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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논증활동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에 대한 분석

- 반박(Rebuttal)을 중심으로 -

통계적 추론은 최근 통계적 논증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통계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어왔다. 통계적 추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

지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통계적 추론을 가르치기 위해 실제적

인 교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계

적 추론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진정한 통계적 추론을 경험하기 위한 교수학습 상황

으로 ‘통계적 논증활동(statistical argumentation)’을 정의하고, 반박의 유

형과 상호작용의 유형이 통계적 추론 논증의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일상 언어와 기존의 지식을 이용

해 자료에 대해 추론하는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이 학생들의 논증활동과

사회적인 과정에서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반박은 높

은 수준의 논증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추론을 자극하는 요소로 여겨진

다.

본 연구에서는 Clark과 Sampson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담화를 역할에

따라 코드화하고 반박에 초점을 두고 범주화하였다. 그들의 연구를 바탕

으로 반박을 논지에 대한 반박(rebuttal against thesis, RT)과 근거에 대

한 반박(rebuttal against ground, RG)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Hogan과

동료들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반박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반응적 상호작용(responsive interac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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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질문자와 응답자의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논의를 제시하

는 유형이며, 정교한 상호작용(elaborative interaction)은 참여자가 이전

에 제시된 다른 참여자의 진술을 추가, 수정 혹은 변증법적으로 발전시

키며 논의에 기여하는 유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

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반박의 유형과 상호작용의 유형, 통계적 추론의

수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명의 중학교 수학우수아들을 대상으로 자료집합을 비

교하여 통계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두 개의 과제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의 담화를 분석한 결과, 반박을 많이 제시하

는 참여자일수록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참여자들은 RT를 제시할 때 보다 RG를 제시할 때 높은 수준

의 추론을 하였다. 또한 RG는 주로 정교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RT

는 주로 반응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로 반응적 상호작용이 나타난 사례에서는 초기 추론이

가진 한계나 오류가 명료화되지 못하고 논의가 종결되었으며 초기 추론

을 수정하는데 RT가 기여하지 못했다. 반면, 주로 정교한 상호작용이 나

타난 사례에서는 초기 추론이 가진 한계나 오류가 명료화되어 논의의 중

심이 되고 참여자들이 RG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연결, 종합 또는

수정하면서 논의가 확장되고 발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

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반박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박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유형이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과 논의의 흐름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통계적 추론, 통계적 논증활동, 반박의 유형, 상호작용의 유형

학 번 : 2015-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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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실세계의 예측과 자료 분석의 도구로서의 학문적 정체성을 가지는 통계

학은 그동안 수학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면서 수학적 알고리즘과 절차적

지식의 형태로 가르쳐져 왔다(Garfield & Gal, 1999). 하지만 수학과 통

계학은 서로 다른 인식론적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그 뿌리가 다르

다. 결정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수학적 인식론은 어떤 우연적인

사건의 발생에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존재하고 그 이

유에 의해 필연적이고 결정적인 법칙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

는 관점이다. 이러한 수학적 인식론에서는 우연이란 무지의 산물에 지나

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사건의 발생 기제로서 우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

는다. 하지만 통계적 인식론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연적인

속성을 지닌 경험적 지식을 합리성의 연단을 거치도록 하는 비 결정론적

인식론의 한 형태로 수용한다. 즉, 통계적 방법과 수학적 방법은 인식론

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놓여있다(이영하, 2014).

통계학은 우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해 상대적인 확실

성을 부여하는 과학이기도 하다. Kendell(1968)은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인 우연과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불확실성에

목적을 부과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즉, 통계

학은 비 결정론적인 인식론을 바탕으로 우연과 불확실성을 다루고 변이

를 통제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통계교육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통계학의 본질을 간과한 채 통계학을 수학의 방법으로만 다루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통계교육의 대안으로 통

계학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는 통계적 추론, 사고, 소양을 위한 통계교육

(Cobb, 1992; Moore, 1990; Wild & Pfannkuch, 1999)에 주목하고 있다.

