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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탐구과제의 개방수준과 지식의 추상수준이 중학생들의 소집

단 논변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광합성’ 단원에서 11차시 분량의 논변 관련 수업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수업은 수도권의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 한 학급

의 학생들에게 적용되었다. 담화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소집단 논변활동

을 녹화․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한 자료와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분석의 주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자의

수업 관찰일지와 교사와의 면담자료를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수업을

위해 개발된 과제는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구과제의 개방수준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추상수준에 따라 분류되었다.

과제 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추론 및 이해를 탐색하기 위해 소집단 담

화에서 나타난 질문의 수와 유형을 파악하고 소집단의 지식구성 수준 및

소집단 논변활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제의 특성에 따라 소집

단 담화에서 나타난 질문의 수와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탐구과제의

개방수준이 높은 과제에서는 소집단 담화에서 나타난 질문의 수가 많았

고 사고 질문의 비율도 높았다. 또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의 추상수

준이 높은 경우 담화에서의 사고 질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과제 특

성에 따른 논변활동 과정을 보면, 개방수준-1과 추상수준-1의 과제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질문을 통해 관찰 사실 기

반의 지식을 구성하였으며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데 그쳤다. 이

에 비해 개방수준-2과 추상수준-2의 과제에서 학생들은 정보 질문과 사

고 질문을 통해 관찰사실과 자신의 선지식을 연결하며 지식을 구성해 나

갔고, 정당화와 반박을 통한 논변의 발달과 지식의 정교화를 보였다. 실

험 방법을 설계하는 개방수준-3과 추상수준-4의 과제에서는 물질의 속

성 및 실험 도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사고 질문을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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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지식과 자신의 선지식을 연결시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이해를 구

성하였으며, 변인 설정에 대한 활발한 반론과 반박이 이루어지면서 수준

높은 논변으로 발전하였다. 매우 높은 추상수준을 요구한 개방수준-2,

추상수준-4의 과제에서 학생들은 이해를 위한 사고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근거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였으나, 일부

학생들만이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논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과제 특성

의 고려를 통한 소집단 논변활동 지원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소집단 논변활동, 탐구의 개방수준, 지식의 추상수준

학 번 : 2013-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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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 탐구는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

하고 이론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NRC, 1996). 탐구는 과학 지식 생성

에 필수적인 활동이며, 과학교육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Roth, 1995). 학생들은 탐구에 참여하면서 과학 지식 및 지식의 형성과

정을 학습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

해가 증진될 수 있다(NRC, 2000).

실제 탐구 맥락에서 과학자들은 필연적으로 논변활동에 참여하게 되므

로, 논변활동은 과학 탐구의 핵심적인 수행이라 할 수 있다(Giere, 1991;

Kind et al., 2012). 과학자들은 자신의 설명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주장과 증거를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며, 그들의 주장은 동료 과학자

들로부터 비판받고 점검받게 된다(김희경과 송진웅, 2004). 따라서 학생

들에게 올바른 탐구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실 탐구에서 학생

들에게 논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Driver et al., 2000).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 실시되는 과학 탐구 수업에서는 논변활동이 거

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Newton et al., 1999), 많은 연구들이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Bell &

Linn, 2000; Sampson & Clark, 2008). Driver 등(2000)은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험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토론이 일어

나더라도 학생들의 논의가 10분 내외로 끝났음을 지적했다. Sandoval과

Millwood(2005)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자료를 사용하여 증거를 제시하였

으나, 그 자료가 주장을 어떻게 지지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은 실험을 하면서 주로 실험 과정과 방법에만 초점

을 두었으며, 논변활동을 촉진시키는 반성적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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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on et al., 1999; Kind et al. 2012)

이에 따라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력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Zohar & Nemet, 2002; McNeill & Krajcik,

2007; Chin & Osborne, 2010b). Sandoval과 Reiser(2004)는 생산적인 논

변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발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발판은 개념적, 인지적, 인식적, 사회적 측면에

서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과학 활동에서 추구하는 목표 영역이기

도 하다(정주혜와 김희백, 2010). 또한 Duschl과 Osborne(2002)은 과학

수업에 논변적인 담화가 일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맥락과 조건을 제공해

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맥락에는 사회-과학적 문제, 문제 기반 학

습 등이 있으며, 위의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현상에 대해 단일한 설명

이 아닌 다양한 대안 가설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많은 연구

들이 논변활동을 조력하기 위한 과제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Kind 등(2012)은 2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탐구 맥락을 제공했을 때,

학생들이 과학 이론과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을 구성하고 다양한 증거를

통합하는 논변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 명

시적으로 논변의 구조를 가르치도록 설계된 과제가 고차원적 사고를 이

끌면서 논변의 수준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Zohar & Nemet,

2002).

논변활동이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과학 탐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는 면에서, 과제를 설계할 때 탐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희경과 송진웅(2004)은 논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제공되고 학생이 탐구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탐구의 개방수준이 논변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했다.

이와 유사하게 박영신(2006)은 실제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실

질적 과학탐구의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학생들은 증거를 이용해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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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Wilson 등(2010)은 탐구

기반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추론 및 논변을 구성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이

론적인 제안에 그쳤거나 학생들의 논변 수준을 양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

과하기에, 논변활동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추론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

는 것에 다소 제한이 있다.

탐구의 개방수준과 더불어, 과제에 내재된 과학 지식의 내용수준 측면

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von Aufschnaiter 등(2008)은 과제에 내

재된 과학 지식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과제에 설계하는 것이 논변활동의

수준 및 과학 개념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

다. 그들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과제에 제시된 과학 지식에 친숙함을 느

끼거나 그 지식의 추상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논변을 구성하

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경현 등(2012)의 연구에서는 과제에서 생물 분류

지식의 요구도가 낮을 때 소집단에서 협력적인 논변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교실 맥락에서 과학 지식의 추상수준과 논변활동 사이

의 상관성 및 학생들의 지식구성 과정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

한 편이다.

과학 교육자들은 논변활동이 어떻게 학습을 이끌어내고, 학습 환경에

어떤 특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논변을 구성하게 하는지에 대

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Osborne, 2010). 연구자들은 생산적인 논변활동

이 이루어지는 학습 맥락과 그 특징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성공적인 수

행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Duschl et al. 2007). 이 때 실제 교실 환경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사와 교육과정 설계자들은 실제 교실 맥락

에서 수업 설계가 어떻게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Evagorou & Osborne, 2013).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탐구과제의 개방성과 지식의 추상수준이라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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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맥락에서 소집단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

리는 협력적 논변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탐구과제의 개방수준 및 지식의 추상수준이 각기 다른

논변 과제를 개발하고, 각 과제가 소집단 지식구성 및 논변활동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를 밝히고, 소집단 지식구성 및 논변활동을 촉진하는 과제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과제의 개방수준과 지식의 추상수준에 따라 소집단 담화에

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질문의 수와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탐구과제의 개방수준과 지식의 추상수준에 따라 소집단이 구성

한 지식수준과 논변활동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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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탐구과제의 개방수준과 지식의 추상수준에 따른 소집단 논

변활동의 특성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하게 기술하기 위해 총 9개의 소집

단 중 3개의 초점 집단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실제 수업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탐구과제의

개방수준과 지식의 추상수준에 대한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은 특정 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 즉

특정 공간 및 시간 상황에 있는 소집단의 논변활동에 대해 연구하였으므

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상황과 맥락에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

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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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과학 탐구와 탐구의 개방성

1.1. 과학 탐구

과학 교육에서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강조함에 따

라,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학교 과학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AAAS, 1993; NRC, 1996; NRC, 2000).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 수업에서의

탐구-기반의 교수 전략이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은 탐구를 통해 과학 개

념 및 과학 탐구 과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과학의 본성에 대해 이해

하게 된다(Abd-El-Khalick et al., 1998).

탐구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에 의문을 갖고, 이를 조사하

여 증거를 수집하며, 현상에 대한 이론을 구성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과학 지식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이다(Roth,

1995). 실제로 탐구는 과학자들이 과학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낸다(Chinn

& Malhotra, 2002).

다수의 과학 교육 연구자들은 과학 교육이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

수하는 것에서 탐구를 통해 지식의 구성 및 정당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river et al., 2000; Duschl & Osborne,

2002; Sampson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는 과학 수업에서 학

생들에게 질문하기,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기,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

기, 해석하기, 결론 도출하기 등을 통해 실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Krajcik et al., 1998). 이와 유사하게 Chinn과

Malhotra(2002)는 학생들은 실제 과학자들이 하는 형태의 탐구를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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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연적인 과학적 추

론을 경험하고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론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 탐구의 개방수준

탐구는 과학 지식 생성에서 필수적인 활동이며, 과학교육에서도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oth, 1995). 학생들은 과학 수업시간에 탐구

에 참여하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찾

는 과정, 즉 탐구 과정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NRC, 2000).

탐구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

은 연구자들은 탐구 과정에서의 각 단계의 개방여부에 따라 탐구를 분류

하였다. 예를 들어 Schwab(1966)은 실험 상황에서 발생하는 탐구-기반

교수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탐구의 수준을 1～3단계로 나누었다. 가장

낮은 1단계 탐구에서는, 탐구 문제 및 방법이 상세하게 기술된 실험 매

뉴얼이 제공되며,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아직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관

계들을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탐구 문제와 관련

된 자료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답을 스

스로 찾아야 한다. 가장 높은 단계의 실험은 교과서나 실험실에서 실험

할 문제를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현상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다.

Schwab(1996)의 분류를 바탕으로 Herron(1971)은 교과서에 포함된 실

험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탐구의 유형을 실험의 수준에 따라 총 네

수준으로 분류하였다<표 1>. 수준 0의 탐구는 주어진 과정에 따라 알려

진 과학법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통 요리책과 같은 실험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실험은 주제에 대해 안내하는데 매우 효율적이지만, 이러한 실험

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

렵다(Hofstein & Lunetta, 2004). 반면 수준 3의 탐구는 ‘개방적 탐구’라

불리며 학생들이 연구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직접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적 탐구는 연구 질문을 선택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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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수준 문제와 가설 방법 정답

0 교사가 제시 교사가 제시 교사가 제시

1 교사가 제시 교사가 제시 개방

2 교사가 제시 개방 개방

3 개방 개방 개방

<표 1> 실험의 수준에 따른 탐구 유형

험 설계에 대해 고민하고, 해석하는 과정의 주도권이 학생들에게 있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탐구와 유사하다(Zion et al., 2004).

