 3 세포의 형태 관찰 소집단 실험: 현미경을 이용해 세포의 형태 관찰 

5.31        협력적 성찰 1

6.04 4 식물세포의 특징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세

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교사의 설명
6.07 5 식물체의 구성단계 식물체의 구성단계에 대한 교사의 설명

6.07        협력적 성찰 2

고 할 수 있으므로, 소집단별로 협력적 성찰을 전담할 면담자를 지정하

여 연구 기간 동안 같은 구성원이 지속성 있는 논의를 끌어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협력적 성찰 시기와 횟수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었는데, 성찰 시간을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으로 고정하여 학생들이 혼란

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금요일에 협력적 성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 성찰 시간에 미리 고지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

였다. 협력적 성찰은 보통 점심식사 후 20∼30분가량 실시하였다. 면담자

는 각 협력적 성찰에 앞서 소집단의 수업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성찰

의 대상이 될 수업 장면을 선택하였고, 학생들의 회상을 돕기 위해 이에

대한 비디오 클립을 준비하였다. 협력적 성찰에서 다루어질 몇몇 주제가

면담자에 의해 미리 준비되었지만 실제 성찰 과정에서는 이들 외의 다른

주제들도 자유롭게 논의되었고, 일반적인 인터뷰와는 달리 학생들이 상황

에 맞게 직접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수업 차시별 학습 주제와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 및

협력적 성찰의 시기는 <표 3>과 같다. 또한 논변활동과 관계된 수업만을

골라 <표 4>에 협력적 성찰 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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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날짜 차시 학습 주제 수업 내용

6.11 6 뿌리의 구조와 기능

다양한 식물의 뿌리 구조와 기능에 대한 교사의 설명

[전체 논변활동]

활동지 1. 뿌리의 기능

사막식물 뿌리의 뿌리가 길게 뻗은 사진을 보고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된 이유를 추론하는 논변활동

6.12 7 뿌리에서의 물 흡수

삼투현상의 원리에 대한 교사의 설명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2. 당근의 물 흡수

당근 안팎의 수용액 농도를 달리했을 때 수용액 

높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추론하는 논변활동

6.13 8
뿌리의 구조와 기

능 중단원 정리
뿌리의 구조와 기능 교사의 설명

6.14 9 줄기의 속구조 관찰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관다발 배열에 대

한 교사의 설명

소집단 실험: 백합과 셀러리의 단면관찰

6.14        협력적 성찰 3

6.18 10 줄기의 구조와 기능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3. 물관을 통한 수송

백합 줄기 내부에서 물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 

것인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논변활동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4. 물관을 통한 수송 2

줄기의 반을 갈라 각기 다른 색 물감에 넣었을 

때 줄기 윗부분의 색변화를 예측하는 논변활동

6.20 11
잎의 속 구조 및 

공변세포 관찰

소집단 실험: 현미경을 이용해 잎의 속 구조와 

공변세포를 관찰하는 실험

6.21 12
광합성 장소 및 

재료

광합성의 장소, 재료, 및 산물에 대한 교사의 설명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5. 잎의 단면

현미경으로 잎 단면을 관찰한 결과를 관찰하여 

어느 쪽이 윗면일지 추론하는 논변활동

6.21        협력적 성찰 4

6.25 13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6.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산화탄소)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

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 논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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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날짜 차시 학습 주제 수업 내용

6.26 14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전체 논변활동]

각 모둠이 이전 시간에 설계한 실험 내용을 발

표하고, 다른 학생들이 실험 내용에 대해 질문 

또는 반박하는 논변활동

6.26        협력적 성찰 5

7.09 15
광합성 산물의 이

동과 저장

생성된 광합성 산물이 이동해 저장되는 과정에 

대한 교사의 설명

7.11 16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온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이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의 설명

7.12 17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

의 설명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7. 빛의 세기 실험결과 해석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변화를 설명한 두 

개의 논변을 평가하는 논변활동

7.12        협력적 성찰 6

7.15 18 식물의 호흡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얻은 영양분을 호흡에 사

용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대한 교사의 설명

7.16 19 식물의 호흡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8. 강낭콩의 호흡

암상태에서 싹튼 콩과 싹트지 않은 콩의 무게가 

어떻게 변화할지 추론해보는 논변활동

7.17 20 환상박피의 원리

[개인 논변 글쓰기]

활동지 9. 환상박피

환상박피를 했을 때 환상박피를 한 부위의 위쪽

과 아래쪽에 달리는 열매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자랄지 추론하는 글쓰기

7/17        협력적 성찰 7

9/27        추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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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논변에 관련된 수업과 협력적 성찰의 순서

일 시 차 시 주      제 논변 방식

5.29 1 규칙만들기+연습논변 소집단 논변

5.31 협력적 성찰 1

6.07 협력적 성찰 2

6.11 6 사막식물 뿌리의 형태와 기능 전체 논변

6.12 7 당근 뿌리에서의 삼투현상 소집단 논변

6.14 협력적 성찰 3

6.18 10 관다발을 통한 물의 이동 소집단 논변

6.21 12 잎의 단면을 보고 윗면 찾기 소집단 논변

6.21 협력적 성찰4

6.25 13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확인을 위한 실험설계 소집단 논변

6.26 14 실험설계 결과 발표 및 토론 전체 논변

6.26 협력적 성찰 5

7.12 17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 소집단 논변

7.12 협력적 성찰 6

7.16 19 강낭콩의 호흡 소집단 논변

7.17 20 환상박피와 열매의 크기 개인 논변

7.17 협력적 성찰 7

9.27 추가 인터뷰

논변활동 과제는 학생들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선택하

고, 이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사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

을 기본 틀로 삼았다. 윤선미와 김희백(2011)은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12차시 분량의 논변 과제

를 개발하였는데, Erduran 등(2004)이 제시한 증거 사용을 격려하는 방

법과 Duschl 등(1999)이 제시한 논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참조하여 논변

을 유도하기 위한 진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

지 이유를 말하도록 하였으며 주장에 대해 증거를 뒷받침하도록 돕기 위

해 “어떻게 알 수 있니?”,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니?”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선미와 김희백(2011)이 개발한 논변 과제

를 기본 틀로 삼고 교육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내용상 달라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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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몇 가지 주제를 더하거나 뺐다.

기본 흐름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주장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낯설어 하므로 몇 가지 예시

의견들을 제시한 후 어떤 의견에 동의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게 하였

다. 그 후 개인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에서 누구의 의견이 가장 타

당한지를 논의하는 소집단 논변활동이 일어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집단

의 논의 결과를 전체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집단 논변활동에서는 개인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여 어느 것이 더 설

득력을 갖는지 평가하고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 좋은 논변에 대한 기준

을 점차 학습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할 때에는

소집단에서 대표의견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강

조하여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사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같은 형태의 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학생들이 고등 수준의 사

고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형식에 익숙해져 적당한 내용을 채워 넣는 단

순 기술을 익히는 쪽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해 과제별로 조금씩 차이

를 두었다. 논변활동의 기본적인 속성은 유지하면서 실험을 설계해보고

발표하는 것, 서로 다른 주장들 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은 주장

을 하고 있지만 다른 근거를 내세우는 진술문 중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고르는 것 등 내용상의 다양성을 꾀하였다. 또한 도움카드를 제공하는

것과 제공하지 않는 것, 전체 소집단 개인 논변활동 등 진행 형식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활동지

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3. 자료 수집

모든 논변활동과 협력적 성찰이 녹화, 녹음 되었다. 실제 분석에 사용

될 논변 수업에서 학생들이 촬영 장비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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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그 전에 실시되는 수업들에서도 전체 학급의 모습을 촬영하여

첫 번째 논변 수업 이전에 촬영이나 연구자의 존재에 익숙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녹음기나 카메라에 대해 흥미를 보였으나

점차 장비들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이내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을 치는

등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사가 논변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첫

시간에 연구자들을 함께 소개하며 수업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렸고 실제로 활동지나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는 작업을 함께 하

여 수업을 관찰하는 사람이 교실 내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부

담감을 줄였다. 수업 장면을 촬영하는 것 이외에도 수업 중 작성한 연구자

들의 관찰노트와 교사와의 면담 내용이 추가적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실행과 협력적 성찰에서

나타나는 논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 연구는 현상에 대한 풍부한 기술을 지향하므로 개인이나 프로그램,

그룹과 같이 하나의 단위, 또는 소속 조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Merriam, 1998). 소집단 논변활동과 협력

적 성찰에서 일어나는 논의들을 더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모든 담화는

전사되었으며 발화가 일어난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비디오 녹

화본에서 드러나는 표정, 행동 등도 함께 기재하였다. 논변활동과 협력적

성찰에서의 소집단 담화 전사본이 분석에 주로 사용되었고, 연구자의 연

구노트와 학생들의 개별 및 소집단 활동지가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수업이 종료된지 약 2개월 가량 지났

을 때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자의 분석 내용이 학생들이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잘못된 해석이 일어날 여지를 줄

이고자 하였다. 추가 인터뷰와 수업 실행 사이의 시간차로 인해 학생들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담화 전사본을

준비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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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메타인지 분석틀

범  주 설명 및 예시

메타

인지적

지식

개인 변인

(personal 

variable)

학습자로서의 자신과 타인의 인지적, 정의적, 동기적 특성에 대

한 신념이나 지식(개인 내적, 개인 간, 보편적 지식으로 세분화)

 - 예시: 나는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하는 것에 능숙하다,

 나는 다른 친구보다 실험과정을 더 잘 이해한다.

과제 변인

(task

variable)

과제의 성질과 처리 방법에 대한 지식

 - 예시: 이 과제는 구조화되어있지 않으므로 주의를 더 집중해

야 한다, 과제들 간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안다.

전략 변인

(strategy 

variable)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나 인지적 전략에 대한 지식

 - 예시: 과학에 관한 글을 읽을 때 생소한 과학적 용어는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 기억하기 쉽다.

메타인지적 경험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경험 중 의식적인 것

 - 예시: 나는 지금 논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더 그럴 듯하게 느껴진다.