통계적 추론 역시 수학적 추론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수학적 명제와

결과들이 주로 연역적 추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반면, 통계적인 주장과

결론은 귀납적 추론과 가추적 추론에 의해 정당화된다. 연역적 추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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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음이 확립된 전제들로부터 하위 주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결과가 참

이라는 것이 필연적이지만(우정호, 2000), 귀납적 추론과 가추적 추론에

의한 결과는 전제를 단지 부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확

실하고 확률적인 참을 얻을 뿐이다(남주현, 2007). 연역적 추론은 하나의

사실 또는 현상이 참임을 보이기 위해 참인 일반적 법칙에서 연역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반면(이정모, 1999), 귀납적 추론과 가추적 추론은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보편적 원칙을 찾기 위해 결론의 개연적 참을 논

증해야 한다. 이때 관찰한 일부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은

얻기 위해서는 귀납적 도약이 필요하고(전영삼, 2013) 이 과정에서 불확

실성과 변이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적

추론은 수학적 추론보다 오히려 과학적 추론에 가깝다.

Abelson(1995)은 통계학의 인식론적 본질과 함께 자료의 논쟁적인

(argumentative) 본질을 강조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통계학과 자료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통계학의 목적은 자료처리 기술

과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양적 자료로부터 흥미로운 패턴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논증을 조직하여 통계적 추론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Abelson은 통계학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정직한 법률

가와 능력 있는 탐정, 그리고 좋은 스토리텔러”의 기술을 함양한 사람이

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Gal과 Garfield(1997) 역시 통계적 문제와 수학적

문제의 차이를 통해 통계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하나의 해답을 가지지 않

으며 학생들이 제시하는 판단과 추론이 통계의 본질적 측면에서 다루어

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많은 통계적 문제의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의 수학적 해답을 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계의 실제적인 문제들은 하나

의 질문에서 시작되어 합리성의 정도가 다른 의견의 제시로 끝

이 난다. 통계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료에 대해 논리 정연하

게 서술하고, 추론과 의견을 판단하거나, 자료를 해석하여 주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판단과 추론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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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옳거나” 혹은 “틀린”것으로 특징될 수 없고 대신 추론의

수준, 적용한 방법의 적절성, 사용한 자료와 증거의 본질적 측면

에서 평가되어야 한다(Gal & Garfield, 1997, p.6).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통계적 논증활동은 통계학의 인식론적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통계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합리성의 정도가 다른 의견과 판단

이 제시될 때 학생들은 자료를 해석하여 타당성이 높은 주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비판적인 평가 능력은 성공적인 논증활동을 위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통계교육의 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통계적 소양

또한 “통계 정보나 자료와 관련된 주장과 확률, 통계적 현상들을 해석하

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통계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의사소통

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Gal, 2002). Rumsey(2002)의 연구에서도 ‘의사소

통 능력’과 ‘비판적 평가능력’은 통계적 소양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량

으로 강조된 바 있다. 학생들이 통계적 논증활동을 통해 자료에 대해 의

사소통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통계적인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과 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

인 논증활동에서 반박을 통해 드러난다. 논증활동에서 반박은 설득적인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와 정당화의 타당성에 이의의 제기하

는 것”(Erduran et al., 2004)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비판적인 평

가 능력’을 필요로 한다. 반박을 제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박에 직면

하는 사람 또한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타당성

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과 상대방의 정당화 과정을 되돌아본다. 선행연구

들은(Erduran et al., 2004; Clark & Sampson, 2008) 반박을 논증의 중요

한 요소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논증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로 삼는다.

추론과 논증이 변증법적으로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서정혁,

2015) 반박의 제시는 논증의 수준을 높이고 추론의 과정과 결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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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추론과 논증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결과물인 활동지와

면담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담화를 분석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물을 분석

하는 방법은 논증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고, 면담에서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사회적인 논증의 과

정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비형식적 통계적 추

론이 일상적인 언어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논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

들의 담화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증활동의

담화를 반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담화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

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들의 담화를 역할에 따라 분

류하고 담화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한다. 또

한 반박 참여율과 반박의 유형, 상호작용의 유형과 관련하여 통계적 추

론의 수준 상승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 문제 1. 반박 참여율과 논증활동 참여자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반박의 유형에 따라 논증활동 참여자의 통계적 추론의 수

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반박에 의한 상호작용은 통계적 추론의 수준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각 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

다. Ⅱ장에서는 학습에 대한 참여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

해 통계적 추론과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에 대해 논의하고 논증과 추론에

서 반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참여자와 자료 수집 방

법, 논증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 방법에서는 담화의 역할과 담화에

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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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실제 교수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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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과 사고