개방적 탐구의 중요성이 과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탐구의 대부분은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가진 확인

실험이다(Collette & Chiappetta, 1984). 확인 실험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교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

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또한 학

생들은 실험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과정을 수행하는데 사용

하고 있으며, 실험 결과에 대한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ewton et al., 1999)

마찬가지로 Chinn과 Malhotra(2002)는 과학자가 수행하는 것과 유사

한 탐구를 참탐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탐구 과제와 참탐구가

서로 다른 인식론을 보이고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학교 탐구는

과학 탐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학생들에게 과학적 추론이 실제세계

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과학을 완전

한 하나의 사실로 보는 잘못된 인식론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학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실제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탐

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진정한 과학의 특징을 포함하

는 개선된 탐구 과제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Zion et al., 2004;

Sandov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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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논변활동

2.1 논변 교육의 필요성

과학교육의 목표는 과학을 하는 것(doing science)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NRC,

1996). 과학은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

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논변과 비평은 과학의 필수적인 요소

가 된다(Osborne, 2010). 과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만들고, 이에 대응하여 과학 공동체에서는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그 한계성을 찾아내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과학지식은 과학자들이 논변

활동을 통해 구성한 사회적인 생성물이라 할 수 있다(Driver et al, 2000;

Kuhn, 1993).

그러나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과학을 객관적인 실재로 간주하는 실증

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Driver et al., 2000; Lederman, 1998). 전형

적인 과학 수업에서, 어떤 과학 지식을 정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논변의

대부분이 제거되고, 학생들은 과학을 세상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사실들

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의 본성에 대

해 무지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게 한다(Osborne, 2010).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의 과학 교육계에서는 과학 교수에

서 과학 지식의 사회적인 구성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논변을 강조하는 쪽

으로 변화하고 있다(Duschl et al., 2007).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추론과 논변을 사용하기 때문에(Giere, 1991),

과학학습에 논변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 지식의 사회적인 속성

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Duschl & Osborne, 2002; Zohar & Nemet,

2002).

Vygotsky(1985)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논변활

동은 새로운 이해를 구성하고 생각한 것을 배우게 하는 핵심적인 과정이

라 할 수 있다(Kuhn, 1992; Osborne, 2010). 즉, 논변은 학생들의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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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과정 및 개념 이해의 발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과학적 담화를 포함한 집단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과학 학습

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Erduran et al., 2004).

Jiménez-Aleixandre와 Erduran(2008)은 과학교육에서 논변활동이 도

입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안했다.

• 전문가들의 수행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이거나 초인지적인

과정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이러한 수행을 경험 할 수

있게 한다.

•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과 비판적인 사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 학생들이 과학의 언어로 말하고 쓰는 것을 도와주고, 과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과학 문화의 실행에 학생들을 동화시키고, 지식 평가를 위한 인식론

적 기준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 과학적으로 합당한 기준에 근거한 이론이나 입장을 선택하는 능력의

발달, 즉 과학적 추론의 발달을 지원한다.

2.2 논변활동 기반의 탐구 

탐구-기반의 교수는 조사, 탐구를 통해 과학적 개념과 과학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수학습 전략을 지칭하는 용어이다(NRC,

1996). 이러한 탐구-기반의 교수에서는 필수적으로 과학적인 인식론 문

제를 이해해야만 한다. Sandoval(2005)은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알아

야할 네 가지 인식론적인 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과학지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둘째, 효과적으로 탐구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과학 지식

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 과학 지식의 확실성은

변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인 이해는 학생들이

더 나은 탐구를 이끌 수 있게 한다. 이 때, 여기서의 과학 탐구는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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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들은 이를 통

해 강력한 과학적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다

(Sandoval, 2005; Duschl et al., 2007).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인식론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논변

활동은 탐구-기반의 교수에서 핵심적인 수행이라 말할 수 있다. 탐구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나 이론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과학자

들의 설명은 과학 공동체에게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인정될 수 있다

(Osborne, 2010). 즉, 과학 탐구는 단순한 실험 활동이 아니라 과학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Watson et al., 2004), 과학 공동체 내

의 의사소통에서 논변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Berland & Reiser, 2009;

Driver et al., 2000).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강조한 탐구 교수 전략들

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 탐구와 논변활동은 실험활동을 보다 과학적으로

참되게 하고 학생들에게 더 교육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Walker & Sampson, 2013). 탐구-기반의 교수에서

논변활동을 강조하는 수업 전략들은 과학적 내용, 과정, 인식론에 모두

초점을 두어, 학생들이 보다 참된 과학적 수행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Sampson et al., 2011).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논변활동을

강조한 탐구-교수 전략들을 제안해왔다.

김희경과 송진웅(2004)은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방

적 과학 탐구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논변활동을 강조한 개방적 탐구

활동의 모형(ASI)을 제안했다. 기존의 개방적 과학 탐구 모형은 논변활

동이 탐구 과정 속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학생 간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논변적

인 과학 탐구활동(argumentative scientific inquiry) 모형은 실험활동과

논변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학생들의 논변활동이 의도적이면서 명시적

으로 강조되었다. 이 모형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논변활동의 기회를 경

험함과 동시에, 실제 과학자들의 탐구활동을 접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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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영신(2006)의 연구에서는 학교 교실에서 실제 과학자들이 수행

하는 실질적 과학 탐구(authentic scientific inquiry)가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

는 논변활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논변활동을 위한 조건으로 과학적 사고기술, 과학 탐구의 목적 이해, 과

학 탐구의 기본 요소 이해, 과학 탐구 교수 모델 개발을 제시하였다. 결

론적으로 교실 과학에서는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실질적 과학 탐구의 기

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과학적 논변활동에 기반을 둔 수업 설계 및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Sampson과 그의 동료들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과학적 논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실험실

활동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 모형의 사용을 개발했다

(Sampson & Grooms, 2008; Sampson & Gleim, 2009). 학생들이 논변활

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와 추론을 포함하는 설명을 구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한 증거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거나(Sandoval & Millwood, 2005),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증거들을 선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McNeill &

Krajcik, 2007). ADI(Argument-driven inquiry)라고 불리는 모형은 과학

적 맥락에서 학생들의 결정 및 상호작용을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면서 학생들의 논변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Sampson, Grooms, &

Walker, 2011). ADI 모형은 실험 기반의 탐구 설계를 안내하기 위한 7가

지 요소 혹은 단계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

해 논변활동에 참여한 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

ADI 모형이 Sampson과 그의 동료에 의해 소개된 이후(Sampson &

Grooms, 2008), 여러 연구에서 이 ADI 모형을 실제 수업에 도입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Walker와 그의 동료들은(2011) ADI 모형을

도입한 수업 전후의 학생들의 과학적 논변 및 논변 글쓰기를 평가하였으

며, 그 결과 학생들이 활동 후에 보다 높은 수준의 논변을 구성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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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했다. 또한 Walker와 Sampson(2013)의 연구에서도, ADI 모형을 사

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글쓰기 논변과 구두 논변에서 의미 있는 향상이

나타났다. 즉, ADI 모형을 이용한 과학탐구 수업은 학생들에게 논변활동

을 위한 핵심적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중요

하게 기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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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경기도 수원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의 한 학급의 학생 37명(남

19명, 여 18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학교는 학업 성취 수

준이 같은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연구가 이루어

진 해에 시행되었던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에서 보통 학력수준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90%를 넘었으며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0～0.8%

였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업에 대해 가지는 관심도 높은 편이었다.

참여 교사는 약 20년의 교육경력이 있으며 생물교육을 전공하였고 이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박사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탐구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논변활동을 접한 경험은 없었다. 이 교사는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

였으며 소집단 실험활동의 기회도 종종 제공하는 편이었다.

논변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9개의 소집

단을 구성하였으며, 이 때 성별, 과학 성적, 학습 접근 양식의 세 요소를

고려하였다. 성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동성과 함께 활동에 참여할 때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교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남, 여를 구분하여

소집단을 편성하였다. 과학 성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30%까지 상위권, 31～70%까지 중위권, 71～100%까지 하

위권으로 표지한 후 각 소집단 마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고루 섞이

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수업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접근 방식 검

사(Entwistle & Ramsden, 1982)’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피상적 학습 접근과 심층적 학습 접근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소집단에 두 가지 학습 접근 방식을 가진 학생들이 균등하게 포함되

도록 집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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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과학 성적 학습 접근 방식

남 여 상 중 하 피상적 심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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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소집단의 구성

그 결과 <표 2>과 같이 19명의 남학생들이 5개의 소집단을, 18명의

여학생들이 4개의 소집단을 이루었다. 이 중 수업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

한 3개의 소집단을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세 소집단은 소집단 4, 소

집단 8, 소집단 9로, 각 학생들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들

의 특성은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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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학생 성별 과학성적 학습 접근 방식

4

A 남 하 피상적

B 남 중 피상적

C 남 상 심층적

D 남 상 심층적

8

A 여 상 심층적

B 여 중 피상적

C 여 하 심층적

D 여 중 피상적

9

A 여 하 심층적

B 여 하 피상적

C 여 상 심층적

D 여 상 심층적

E 여 하 피상적

<표 3> 초점집단 학생들의 특성

2. 수업 과정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과학 ‘광합성’ 단원에 대한 총 20차시의 수업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 11차시에서 논변활동이 실시되었다. ‘광합성’

단원의 수업은 2013년 5월 29일에 시작해 2013년 7월 17일까지 진행되

었으며, 모든 수업은 과학실에서 이루어졌다.

‘광합성’ 단원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집단 논변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사전 활동을 실시했다. 사전 활동은 학생들이 논변활동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논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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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논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학생들

은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글쓰기 논변을 작성하였다. 이 후 학생들은

소집단 논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소집단별 규칙을 구성하였으며, 이 규

칙이 소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부착시켰

다.

각 수업 차시에 수행된 구체적인 학습 주제 및 내용은 <표 4>과 같

다. 전체 수업에서 논변활동이 이루어진 시간은 총 11차시였으며 ‘광합

성’ 내용에 대한 총 9개의 활동지가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이 중 7개의

활동이 소집단 논변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처음과 마지막 논변활동은

전체 논변활동과 개인 논변 글쓰기 형태로 실행되었다.