4. 자료 분석

4.1. 메타인지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성찰이라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탐색하였는데, 협력적 성찰을 진행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면담자와 소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여 내면의 생각을 많은 부분 드러

내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안한 메타인지 분류 중 정의적인 영

역까지 일부 포함하고 있는 Flavell(1979)의 분류가 협력적 성찰의 맥락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총 7차례 이루어진 협력적 성찰의

담화본과 추가로 실시된 인터뷰 전사본을 분석하여 담화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크게 메타인지적 지식과 경험으로 나누었고, 메타인

지적 지식은 개인 변인, 과제 변인, 전략 변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

다(표 5). 또한 개인 변인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은 개인 내적, 개인 간,

보편적 지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나 보편적 지식에 해당하는 담화

는 나타나지 않아 이를 제외하여 Flavell의 분류를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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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집단 논변

과학교육에서 논변에 대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Toulmin(1958)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Erduran et al., 2004; Jiménez-Aleixandre &

Munoz, 2005; Kelly et al., 1998). Toulmin의 틀은 TAP(Toulmin’s

Argument Pattern)으로 불리며 주장(claim), 자료(data), 근거(warrant),

보강(backing), 반증(rebuttal), 한정어(qualifier)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TAP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TAP이 과학교육 맥락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영역 일반적인 추론

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틀이라는 점과 글로 표현된 논변을 분석하기

에 적합하지만 담화에서 나타나는 대화적 논변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Duschl, 2008). 본 연구에서는 TAP이 가지는 이러

한 한계점이 소집단 논변활동을 분석한 연구의 맥락에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맥락을 반영한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소집단 논변활동의 담화 전사본을 분석하여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에 기반해 논변활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발화를 귀납적으로 분석

하였다. 근거 이론이란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

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여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개

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를 거쳐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은 경험

적 자료로부터 실체적인 이론을 개발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발화를 분석하여 소집단

논변의 질에 영향을 주는 발화들을 추출하였고, 이들이 논변의 어떤 요

소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표 6). 그 결과 증거, 정당화,

반론에 대해 고려하는 발화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범

주에는 자기 자신이 해당 요소에 대해 고려하는 것 뿐 아니라 상대방에

게 요청하는 발화도 함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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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논변 관련 발화에 대한 분석틀

분류 기준 설   명

증거에 대해

고려하는 발화

주장을 뒷받침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경험적, 이론적 근거에 대

해 스스로 고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발화

정당화에 대해 

고려하는 발화

주장과 증거가 어떻게 논리적인 연결을 이루는지에 대해 스스로 고려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발화

반론에 대해 

고려하는 발화

자신이나 타인의 논변에 대해 주장, 증거, 정당화 등이 논리적으로 옳

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리적으로 옳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는 발화

4.3. 소집단 상호작용

논변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집단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패턴을 이루며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 영역(zone

of interac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상호작용 영역은

Shepardson과 Britsch(2006)가 초등학교 4학년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여 구성해낸 개념이며, 누구와 어떻게 상

호작용 하는지에 따라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individual zone of

interaction)’,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multiple zone of interaction)’, ‘집합

적 상호작용 영역(collective zone of interaction)’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

분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상호작용 영역’은 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상

호작용의 본성을 나타내기 위한 경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제

시한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에 기반하여, 이지영(2011)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분석틀을 수정해 소집단을 이루어 활동하는 학생

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표 7). 본

연구 역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는 소집단 논변활동의 맥락

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지영의 수정된 틀을 소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

용을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 학생들의 상호작용 분석은 담화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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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호작용 영역 분석틀

상호작용 영역 내    용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

학생이 자신의 발화에 초점이 맞는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만 접근을 

허용. 한 번에 한 학생 또는 한 교사만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상호

작용의 영역.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

소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에 내용 목적이 다를 때 같은 목적이나 생

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분리된 하위 소집단을 형성하

는 상호작용 영역. 다른 하위 소집단끼리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

고자 함.

집합적

상호작용 영역

한 참여자의 발화의 대부분이 소집단 전체에 향하게 되면서 소집단 

구성원들의 모든 발화가 하나의 공통된 사회적, 내용적 목적을 위한 

것이 되는 경우.

표정, 손동작, 시선 방향 등의 비언어적 요소들도 함께 분석하여 최대한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Shepardson & Britsch. 2006, 이지영 재구성. 2011. p66에서 인용

본 연구는 하나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며 질적 분석 방법

을 사용하였으므로, 내적 타당도의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

하였다. 첫 번째로, 협력적 성찰을 수행한 연구자와 협력적 성찰에서 나

타나는 담화를 분석하는 연구자를 달리 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여러 차례 함께 협력적인 성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동화되어 분석의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비디오 자

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력적 성찰의 상황을 접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찾은 결과들은 협력적 성찰에 참여한 연구자와 다시 논의하여 실제 맥락

에서 감지된 모습과 일치하는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member check)을

거쳤다. 두 번째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삼각측정(trianglation)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비디오 자료와 담화본 이외에도 연구노트, 학

생들의 활동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하는 것

을 방지하였다. 세 번째로, 2차 분석이 끝난 뒤 참여 학생들과 추가 인터

뷰의 시간을 갖고 연구자의 분석이 학생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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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협력적 성찰을 통해 드러난 메타인지

총 7차례의 협력적 성찰에서 학생들은 과학 수업, 논변활동, 소집단 활

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협력적 성찰의 초반부에서는 학생

들이 소집단 논변활동 및 협력적 성찰에 참여하는 것을 생소해하였으나,

협력적 성찰 2에서 면담자와 함께 논변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과

정에서 학생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벌칙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계

기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었

다. 그 후 이루어진 협력적 성찰들에서 각자의 학습 방식과 논변활동에

대한 인식 등을 논의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 공유되었고, 이러

한 담화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가 드러나게 되었다.

담화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메타인지는 Flavell(1979)의 분류에 따라 크

게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경험의 하위요소로 분류되었고, 협력

적 성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되었다.

1.1. 메타인지적 지식

협력적 성찰을 통해 드러난 학생들의 메타인지 지식을 분석한 결과 학

생들은 특히 개인 변인과 과제 변인에 대해 미흡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나, 이를 공론화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의 메타인지적 지식이 발달하였다.

메타인지적 지식이 과제의 수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

의 과정과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제 해결에 있어 핵심요인으로

간주된다. 평소에는 메타인지 지식에 대해 의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업

맥락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Whitebread & Cardena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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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그러면, 과학 어느 정도로…생각하고 있어? 재미없어?

2 C 필요…하긴 하는데

3 B 재밌을 땐 재밌는데…

4 A 과목 따라 다른데… 외우는 단원은 너무 싫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는 좋아요.

5 I 아… 광물 같은 건 싫고? 아…

6 C 나는 외우는 게 나은데. 싫어도.

7 D 나도 이해하는 거는 이해가 안돼.

8 C 야야 실험해서 언제다 해. 외우는 게 나아.

<협력적 성찰 1>

따라서 협력적 성찰과 같은 심층적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나

타나는 담화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인 메타인지 지식을 드러낼 수

있다.

1.1.1. 개인 변인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

개인 변인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다(Flavell, 1979). 이러한 판단에는 편견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신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성장이나 경험을 통하여 더 정확해지거나 지혜로

워질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점집단의 학생들 역시 초반에 실시된

협력적 성찰에서 자신과 타인의 특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

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의 담화는 자신의 학습 성향에 대해 잘못 판단하

고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 담화는 첫 번째 협력적 성찰에서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탐색하는 맥락에서 나타났다. 담화의 내용 중 ‘I’

는 면담자를 나타낸다.

위의 담화에서 C는 자신이 이해하는 것 보다는 암기를 선호한다(6행,

8행)고 밝혔다. 그러나 C는 학습 접근 방식 검사 결과 이해하는 것을 선

호하는 심층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C가 가진 개인 내적 지식

은 검사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학생은 12차시 소집단

논변활동을 하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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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함께 봄)

1 I 자, 방금 본거에 대한 느낌? 이게 무슨 장면이지?

2 A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설명해주는.

3 B C를 이해시키는 장면.

4 I 어, 맞어. C를 이해시키는 장면이지. 

5 C 제가요, 한 번 이해가 완벽하게 안되면 계속 끝까지 이해될 때까
지…

6 A 될 때까지 질문해요.

7 C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8 I 되게 좋은 자세인거 같아.

9 C 그게 안 그러면 나중에 기억을 못하니까…

10 I 그럼!

<협력적 성찰 5>

는데, 면담자는 이 수업 장면을 협력적 성찰 5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준

후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면담자는 C가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실행 장면을 제

시함으로써 C가 자신의 학습 성향에 대해 메타인지적 사고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담화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해가 될 때

까지 질문한다는 C의 심층적인 학습 방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

고(5행), C 자신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 역시 C의 특성을 이해하여 개인

간 지식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6행). 이 때 면담자는 C가 적극적

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 ‘좋은 자세’라고 평가하여(8행) 다른 학생들이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개인 지식의 발달

을 바탕으로 C는 이후의 소집단 논변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초점집단의 소집단 논변활동이 활기를

띠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협력적 성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B 역시 논

변활동의 중반 이후부터 많은 질문을 제시하였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에 관해 추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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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어, 그렇구나.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수업을 하면서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왜냐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게 원래 본인 수업 
스타일이야?