1.1. 학습에 대한 참여주의적(Participationism) 관점

학습을 습득의 관점에서 정의할 때 사고와 개념은 습득되는 어떤 실체

로서 가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개인이 자신의 정신 속에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

된다. 즉, 지식 혹은 개념이라는 어떤 실체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고 난 후, 혹은 어떤 수학적 활동에 참여

한 후 그 학생의 정신 속에 어떤 개념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습을 습득으로 보는 관점이 바탕이 된 것이다(Sfard, 1998). 개념과 사

고를 원자론적 단위로 환원하는 습득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은 단지 개인

내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세밀한

사항들은 그저 소음 일 뿐이다(Sfard, 2007).

반면 참여의 관점에서 정의할 때 학습은 개인이 ‘집단이나 집단의 담화

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fard, 1998).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이 일

어난다는 것은 집단이나 집단의 담화에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다. 참여주의자들은 습득주의자들과 인간의 발전 방식을 다르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발전에 대해서도 다르게 정의한다. 참여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개인 내에서의 발전이 의미가 없으며, 개인과 집단 모두의 유형화

된 과정 내에서 인간의 활동 방식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Sfard, 2007). 학습은 이제 인간 활동의 영역에서 정의되고, 특정 집단의

문화에 참여하며 집단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참여주의

는 Lave와 Wenger(1991)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보다 앞선 ‘사회적 실

행’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습을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를 통해 어떤 문화

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Sfard의 관점에서 수학 학습의 결과는 수학적 담화가 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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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학습은 수학적 담화가 개인화되는 것으로, 다른 이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수학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

미한다. 수학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학적 담화는 어떤 새로운 대상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적인 담화가 수학적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음수에 대해 배운 학생은 담화 방식이 바뀌고 확장되어 수학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Sfard, 2007). Wittgenstein에 의하면, 수학을 하는 것은 수학

적 사실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상황에서 사용되

는 언어를 보다 쓰임새 있는 언어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이경화,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수학 학습은 수학적 담화에 익숙해지는 것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보다 쓰임새 있게 담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Sfard는 수학적 대상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용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언어의 의미가 생성되고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Sfard는 대상이 가진 공통된 속성인 보편성보다 대상들이 사용되는 맥

락에서 중첩되는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에 주목해야 한다는

Wittgenstein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적 담화를 다른 유형의 담화와 구

분하고자 하였다. Sfard에 따르면 수학적 담화는 곧 수학적 대상으로 고

려될 수 있는 것에 관한 담화이며 수학적 단어(mathematical word), 시

각적 매개체(visual mediator), 담화를 통한 승인된 내러티브(endorsed

narrative), 담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유형화된 루틴(routine)발생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Sfard, 2008). Sfard는 이러한 4가지의 고유한 특

징을 통해 수학을 다른 담화들과 구분되는 특정한 유형의 담화로 정의한

다.

1.2. 의사소통과 사고

수학 학습이 어떤 담화적 활동이라면 수학적 대상은 담화적 활동의 구

성물이 된다. 여기서 수학적 대상은 더 이상 정신 속에 존재하는 물화된

어떤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수학을 하나의 언어로 보는 입장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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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수학을 언어로 보는 입장은 수학적 대상이 이미 ‘세계 안에’ 존

재하고 우리가 언어를 수단으로 이를 표현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학적 대상을 담화적 구성물로 여긴다는 것은 수학적 대상을 의사소통

을 통해, 의사소통의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Sfard, 2008). 사

고라고 부르는 현상은 우리 자신에게 정보를 알리고, 주장하고, 질문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대화주의적(dialogical) 본질 안에서 정의된다(Sfard,

2007). 정신 속에 구성되는 어떤 실체로서 의미를 지녔던 사고는 의사소

통으로서 새로운 정의를 얻는다.

사고를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정의하는 Sfard의 관점은 사고와 말에 대

한 Vygotsky의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 Vygotsky는 사고와 언어를 분리

하지 않지만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으며, 다만 변증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명한다. 사고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언어 이전의 단

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만(Vygotsky, 1978) 아동이 성장하여 언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사고를 생산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Sfard, 2008).