논변활동에서 사용된 과제는 활동지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 적절한 주

장을 선택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장을 구성하

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활동지에 몇 가지 예시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 찬반하거나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수

업에서 학생들은 제시된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증거들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각자 작성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누구

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선택했다. 이 후 각 소집단의 대표 의견이

무엇인지, 왜 그 의견이 대표 의견으로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전체

학급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좋은 논변이 어떠한 것인

지, 그리고 논변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바로 수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전 교사와의 논의를 통해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수업 전에 연구자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다음 수업에 사용될 과제의 목적 및 지향방향에

대해 안내하였고, 교사는 이를 검토하고 과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

를 요청했다. 예를 들어, 활동지 7의 경우 교사는 기존 과제와 비슷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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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 주제 수업 내용

1
논변의 필요성과 구조

소집단 규칙 정하기

활동지.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1) 논변활동의 필요성 인식

2) 논변의 구조 학습

활동지. 소집단 규칙정하기

소집단 논변활동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소집단별 규칙 만들기

2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의 구조와 기능, 현미경 사용법

설명

3 세포의 형태 관찰 현미경을 이용해 세포의 형태 관찰

4 식물세포의 특징 식물체의 구성단계에 대한 강의

<표 4> 수업 차시별 학습 주제 및 수업 내용

태를 탈피하여 과제의 개방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고 이러한 제언이 반영

되어 과제는 실험 설계의 형태로 수정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논변활동에 사용된 9개의 활동지는 논변활동에

대한 기본 속성을 유지하되 수업 형식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평가하고 반박

한다는 기본적인 속성은 유지하되, 실험 결과 예측하기, 실험을 설계하고

발표하기, 증거의 설득력 평가하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과제에 익숙해져 흥미를 잃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이 생

기지 않게 했다. 또한 개인 논변 글쓰기, 소집단 논변활동, 전체 논변활

동 등 다양한 수준에서 논변활동이 일어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변활동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활동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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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 주제 수업 내용

5 식물체의 구성단계 식물체의 구성단계에 대한 강의

6 뿌리의 구조와 기능

식물의 뿌리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

명

[전체 논변활동]

활동지 1. 뿌리의 기능

7 뿌리에서의 물 흡수

삼투 현상의 원리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2. 당근의 물 흡수

8 뿌리의 구조와 기능 정리 뿌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

9 줄기의 속 구조 관찰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의 관다발

배열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3. 물관을 통한 수송

10 줄기의 구조와 기능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3. 물관을 통한 수송

활동지 4. 물관을 통한 수송 2

11
잎의 구조 및 공변세포

관찰
잎의 구조 및 공변세포 관찰 실험

12 광합성 장소 및 재료

광합성 장소, 재료, 및 산물에 대한

교사의 설명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5. 잎의 단면

13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1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6.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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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 주제 수업 내용

15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

장

광합성 산물이 이동되어 저장되는

과정 설명

16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1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이 광합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17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2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설명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7. 빛의 세기 실험결과 해석

18 식물의 호흡
광합성 산물을 호흡에 사용해 에너

지를 얻는 과정에 대한 강의

19 식물의 호흡
[소집단 논변활동]

활동지 8. 강낭콩의 호흡

20 환상박피의 원리
[논변 글쓰기]

활동지 9. 환상박피

<표 4> 계속

3. 과제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구과제의 개방수준과 지식의 추상수준에 따른 소집단

논변활동을 탐색하기 위해 과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과제 특성을

분석할 때에는 과제 중에서 학생들이 논변에 익숙하지 않을 때 시행된

초기 과제와 다른 과제와 특성이 같으면서 담화가 적게 나타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때, 과제 특성은 탐구의 개방수

준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 지식의 추상수준에 따라 분류

하였다.

과제가 가지는 탐구의 개방수준은 각 탐구 단계를 교사가 안내하였는

지, 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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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틀은 Bell, Smetana, 그리고 Binns(2005)의 것을 사용하였는데

<표 5>, 위 연구자들은 Herron(1971)이 제안한 탐구의 분류를 바탕으로

질문의 출처, 자료 수집 방법, 결과의 해석의 세 요소에 대한 정보가 학

생에게 제공되는가에 따라 탐구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때 각 탐구

는 개방된 정도에 따라 확인 탐구,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그리고

개방형 탐구로 나누어지며, 과제를 분석할 때 활동지의 구성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의 교사의 발화를 고려하여 제시된 탐구과제의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질문의 출처 자료 수집 방법 결과의 해석

확인 탐구

(개방수준 1)
교사의 안내 교사의 안내 교사의 안내

구조화된 탐구

(개방수준 2)
교사의 안내 교사의 안내 학생 주도적

안내된 탐구

(개방수준 3)
교사의 안내 학생 주도적 학생 주도적

개방된 탐구

(개방수준 4)
학생 주도적 학생 주도적 학생 주도적

<표 5> 탐구의 개방수준

본 연구에서는 탐구의 개방수준에 더하여 또 다른 과제의 특성으로 과

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이 가지는 추상수준에 따라 과제를

네 단계로 분류하였다. von Aufschnaiter & von Aufschnaiter(2003)은

학생들의 개념 발달을 세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틀을 개발했는데, 이 틀

에서는 과학 지식이 단순히 물체나 현상에 초점을 두는지부터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추상수준을 네 단계로 나누었다. 가

장 낮은 수준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물체의 특징 또는 성질을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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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며, 가장 높은 수준은 다양한 원리나 이론이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von Aufschnaiter & von Aufschnaiter(2003)의 연구

에서는 네 가지 단계를 더욱 세분화했지만 세분화된 단계를 명확히 구분

하는 것은 어렵다(von Aufschnaiter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상수준을 <표 6>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나누었으며, 이 틀을 사용하

여 각 과제에 내재된 과학 지식의 추상수준에 따라 과제를 분류하였다.

수준 설명

구체적 영역

(추상수준 1)
구체적인 상황과 물체를 기술

속성과 규칙

(추상수준 2)

일련의 현상과 사물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수준의 이해

규칙 기반의 이해

동적 추상

(추상수준 3)

최소 한 가지 변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기능적인 관

계를 구성하는 것

체계적 영역

(추상수준 4)

다양한 변인을 연결하는 확장된 이해

다양한 원리들을 연결 및 원리의 체계인 변화

<표 6> 지식의 추상수준 분류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광합성’ 단원 수업이 시작된 5월 말부터 수업이 완료되는

7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논변활

동이 녹화, 녹음되었다. 전체 논변활동에서는 교실 전체를 촬영하였으며,

소집단 논변활동에서는 교실 전체와 소집단 각각을 모두 녹화, 녹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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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들이 녹음기와 카메라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

문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기 전의 수업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여 학생들

이 촬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업 중 녹음

기를 만지거나 촬영을 의식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촬영에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고 나중에는 이를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

수업 활동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수업 진행 기간 중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조별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 또

한 녹화, 녹음되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는 학생들이 구

성한 지식과 논변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되었다. 추가적으로 연구자

가 수업을 관찰하면서 작성한 관찰일지와 교사와의 면담 내용이 보조 자

료로 활용되었다.

5. 자료 분석

5.1. 학생들의 질문

소집단 담화에서 학생들이 제시하는 질문은 소집단 논변활동의 시작을

이끈다. 질문은 중요한 담화적인 상호작용 중 하나로, 탐구 기반 과학에

서 논변 시작을 위한 인식론적 탐침과 논변적인 추론을 지지하고 끌어내

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Chin & Osborne, 2010a). 학생들은 질

문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경쟁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이를 평가하는 비판적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학생들은 제시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연결시키고자 할 때, 또는 자신의 지식 내에 모순이 있거나 자신의 지식

을 확장시키고자 할 때 질문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

이 제시하는 질문은 현재 학생들의 이해를 측정하고 그들의 사고를 표현

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Chin & Osbor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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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형 하위 유형 기준

사고 질문

이해 질문 이해 못한 부분에 관해 설명요청

적용 질문 배운 개념을 확장하게 하는 질문

예측 다양한 추론 또는 가설-증명을 포함

변칙발견 회의적인 태도, 인지갈등을 표현

계획/전략 실험절차를 계획하게 하는 질문

정보 질문

사실 질문 이미 배운 단순한 정보를 회상하도록 하는 질문

<표 7> 학생들이 제시하는 질문의 유형

또한 학생들의 질문은 과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명숙 등(2004)은 질문유형과 빈도는 탐구의 개방성을 평

가하는 대안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즉 학생들이 하는 질문

의 유형이 과제의 특성이냐 시간에 따른 학습의 효과인가를 확인하기 위

한 점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사고를 이끌어내

며 소집단 지식구성 및 논변구성에 기여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도구로

질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때 질문을 분석하기 위한 틀은 Chin &

Brown(2002)의 것을 사용하였다. Chin & Brown(2002)는 소집단 담화에

서 학생들이 제시하는 질문을 사고 질문과 정보 질문으로 나누었다. 사

고 질문은 심층적인 사고를 요구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질문들이다. 반면 정보 질문은 단순히 기억하는 지식을 회상하거나

관찰 결과 및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심층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고 질문 및 정보 질문은 보다 세부적인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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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논변활동 과정

5.2.1 학생들이 구성한 지식의 추상수준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학생들은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지

식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과제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 지식의 추상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집단

담화를 통해 구성하는 지식의 수준은 과제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집단 담화에서 다루어진 과학 내용을 분석하였으

며, 이 때 소집단 내에서 공동으로 다뤄진 지식과 개인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지식 모두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학생

들이 구성한 지식의 추상수준은 과제 분석을 위해 사용했던 von

Aufschnaiter & von Aufschnaiter(2003)의 틀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표

6>와 같다.