2 B 그… 선생님들한테는 질문 잘 안하는데 아빠랑 공부하면 되게 많이 
물어봐요.

3 I 많이 물어봐? 아 원래 스타일이었는데 처음에 질문을 안했던 거
는….

4 B 그냥… 그렇게 친구들이랑 잘….

5 I 아, 친구들이랑 잘 안하다가? 익숙해져 갖고 계속 질문을 하게 된 
거네?

6 B (끄덕끄덕) 네.

<추가 인터뷰>

B가 협력적 성찰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

지 알 수 없지만, 학습 환경에 따라 다른 성향을 나타냈다는 발화(2행)에

서 자신의 학습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

반의 논변 수업에서 B는 소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참여하였으며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A와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른

학생들이 B에 대해 ‘A의 역할을 도와주는 보조선생님’으로 표현할 정도

로 B는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유를 묻고, 그 과정에서

이해하게 된 것을 지식수준이 낮은 구성원들에게 설명해주는 등 소집단

내에서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B, C의 변화에는 자신의 학습 성향

에 대해 메타인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직접적인 요

인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Schmeck(1988)은 학생들

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자기 인식에 있으므로, 학생

들이 자신의 인지 양식 및 능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력적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판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lavell(1979)의 분

류에서 개인 간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 둘 중 어느 한쪽

에 대해서라도 잘못 판단하고 있을 경우 적절하지 않은 메타인지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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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어제 수업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말해보자. 먼저 나는 어떻게 참
여 했다. 한마디씩 소감 (말해보기).  

2 A 글(B), 글(C), 그림(B,C,D). (손가락으로 짚음)

3 I A는?

4 D (저희를) 지도(했어요). 지도.

5 A 생각(을 했어요).

6 C 그림은 거의 같이 그렸는데 A가 거의 그렸고...

7 A 아니 나 별로 안 그렸는데?

8 C A의 지시대로 그렸고, 글도 A의 지시대로…(웃음)

9 D 그러니까 A의 생각을요, 저희가 그렸어요. 

10 C A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11 A (끄덕끄덕)

<협력적 성찰 5>

이 형성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초점집단의 학생들에게서도 정확하지

않은 개인 간 지식이 포착되었다. 다음에 제시되는 협력적 성찰에서의

담화는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며, 이 담화는 13차시 수업에서 광

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수행한 후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반성하는 맥락에서

나타났다. 논변활동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완성하였으나 학생들은 면담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위의 담화에서 C와 D는 A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4행, 8행, 9행). A는 다른 학생들의 기여를 인정하

는 것으로 보이나(2행), 실험 계획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발언하여

(5행)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구상대로 전지에 그 내용을 구성하는 단순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이 드러난다. 실제 수업 영상에서는 주

장에 대해 활발히 질문하고 논박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학생들은 A의 기여도를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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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혼자 기여 안했어요. 다같이.

2 C 그니까 저희가 세 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A가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협력적 성찰 5>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논변 수업을 경험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

던 개인 간 지식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논변 수

업의 초반에 학생들은 과학 성적이 높은 A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며 A

의 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소집단 논변활동이 진행되면

서 학생들은 지식 구성 과정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협력적 성찰을 통

해 메타인지적 경험을 하면서 소집단 내에서의 역할이 많은 부분 변화하

였다. 실행에서 나타나는 모습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

던 개인 간 지식은 이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하고 초반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실행에서의 변화가 메타인지적 지식의 변화로 직접적

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면담자는 학생들

이 새로운 개인 간 지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력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동안 소집단 논변활동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메타인지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

험 설계에 정말 A의 생각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소집단 활

동에 각자 적극적으로 참여 했는지, 결과물에 각자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메타인지적 사고를 할 수 있게 안내하였

고, 실제 수업 영상을 함께 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협력

적 성찰의 중반부에서 다시 한 번 논변활동 결과물에 누구의 생각이 주

로 들어간 것인지 묻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타났다.

이 사례를 통해 실행에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개인 간 지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협력적 성찰에서 수업 장면을 직접 영상으로 확

인하도록 하고 자신의 기여도에 대해 재평가 하도록 안내하여 메타인지

적 사고를 돕는 것이 개인 간 지식의 발달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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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설득시키는 거.

2 B 토론이요.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

인 참여와 인지적 책임감 형성을 방해하여 소집단 논변활동 실행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협력적 성찰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진 개인 변인에 대한 지식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해 심층적으

로 논의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돕는 것을 발견하

였다.

1.1.2. 과제 변인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제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Norris와

Philips(2012)는 과제의 목적이 무엇이고, 과제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이 무

엇인지에 대해 개인이 취하는 관점에 따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타

인지적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과제 지식은 과제의 성질과 처리 방법

에 대해 아는 것으로(Flavell, 1979), Ryu와 Sandoval(2012)은 학생들이

논변활동의 인식적 목표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논

변활동에 대한 인지적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여 논변활동이

라는 과제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수

업 시간에 논변활동의 목적과 특성에 대해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협력적 성찰에서 학생들이 가진 과제 지식을 탐색한 결과 일부 학

생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탐색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서로 다른 과제 지식은 학생들에게 메타인지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담화는 논변활동의 목적에 대한 학생들의 과제 지식이 나타난

사례이다. 이 담화는 논변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인 협력적 성찰

1에서 ‘논변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논의하는 맥락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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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

4 C 저는…

5 I 어, 얘기했던 거 얘기해도 돼.

6 C 논변은… 엄마랑 싸우는 거…

<협력적 성찰 1>

1 A 올 때 마다 논변이 뭐라고 생각 하냐고, 질문이 항상 나오니까 그럼 

진짜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2 I 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얘길 안한다 하더라도 평소에도 이번에 

가면 선생님이 논변이 뭐지? 물어볼 텐데 생각해놔야겠네. 진짜 뭐

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3 A 네.

(중략)

4 C 아 근데, 항상 물어본 건 똑같은데 답이 조금씩 변했는데,…

5 I 조금씩 변한 거 같애? 어떻게 변한 거 같애?

6 C 기억이 안 나지만 좀 더….

7 D 좋게

8 B 자세히

<추가 인터뷰>

위의 담화에서 A, B 그리고 D는 지식주장(3행), 설득(1행) 등으로 대

답하여 논변활동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C는

논변이 엄마와 싸우는 것이라고 답하여(6행) 논변활동을 논쟁에 가까운

의미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C는 협력적 성찰 1에 앞서 실시된 연

습 논변활동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논변활동의 속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다. 논변이 싸우는 것이라는 C의 의견이 드러난

후, 면담자는 싸우는 것과 토론, 설득하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논변

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이후의 협력적 성찰에서 몇 차례

같은 질문이 제시되어 학생들 각각이 가진 과제 지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메타인지적 사고의 기회가 주어졌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해 추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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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근데 기억에 잘 남고, 참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어제 했
던 게, 논변수업일까? 그전에 했던 수업이랑 좀 차이가 있잖아, 
이것도 논변수업일까? 솔직히 얘기 해줘봐.

2 C 오늘한 건(실험 설계 결과 발표) 논변이고 어제한 건(실험 설계) 논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협력적 성찰에서 논변 과제의 속성에 대해 생

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논변활동의 목적에 대한 과제 지식을 정교

화 할 수 있게 도왔다는 것(1행, 4행, 6-8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

는 논변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유독 부담스러워 하여

협력적 성찰 1 이후에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피했으나,

협력적 성찰 6에서는 ‘논변활동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주장을 통해 새

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를 통해 논변활

동을 싸우는 것으로 보던 C의 과제 지식이 향상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논변활동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한 과

제 지식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다소 추상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다. C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안

내에도 불구하고 논변활동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협력

적 성찰을 통해 학생들의 과제 지식이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제 지식이 점차 정교화 되는 모습

을 확인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논변활동의 목적 뿐 아니라 실제 수행한 과제들의 속성

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협력적 성찰을 통해 드러났

다. 학생들은 몇몇 과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수행한 활동이 논변활동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1차시의 ‘잎의 윗면은 어디일까?’ 활동과 12차시

의 실험 설계 수업 모두 논변활동으로 설계되었으며, 실제로도 주장에

대한 정당화나 반박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활발한 소집단 논변활동이 일

어났던 주제들이었다. 그러나 해당 활동이 논변활동이 맞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은 두 과제를 다르게 평가했다. 잎의 윗면을 결정했던 과

제는 입을 모아 논변활동이라고 답한 반면, 실험설계 활동과제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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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아닌 거 같아요. 미술시간.

3 I 미술시간? 여기 친구들은?

4 A, B 논변 맞는 거 같아요.

5 I 논변 맞는 거 같애? 미술시간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야?

6 C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고.

7 D 어제는 서로 이렇게 반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의견을  
합해서 한 거라서.

<협력적 성찰 5>

1 D 협동해서… (논변이)아닌 거 같은데.

2 I 그럼 여기는 왜 논변이라고 생각했어? B부터 얘기해봐. 

3 B 음… 그… 서로 얘기해서 그…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논변
이에요. 

4 I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의견을 모은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얘기해줄래?

5 B 음… 어…그 의견이 다르면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6 I 그렇지, 하나로 의견을 모았다는거…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게 포인
트네?

7 I 어. 그럼 A는 왜 논변이라고 생각해?

8 A 말할 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걸 논변이
라고 생각해서…

9 I 주장을 한다? 단순하게 주장을 하면 논변일까?

10 A 주장을 하고, 저쪽에서 받아들여지고, 저쪽에서도 주장을 하고… 이
렇게(왔다갔다)…

<협력적 성찰 5>

이 담화에서 A, B는 해당 과제를 논변활동(4행)으로, C, D는 논변활동

이 아닌 것(2행, 7행)으로 답하였다. 면담자는 이에 대해 각 입장을 취한

이유를 설명해보도록 메타인지 기회를 제공하였다.

위의 담화를 살펴보면 C와 D는 하나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형태

의 과제를 제시하자 논변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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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BTB 우리 실험 설계 했던 거 기억나? 그건 논변활동이었을까? 논
변 과제는 맞아?

2 C 논변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논변활동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답이 완벽히 딱 정해져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게 논변활동인 것 같은데, 그때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왔잖
아요? 스탠드 하나에도 여러 개 나오고. 그럼 논변활동 아니에요?