참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Sfard 역시 사고가 언어의 형태로 나타

날 때, 언어와 사고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Sfard(2008)는 사고를 유

형화된 집단적인 활동에서 발전한 인간 활동의 특수한 형태로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개별화된 형태’로 정의한다. 사고는 더 이상 분리된 자

립한(self-sustained) 과정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고는 의사소통의

행위이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반드시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일 필요는 없

다. 자신과의 의사소통은 들리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며 단어 안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다. 인지적 과정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의 과정은 같은 현

상에 대한 서로 다른 현현(manifestations)일 뿐이다. 즉, 습득주의적 관

점에서 사고는 의사소통의 과정 안에서 “전달”되거나 “표현”되는 것이지

만 참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사고는 의사소통 그 자체가 된다.

Sfard(2007)는 사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commognition

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시한다. 이것은 cognition과 communication의 합

성어로서 사고를 개인 간의 의사소통으로 보는 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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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mmognition을 이해하기 위해서 Sfrad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정의하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의사소통이라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은 타인에게 관습적으로 규정되는 특정한 반응적 행위를(re-action)

따른다. 이 반응은 의사소통적이거나 혹은 의사소통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정의 : 의사소통은 어떤 개인의 행위 A에 뒤따르는 다른 개인

의 행위 B로 나타나는 집단적으로 수행된 유형화된 활동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1. 행위 A는 의사소통적인 행위의 잘 정의된 레퍼토리에 속한다.

2. 행위 B는 A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서의 레퍼토리에 속한다.

즉, 행위 A와 함께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후자의 레퍼토

리는 배타적인 행위 A의 기능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과 함

께, 행위 A의 역사(A 이전에 일어난 행위), A와 B가 수행된 상

황, 그리고 행위자와 반응자의 정체성과 같은 요인들 의존한다

(Sfard, 2008, p. 86).

Commognition은 유형화된 집단적 행위의 규범을 따르는데 이 규범은

참여자들이 의식적으로 따르는 규칙이 아니며 본질적이거나 필연적인 의

미도 아니다. 이 규칙은 관습에 의해 만들어지며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

고 어떤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는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이 되

게 한다.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한 Sfard의 정의는 의사소통을 일종의 게

임으로 정의하는 후기 Wittgenstein(1953)의 관점을 따른다. 그에 따르면

수학 역시 특유의 언어게임이며, 수학의 참과 거짓은 이러한 언어게임의

규칙을 따르느냐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수학적 언어게임을 가능하

게 하는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기초는 없으나,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을 특정한 유형의 언어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동체의 일원

이 되도록 한다. 게임에 있어서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특정 담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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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게임에서 배제된다(Sfard,

2008). 따라서 우리는 타자와의 언어게임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

으로 수학을 탐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는 수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의사소통이 개별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Sfard는 수학을 수학적 담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은유

하고 수학적 담화가 변하는 것으로 학습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사고

를 의사소통의 개별화된 형태로 설명하면서 개인의 사고를 집단의 의사

소통의 방식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통계적 추론과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의 사고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2. 통계적 추론

2.1. 통계적 추론의 정의

추론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 내는 사유

작용이다(우정호, 2000).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추론의 의미는 경험적으

로 얻을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자료로부터 미지의 실세계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 내는 사유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추론의 의미가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 추론이란 자료로부터 일

반적인 진술, 예측, 가설을 이끌어 내는데 관여하는 사유로 정의된다.

Lovett(2001)은 통계적 추론을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일반적

인 진술, 예측, 가설을 이끌어 내기 위해 통계적인 기술과 도구를 이용하

는 사고과정”이라 정의했다. 통계적 사고(statistical thinking)와 통계적

추론(statistical inference)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delMas, 2002), 통계적 추론(statistical inference)이 자료와 주장의 의미

를 해석하는 과정과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면에서 통계

적 사고(statistical thinking)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delMas, 2010). delMas에 따르면 “언제, 어떤 통계적 지식과 절차를 이

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통계적 사고와 관계되고, “자료에서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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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결론이 왜 타당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통계적 추론과 관계된다

고 설명한다.

통계적 사고와 통계적 추론에 대한 정의와 특징이 공식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추론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Garfield, delMas, & Chance, 2003).