5.2.2. 소집단 내에서 발생한 논변의 수준

학생들이 구성한 논변은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추론하였는지를 표현

한다(Berland & Reiser, 2009).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에서의 학

생들의 과학 지식 이해와 과학적 추론을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이 구성한

논변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때 논변의 수준은 학생들이 소집단 담화

및 전체 토론에서 언급한 것들과 활동지에 작성한 것 모두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McNeill & Krajcik(2007)의 틀을 수정하여 학생들의 논

변 수준을 분석했다. McNeill & Krajcik(2007)은 Toulmin(1958)의 논변

활동 모형에 기초하여 논변의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그 구성요소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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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Claim) : 질문에 대한 답

․ 증거(Evidence) :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나 데이터

․ 추론(Reasoning) :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로써 데이터가 왜 중

요한지 보여주는 정당화

위의 세 요소에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론과 반박의 요소를 추가하

여 소집단 논변활동을 분석했다. 반박은 논변에서 가장 복잡한 기술로

여겨지며, 반론과 반박이 나타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논변활동이 일어

나고 있음을 나타낸다(Kuhn, 1991; von Aufschnaiter et al., 2008).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논변에서 주장, 증거, 추론뿐만 아니라 반론

과 반박의 요소를 고려하여 논변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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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제
탐구의

개방수준

지식의

추상수준

7 당근의 물 흡수 개방수준 1 추상수준 2

9-10 물관을 통한 수송(과제 1) 개방수준 1 추상수준 1

10 물관을 통한 수송 2 개방수준 1 추상수준 1

12 잎의 단면(과제 2) 개방수준 2 추상수준 2

13-14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제 3) 개방수준 3 추상수준 4

17 빛의 세기 실험결과 해석 개방수준 1 추상수준 3

19 강낭콩의 호흡(과제 4) 개방수준 2 추상수준 4

<표 8> 소집단 논변활동에 대한 과제 분석 결과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광합성에 대한 20차시의 수업 동안 7번의 소집단 논변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과제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탐구과제의 개방수준은 초기에 설계된 활동의 구성수준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의 교사의 발화까지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식의 추상

수준은 활동지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의 수준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각 과제를 적용한 수업 실행에서의 소집단 지식구성 및 논변활동 과정

에 대한 탐색에서,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한 요인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점 과제를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초점 과제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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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연결

(추상수준 4)
과제 4 과제3

동적 추상

(추상수준 3)

속성과 사건

(추상수준 2)
과제 2

구체적 영역

(추상수준 1)
과제 1

확인탐구

(개방수준 1)

구조화된 탐구

(개방수준 2)

안내된 탐구

(개방수준 3)

개방적 탐구

(개방수준 4)

들이 논변활동에 익숙하면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

활동을 선택하였다. 7차시에 진행된 당근의 물 흡수는 교사와 학생들이

아직 소집단 논변활동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소집단 보다는 전체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졌기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9-10차시에 일어난 물관을

통한 수송 1, 2 활동은 같은 탐구의 개방수준과 지식의 추상수준을 보였

는데 이 중 수업 내용과 관련된 소집단 담화가 풍부하게 나타난 물관을

통한 수송 1을 초점 과제로 선택하였다. 이 외에 소집단 논의가 활발하

게 일어난 잎의 단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강낭콩의 호흡에 대한 활동

이 분석에 사용될 초점 과제로 선정되었다. 17차시에 진행된 빛의 세기

실험결과 해석은 실제 논의 시간이 5분에 지나지 않았고,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어진 두 논변을 비교하

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4개의 과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표 8>. 분석에 사용된 4개의 과제를 탐구의 개방수준과 지

식의 추상수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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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제 특성에 따른 질문 및 사고 질문의 수

1. 과제 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질문 수 및 유형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추론 및 이해를 탐색하기

위해 소집단 담화에서의 질문의 수와 유형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과제

마다 각 초점집단들의 담화에서 나타난 전체 질문의 수와 사고 질문의

수를 측정하였다. 각 과제별로 전체 질문 및 사고 질문의 수를 비교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탐구의 개방수준과 지식의 추상수준이 모두 가장 낮았던 과제 1에서는

전체 질문의 수 및 사고 질문의 수가 모두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 과제

에서 학생들의 질문은 단순히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질문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고 질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탐구의 개방수준이 높은 과제에서는 소집단 담화에서 나타난 질

문의 수가 많고 사고 질문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방수준이 높

은 탐구 활동에서 사고 질문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다른 연구들과 다

소 일치한다(김미경과 김희백 , 2007; Chin & Brown, 2002). 특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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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수준이 가장 높았던 과제 3의 경우, 실험 절차를 설계하는 과정

에서 계획/전략 질문과 예측 질문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전체

질문의 수가 다른 과제보다 많았고 사고 질문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의 추상수준이 높은 과제를 수행할 때는

사고 질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추상수준이 가장 높았던 과제 4의 경우, 학생들이 지식을 이해하

지 못할 때 서로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이해 질문과 자신의 인지갈등을

표현하는 변칙 발견 질문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고 질문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과제에 따른 학생들의 지식구성 및 논변활동 과정

학생들의 과학 지식구성과 논변활동 과정이 각 과제가 지닌 개방수준

과 지식의 추상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과제 별로 분

석하였다.

2.1. 과제 1(탐구의 개방수준 1-지식의 추상수준 1)

이 과제는 전체 수업에서는 9차시, 논변활동으로는 3차시에 해당한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소집단 논변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붉은 색소 용액

에 담겨있던 백합과 셀러리 줄기의 단면을 관찰했다. 이 후 그들은 두

식물의 물관 분포를 비교하면서 물관 분포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

는 논변활동에 참여하였다. 초기 이 과제는 문제 해결 방안의 주도권이

학생들에게 있는 개방수준 2수준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수업의 도입부

분에서 교사는 실험과정을 안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내용

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때 교사는 붉은 색소가 지나간 자리의

배열을 관찰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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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처음 개발된 방향과는 달리

이 과제의 개방수준은 1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교사 : 그 중 우리가 간단하게 줄기의 일부분을 잘라서. 종단면을 한번

볼 거예요. 실제로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지. 실제로 관을 따

라서 이동을 한다면 가느다란 관이 길쭉하게 보이겠죠. 길쭉한

관이 줄기 속에서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보려면 세로로 툭 잘라서

횡단면을 보시면 됩니다. (중략) 우리 세포 하나만을 보는 게 중

요한 게 아니라 빨간색 색소가 지나간 자리의 배열을 보는 게 의

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배열의 점이 다발인지 아닌지 하

나의 세포인지 그런 걸 한번 보시라고요.

학생들은 교사가 안내한대로 물관을 관찰하였으며, 실험 중에는 소집

단 담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관찰이 끝나고 활동지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학생들은 정보 질문을 통해 관찰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4C : 이거 어떻게 되어 있었어?

4D : 이거 길게..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물관

4C : 여기 물관?

4D : 이것도 물관, 이것도 물관

4C : 다 약간씩 굵었어?

4D : 응 약간씩 굵었어.

4조의 학생들은 실험 후 사실 질문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공유했고,

위 담화 이후에 소집단 내의 질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활동지에

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일부 사고 질문이 나타났지만, 학

생들은 소집단 내의 동료들에게 질문하지 않고 교사에게 질문을 했다.

다른 소집단 담화에서도 실험 절차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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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질문만이 다소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

해 동료가 아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소집단 내에서 제

시된 질문은 서로의 사고를 자극하고 이해를 위한 설명을 요청한다기보

다, 단순히 관찰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관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한 이후에,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나

누기보다 자신의 논변을 구성하는데 집중했다. 일부 조에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규칙-기반의 이해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

는 무시되었으며 소집단 논의의 방향은 관찰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되

돌아갔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자신의 의

견을 정당화하는 행동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반론 및 반박 또한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주어진 지시 및 절차를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높은 인지적 수준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Chin

& Brown, 2002).

소집단 활동 후 이루어진 전체 논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같은 증거

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이 때 학생들의 주장이 서로 달

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위해 사용한 증

거는 모두 동일했다. 다음은 4A가 활동지에 작성한 내용과 4D가 전체

논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나머지 12명의 학생들 모두가 이 학생과 같

은 증거를 제시했다.

4A : 나는 백합이 스펀지처럼 물이 흡수된다고 생각한다. 붉은 색소

용액에 담갔던 셀러리를 세로로 자른 단면에서 다음과 가은 붉

은 줄무늬가 관찰되었다.

4D : 백합에 스펀지처럼 물이 흡수되는 것에 반대하는 제 의견은 백

합도 셀러리와 같이 물관이 있는데 단지 불규칙적으로 여러 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보이는 것이고, 저희가 물관을

관측한 예로는 붉은 색소 용액에 담갔던 백합 줄기를 세로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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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단면에서 붉은 줄무늬가 관찰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이 진술한 것과 비슷하게 모든 학생들은 붉은 색소 용액에 담

갔던 백합 줄기와 셀러리 줄기를 세로로 자른 단면의 모습을 자신의 주

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했다. 이 증거는 교사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안

내한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증거를 사용하

면서, 4A의 논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학생들의 증거는 그들의 주장

을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주장과 증거는 서로 모순되었

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Hodson, 1996), 주장과 증거의 모

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따

라 학생들이 구성한 논변에서 주장과 증거는 나타났지만 이를 연결하는

추론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론이나

반박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수업 후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학생들과 활동을 되돌

아보면서 논의가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한 학생

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 다 똑같은 의견이었어? 그래서 너희가 별로 얘기가 없었구

나..(중략) 다 너무 각자 열심히 쓰더라고

8C : 내용을 다 아는 거여서.

연구자 : 다 의견이 똑같았니?

(8A, 8C가 끄덕임)

(수업 후 인터뷰, 소집단 8)

학생들은 내용을 이미 다 아는 것이었고 모두의 의견이 같았기에 서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는 이 과제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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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식의 추상수준은 단순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

업의 도입 부분에서 교사가 결과 해석 방향을 안내하면서 학생들은 과제

를 주어진 답을 확인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

들이 논변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조현아 등, 2013; Kind et al., 2012). 낮은 개방수준을 가진 확인 탐

구에서는 학생들이 주어진 과정이나 결과를 의심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여지가 없고,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

게 된다(김희경과 송진웅, 2004; Duschl & Osborne, 2002).

2.2. 과제 2(탐구의 개방수준 2-지식의 추상수준 2)

이 과제는 전체 차시 중에서는 12차시, 논변활동으로는 5번째 활동에

해당한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잎의 단면을 찍은 사진이 제공되었

고, 학생들은 사진을 보고 어느 쪽이 윗면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교사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단순히 잎의 윗면과 아랫면을 구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인식론적인 권위가 있는 동료의 의견에

의존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의 주도권을 학생

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이 과제는 탐구의 개방수준 측면에서 2수

준으로 분석되었다.

소집단 활동의 시작에서 학생들은 어느 쪽이 위, 아래인지에 대해 단

순히 자신의 생각을 제안했다. 이후 학생들은 단면 사진을 통해 관찰한

사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소집단 내에서는 관찰 결과를 확인하

고 공유하기 위한 정보 질문들이 나타났다.

4D : 이 동글동글한 게 물방울이지?

4C : 해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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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 동글동글한 게 해면조직인가?