3 A BTB(실험 설계 과제)는 논변 맞는 거 같애요.

4 I 여기 있는 친구들은?

5 D 저도 논변 같아요.

6 I 논변 같애? 왜?

7 A 얘기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중략)

8 I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한 가지 의견으로 
좁혀질까?

9 A 얘를 설득하려는 과정. 

10 I 설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11 A 근거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과제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과제 지식을 구성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A와 B는 과제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서로의 주

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경우 논변활동인 것으로 판단하여(3행, 8행) 과제

가 목표로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 목표를 두어 그에 맞는 과제 지식을 구

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면담자는 이 담화에서 논변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여(4행, 9행) 과제의 형태

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논변활동만의 일반적인 속성을 이끌어내려고 하

였다. 이 논의를 통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더

라도 각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따져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거

칠 경우 논변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A와 B의 과제 지식이 공론화되

었다. 그 후 기말고사 기간을 거쳐 약 2주가 지난 후 협력적 성찰 6에서

실험 설계 과제에 대해 다시 평가해보도록 했을 때 C, D의 입장이 변화

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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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 맞아 근거를 들어야 되지. 근데 어떤 근거를 대야 될까?

13 B 타당한 근거.

<협력적 성찰 6>

A는 처음의 주장과 일관되게 논변활동이 맞다고 답했고(3행), C와 D

역시 같은 의견을 표현했다(2행, 5행). 특히 C의 경우 협력적 성찰 5에서

는 해당 활동이 그림그리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나 위에 제시된 담화

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주장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논변활동이라고 답하였다(2행). 협력적 성찰 5와 6 사이에

는 시험기간이 있어 2주라는 긴 시간동안 해당 주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

를 갖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생각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으며

이는 과제 지식의 발달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또

한 협력적 성찰 6의 후반부에서는 단순히 어떤 과제가 논변활동인지를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학생들이 좀 더 논변활동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

해 이해하였음이 드러났다. 면담자가 하나의 주장을 선택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질문 했을 때(8행), A와 B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근거를 들어야 한다(9행, 11행, 13행)고 언급하여 논변활동에 대한

인식적 이해가 향상된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들에서는 협력적 성찰에

서 학생들의 과제 지식을 공유하는 동안 과제 지식이 더 발달된 학생들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이것이 낮은 수준의 과제지

식을 갖고 있던 학생들의 발달을 이끈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학

생 각자가 가진 학습에 관한 지식이 공유되면서 영어 듣기 활동에 대한

전체 학급의 이해가 향상되었다는 Goh(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사

례들은 논변활동에서 학생들이 논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논변활동 자체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과학적 논변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량이 주어진 과제의 목표를

이해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과제 지식의 발달은 논변 실행

향상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Lehrer & Schaubl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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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전체적으로 하라니까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네 명이서만 토론하
면 잘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중략)

2 C 토의할 시간을 더 많이 주셨으면…

3 A 맞어. 그런걸 주셔야지 규칙도 적용이 되잖아요.

4 B 쓰기만하면 종치고.

5 I 아, 너무 많이 쓴다. 쓰기가 너무 많다. 

6 C 그 당근 할 때, 포스트잇을 한 다음에 한명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다 쓰고 나니까…(시간이 부족해요)

<협력적 성찰 3>

1.1.3. 전략 변인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

전략 변인에 대한 지식은 개인이 인지적인 과제를 수행해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다

(Flavell, 1979). 메타인지적 지식의 하위 범주를 이루는 개인 변인, 과제

변인, 전략 변인에 대한 지식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Garofalo와 Lester(1985)는 메타인지를 지식과 기술

로 나눈 후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전략 변인을 들며 개인 변인,

과제 변인에 대한 지식이 전략 변인에 대한 지식 형성을 돕고, 이것이

기술로 연결되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진 전략지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발달시키는 것은 논변활동 실행을 돕는데 주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소집단 논변활동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하거나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전략 지식이

드러났다. 협력적 성찰의 초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과제의 환경적인 측면

에만 초점을 둔 전략을 제시했지만 점차 과제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도 고려하였다. 다음에 제시될 협력적 성찰 3의 담화는 학생들이 논변활

동 방식이나 시간 부족 등 논변 수업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 주로 고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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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우리가 논변활동 더 잘하려면 어떤 과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2 A 음….어…. 근거카드는 없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3 I 없는게 더 좋겠다?

4 D (끄덕끄덕)

5 B (근거카드가 없으면) 생각 잘 못하는…

6 I 없으면 생각을 못해? 그러면 조금은 있어야 되겠네? 그치?

7 D 조금은 있지만 많이는…

8 A 너무 이렇게 있다보면, 가끔씩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한게 아닌
가? 이게(카드내용이 생각과) 너무 다르고…그래서 아예 쓰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략)

9 C 문제 좀 쉬운거 내주세요. 카드가 있으면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10 A 아냐 좀 어려워야 돼.

위에 제시된 담화에서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변활동 보다는 소

집단 논변활동이 더 효과적임을 표현하거나(1행), 논변활동에 더 많은 시

간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2-3행), 활동지에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활발한 논의를 방해한다는 발화들(4행, 6행)이 나타났다. 이

는 논변활동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논변활동의 수행 과정을

돕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협력적 성찰 4에

서도 비슷한 논의가 반복되었다. Whitebread와 Cardenas(2012)의 연구에

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제의 근본적인 측면 보다는 실제 수행과 관련

된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는 결과가 나타나 과제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한

전략을 생각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는데, 근본적인 측면에

주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조절적 학습 능력이 낮은 경향이 나타

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근본적인 측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

이 제기되는데, 협력적 성찰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점차 논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측면에 접근하게 된 것이 포착되었다. 논

변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질문하였을 때, 도움카

드의 사용과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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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카드가 없으면 너무 쉬워요. 허무해.

12 A 아냐. 카드는… 없는 게 좋아. 

13 B 근데 어려운데 카드가 없으면 못해.

14 D 너(A)만 할 수 있어.

<협력적 성찰 6>

B, C 그리고 D는 어느 정도 도움카드가 주어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얻

을 수 있다(5행, 13-14행)는 점에서 도움카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

내었고, A는 줄곧 도움카드가 생각의 방향을 제한하는 면이 있기 때문

에 없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2행, 8행, 12행). 또한 C는 도움

카드가 있는 과제의 경우 내용이 너무 어렵고(9행), 없는 경우 너무 쉽다

는 점에서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1행). 이와

같은 논의는 논변 과제의 해결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자

신에 대한 지식과 과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략지식이 드러난

담화로 볼 수 있다. 이 담화의 내용은 초반에 나타낸 전략지식에 비해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전략지식의 향상을

보여준다.

1.2. 메타인지적 경험

메타인지적 경험은 학습자가 인지 활동 중 의식하게 되는 인지적이거

나 정의적인 경험이다(Flavell, 1979). 메타인지적 경험은 수행을 모니터

링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과제의 목표 달성, 메타인지적 지식

과 인지적 행동 또는 전략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메타인지적 경

험을 통해 메타인지적 지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인지적 메타인

지적 전략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메타인지적 경험

을 하고, 메타인지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학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 44 -

1 I 수분 흡수라고 선택한 사람 손 들어보자! (A,B,D가 손을 듦) C만 
지지였어?

2 A 꿋꿋하게 지지했어요.

3 I 어, 왜 지지했어?

4 C 모르겠어요.

5 I 모르겠어? 지지에 대한 그럴듯한 근거를 댔어?

6 C 기억이 안나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중략)

7 I 여기는? B는 왜? 왜 흡수를 했어?

8 B (뜸들이다) 그러게요.

<협력적 성찰 3>

사고과정에 대해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메타인지적 경

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협력적 성찰을 통해 학생들에게 메타인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으나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과정에 주의를 기울

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협력적 성찰에서의 경험을 통해 점차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해 나가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다음의 담화는 학생들이 사고 과정에 대해 의식적으로 성찰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담화는 6차시 논변활동에서 사막 식물

뿌리의 형태가 수분 흡수와 지지 작용 중 어떤 기능에 더 적합하다고 생

각하는지 선택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는 맥락에서 나타났다.

주장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B(8행)와 C(4행, 6행),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D까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특히 C의 경우 나

머지 학생들과 다른 주장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분명 어떤 이유로든 자신

이 선택한 쪽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지만 그 과정에 대해 재차

질문하였음에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학습 결과에 대

한 피드백을 받아 본 경험은 종종 있을지라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되짚어보도록 요구받은 것은 생소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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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그럼 너희가 (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야? 증거 뭘 제시했어?

2 C 그게 엄청나게 큰 기공이기 때문에.

3 I 아, 큰 기공이기 때문에? 또? D는?

4 D 거기에요, 그… 이 앞쪽은요 빛이 먼저 흡수된다고 했으니까, 빛이 
이쪽에서 하면 (가)가 먼저 빛을 더 먼저 받아서, (가)라고…

5 I 아… (가)가 빛이 더 많이 비춘 거 같아서? 더 밝아서? 그럼 여긴 
(나)라고 했던 근거는 뭐였어?

6 A 이쪽이 진해서.

7 B 그… 빛이 오면 엽록소가 많아서…

<협력적 성찰 4>

었으므로 면담자의 질문 자체를 당황스러워하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

하였다. 면담자는 남은 협력적 성찰 시간 동안 주장을 선택하는 과정에

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해보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던 D는 ‘지지와 흡수

를 봤을 때 흡수가 더 맞다고 생각했다’는 피상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담화는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자신의 사고 과정

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논변은 기본적으로 인식론

적인 활동(Driver et al., 2000)으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선택하고 정당화

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적 사고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선택했는지 질문을 받았

을 때 답변하지 못했고, 이를 통해 논변활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핵심

과정을 놓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비록 학생들이 협력적 성찰 3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의 협력적 성찰에서는 같은 질문

에 대해 수월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에 제시되는 담화는

12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고, 해

당 주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질문을 받았을 때 고민하는 기색 없이 자신이 주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답하였고(2행, 4행, 6행, 7행), 이 담화에서 학생들이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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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그러면 여자애가 더 그럴듯하게 말한 거잖아? 그치 더 논리적으로 
말한 거지. 근거로 뭐 댔어, 너네? 

2 A 그… 뭐를 얘기했냐를 따졌는데, 남자애는 그냥 과정하고 결과만 
얘기 했는데, 얘는 결과, 그게 된 과정, 이유(정당화) 이런 걸 다…

<협력적 성찰 6>

D
어….음…. 일단 딱 얘기를 하면요 반성이 있잖아요. 그런걸 딱 하면요 
제가 막 못했던 행동을요 여기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 행동을 안하고 
다른 질문을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거 같아요.