통계적 추론은 통계적 아이디어를 통해 추론하고 통계적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자료의 집합, 자료의

표현, 자료의 통계적 요약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통계적 추론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예를

들어, 중심과 퍼짐), 자료와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결합시키

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통계적 추론은 통계적 과정을 이해하

고 설명할 수 있으며, 통계적 결과를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Ben-zvi & Garfield, 2004/2010, pp. 7-8)

통계적 사고는 통계적 탐색이 진행된 이유와 방법, 그리고 통계적 탐색

의 근거가 되는 포괄적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데 반해(탁병주, 2017), 통계적 추론은 통계적 과정을 설명하고 통계적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과 관계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선

행연구자들의 정의를 통해서도 통계적 추론에서는 통계적 지식과 절차를

자료와 맥락에 비추어 타당하게 사용하고 이를 정당화하여 설명하는 것

과 관계된 사고과정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통계학이 수학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학문적 정체성

을 가진다는 점에서 Moore(1992)는 통계학을 수학이 아니라 경험과학에

서 발전한 수리과학으로 정의한 바 있다. ‘불확실성을 내포한 경험적 자

료’를 연구하는 통계학은 자료와 맥락에 의존하는 경험과학적 속성을 지

닌다(이영하, 2014). 선행연구자들 역시 수학적 추론과 구분되는 통계적

추론의 특징으로 자료 의존적인 성격과(Chance, 2002), 맥락 의존적인

성격을 설명한 바 있다(Cobb & Moore, 1997; Moore, 1998; Pfannk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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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 2000; Wild & Pfannkuch, 1999). 이러한 배경에서 통계적 추론

은 수학적 추론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진다. 즉, 통계적 추론은 불확

실성, 변이성, 우연을 핵심으로 하는 비 결정론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

여 자료로부터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사고과정으로서 자료와 맥

락에 의존적인 경험과학적 추론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통계적

추론을 구성하는 사고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2 통계적 추론의 사고 요소

Peirce(1934/1960)는 지식의 근원이 연역적 추론, 가추적 추론, 귀납적

추론으로부터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양적인 방법을

적용할 때 세 가지 추론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연역적

추론은 전제를 근거로 하여 가설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추적

추론은 자료를 탐색하여 패턴을 발견하고 잠정적인 가설을 제시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귀납적 추론은 실증적인 확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수학적 추론은 연역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통계적 추론은 귀납적 추

론과 가추적 추론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남주현, 2007; 이영하, 2014). 통

계적 추론의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자면, 표본 변이성을 고려하여 주어

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가추적 추론

이 관여하고, 표집분포에 근거하여 선택된 표본에 대한 확률을 계산함으

로써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귀납적 추론이 관여한다(Park, 2015).

귀납적 추론은 과학적 사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Gower, 1997; Salmon,

1967). 잘 알려진 표본으로부터 미지의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규칙과

특징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귀납적 추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수한 사례

들에서 일반적인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비약(logical leap)

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귀납적 추론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특

별한 것의 인식으로부터 전체를 포함하려는 귀납적 추론의 결과는 필연

적으로 불확실성과 오류가능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 통계학에서

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양화하는 여러 가지 확률적 기술들을 이용해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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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을 계량화하며, 일반화된 진술이 가지는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제시

한다(남주현, 2007). 따라서 부분적 사례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

고자 하는 통계적 추론은 경험적이고 확률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과에 있어 항상 참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개연적 추론으로서의

귀납적 추론은 통계적 추론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며 예외가 많고 불규칙

적이며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정당화의 방법이 된

다(남주현, 2007).

Perice는 가추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 명제만을 제공하는 반면 귀납

적 추론은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정당화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특정한

일부의 사례에서 잠정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실증적으로 입증

하는 과정에서 귀납적 추론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경험세계를 기반으

로 하여 얻어진 통계 자료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성의

연역적인 연단을 거쳐 지식의 틀을 가지기엔 한계가 있다. 귀납논리학적

인 방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우리의 이성이 경험의 우연성을 인정하고,

경험 자료가 합리성의 연단을 거치는 비 결정론적 인식론에서 다루어질

때 경험 자료는 유용한 지식으로 인정받게 된다(이영하, 2014). 전영삼

(2013)은 귀납적 추론의 과정을 3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특수한 경험적

사례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적 가설 구성”, 두 번째,

귀납을 통해 가설이나 진술을 확증하기 위해 적절한 증거나 명제를 지지

하는 “귀납적 가설 확증”, 셋째, 사례나 전제를 확증하기 위해 어떤 기준

을 제시하여 가설을 인정하고 거부하는 “귀납적 가설 인정과 거부”이다.