4C와 4D는 정보 질문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공유했고, 이 후 담화에

서는 지속적으로 사고 질문이 나타났다. 과제 1에서 학생들은 사실 질문

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관찰 현상뿐만 아니라 이에 바탕을 둔 규칙 기반의 이해

가 필요하다. 이는 사진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선지식과 관찰사실을 연결시키기 위한 사고 질문을 제시하기 시

작했다. 이 때 과제 1과는 다르게 사고 질문은 대부분 교사가 아닌 소집

단 내의 동료 학생에게 제기되었다.

소집단 담화에서 학생들은 사고 질문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함과 동시

에 자신의 논변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사고 질문을 통해 선지

식을 바탕으로 관찰 사실을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

거로 사용하였다. 이 때 일부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관찰 사실과 연결시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4조의 담화의 일부이다.

4D : B 같은데. 울타리 조직은 빽빽하니까. 셀로판테이프도 여러 겹

붙이면 어두운 색으로 보이잖아. 울타리 조직도 여러 겹이니까.

4C : 울타리조직보다 해면조직이 더 두꺼워.

(중략)

4C : 너 상추나 깻잎먹지? 상추는 잎맥이 앞면에 있어 뒷면에 있어?

4D : 있긴 다 있는데 선명한 건 뒤쪽이지

4C : 그러면 이쪽이 더 많이 튀어나와있는데 이쪽이 앞면이면 물이 더

빨리 증발되지?

4D : 근데 너 상추 봤지? 앞쪽이 진해 뒤쪽이 진해?

4C : 앞이 진하지..근데 여긴 두께차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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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담화에서 4조의 학생들은 관찰 사실과 개인의 선지식을 연결하기

위한 추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4D는 울타리 조직에서

세포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과학 지식과 셀로판

테이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울타리 조직이 더 어두울 것이

라고 추론했다. 이러한 추론은 B쪽 부분이 더 어둡다는 관찰 사실과 연

결되어, B쪽이 윗면일 것이라는 4D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4C는

상추의 잎맥이 뒤쪽에서 더 뚜렷하다는 개인적 지식과 A위치에 잎맥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관찰 사실을 연결하면서 연결된 지식을 자신의 주

장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사고 질문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이끌어내고 추론하면서, 소

집단 내에서 속성과 규칙 수준의 이해가 구성될 수 있었다. 소집단 내에

서 제시된 사고 질문은 학생들의 선지식과 관찰 사실을 연결시키면서 추

론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추론은 소집단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학생들의 논변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원으

로 사용될 수 있었다(von Aufschnaiter et al., 2008).

학생들은 소집단 내에서 구성된 지식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의 의견에 대해 반론하고 반박했고,

이에 따라 수준 높은 논변활동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잎 단면의 색, 세포

의 배열, 기공의 위치 등 잎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

장을 정당화했다. 이 때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

한 증거들의 옳고 그름, 그리고 그 증거가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반론과 반박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다

음은 8조의 담화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8C : 나는 A쪽이 위라고 생각해.

8A : 왜 그러니?

8C : 왜냐하면 8에 있는 구멍은. 아주 아주 큰. (기공)

8A : 이거 구멍이 물방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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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8D : 나는 A쪽이 윗면이라고 생각해요.

8A : 왜 그렇게 생각하니?

8D : 저번에 선생님이 기공이 더 많은 쪽이 윗면이라고 하셨어요.

8A : 기공이 더 많은 쪽이 아랫면이에요.

8D : 아. 정말요?

8C : 그래서 저번에 현미경 볼 때 뒤쪽 뜯어낸 거 아냐?

(중략)

8D : 빛이 윗부분에서 먼저 흡수된다고 하면, 빛이 윗부분에서, A가

흡수하기 때문에, A가 위쪽이라고 생각합니다.

8A : 당근! 빛을 많이 흡수하면 더 초록빛을 띨 거 아니야. 그럼 B아

냐? 근데 문제는 또 규칙적인 것 같은 게 이쪽에 있어.

8B : 그런데 A가 좀 불규칙적인 것 같은데?

8조의 학생들은 관찰 결과와 자신의 선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였으며, 상대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처

음 8C와 8D는 기공의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였다. 이에

8A는 8C가 말한 대상이 실제 기공이 아니며 8D가 말한 기공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언급하면서 두 학생의 증거의 진위를 평가하고 이에 반론

했다. 8D는 이러한 8A의 반론에 맞서 새로운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

당화하면서 다시 반박했다.

소집단 논의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반론과 반박은 소집단에서 구성되는

지식의 발달을 가져왔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위협받

았을 때 새로운 과학적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

었다. 위의 담화에서 8D는 처음 기공의 위치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정당

화하였으나, 8A의 반론에 의해 주장의 타당성을 잃어버리자 다시 빛의

흡수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새로운 증거로 사용하였다. 반론, 반박, 정당

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과학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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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되고 새로운 지식이 연결되면서, 학생들이 구성한 과학 지식은 보다

정교해질 수 있었다.

수업 후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활동을 되돌아볼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학생들은 과제의 추상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다양

한 의견이 나타났음을 인식했으며, 이러한 복잡성이 더 깊은 추론을 가

능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연구자 : 오늘은 많이 했어?

8C : 오늘은 좀 시끄러웠어요..

연구자 : 오늘은 왜 그렇게 얘기가 많았어?

8D : 서로 얘기가 달라서..

8B : 어려워서

(중략)

8C : 그 구멍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뭔지, 막 그러면서 얘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의견이 막 나오니까, 다른 생각도 하게 되

잖아요.

연구자 : 다른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다? 또?

8A : 혼자서 상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아무도 이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데 실제로 관찰을 해서 본적은 없으니까. 이게

뭘까 생각도 하고

연구자 : 8B는? 모르는 걸 더 알게 되었어?

8B : 답이 없으니까..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었어요.

(수업 후 인터뷰, 소집단 8)

학생들은 이 과제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 것이 자신의 생각을 확장

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8A는 활동에 대한 안내가 없어짐에 따

라 스스로 깊게 생각할 수 있었음을 인식했으며, 다른 학생들 또한 답이

분명하지 않기에 보다 본인의 생각에 집중했다고 진술했다. 과제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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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실험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한다(김희경과 송진웅, 2004). 실제로 수업에서 8조에서는 잎의 절단면

에 생긴 기포를 보고 무엇인지 추측하고, 잎의 조직세포들의 배열의 규

칙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었

다. 또한 정해진 답이 없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는 상황은 학생들이

자신의 설명을 구성하고 상대를 설득하는데 더 많은 증거와 추론의 필요

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조현아 등, 2013), 이는 논변활동을 촉진시키는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2.3. 과제 3(탐구의 개방수준 3-지식의 추상수준 4)

이 과제는 전체 20차시 중 13, 14차시에 진행되었으며, 6번째 논변활동

에 해당한다. 13차시에서 학생들은 BTB용액의 특성을 이용하여 광합성

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설계를 수행해야 했다.

14차시에서는 각 소집단별로 구성한 실험 설계를 발표했고, 각 소집단별

로 상대 소집단의 실험 설계에 대해 반론하고 반박하였다. 이 수업은 원

래 기존 실험 설계에 대한 자신의 예측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개방수준으로 보면 2수준에 해당했다. 그러나 수업 전에 이루

어진 교사 면담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더 활발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기

존 과제보다 더 개방수준을 높이는 형태로 과제를 바꿀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반영하여 과제는 학생들이 광합성에 대한 실험 설계를 수행하는 것

으로 수정되었으며, 탐구의 개방수준이 3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지식의 추상수준 또한 처음 개발했던 것보

다 높아질 수 있었다. 이 과제는 원래 학생들이 광합성의 원리를 이해하

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였으며 지식의 추상수준으로는 3수준에 해당했

다. 그러나 탐구과제의 개방성을 높이면서 학생들은 실험설계를 위해 다

양한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과제는 복잡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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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4수준의 추상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되

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실험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예측해야 했다.

수업 시작에서 교사는 오늘 수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요청했다. 교사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중에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에게 이산화탄소가 광합

성에 쓰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 교사는 BTB 용액의 속

성을 시범실험을 통해 설명했고, 이 용액을 실험 설계에 사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된 활동지를 통해 시험관, 스포이트 등

의 기구와 호일과 검정말 등 재료들에 대해 안내했다. 학생들은 이를 바

탕으로 각 소집단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야 했다.

소집단 활동이 시작되자 각 소집단에서는 다양한 유형과 많은 수의 질

문이 나타났다. 이전 과제들에서는 활동의 시작단계에서 정보 질문이 나

타나면서 관찰 결과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지만, 이 과제에서는 실험을

설계해야 했기에 정보 질문으로 활동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대신 소집단

담화는 단순한 제안 또는 간단한 계획/절차 질문으로 시작했다. 일부 소

집단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BTB 용액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 질

문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8조 담화의

일부이다.

8C : 이게 광합성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이 용액이?

8A : 얘는 이게 중성인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해주는 용액이

야. 변하면 산성이고 변하면..

8B : 안 변하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야?

8A : 이산화탄소는 산성이야..

8C : 그럼 노란색으로 변하면 이산화탄소인 거네?

8조의 경우, 다른 조에서 바로 계획/절차질문이 시작된 것과는 달리



- 41 -

BTB 용액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8B와 8C는 사고

질문을 통해 소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에게 설명을 요청했고, BTB 용액

의 색깔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8조 학생들은 본격적인 실험 설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실험 설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모든 소집단 구성원들은 활발하

게 지식구성에 기여했다. 이전 과제와 비교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동등

하게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집단 산출물에 대한 각 학생들

의 기여 정도가 비슷해질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서 두드러졌다. 이전 과제에서 거의 논변활동에 참여하지 않았

던 학생들은 현상 및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사고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

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지식구성에 활발하게 참여한 원인 중 하나는 과제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수업 후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수업 내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연구자 : 제일 재밌었어?

8A :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냥 실험을 어떻게 하면 된다하면

그거 따라 하고 이미 배운 이론을 그걸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맨땅에 그냥 헤딩하는 것처럼 완전

그거 딱 하고 해봐 그러는 거니까.

(중략)

연구자 : 그럼 재미는 있는데 이게 내 공부에 도움이 될까?

8C : 근데 제가 직접 내린 가설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다 그리고 했으

니까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연구자 : 기억에 남는다? 그럼 8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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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 :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자..그럼 이걸 왜할까?

8D : 그냥 같이 참여하면요.. 참여해서 재미있어질 수도 있으니까..