<추가 인터뷰>

내용은 실제 논변 실행 과정에서 주장을 선택할 때 가장 주요하게 작용

했던 도움카드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협력적 성찰 3에서

의 논의가 학생들에게 메타인지적 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

는 계기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력적 성찰이

라는 상황에서 단순히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 과

정에 대한 반성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

에 참여하기 위해 실제 실행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D가 추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협력적 성찰에서의 반성이 메타인지적 경험을 촉진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와 관련해 Joyner와 Kurtz-costes(1997)는 메타인지적 사고의 변화

는 수행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의 결과는 다시 메타

인지 수준을 변화시킨다고 하여 메타인지적 경험이 단순한 자각으로 그

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후의 협력적 성찰에서도 학생들은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도움카드가 없는 과제에서도 정당화 여부가 특정

주장을 선택한 기준이 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짚어내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를 사고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추가 인터뷰에서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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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냥… 이런 시간 없으면 논변 했던 게 그걸 한 번 안 짚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흘러가는 건데 이거는 복습 같은… 한 번 더 생

각해보게.
<추가 인터뷰>

성찰이 어떤 점에서 논변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했을 때 A는 다음

과 같이 답변해 메타인지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초점집단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들은 처음에 자신의 사고를 모

니터링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생소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두 번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여 메타인지적 경험에 해당하는 사고를 경험하자

자연스럽게 실행 과정에서의 사고 과정을 인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활

동을 수행하면서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메타인지의 발달이 구성주의

를 지향하는 교실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직접 지식을

구성해보도록 하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위해서도 이러한 메타인지적 경험

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Gunston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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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인지의 발달을 통한 논변활동 실행에서의 변화

협력적 성찰을 통해 초점집단 학생들의 메타인지가 발달하면서 수업에

서의 논변활동 실행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는

개인 변인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의 발달을 바탕으로 소집단의 논변활

동 진행을 자신의 이해속도에 맞추어 조절하는 참여 형태의 변화 및 다

른 학생들의 의견을 허용적으로 들어주는 사회적 측면의 변화 등이 포함

된다. <표 8>은 이러한 변화들 중 학생들이 논변활동 실행에서 증거, 정

당화, 반론에 대해 고려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이들 요소에 대해 보충

하도록 요청한 발화의 빈도를 세어 차시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논변

요소를 고려하는 발화가 나타나는 경우 논변의 내용을 정교화 하는데 기

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화의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소집단 논변의 질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체 발화 수는 과제의 내용과 동떨어진 사

담을 제외한 후 논변활동에서 일어난 총 발화 수를 센 것이다. 증거, 정

당화, 반론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분류된 발화들은 이들 요소에 대해 부

연하도록 요청하거나, 스스로 각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7차시 당근 뿌리의 삼투에 관한 논변활동은 녹음 파일이 손상되어 분석

에서 제외되었으며, 전체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 소집단의 실험 설

계 결과를 발표하도록 구성된 14차시 논변활동과 개인 글쓰기 과제였던

20차시 환상박피 논변활동에서는 과제의 특성상 소집단 구성원 간 담화

가 나타나지 않아 제외되었다.

논변 과제들은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이 논변활동의

과정에 익숙해져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설계와

빛의 세기와 같은 일부 과제는 새로운 형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표

8>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분석 결과를 검토해보았을

때, 논변활동이 진행될수록 증거, 정당화, 반론에 대해 고려하는 발화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큰 흐름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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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논변 관련 발화의 요소별 비율

시기 초반 중반 후반

차시별

주제

6차시

뿌리
협

력

적 

성

찰

3

10차시

관다발

12차시

잎 단면
협

력

적 

성

찰

4

13차시

실험설계
협

력

적 

성

찰

5

17차시

빛의 세기
협

력

적 

성

찰

6

19차시

콩의 호흡
협

력

적 

성

찰

7

전체 

발화 수
54 87 174 402 44 254

증거 

고려

5

(9.26%)

2

(2.30%)

39

(22.41%)

4

(0.99%)
-

26

(10.24%)
정당화 

고려

1

(1.85%)

1

(1.15%)

11

(6.32%)

10

(2.49%)

8

(18.18%)

14

(5.51%)
반론 

고려
- -

7

(4.02%)

10

(2.49%)
-

25

(9.84%)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17차시에 실시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에

대한 논변활동에서는 다른 수업의 결과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과제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과제들이 실험적

증거나 과학 이론들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정당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17차시의 논변활동은 활동지에 제시된 두개의 논변을 평가하여 어

떤 논변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 선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왜 특정 논변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정당화하도록 요

청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발화만이 나타났고, 증거에 대한 탐색은 나

타날 수 없는 과제였다. 또한 네 학생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였기 때문에

반론도 나타나지 않았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표 8>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행

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밝힐 것이다.

2.1. 논변활동 초반부에서의 실행

논변활동의 초반부에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증거나 정당화에 대

해 고려하는 발화가 일부 나타났으며, 반론과 관계된 발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증거나 정당화에 대한 발화도 논리적 추론을 통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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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다른 조 학생에게)야야, 내가 주장을 골랐어. 근데 그 사
막을 보면… 이것(도움카드)도 근거야? 이거의 근거? 이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아?

2 다른 조 학생 (절레절레)

3 D 안돼? 왜?

4 다른 조 학생 왜냐하면 지지에 관련된 게 아니야.

5 D 아, 그래? 

(중략)

6 D 이것도 되지 않아?

7 다른 조 학생 비가 오는 시기에 주로 생장하는데 그게 뿌리가 긴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 

<6차시>

니라 단순히 결과를 확인받기 위해 질문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것이 대부

분이었다. 다음의 사례는 D가 도움카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제

를 완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 도움카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확인받

으려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도움카드를 제공한 이유는 학생들이 관련 과학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

는 경우 논변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념적으로 지원하

여 생각의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D는 도움카드의 역할

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도움카드를 두 개의 주장 중 어떤 것에 속하는

지 분류하는데 급급하였다(1행, 6행). 이 담화에서 나타난 D의 발화는 증

거를 고려한 것으로 분류되었으나, 도움카드의 내용이 어떻게 주장을 뒷

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는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6차시 수업 후 이루어진 협력적 성찰 3에서 논변이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

지 못하였다. 또한 다른 학생들을 설득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묻

자 B, C, D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며 “주로 A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답변은 논변활동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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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이해하는 과제 지식이 발달하지 못했으며, 각자의 주장을 공론화

하고 서로의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

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논변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

적 추론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참여하는 초보적인 형

태의 실행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6차시의 ‘사막 식물 뿌리의 기능’에 관한 논변활동에서 C가 혼자

다른 주장을 선택하였고 10차시의 ‘관다발을 통한 물의 이동’에 관한 논

변활동에서는 D가 나머지 학생들과 다른 주장을 선택하였으나, 학생들은

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선택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각자의 활동지를 완성하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이는

Sampson과 Clark(2009)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설득’이라는 논변

활동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다. 소집단 논변활동의 맥락을 제공하였음에도 학생들은 각각 독립적으

로 활동하였으며, 이따금 A와 B가 도움카드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할 뿐이었다. 초반부에 나타난 학생들의 상호작용 영역을 모식도로 나타

낸 것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6차시 논변활동에서의 참여 형태

그림에서 나타나듯 C와 D는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 소집단 구성원들과

논의하지 않았고, D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집단의 학생과 상의하

였다. A와 B가 그림에서 점선으로 묶인 것은, 두 학생이 증거에 대해 일

부 논의하였으나 서로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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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협력관계를 보인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개인적 상호작용 영역

을 형성하여 논변활동에 임하였을 때, 학생들은 ‘협력을 통한 사고의 정

교화’라는 소집단 논변활동의 이점을 취하지 못하였다.

각자의 의견이 소집단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않은 6차시 수업과 달리,

10차시 수업에서는 A가 소집단 구성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A가 제시한 논변은 주장, 증거, 정당화로 구성되어 논변요소를

잘 갖춘 형태였는데(그림 3), 의견을 공유하려했던 A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A의 논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림 3> 10차시 논변활동에서 A가 구성한 논변

이 논변은 논변활동의 초반부에서 제시된 것들 중 유일하게 정당화를

포함한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정

답으로 간주되어 논변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것에는 B, C, D 학생들이 협력적 학습에 익숙하지 않아 수동적으

로 참여하였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지만, A가 다른 학생들의 수동적인

참여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지식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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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논변활동 중반부에서의 실행

논변활동의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논변활동 실행에 변화가 나

타났다. <표 8>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초반부에서는 정당화와 관련된

발화가 각 수업에서 1회 나타났으며, 반론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

중반부에서는 수업별로 10여회 가량 나타나 큰 증가를 보였다. 학생들이

정당화에 대해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논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으며(Erduran et al., 2004;

Sandoval & Millwood, 2005), 반론은 수준 높은 논변을 구분하는 결정적

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Kuhn(1991)은 본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주

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 옳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어떤 증거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이 갖는 허점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

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반대 주장의 타당성을 공격해 자신의

주장이 비교우위를 점하도록 만들 수 있어 논변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Erduran et al., 2004). 특히 잎의 단면 사진을 보

고 어느 쪽이 앞면인지 결정하도록 한 12차시 수업의 논변활동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논변 요소들 중에서도 증거에 대해 평가하는 발화

가 39회 나타나 초반부에 2～5회 나타난 것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하였

다. 13차시 논변활동에서는 전체 발화에서 증거, 정당화, 반론에 관한 발

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차시에 비해 적지만, 해당 논변활동에서는 실험

설계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전체

발화수가 크게 증가하였다(표 8). 따라서 주장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발화만 고려한다면 12차시와 비슷한 수이므로, 13차시 수업에서도 정당

화 등에 관련된 발화가 초반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증거에 관한 발화가 정당화나 반론에 관계된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

은 직접 실험을 설계해보도록 한 과제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

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증거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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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어디가 초록색이야?