귀납적 추론과 함께 통계적 추론에 중요한 사고 요소로는 가추적 추론

이 있다. Peirce(1934, 1963)는 가추적 추론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설을

생성하는 사고과정이라 정의한다.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추론”으로서

정의되는 가추적 추론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설명되던 발견의 논리가 아

닌 정당화의 논리에서 설명된다(Lipton, 1991). 자료로부터 흥미로운 경

향을 발견하고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진술을 제시하는 것은 자료에 대

한 잠정적인 가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정당화의 과정을 거친다. Peirce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과정은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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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where)”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입증된 것이거나 혹은 입증

되지 않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과학적 사고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고의 섬광이나 무모한 가정에

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무에서는 시작될 수 없다(Yu, 2006). 통계학의

유용한 지식은 자료와 맥락에서 시작된다. 지식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

고, 인간은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과학

적 사고는 자료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 낸다. 자료와 자료에 담긴

맥락은 과학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고 이러한 출발점에서 잠정적인 지식

인 가설을 이끌어 내는데 가추적 추론이 관여하게 된다.

인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지,

그리고 특정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일반적인 추론을 이끌어 내는지를 이

해하기 위해 Peirce는 의심(doubt)과 확신(belief)의 관계를 통해 이를 설

명한다. 확신(belief)은 세계를 이해하는 마음의 상태이고 의심(doubt)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인간은 의심(doubt)이라는 불

편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 탐구의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 Peirce는

인간이 어떤 지점에서 자신의 확신(belief)을 고정시켜야 의심(doubt)의

상태가 해소되며, 이러한 의심(doubt)과 확신(belief)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지식을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Makar, Bakker, & Ben-zvi,

2011). 그리고 이러한 의심(doubt)을 멈추기 위해 인간은 가추적 추론을

이용하여 현상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찾고, 잠정적인 가설을 제안한다

(Yu, 2006).

2.3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의 중요성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이란 어린 학생들이 형식적인 통계적 개념이나 기

술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 언어(natural language)를 사용하여 자료에 대

해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Ben-zvi et al., 2011). Makar, Bakker와

Ben-zvi(2011)는 ‘비형식적(informal)’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데 이를 살펴보면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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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그것은 형식적인 통계적 추론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통계적

추론을 정의하는 방법이고, 둘째, 학생들이 형식적인 통계적 지식이나 과

정에 의존하지 않고 비형식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fannkuch(2006)은 “자료를 관찰하고 비교하고 논증하는 과정을 통해 자

료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설명한

다. 또한 Rossman(2008)은 비형식적 추론이 관찰된 결과에 비추어 더

큰 집단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이므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넘어서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형식적인 통계적 지식

이나 기술의 범위를 넘어서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정의한다.

최근 통계교육 연구자들의 관심은 형식적인 통계적 추론보다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에 있다. 고등교육에서 배우는 형식적인 추론 통계는 주로 p

값과 가설검정, 신뢰구간과 같은 형식적인 통계적 기술을 표본에 적용하

여 모수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통계적 기술

들은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위해 복잡한 공식과 많은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론 통계는 기술통계에 치우친 초중등 통계교육과

단절되어 지도되고 있기 때문에(Rubin, Hammerman, & Konold, 2006)

여러 학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이라

는 개념을 제시한다(Makar & Rubin, 2009; Zieffler et al., 2008).

Watson(2013) 또한 형식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추론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와 자료에 대한 직관을 발달시키지 않은 학습자는 상세한 과정

들 속에서 숲을 보지 못하고 기술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Huey(2011)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비형식적 통

계적 추론의 과정을 연구하여 형식적 통계적 추론이 비형식적 통계적 추

론으로부터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르면 추론 사고의 과정

은 통계적 개념에 대한 사전지식과 그 지식이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대한

이해, 자료와 과제 맥락에 기초하여 타당한 논증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관계된 복합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들은 세부적인 통계적 기술과

신뢰구간과 같은 복잡한 형식적 개념들을 배우기 이전에 자료 처리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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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지적

사회적 요소
예

통 계 적

지식

통계적 개념

통계적 사고

방식

변이성, 분포, 추론, 표집

가법적 사고, 경향성에 대한 사고

석에 대한 태도와 직관을 발달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은 형식적 통계적 추론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되며(Ben-zvi

& Gil, 2010) 복잡한 추론 통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4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의 발전