연구자 : 재미도 찾고. 제일 큰 요인은 경험한다. 재미있다. 기억에 남

는다. 나도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그런걸 뭐라 그러지?

8A : 소속감...아 뭐라고 해야 하지? 뭔가 하고 있다는.

(수업 후 인터뷰, 소집단 8)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확인 실험의 형태와 새로 제시된 과제의

차이를 강하게 인식했다. 8A는 기존의 실험 수업이 교사가 제시한 내용

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이 과제는 주어진 안내 없이 스스로 지

식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

은 수업에서 자신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깊게 참여하였고 자신이

지식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을 느꼈다. 실험 설계의 주도권을 학생

에게 주어지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지식구성의 주체를 자신임을 느끼

게 하여 능동적인 지식구성을 가능하게 한다(Chin & Brown, 2002).

이후 담화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기 위한 사고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수업에 제시된 활동지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실험 도구 및 재료들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도구

및 재료들은 실험 설계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실

험을 설계하면서 각각의 재료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고 질문이 발생하였다. 다음은 8

조와 9조에서 나타난 담화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8조>

8B : 스탠드가 왜 필요해?

8A : 태양과 같은 역할을.

8D : 광합성이 안 일어날 때도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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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 : 빛이 없으면 안 일어나.

8C : 그러면 호일이 필요 없지 않아?

8A : 그런데 여기 쓰여 있어서.

8B : 호일을 씌워서 광합성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9조>

9A : 알콜램프..

9D : 그거 써서 뭐하려고?

9A : 그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선생님이..그걸로 열을 가하면

9D : 그게 아니고 검정말이 광합성할 때 산소가 나오잖아.

(중략)

9C : 깔때기 필요해?

9D : 필요 없지 않나? 그렇데 빨대가 없어.

9A : 그럼 여기 빨대를 그리자. 그럼 우리가 사와야 해?

9C : 깔때기로 불자.

위의 담화에서 각 조의 학생들은 활동지에 제시된 도구 및 재료들의

역할들에 대한 지식을 질문을 통해 구성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재료들

에 대해 하나씩 짚으면서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했고 이를 통해 각 변인들과 관련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다.

만약 그 재료가 실험 설계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학생들은 상대의 의견

에 대해 반박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제공된 전체 재료 중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재료들을 선택하고 이를 고려하여 변인을 설정할 수 있었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면서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전 과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구

성한 후 대표 의견을 선택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에 반박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이 과제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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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먼저 구성하기 보다는 공동의 지식을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목

표인 것처럼 보였다. 물론 학생들은 각 변인들을 고려하면서 재료 및 도

구의 필요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서로 논박했지만, 결국에는 논의된 내

용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의 실험 설계 내용을 구성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 수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협력적인 논의는 학생들의 지식구성과

논변활동을 상호적으로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협력적 논의

는 학생들이 지식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지

식의 소유권을 자신들이 갖게 함으로써 논변활동을 스캐폴드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김희경과 송진웅, 2004;

Evagorou & Osborne, 2013).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

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했고 이는 개념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이끄는 사고 질문을 이끌

었다. 사고 질문에 의해 학생들은 선지식을 효과적으로 가져오고 이를

정교화 시키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식을 구성

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실험설계 내에 통합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체계적

수준의 이해를 구성할 수 있었다.

각 소집단에서 실험 설계가 이루어진 후, 이어지는 14차시의 수업에서

이에 대한 전체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체 토론에서는 학생들이 각 소집

단별로 구성한 실험 설계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

은 교사의 안내 하에 일종의 게임처럼 진행이 되었다. 각 소집단에서 실

험 설계를 발표하면, 지정된 다른 두 소집단에서는 발표한 소집단의 실

험 설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야 했다. 만약 발표한 소집단이 제기된 반

론에 대해 적절하게 반박한다면 발표 소집단에 점수가 주어졌으며, 반대

로 제기된 반론에 타당하게 반박하지 못했다면 반론을 제기한 소집단에

점수가 주어졌다.

14차시에 이루어진 전체토론에서는 이전 차시 수업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13차시에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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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협력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14차시 전체

토론에서는 학생들은 서로의 주장에 반론하고 반박하는데 초점을 두었

다. 14차시에서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상대 소집단에게 반론 및 반박하려

고 노력하였으며, 상대방의 실험 설계에서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대조군과 실험군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

지에 대해 평가하는 높은 수준의 반론 및 반박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변

인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심층적인 추론을 가능하

게 했고, 이러한 추론은 학생들이 구성하는 논변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

다.

두 차시 수업동안 같은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과제가 가지는 탐구의

개방수준과 지식의 추상수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두 수업에서 학생들

이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Berland와 그의

동료들은(Berland & Reiser, 2011; Berland & Hammer, 2012) 수업을 이

끄는 교사가 발화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논변활동 참여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했

다. 예를 들어 Berland와 Reiser(2011)는 학생들이 수업의 목적을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또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의 특성이 달라졌음을 발견했다. 이와 유

사하게 각 차시에서의 교사의 수업 안내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같은 과

제 내에서도 학생들의 활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13차시에서는 교사

는 학생들이 소집단끼리 공동으로 실험을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

는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을 협력적인 이해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했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학생들이 공동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음을 암시한다. 반면 14차시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이

의를 제기하고 이에 반박하는 것을 교사가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쟁

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이 반론, 반박하는 것에 참여했다. 즉 과제를 이끌

어가는 교사의 안내 및 지원은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논변활동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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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제 4(탐구의 개방수준 2-지식의 추상수준 4)

이 과제는 전체 20차시 중 19차시에 이루어졌으며, 7번째 논변활동에

해당한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싹튼 콩과 싹트지 않은 콩의 무게를 비

교한 결과를 예측해야 했다. 학생들은 두 콩의 무게를 비교한 세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른 후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여 가장 타당한 의견을

소집단 대표 의견으로 선정해야 했다. 이 수업에서 교사는 실험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실험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작

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이 수업의 목적이 자신의 주장

을 타당하게 구성하고, 이를 소집단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임을 강조했

다. 다음은 수업의 도입에서의 교사의 발화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

교사 : 실험 결과에 대한 것을 세 개의 선택이죠? 세 개의 선택 중에

어떻게 실험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하시면 되고

요. 그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시는데. (중략) 저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수업의

목적은 오히려 뒷부분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나눌 수 있

는 것. 그리고 타당한 방법으로 의사 전달하는 것.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중략). (조의 의견이)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이 수업에서 교사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논변활동의

목적 및 형태가 무엇인지를 강조했다. 교사는 실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예측할 것을 요청했으며, 실험이 이루어진 상황 외에 어떠한

문제 해결 방향도 제안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과제는 탐구과제의 개방

수준이 2수준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강조했다. 즉 교사는 이 수업에서 대화적인(dialogical) 논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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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집단 내에서 대안적인 입장들을

고려하고 다양한 입장들이 경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Driver et al.,

2000).

이 과제는 콩의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높은 지식의 추상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콩의 무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광합성, 호흡의 원리와

에너지의 개념을 연결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실험에 미칠 수 있는 다

양한 변인, 예를 들면 건조 시간 및 빛의 양 등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제가 요구하는 지식의 추상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인

4수준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의 제시된 과제가 탐구의 개방수준 및 지식의 추

상수준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고, 수업의 어떤

맥락이 논변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다음 담화는 수업 후의 인터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과제 상황을 보여준다.

연구자 : 오늘 했던 주제는 논변 주제로 어떻다고 생각해?

8A, 8C : 좋아요.

연구자 : 왜 좋다고 생각해?

8A : 보기도 세 개고.

8B :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연구자 : 누가 확실한 의견을 가지는지 모르니까?

(중략)

연구자 : 애매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 거지?

8A : 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딱 주시고 설명도 많이 안 해주셔

서. 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수업 후 인터뷰, 소집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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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이 과제가 다양한 보기를 가졌고 교사의 안내 및 설명이 거

의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방이 되어

있음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이 과제에

내재된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이 과제가 학생들이 관찰한 것만

을 바탕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다소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

을 말한다. 이 과제는 문제의 해결을 학생들이 주도함과 동시에 관찰한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추상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은 문제에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제공함

과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논변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되

고 있었다.

과제에서 정답 선택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수업의

시작에서부터 소집단 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 질문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특히 과제에서 나타난 사고 질문은 이해 질문이나 변칙발견 질

문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해 질문과 변칙발견 질문은 주로 학

생들이 과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요

청하거나 자신의 인지갈등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질문이다(Chin &

Brown, 2002). 이러한 사고 질문이 다수 나타났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고 이를

어려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수업 후 인터뷰에서도 확

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이 과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거야? 아님 확실한 답을 몰라서 그런 거야?

8C : 문제 자체가 이해가.

연구자 : 아님 논변 과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야?

8B : 어려워서.

(중략)

8A : 그래도. 다른 것보단 어려운 게 좀 나아요.



- 49 -

연구자 : 왜?

8A : 뻔한 건 너무 지루해요

8B : 맞아요.

연구자 : 어. 굳이 논변 안 써도 되니까?

8A : 네. 이거는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뻔하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쓰니까. 그냥 그런데서 배우는 건 논

변하는 기술? 그런 것만 배우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오케이. 그럼 8D는 어떻게 생각해?

8D : 아 그러니까 쉬운 것보단 어려운 게 나은데, 너무 어려웠어요.

(중략)

8B : 맞아요. 그. 대충 거의 도움카드에 있는 거, 그런 건 이해는 가고,

이해는 가는데 의견은 확실히 모르겠는 거.

(수업 후 인터뷰, 소집단 8)

수업 후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과학 지식의 추상

수준이 매우 높았고, 이해하기에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은 개념

적인 지원을 위해 제공된 도움카드 내용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고 언

급했다. 물론 학생들은 어느 정도 추상수준이 있는 과제가 지루하지 않

고 주제에 대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너무 높은

추상수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고 질문을 하면서 실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논의했다. 활동지에 제공된 도움카드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각각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서로에

게 질문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논의 내내 반복되

었다. 다음은 학생들의 위와 같은 논의의 유형을 보여주는 소집단 담화

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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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 : 에너지가 많을수록 무게가 더 많은 건가?

8A :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왜 무게가 많이 나가.

8C : 그럼 적게 나가나..

8D : 이게 무슨 말이야?

8B : 양분이 분해되면 무게가 줄어든데

8D : 그럼 이게 양분이 분해된 거야?

8B : 그. 뭐지? 식물이 호흡을 하면 양분이 분해된데

(중략)

8B : 광합성 하면 무게가 줄어들어?