2 A 둘 다 초록색이야. (난감해함)

3 B 그러니까.

4 A 근데 여기가 더 진하니까…

5 B 그런가?

6 B 근데 여기가 뭔가 더… 아닌데. 다 초록색이잖아!

7 B 근데 빛이 먼저 흡수되면(도움카드의 내용 읽음)… 그러면 여기
가 위 아니야?

8 A 여기가, 여기가 더 빽빽해.

<12차시>

었기 때문이다.

12차시 논변활동에서 증거와 관련된 발화가 크게 증가한 것은 협력적

성찰에서 학생들이 주장에 대해 어떤 증거를 들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메

타인지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수업에 앞서 실시

되었던 협력적 성찰 3에서 학생들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선택했

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면담자가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당시의 협력적 성찰에서는 끝내 학생들이 질문

에 답하지 못하였으나, 협력적 성찰 3 이후 실시된 12차시 수업의 논변활

동에서 실행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잎의 앞면을 결정하는 12차시 논변활

동에서 A와 B는 도움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잎 단면 사진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

들은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띤다’와 ‘해면 조직에는 둥근 세포들이 불규

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도움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A와 B는 해당

증거에 부합하는 주장을 선택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A와 B는 도움카드의 내용을 단서로 삼아 잎 단면 사진을 평가하고(1

행, 4행, 8행), 그것을 바탕으로 주장을 선택하려고 하였다(7행). 이후 실

시된 협력적 성찰 4에서 면담자가 “(가)가 앞면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

야? 증거 뭘 제시했어?”라고 질문하자, 학생들은 망설이는 기색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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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쪽은요, 빛이 먼저 흡수된다고 했으니까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면

(가)가 먼저 빛을 받기 때문에 (가)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등 각자가 증

거로 고려했던 내용을 답변하여 논변활동 과정에서 메타인지적 모니터링

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는 협력적 성찰에서 학

생들에게 메타인지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수업 실행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

러한 경험이 논변활동에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실행과정의 조절

을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3차시 수업에서는 증거뿐 아니라 정당화 측면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발달을 나타내었다. 12차시 수업에서 논변활동 초반부에 비해 정당화를

고려하는 발화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는 주로 A에 의해 제시

된 것이었으며 다른 학생들은 타인의 논변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논변을 완성하는데 집중하였다. 12차시 수업이 끝난 후 이 논변

활동에 대해 논의한 협력적 성찰 4에서는 면담자의 주도로 양쪽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모두 따져보고, 다른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학

습하게 되었는지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등 주어진 문제에 대해 여러 측

면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메타인지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한 직후에 실시된 13차시 수업의 논변활동에서는 A뿐 아니라 B도 다른

학생들이 주장을 제시할 때 적극적인 태도로 주장에 대해 정당화 할 것

을 요구하게 되었다.

1 B 깔때기는 왜?

2 A 깔때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애. 시험관은 필요해. 스포이트도.

3 B 스포이트는 왜?

4 A 이거 BTB 용액 쏟을 순 없잖아.

5 D 스탠드도 스탠드도 스탠드도 필요하지

6 A 알콜램프도 필요….

7 B 가열 왜 해?

<13차시>

실험을 설계하는 전체 논변활동 과정 동안 B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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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야 근데 ‘울타리 조직에는 길쭉한 세포들이 빽빽이 배열되어 있
다’ 이게 왜 이 주장의 근거로 돼 있는 거야?

2 A 그러니까 만약에 니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세포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면 이쪽이 울타리 조직이기 때문에 이쪽이 윗면이다 이렇
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3 D 아, 울타리 조직이 있는 데가 위쪽인거야?

<12차시>

게 주장에 대한 정당화를 하도록 요구하여 논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

는데 기여하였다. 이전의 논변활동에서는 A의 주장이 거의 무비판적으

로 수용되어 <그림 3>과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논변만이 나타

났으나, 13차시 논변활동에서는 B가 A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화를 요

구하며 비판적인 태도로 임하였다(3행, 7행). A를 비롯하여 B의 질문을

받은 소집단 구성원들은 그에 답하기 위해 주장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하

려고 노력하였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주장을 폐기하며

자신의 논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추가 인터뷰에서 정당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B

에게 질문하였을 때, B는 “왜 필요한지 몰라서요. 모르겠는건 질문을 해

요”라고 답해 다른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이 실험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이는 B가 다른 학생들

에게 정당화를 요청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

략으로 활용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B는 자신이 여러 학생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였지만 그 대상은 주로 A였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는 “(다른

학생의 답변은) 뭔가 확실하지 않아서”라고 답해 A만이 자신이 기대하는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B의 개인

간 지식이 발달하면서 소집단 구성원들의 지식수준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

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복합적인 조절을

통해 주로 A에게 정당화를 요청하는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B와 같이 다른 학생들에게 정당화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D 역시

단순히 주장별로 도움카드를 분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특정 증거가 주

장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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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A 활동지 가져가서 봄)

2 A 야 내꺼 따라 하지마! 확실하지 않아.

(중략)

3 A (화냄) 야 (자기 생각대로) 선택해 그냥. 할 사람은 하라고.

4 C 아니 근데 해면조직이 뭐야 그러면?

5 A 해면조직은 이렇게 생긴 거야. (교과서 그림 보여줌)

<12차시>

D는 초반부의 논변활동에서 해당 증거가 특정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는데 급급하였으나 12차시 수업에서는 해당 증거

가 특정 주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심을 두었다(1행). D의 질문에 대

해 A는 단순히 답을 가르쳐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증거를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스캐폴딩하여(2행)

D의 수행을 도왔다. A가 이와 같이 단순한 지식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변에 대한 인식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을 수행하여 다른 학생들의 논변 실행을 돕는 것이 수업 장면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A가 이러한 스캐폴드를 제공하게

된 것은 과제에 대한 이해 증가와 함께 구성원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A는 논변활동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다른 학생들이 자신에게 많은 부분 의지해 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을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고, 협력적 성찰 3에서도 B, C, D 학생들이 “주

로 A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답해 A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가 거론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A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 소집단 논변활

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완성된 답을 제공하기 보다는 과정을

안내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위의 담화와 같이 A는 자신의 답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행위를 경계하

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2행, 3행), 전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A는 과정적인 측면이나

논변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측면에 대해서는 친절한 태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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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처음으로 의견이 대립됐어. 맨날 네가 하는 대로 하다가.

2 A 봐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3 D 뭐가?

4 A 대립되는 의견이 나왔다고.

5 B 공부가 되는 거지.

6 A 그래!

<12차시>

원하였으며(5행),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위의 담화를 살펴보면 B 역시 평소 다른 학생들이 A의 답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1행). A는 이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선택한 것을 ‘좋은 결과’라고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는 모습이 나타내었다(2행).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각자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자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론도 등장하였다. 12차시 수업에서

는 처음으로 반론과 관계된 발화가 나타났는데, 총 7차례의 발화가 나타

나 전체 발화에서 4.0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7차례의 발화 중

B, C가 각각 한 번 씩 반론을 제기한 것 이외에는 모두 A가 제시한 것

으로 소집단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반론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A는 주

로 C와 D에게 반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숨겨진 형태로 제시되었던 증

거나 정당화를 명시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하여 논변을 정교화 하는 역할

을 하였다(그림 4).

<그림 4> A의 반론을 통해 정교화 된 D의 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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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논변 흐름을 살펴보면, D가 처음 제시한 논변에서는 증거

가 생략되어있다. 이는 학생들이 활동지의 사진을 보며 논의하였기 때문

에 함께 관찰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그러나 A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D는 A를 설득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구체적인 관찰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였으며 관

련 과학 지식을 함께 제시하였다. D가 제시한 과학 지식에 오류가 있었

으나(표피가 잎의 윗면에만 있는 것으로 간주), 논변의 구조를 더욱 정교

화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업 이후의 협력적 성찰

4에서 ‘12차시의 논변활동에서 이전의 논변활동들보다 활발한 토론이 일

어난 이유’에 대해 면담자가 질문했을 때, 학생들은 “서로 얘기가 달라

서”, “전체가 다 모르는 상태니까”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A가 개인

간 지식의 발달을 바탕으로 논변활동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학생들이 각

자의 논변을 구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고, A가 반론을 제시하

여 의견을 정교화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논의가 일어

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12차시 논변활동에서는 초반부에 비해 소집단

구성원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변화를 나타내었다(그

림 5).

<그림 5> 12차시 논변활동에서의 참여 형태

A와 B는 초반부의 논변활동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끔씩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활동에서는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서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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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증거를 평가하고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협력관

계는 <그림 5>에서 실선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논변활동의 초반부에는

지식수준이 높은 학생의 답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논변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D 역시 필요한 부분

에서 A와 논의하며 자신의 논변을 정교화 하였다. 12차시 수업에서는 이

와 같이 복합적 상호작용 영역이 형성되었으며, C는 여전히 자신의 상상

력을 바탕으로 주장을 선택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후 13차시 수업의 논변활동에서는 D의 참여가 더욱 공고해

지고, C도 협력적인 논변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그림 6).

<그림 6> 13차시 논변활동에서의 참여 형태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집합적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하여 소집단 논

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12차시까지 개인적으로 논변을

구성하였던 C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C는 논변활동 중 논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소집단 논변활동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었

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B, C 역시 관련 개념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

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어 소집단 전체의 논변활동을 돕는 결과를 낳았

다. 다음에 제시될 담화는 앞서 설명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

수업의 앞부분에서 교사가 시범실험을 통해 ‘BTB 용액이 지시약의 역할

을 하며 이산화탄소가 녹을 경우 색이 바뀐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C

는 용액의 색 변화라는 시각적 자극에만 집중하여 BTB 용액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A가 자신의 실험 계획을 구성

원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자 다음과 같은 담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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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물풀을 넣었어... 그러면 얘가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한다며, 그럼 
BTB 용액에다가... 입김을 후 분 다음에 그 분거에다가 물풀을 넣
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지 않나?