8A : 아니. 무게가 늘지 않아?

(중략)

8D : 여기에는 성장을 하면 양분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아니야?

8B : 양분을 쓰지. 그만큼 쓰잖아

8D : 생물은 햇빛이 있을 때 광합성을 한다는 건 상관없지 않아? 빛

이 없다는데

비록 소집단 내에서 실험 결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논의된 지식을 소집단 내의 모든 학생들이 이해하지는

못했다. 학생들은 논의된 지식들 중에서 일부 지식들만을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었고, 이해한 지식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사용

할 수 있었다. 다음은 8조의 두 학생들이 소집단 담화를 통해 구성한 논

변이다.

8A : 광합성을 통해 씨와 열매에 저장된 광합성 산물은 콩이 싹이 틀

때 필요한 에너지로 쓰여 생장에 쓰인다. A는 양분을 그대로, 물

은 빠지지만, B는 싹트는데 물과 양분이 다 빠졌고, 또 B가 호흡

량이 많아 영양소가 분해되어 무게가 덜 나갈 것이다. 따라서 A

가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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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 : 얘가 건조가 안 되었다면 얘가 더 무거울 거 아냐. 얘는 물 안

주고 싹트게 하지 않았으면 계속 마르는데, 얘는 물을 준 다음에

마르게 하면 물이 있을 수 있잖아.

두 학생은 소집단에서 논의된 내용과 활동지에 제시된 도움카드를 이

용해서 자신의 논변을 위와 같이 구성했다. 8A는 활동지에 제시된 도움

카드의 내용을 이해했고, 이를 소집단 구성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8A는 주로 다른 구성원들이 이해

못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지식 자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8A는 활동지에 자신의 이해를 재구성하여 논변을 작성했고, 자신

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광합성과 호흡의 원리, 그리고 에너지의

개념 등 다양한 원리를 연결시켜 이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

하였다. 그러한 반면 8D의 경우 소집단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 충분

히 이해하지 못했다. 소집단 담화에서 8D는 주로 주장을 하거나 정당화

를 하는 대신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 질문을

던졌다. 초반에는 질문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논의 후반부에 8D는 콩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에

초점을 두었다. 8D는 3일 동안 건조시킨 콩에 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고 이러한 논변은 논의가 끝날 때까

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 때 8D의 근거에 대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반론

이 제안되었지만 8D는 반론에 대해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근거

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는 8D가 실험 결과와 관련된 다른 원리

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콩 내부의 수분의 양이라는 속성과 규칙 수준(추

상수준 2)의 지식을 이해하는데 그쳤다는 것을 암시한다. 활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집단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지식들이 논의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해한 특정 수준의 지식에만 초점을 맞춰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한 8D와 같은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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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볼 수 있다. von Aufschnaiter와

von Aufschnaiter(2003)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의 정신적인

활동이 주로 구체적 영역 수준 및 속성과 규칙 수준에 속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또한 중학생들의 논변활동 과정을 연구한 von Aufschnaiter 등

(2008)의 사례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체적 영역 수준의 수준을 보였

으며 일부 학생들만이 속성과 규칙 수준의 이해를 보였다. 위 연구자들

은 학생들의 이해의 추상수준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높아질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과제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

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학생들은 제공받은 과제에 대한 내용의 추

상수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논변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

식을 정교하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설계할 때, 과제가 가진

내용의 추상수준과 함께 학생들이 가지는 선지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논변을 구성하는데 있어 개념적

인 지원을 위해 도움카드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도움카드의

내용을 어려워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도움카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사

전에 접한 경험의 부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전 과제에서 교사가 활

동 시작 전에 과제와 관련된 과학 지식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던 반면,

이 과제에서는 수업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이러한 명시적인 안내의 부족은 학생들이 도움카드 및 과제의 내용에 대

해 익숙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고, 학생들은 과제에 대한 이해의 한계

에 부딪혔을지도 모른다. 즉, 과제 내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논의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선지식을 가져오는 것을 어렵게 했을 것이다.

각 학생들이 보인 이해 수준의 차이는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다음과 같

은 특성을 이끌었다.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이용하여 자신

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또한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학생들

은 상대방의 근거를 평가하고 반론하는 과정 없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거나 담화를 중단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결과는 개인이 이해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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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추상수준이 맞지 않으면 학생들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하다

(Schwarz et al., 2003; von Aufschnaiter, 2003; von Aufschnaiter et al.,

2008). 따라서 높은 수준의 논변활동과 학생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

은 학생들에 과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 및 내용에 대한 친숙함을 필

요로 한다(이경현 등, 2012; von Aufschnait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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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학교 과학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과학이 가지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과학 교수에서의 논변활동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Driver et al.,

2000). 과학 교육자들은 생산적인 논변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 어떤 학습 맥락이 논변활동을 촉진시키고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논변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탐구과제의 개방수준과 과학지식의 추상수준이

라는 두 가지 과제 특성에 따라 과제를 분류하고, 각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중학생들의 소집단 논변활동 양상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나타나는 학

생들의 추론 및 이해를 탐색하기 위해 소집단 담화에서의 학생들의 질문

을 분석했고, 이들 질문이 어떻게 소집단의 지식구성 및 논변활동을 이

끄는지를 탐색했다. 그 결과, 탐구의 개방수준과 과학지식의 추상수준이

다른 과제를 수행할 때 소집단 내에서 발생한 질문의 수와 종류가 다르

게 나타났다. 탐구과제의 개방수준이 높은 과제에서는 전체 질문의 수가

많았고 사고 질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식의 추상수준이 높

은 과제를 수행할 때, 소집단 담화에서 사고 질문의 비율이 높았다. 이

때 탐구과제의 개방수준이 높은 과제를 수행할 때는 사고 질문 중에서

계획/전략 질문이 많이 나타났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학지식의 추

상수준이 높은 과제에서는 이해 질문과 변칙발견 질문과 같이 설명을 요

청하는 사고 질문의 수가 많았다. 소집단 담화에서 사고 질문은 학생들

이 자신의 경험 및 과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선지식을 가져오는 것을 자

극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고 질

문을 통해 소집단 내에서 지식을 구성하고 이를 발달시켜 나갔으며, 보

다 높은 수준으로 통합된 지식들은 학생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탐구의 개방수준은 과제 개발자들의 의도 뿐 아니라 교사에 의해서 달

라졌으며, 수업 실행에서 개방 수준은 학생들의 논변활동에 영향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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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탐구 단계의 개방수준이 높아져 학생들이 활동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학생들은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권위가 교사에서 자

신들에게로 이동했음을 인식했고 자신들이 지식구성에서 중심적인 역할

을 한다고 느꼈다. 이러한 인식은 소집단 내에서 협력적인 지식구성을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소집단 논의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고려될 수 있

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통합된 수준 높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

었고, 학생들이 서로의 논변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남

에 따라 소집단 내에서 서로의 의견에 대한 반론과 반박이 활발해졌다.

과제가 가지는 지식의 추상수준 또한 과제 개발자의 의도뿐 아니라 실

제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었다. 과제에서 요구하

는 지식의 추상수준이 매우 낮을 때, 학생들은 답을 찾는 과정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 지루하고 자신의 과학학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반면 학생들은 과제의 추상수준이 적절할 때

도전의식을 느꼈고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논의가 촉진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 그러나 과제에 내재된 과학지식의 추상수준이 매우 높

은 과제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에서의 일부 제한점이 나타났다. 다양한 아

이디어들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만이 체계적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낮은 추상수준의 이해에 머물렀

다. 학생들은 선지식을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상대방의 논변을 이

해하지 못하여 의미 있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

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보이는 경우, 학생들의 선지식

을 고려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의 안내 및 지원 전략이 필요해 보

인다.

이전의 전통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

은 협력적인 담화와 논변이 어떻게 학습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탐구해왔

다. 학생들은 대화를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를 정당화하고, 서로의 아이디

어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변을

통한 학습은 새로운 이해를 구성하고 추론하는 것을 배우는 핵심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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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 할 수 있다(Osborne, 2010). 논변을 통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들이 좋은 논변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을 조력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과제를 개발

하고, 과제가 가지는 탐구의 개방수준과 내재된 지식의 추상수준이 어떻

게 소집단 지식구성 및 논변활동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하

였다. 이 연구 결과는 과제 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과 참여 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생산적인 논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는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마다 서로 다

른 이해수준 및 경험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발판 삼아 학생들이 논변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업 전

략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앞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성

공적으로 논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더 나은 수업 전

략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57 -

참 고 문 헌

김미경, 김희백. (2007). 연구논문: 학생들이 제시한 질문의 유형 분석을

통한 개방적 참탐구 활동의 인지적 추론 측면의 효과. 한국과

학교육학회지, 27(9), 930-943.

김희경, 송진웅. (2004). 연구논문: 학생의 논변활동을 강조한 개방적 과

학탐구활동 모형의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6), 1216-

1234.

박영신. (2006). 교실에서의 실질적 과학 탐구를 위한 과학적 논증 기회

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지구과학회지, 27(4), 401-415.

윤선미, 김희백. (2011). 소집단의 논변활동을 위한 과학 탐구 과제의 개

발과 적용.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1(5), 694-708.

이경현, 윤선미, 김희백. (2012). 중학생들의 생물 분류에 대한 소집단 논

변활동의 이해: 리더의 역할을 중심으로. 생물교육, 40(1),

71-86.

이명숙, 조광회, 송진웅. (2004). 소집단 실험활동에서 나타난 중학생 질

문-응답의 유형과 빈도.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2), 277-286.

이지영, 김희백. (2011). 갈등 상황에서 구성된 중학생들의 소집단 논변활

동 유형.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9(2), 235-247.

정주혜, 김희백. (2010). 연구논문:[증거 기반 설명 활동] 이 고등학생들의

논변 수준과 진화 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 생물교육, 38(1),

168-183.

조현아, 장지은, 김희백. (2013). 데이터 출처 유형에 따른 중학생의 소집

단 논변활동의 인식론적 수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3(2),

486-500.

최지혜, 이신영, 김희백. (2014).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학습자의 학습접

근방식과 지식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양상. 생물교육. 42(4),



- 58 -

371-385.

Abd-El-Khalick, F., Bell, R. L., & Lederman, N. G. (1998). The

nature of science and instructional practice: making the

unnatural natural. Science Education, 82(4), 417-436.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3).

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 Oxford University Press.

Bell, P., & Linn, M. C. (2000). Scientific arguments as learning

artifacts: designing for learning from the web with KI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2(8), 797-817.

Bell, R. L., Smetana, L., & Binns, I. (2005). Simplifying inquiry

instruction. The Science Teacher, 72(7), 30-33.Berland, L.

K., & Reiser, B. J. (2009). Making sense of argumentation

and explanation. Science Education, 93(1), 26-55.

Berland, L. K., & Reiser, B. J. (2011). Classroom communities'

adaptations of the practice of scientific argumentation.

Science Education, 95(2), 191-216.

Berland, L. K., & Hammer, D. (2012). Framing for scientific

argument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9(1), 68-94.

Chin, C., & Brown, D. E. (2002). Student-generated questions: A

meaningful aspect of learning in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4(5), 521-549.

Chin, C., & Osborne, J. (2008). Students' questions: a potential

resource for teaching and learning science. Studies in

Science Education, 44(1), 1-39.

Chin, C., & Osborne, J. (2010a). Students' questions and discursive

interaction: their impact on argumentation during

collaborative group discussions in science. Journal of



- 59 -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7(7), 883-908.

Chin, C., & Osborne, J. (2010b). Supporting argumentation through

students' questions: case studies in science classrooms.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9(2), 230-284.

Chinn, C. A., & Malhotra, B. A. (2002). Epistemologically authentic

inquiry in school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inquiry tasks. Science Education, 86(2), 175-218.

Collette, A. T., & Chiappetta, E. L. (1984). Science Instruction in the

M iddle and Secondary Schools. The CV Mosby Company,

11830 Westline Industrial Drive, St. Louis, MO 63146.

Driver, R., Newton, P., & Osborne, J. (2000). Establishing the norms

of scientific argumentation in classrooms. Science

Education, 84(3), 287-312.

Duschl, R. A., & Osborne, J. (2002). Supporting and promoting

argumentation discourse in science education. Studies in

Science Education, 38, 39-72.

Duschl, R. A., Schweingruber, H. A., & Shouse, A. W. (2007). Taking

Science to School. Learning and Teaching Science in

Grades K-8.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Entwistle, N. J., & Ramsden, P. (1982). Understanding Student

Learning, London: Croom Helms: NY: Nichols Publishing

Co.

Erduran, S., Simon, S., & Osborne, J. (2004). TAPping into

argumentation: developments in the application of

Toulmin's argument pattern for studying science discourse.

Science Education, 88(6), 915-933.

Evagorou, M., & Osborne, J. (2013). Exploring young students'

collaborative argumentation within a socioscientific issue.



- 60 -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50(2), 209-237.

Giere, R. N. (1991). Understanding scientific reasoning (3rd ed.).

Forth Worth, TX: Holt.

Herron, M. D. (1971). The Nature of Scientific Enquiry. The School

Review, 171-212.

Hodson, D. (1996). Practical work in school science: exploring some

directions for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8(7), 755-760.

Hofstein, A., & Lunetta, V. N. (2004). The laboratory in science

education: found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cience Education, 88(1), 28-54

Jiménez-Aleixandre, M. P., & Erduran, S. (2008). Argumentation in

science education: an overview. In Erduran, S &

Jiménez-Aleixandre, M. P.(Eds), Argumentation in Science

Education: Perspectives from Classroom-based Research.

(pp. 3-27). Dordrecht: Springer.

Kind, P. M., Kind, V., Hofstein, A., & Wilson, J. (2011). Peer

argumentation in the school science laboratory - exploring

effects of task fea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3(18), 2527-2558.

Krajcik, J., Blumenfeld, P. C., Marx, R. W., Bass, K. M., Fredricks, J.,

& Soloway, E. (1998). Inquiry in project-based science

classrooms: Initial attempts by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7(3-4), 313-350.

Kuhn, D. (1991). The skills of arg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Kuhn, D. (1992). Thinking as argu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62(2), 155-179.

Kuhn, D. (1993). Science as argument: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 61 -

learning scientific thinking. Science Education, 77(3),

319-337.

Lederman, N. G. (1992). Students' and teachers' conceptions of the

nature of science: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9(4), 331-359.

Lederman, N. G. (1998). The state of science education: subject

matter without context. Electronic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 N2.

Lederman, N. G., Abd‐El‐Khalick, F., Bell, R. L., & Schwartz, R. S.

(2002). Views of nature of science questionnaire: toward

valid and meaningful assessment of learners' conceptions

of nature of scien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9(6), 497-521.

McNeill, K. L., & Krajcik, J. (2007). Middle school students' use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evidence in writing scientific

explanations. Thinking with data, 233-265.

Newton, P., Driver, R., & Osborne, J. (1999). The place of

argumentation in the pedagogy of school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1(5), 553-576.

National Research Council (Ed.). (1996).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National Academy Press.

National Research Council (Ed.). (2000). Inquiry and the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 A Guide for Teaching and

Learning. National Academy Press.

Osborne, J. (2010). Arguing to learn in science: The role of

collaborative, critical discourse. Science, 328(5977), 463-466.

Roth, W. M. (1995). Authentic School Science.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62 -

Sandoval, W. A., & Reiser, B. J. (2004). Explanation‐driven inquiry:

integrating conceptual and epistemic scaffolds for scientific

inquiry. Science Education, 88(3), 345-372.

Sandoval, W. A. (2005). Understanding students' practical

epistemologies and their influence on learning through

inquiry. Science Education, 89(4), 634-656.

Sandoval, W. A., & Millwood, K. A. (2005). The quality of students'

use of evidence in written scientific explanations. Cognition

and Instruction, 23(1), 23-55.

Sampson, V., & Clark, D. B. (2008). Assessment of the ways

students generate arguments in science education: current

perspective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directions.

Science Education, 92(3), 447-472.

Sampson, V., & Grooms, J. (2008). Science as argument-driven

inquiry: the impact on students’ conceptions of the nature

of scientific inquiry. In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Baltimore, MD.

Sampson, V., & Clark, D. (2009). The impact of collaboration on the

outcomes of scientific argumentation. Science Education,

93(3), 448-484.

Sampson, V., & Gleim, L. (2009). Argument-driven inquiry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important concepts & practices in

biology. The American Biology Teacher, 71(8), 465-472.

Sampson, V., Grooms, J., & Walker, J. P. (2011). Argument‐driven

inquiry as a way to help students learn how to participate

in scientific argumentation and craft written arguments: An

exploratory study. Science Education, 95(2), 217-257.



- 63 -

Schwab, J. J. (1966). The Teaching of Science as Enquiry. Harvard

University Press.

Schwarz, B.B., Neumann, Y., Gil, J., & Ilya, M. (2003). Construction

of collective and individual knowledge in argumentative

activity.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2, 219–256.

Toulmin, S. (1969). The Uses of Argument. 1958. SE Toulmin.–2nd

ed.–2003.

Vygotsky, L. S. (1985).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 MIT

Press

von Aufschnaiter, C., & von Aufschnaiter, S. (2003). Theoretical

framework and empirical evidence of students' cognitive

processes in three dimensions of content, complexity, and

tim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0(7),

616-648.

von Aufschnaiter, C. (2006). Process based investigations of

conceptual development: An explor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4(4),

689-725.

von Aufschnaiter, C., Erduran, S., Osborne, J., & Simon, S. (2008).

Arguing to learn and learning to argue: case studies of

how students' argumentation relates to their scientific

knowledg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5(1),

101-131.

Walker, J. P., Sampson, V., & Zimmerman, C. O. (2011).

Argument-driven inquiry: an introduction to a new

instructional model for use in undergraduate chemistry labs.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88(8), 1048-1056.

Walker, J. P., & Sampson, V. (2013). Learning to argue and arguing



- 64 -

to learn: argument‐driven inquiry as a way to help

undergraduate chemistry students learn how to construct

arguments and engage in argumentation during a

laboratory cours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50(5), 561-596.

Wilson, C. D., Taylor, J. A., Kowalski, S. M., & Carlson, J. (2010).

The relative effects and equity of inquiry-based and

commonplace science teaching on students' knowledge,

reasoning, and argument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7(3), 276-301.

Watson, J., Swain, J. R., & Mcrobbie, C. (2004). Students' discussions

in practical scientific inqui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6(1), 25-45.

Zion, M., Slezak, M., Shapira, D., Link, E., Bashan, N., Brumer, M., &

Valanides, N. (2004). Dynamic, open inquiry in biology

learning. Science Education, 88(5), 728-753.

Zohar, A., & Nemet, F. (2002). Fostering students' knowledge and

argumentation skills through dilemmas in human genetic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9(1), 35-62.



- 65 -

부 록

<과제 1>



- 66 -

<과제 2>



- 67 -

<과제 3>



- 68 -

<과제 4>



- 69 -

Abstract

Understan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small group

argumentation according to

the openness level of inquiry and

the abstraction level of knowledge

Lee, Youngmi

Biolog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ow task

characteristics influence group argumentation in secondary

students. Thirty-seven students in the seventh grade

participated in group argumentation regarding photosynthesis. The

task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based on four levels of

openness for inquiry and four levels of knowledge abstraction.

The four levels of openness of inquiry were decided based on which

questions, methods, and solutions were teacher-guided or

student-centered. The four levels of knowledge abs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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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ecided based on knowledge features, which ranged

from simple observations to comprehensive mechanism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and types of questions were

expressed in the lesson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ask

characteristics. The students asked more questions during tasks

with higher levels of inquiry than other tasks. Students

frequently asked wonderment questions during tasks with

higher levels of abstraction, which facilitated students in constructing

knowledge that was more abstract. The types of questions and

argument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task characteristic related to

the levels of openness for inquiry, and the levels of knowledge

abstraction are described as follows. In tasks with inquiry Level-1

Abstraction Level 1, a few basic information questions were

presented, and students rarely engaged in argumentation. In tasks

with inquiry Level-2 Abstraction Level 2, students articulated

their prior knowledge through basic information questions and

actively engaged in self-justification and rebuttals through questions

related to anomaly detection and comprehension. In tasks with inquiry

Level-3 Abstraction Level 3, as students asked a number of

planning/strategy questions during the formation of the variable and

control groups, active justifications and rebuttals emerged

during group interaction. During tasks with inquiry Level-2

Abstraction Level 4, although several students suggested various

comprehension ques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they could not

reach a consensus within the group due to individual students

who offered self-justification with a limited understanding.

These findings c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experience epistemic practices through argumentation activitie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ask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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