2 C 무슨 소리야?

3 D 너 말은, 이 시험관 안에 BTB 용액을 넣어. 입김을 불어. 그 다음에 
물풀을 넣어. 그 다음에 스탠드에 이렇게 해놓고.

4 C 잠깐만, 근데 이게 광합성 과정을 보여 주는 거야? 이 용액이?

5 D 뭐라고?

6 C 이 용액으로 광합성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야?

(중략)

7 D 광합성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지를 그거를 알아보는 
게 실험 주제야.

8 C 그럼 얘 역할은 뭐냐고...

9 D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

10 A 얘는 이게 중성인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해주는 용액인거야.

11 C 그러니까 뭘 넣으면 뭐고 뭘 넣으면 뭐고?

12 A 변하면 산성이고 변하면...

13 D 산성이 뭐야?

14 A 산성은 신 것 같은 거. PH가 높은 거.

15 B 안변하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야?

16 A 이산화탄소는 어... 산성이야

17 D 아 그래?

18 A 녹으면 산성이야

19 C 그럼 노란색으로 변하면 이산화탄소인 거네?

<13차시>

C는 처음에 A의 실험설계 계획을 듣던 중 ‘무슨 소리냐(2행)’며 자신

의 이해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으나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했다. 그러

다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용액의 역할(8행), 색이 변화하는

조건(11행), 실험 상황에서 색 변화가 나타내는 의미(19행) 등 논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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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한 지식에 점차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여기서 C의 막연

한 질문에 대해 구성원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로 C의 질문을 해결해

주었으며, 특히 이전까지 완전한 참여를 보이지 못했던 D도 C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답변하였다(7행, 9행). 이러한 집합적 상호작용은

이후의 논변활동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C는 협력적 성찰 1에서 자신의 학습 성향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것이 드러났지만, 이후 협력적 성찰 5에서는 학습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

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

났다. 이 과정에서 C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 내적 지식을 정립하게 되

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C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개인 간 지식

도 함께 발달하였다. 그 결과 소집단 내에서 과학 지식수준이 가장 낮은

C까지도 논의의 속도를 조절해가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것

은 메타인지적 사고 기회가 저수준 학생의 학습에 특히 도움이 되었다는

White와 Frederiksen(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C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A, B, D가 pH와 BTB 용액의 변화를 정확

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13행, 15행), 이에 대해

함께 짚고 넘어가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C가 자신의 심층적

학습 방식을 이해하게 된 것이 적극적인 논의를 이끌어 소집단 전체의

과학 개념 이해를 돕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메타인지적 지식

의 발달이 학습 태도의 변화와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다는 Efklides(2008)

의 연구와, 메타인지적 사고가 학습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학습 경험에

대한 학생의 만족을 상승시킨다는 Schraw 등(2012)의 연구와 맥락을 같

이 한다. 실제로 B는 다른 학생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내용에 대

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집단 논변활동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추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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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가 나가면... 그... 무게가 줄어드는 거 
아냐?

2 D 왜?

3 B 에너지를 쓰니까. 뭐, 운동하면 에너지를 쓰고 살 빠지잖아.

<19차시>

2.3. 논변활동 후반부에서의 실행

논변활동의 후반부에서는 주어진 도움카드에 대해 고려하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던 중반부의 실행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경험을 증

거로 보강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

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논변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해당하는 담화들은 ‘19차시 식물의 호흡’에 관한 논변활동에서 나타

났으며, D를 이해시키기 위해 B가 설명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도되었다. D가 에너지와 무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자 B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는 비슷한 사례

를 근거로 들었다.

B는 사람의 경우에도 운동을 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면 살이 빠지는 것

을 증거로 제시하며 싹튼 콩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더 가

벼울 것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하였다(3행). 이것은 상대방의

과학 지식수준에 대해 이해하는 개인 간 지식을 통하여 자신의 설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새

로운 전략으로 일상생활의 경험을 도입한 복합적인 조절의 결과로 판단

된다. B는 제시된 담화 이후에도 실제 말라비틀어진 식물을 만져본 경험

을 추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보다 다양한 증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

려고 시도하였다.

C와 D도 콩 안의 수분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박하는 과

정에서 사람이 물을 먹지 않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 증거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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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왜 일상 경험을 근거로 제시한 거 같애? 왜 제시했어 너희들?

2 A 교과서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3 B 경험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4 I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더 
잘 설득하려고 본인의 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얘기한 
거네?

5 B 네.

6 I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
는 거 같애? 논변에서?

7 D 그냥 딱딱하게 교과서에서 말하는 거 말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를 말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8 I 왜 좋은 거 같애?

1 D 어, 근데 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냐, 안에? 

2 C 건조 3일 시켰는데? 아... 있을 수도 있지.

3 D 우리 물 3일 안 먹어도 안에 물 있잖아. (웃음)

4 C 근데 A가 거의 다 건조를 시킨 걸로 봐야 된대. 3일 건조시켰는데 
물이 남아 있겠냐?

5 D 있을 수도 있지. 

6 B (A에게) 근데 햇빛이 없으면, 더…천천히 증발하잖아.

7 C 니 물 안 먹고 3일 견뎌 볼 수 있겠냐?

<19차시>

D는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체내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3행). 이 주장에 대해

C 역시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7행). 비록 C와 D가 근거로 제시한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

지 않거나 과제에서 제시된 상황과의 유사성이 크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하였

음을 보여준다.

추가 인터뷰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증거로 끌어오는 시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면담자가 질문하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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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 그냥… 더 보태서 할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거랑 제 경
험이랑 해서 하면 더 설득을...

10 I 아, 설득을 더 잘 할 수 있다? 

11 C 저는… 그냥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게 없어서 몇 개밖에 없어요. 잔
지식 그런 거 밖에. 그거를 말해야지 (논변활동 참여를) 하기라도 
하죠.

<추가 인터뷰>

B와 D는 면담자의 질문에 대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

로 일상적인 경험을 끌어왔다고 밝혔다(3행, 7행, 9행). 이러한 답변을 통

해 B와 D는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논변활동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

고 이러한 과제 지식을 바탕으로 증거를 보강하는 전략을 논변 실행에

도입하였이 확인되었다. 또한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C는 다소 다

른 관점에서 접근하였음이 드러났다. C는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 논변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전

략으로 일생생활에서의 경험을 끌어왔다고 답변하였다(11행). C의 답변

을 통해, 경험을 증거로 끌어오는 변화가 나타난 것에 전략지식의 발달

뿐 아니라 자신의 과학 지식수준에 대한 개인 내적 지식의 발달도 영향

을 미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반부의 논변활동에서는 ‘논변의 구조’에 대해 고려하는 발화가 나타

나는 변화도 관찰되었다. 논변활동 과정에서 정당화를 요청하거나, 자신

이 스스로 필요를 느껴 정당화를 제공하는 실행은 중반부에서도 나타났

으나 19차시 수업의 논변활동에서는 논변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높

은 수준의 인식적 실행이 일어났다. 이러한 발달을 보인 학생은 D였는

데, D는 협력적 성찰 5에서만 해도 논변 과제로 개발된 과제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일부 과제는 논변활동으로, 다른 일부

는 논변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논

변활동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제 지식의 부족을 드러내

었으나 협력적 성찰을 통해 논변과제들이 갖는 본질적인 공통점에 대해

논의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협력적 성찰 6에서는 D 학생들도

과제의 형태에 좌우되지 않고 논변 과제들의 공통된 속성을 짚어내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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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너랑 나랑 주장 자체가 다르잖아 바보야

2 D 주장 다르게 했어!

3 C 근데 왜봐?

4 D 이거… 구조를 보게.

5 C 이상해. 주장이 다른데 베껴서 뭐하냐.

6 D 아니 구조, 구조.

<19차시>

1 I 논변이지? 논변은 왜 할까?

2 A 해결책을…

3 I 해결책을 봐야 된다. 또?

4 D (끄덕끄덕. A 의견에 동의)

5 I 해결책을 봐야 된다는 건 두 사람 중에 한사람 의견은?

6 D 들어줘야 돼요.

7 A 근데 그 둘을 합쳐서도 뭔가… 중간 그걸 찾을 수도 있고.

8 C 아니면 둘이 얘기 하다가 아예 정 다른 그런 걸 찾을 수도 있으니까..

<협력적 성찰 6>

제 지식의 발달이 포착되었다. 또한 논변활동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 담화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줘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6행), D가 자신의 의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력적 성찰 6에서 나타난 D의 인식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변의

구조’를 고려하는 행위로 논변활동 실행 과정에서 반영되었다. 다음에 제

시될 담화는 그 예시 중 하나로, 19차시 수업의 ‘강낭콩의 호흡’에 대한

논변활동에서 나타난 것이다. C와 D는 서로 다른 주장을 선택하였는데

D가 C의 활동지를 읽어보려 하였고, C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므

로 서로의 활동지를 읽는 행위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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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그니까 이게.. 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2 A 그니까 수분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게가 있다고... 

3 C 근데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 

4 A 지금 물은 둘 다 빠진 상태지. 3일 건조를 시켰으면. 

(중략)

5 B (A에게) 근데 햇빛이 없으면, 더 천천히 증발하잖아.

<19차시>

위의 담화에서 D의 발화는 전체 수업 중 주장과 근거를 연결한 논변

의 ‘구조’를 언급한 유일한 담화(4행, 6행)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구

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시도가 드러난다. D는 반대주장을 선택한 C의

활동지를 보고 주장과 근거가 얼마나 긴밀한 연결을 이루는지 살펴 자신

의 것과 비교해보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두 주장의 설

득력을 따져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D는 논변 과제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

를 실행에 적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더불어, 주장, 증거, 정당화 등 다양한 논변 요소에 대

한 반론 역시 소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서 고르게 나타나는 변화가 관

찰되었다. 19차시 수업에서 이루어진 ‘강낭콩의 호흡’에 대한 논변활동은

반론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과제였다. 이 논변활동에서 A, B, C는 싹

튼 콩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D는 수분이 다 마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싹튼 콩이 더 무거울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다음의 담화에서 B와 C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 완전 건조 여부에 대해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C는 정확한 수분의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며 자신들

이 주장을 선택하는데 기본 전제로 삼았던 콩의 완전 건조가 사실이 아

닐 가능성을 제시하였다(3행). 또한 B도 빛이 없는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실험 상황에서는 건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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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너네가 주장을 골랐던 이유가 뭐였어? 왜 그걸 고른 거였어? 

2 D 저요? 그러니까…

3 I 수분 때문에?

4 D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콩) 크면요, 성장을 할 때요 양분이 많
이 필요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면 양분이 더 많아
서 무거울 것 같았어요.

5 I 아, 성장을 많이 하니까 그 자체 부피가 커져서 더 무거울 것이라
고 생각을 하고… 

<협력적 성찰 7>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5행). 제시된 담화 이외의 부분에서도 B

와 C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콩 속의 수분 함량은 싹튼 콩이 더 무겁다는 주장을 세운 D에게 상대

편 주장의 타당성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다. 따라서 D도 논변

활동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완전 건

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주장

이 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실험 방법에 대한 공

격으로, 증거의 측정 과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Kuhn(1991)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론 생성 능력을 검사

하였을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는

결과를 통해 이러한 측면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아닌 높은 수준

의 것임을 알 수 있다.

D는 논변활동이 종료된 후 실시된 협력적 성찰 7에서, 실제로는 물의

함량보다는 싹이 텄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주장을 선택하였음을 밝혔다.

D는 직관적으로 싹튼 콩이 더 무거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세포호흡

에 대한 과학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여 다른 학생들의 주장에 대

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확실하게 상대 주장을 공격할 수

있는 수분 함량에 초점을 맞추어 논변활동을 이끌어 나갔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과학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이해수준을 파악한 개인 내적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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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이 비교 우위를 점하도록

하는 논변활동의 본성에 대한 과제 지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제 수행

을 조절한 결과로 분석된다.

증거의 보강, 정당화와 반론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같은 변화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을 검토할 수 있게 도와 논변의 질을 높이는데 기

여하였다. 그 결과 <그림 7>과 같은 정교화 된 소집단 논변 구조가 나

타나게 되었다.

<그림 7> 19차시 논변활동에서 나타난 소집단 논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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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변활동에서는 처음에 C에 의해 ‘두 콩의 무게가 같을 것이다(주

장 1)’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A가 ‘싹튼 콩은 세포분열을 하였

기 때문에 둘의 무게가 다를 것이다(주장 2)’라고 반박하였다. A가 제시

한 주장 2의 경우 어느 쪽이 더 무거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C가 제시한 정당화에 대한 반론이었다. 그 후 A의 의견에

설득되어 C의 주장1은 폐기되었으며, 주장 2가 분화되어 ‘싹트지 않은

콩이 더 무겁다(주장 2-1)’와 ‘싹튼 콩이 더 무겁다(주장 2-2)’는 두 개의

주장으로 나뉘었다. 이후 상대편의 증거, 정당화 등에 대한 다양한 반론

이 나타나 여러 측면의 증거를 고려하여 수준 높은 논변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일

상생활의 증거를 사용하는 전략이 사용되었고, 논변활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메

타인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행의 변화가 논변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협력적 성찰을 통한 메타인지의 발달이 소집단 논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리하여 구조화 한 결과 <그림 8>과 같이 나타

났다.

<그림 8> 메타인지의 발달이 소집단 논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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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논변활동은 과학자들의 지식 구성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형식적 추론

의 한 형태로 과학교육분야에서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논

변활동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현장의 과학 교실에서는 이를 성공적

으로 실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논변활동에서 학생들의 학습

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논변 실행을 조력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정보를 수집해 논변활동 교수 학습 방법에 함의

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력적 성찰을 이용하였다. 협력적 성찰을

통해 학생들은 메타인지적 사고에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은 메타인지 지

식과 경험 측면에서 대체로 미숙한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협력적 성찰이

진행되는 동안 메타인지가 점차 발달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또한 이러한

메타인지적 발달의 영향을 받아 논변활동 실행에 영향을 주었음이 나타

났다.

먼저 개인 변인, 과제 변인, 전략 변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본 메

타인지 지식에서는 특히 개인 지식과 과제 지식의 미흡이 발견되었다.

먼저 개인 지식 범주에서,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성향에 대해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다른 학생과의 관계 및 소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였다. 과제 지식

에서는 논변활동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논변 과제의 형태

적 차이에만 주목한 결과 일부 과제를 논변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세 번째 범주인 전략 지식에서는 다른 두 범주의 지식

과는 달리 학생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논변활

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을 때 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의 개선을 언급하여 과제의 본질적인 측면

을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지식을 나타내었다. 메타인지 경험의 기회

를 제공하였을 때에도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해 사고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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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소해하며 논변활동에서 특정 주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답하지 못

하였다. 이것은 평소 메타인지적 사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사고에

대한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협력적 성찰을 통해 드러난 학생들의 메타인지가 대체로 미흡

하였으나 성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발달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메

타인지의 발달에는 실제 수업 영상을 관찰하고 실행에 대해 다시 평가해

보도록 메타인지 기회를 제공한 것과 학생들의 서로 다른 메타인지 지식

이 공론화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수업 영상을 관찰한 후 그 장면

의 의미에 대해 메타인지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특히 개인 지식

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 성향에 대한 개인 내적 지

식이 정립되었고, 다른 구성원들이 특정 학생의 학습 성향에 대해 이해

하게 되었으며 정체되어 있던 개인 간 지식이 변화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사고에 대해 모니터링 하도록 메타인지적 사고의 기회를 제

공한 것은 학생들이 메타인지적 경험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왔다.

서로 다른 메타인지 지식이 협력적 성찰 과정에서 공유 된 것은 특히 과

제지식과 전략지식의 발달을 이끌었다. 일부 학생들은 옳지 않거나 단편

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메타인지 지식을 발판으로

과제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좀 더 명

확히 이해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메타인지적 사고의 발달은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

면의 변화를 이끌었다. 본 연구에서 논변활동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하였을 때 점차 집합적 상호작용 영역을 형성해나가며 협력적으로 논

변활동을 수행하는 참여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증거, 정당화, 반론에

대해 고려하는 발화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여 형태의

변화에는 자신과 타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개인 지식의 발달이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변 요소들에 대한 고려는 논변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지식 주장

의 평가라는 논변활동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게 된 과제지식의 발달과 이

를 바탕으로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전략에 대한 지식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실행에서의 조절이 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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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각 논변 과제에서 나타난 담화를 분석하여 구조화 한 결과 증거,

정당화, 반론에 대한 발화가 빈번히 나타난 논변활동에서 정교화된 논변

구조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협력적 성찰이라는 교수 학습 전략을 소집단 논변활동의 맥

락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메타인지가 소집단 논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논변활동 실행과 긴밀히 연

결된 협력적 성찰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논변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메

타인지가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발달은 논변활동 실행에서 긍정적인 변화

가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적 성

찰을 통해 학생들의 메타인지적 지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이를 발달시키

는 것이 논변활동 교수 학습을 조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습

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소집단 구성원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소집단

논변활동의 참여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 변인에 대한 메

타인지적 지식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으며, 논변활동의 본성에 대해 이해

하는 것을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생각하고,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정당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논변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

므로 과제 변인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인터뷰와 같이 학생들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도록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경우, 협력적인 성찰이 저해되고 학생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

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이 교환되는 상황

에서 나타나는 담화를 통해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메타

인지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

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장기간의 협력적 성

찰을 통해 더욱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메타인지 변화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메타인지의 발달이 협력적 성찰이 끝난 이

후에도 지속되는지 추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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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Metacognition and 

Small Group Scientific Argumentation 
through Collaborative Reflection

Park, So-hyun

Dept. of Science Education (Biology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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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iddle school 
students’ metacognition and its development as revealed through 
collaborative reflection and to analyze how this development 
affects argumentation. For this, ten units from a total of twenty 
on photosynthesis were constructed as argumentation-related 
classes, and four (seventh grade) students were selected as a 
focus group and they engaged in collaborative reflection once a 
week, which provided them (a total of seven) opportunities to 
reflecton small group argumentation with an interviewer. Analysis 
of the collaborative reflections showed that students identified 
their metacognition in terms of metacognitive knowledge and 
experience, which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progre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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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reflections. First, students’ metacognitive knowledge 
was categorized with personal, task, and strategy variables, and 
then students enhanced their awareness of metacognitive 
knowledge developed through collaborative reflection. Students 
clearly perceived their learning styles and their roles within the 
group in respect of personal knowledge, enhanc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epistemic criteria of argumentation in 
respect of task knowledge, and recognized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argumentation strategies. Some students better 
acknowledged their metacognitive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reflection; although others had difficulties with 
reflective awareness of their argumentation practice during the 
early phase of collaborative reflection, they did develop their 
monitoring skills of thinking processes in small group 
argumentation.
 Analysis of the argumentation practice showed that students 

gradually participated collaboratively through the collective 
interaction zone they formed, and they increasingly considered 
evidence, justification, and counterargument. This development 
was affected by their metacognitive knowledge of personal, task, 
and strategy variables and the metacognitive experience. In the 
beginning of the argumentation practice, some utterances were 
made which were considered to be evidence and justification. 
Most of these utterances were analyzed as at elementary level, 
intended to determine simple facts. Students did not share their 
ideas with other members and uncritically accepted the answers 
of the student with the most knowledge. In the middle of the 
practice, the numbers of utterances about evidence, justification, 
and counterargument increased. Students asked one anoth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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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y or raised counterarguments, resulting in more elaborated 
arguments. In the later part of the practice, students showed 
developments based on the personal, task, and strategy 
knowledge that reinforced their use of experiences of everyday 
life as evidence. Moreover, all the members actively presented 
justifications and counterarguments, leading to the presentation 
of complex argument structure considered in multiple aspects.

This study has pedagogical implications in respect of ways to 
explore students’ metacognition and its development in depth 
through collaborative reflection and then to explain the 
development that occurs in argumentation practice.

keywords : small group argumentation, scientific argumentation, 
collaborative reflection, meta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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