이러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Makar, Bakker 그

리고 Ben-zvi(2011)은 학생들이 형식적인 통계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모집단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론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그

들의 연구에서는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이끄는 사고과정을 비형식적

추론 논증(Informal Inferential Reasoning, IIR)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

로 ‘추론’이라고 하면 추론의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추론을 이끌어 낸

추론 과정에 대해 간과하게 된다. 그러나 추론이 일반화나 추상화와는

다르게 사고의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

념이기 때문에(Ben-zvi, Makar & Bakker, 2009) 추론의 과정은 결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추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논증 과정으로서 IIR을 정의하고 추론의 결과가 IIR의 산물이자 여러 요

소들의 복합물임을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은 진

술된 결과이며 IIR 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추론은 논증

없이는 무의미하다. 이러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은 통계적 지식, 과제

맥락에 대한 지식, 유용한 규범과 관습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탐구

(inquiary)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발전한다(Makar, Bakker & Ben-zv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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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락 적

지식

과제 맥락에

대한 지식

맥락 내에서 요소들 간의 가능한 관계에

대한 인식(예를 들어, 성별과 멀리뛰기 거

리)

규 범 과

관습

협력적 규범

탐구적 규범

관습적 사고

동료들 사이에서 합의와 명료화를 추구하

기

자료에 기초하여 흥미로운 결과에 주목하

기

자료를 기초로 한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

탐구 정신, 탐구의 목표에 대한 인내, 유연

성과 창의성

탐 구 의

동인

관습적 행위

신념 ( 가설 ,

기대)

의심(갈등)

설명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해 자료를 조직하고

그래프로 나타내기

“나이가 많은 학생이 어린 학생보다 멀리

뛸 것이다.”

가설과 모순되는 표본의 결과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이 적은 작은 크기의

표본에 대해 설명하기

과제

디자인

과제

소프트웨어

스캐폴드

통계적 조사활동

Tinkerplots, Excel

교사가 격려하고 질문하기, 동료와 협력하

기

[표 Ⅱ-1] 비형식적 추론 논증(Informal inferential reasoning)를

지원하는 요소

위의 요소들을 통해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지

원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이 인지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 지원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와 명료화를 추구하는 것은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이끄는 사고과정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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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협상(negotiation)하고 의사소통과 탐구에 대한 공유된 규범을 가

지는 것은 비형식적 지식이 문화적으로 공유된 형식적인 이해로 발전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obb & McClain, 2004; Cobb, Yackel, &

Wood, 1992). 또한 자료에 기초하여 흥미로운 결과에 주목하는 탐구적

규범이나 자료에서 이끌어 낸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탐

구의 목표를 가지는 것은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 과정을 자극한다. 따라

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가 격려하고 질문할 뿐

만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과제와 학습 환경을 제공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Ben-zvi(2006) 또한 형식적인 통계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어린 학생

들의 교수 학습에서 비형식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5학년 학생들

이 EDA 학습 환경에서 비형식적 추론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초점을

둔 그의 연구에서는 동료 협동과 소그룹 토론, Tinkerplots의 사용, 그리

고 교사의 안내와 EDA 환경이 학생들의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돕는

학습 환경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비형식적 논증활동은 어린 학생들의 비

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스캐폴드하여 통계적 지식과 추론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논증활동에 대한 사전테스

트와 사후테스트를 수행하였고 통계적 지식의 성장에 논증활동이 기여

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자신의 사고에 대해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

론하며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계적

지식이 성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Ben-zvi는 Abelson의 관점을 지지하며

통계적 추론에 영향을 주는 비형식적 논증의 두 가지 필수적인 차원을

강조한다. 그것은 자료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추론과 자료

분석을 근거로 하여 설득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수사학적이고 내러티브적

인 활동이다(Ben-zvi, 2006). 따라서 학생들의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추론에 대해 비형식적으로 논증하

는 것이 중요하다.

Zieffler, Garfield, delMas, & Reading(2008)은 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이끄는 IIR의 역할을 강조한다. 학생들의 형식적 통계적 추론(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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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inference, FSI)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IIR 능력을 증

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Zieffler와 동료들(2008)에 따르면 IIR은 “학

생들이 관찰되는 표본을 근거로 미지의 모집단에 대해 추론하고 그들의

비형식적 통계적 지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추론에 대한 논증(argument)

을 만드는 것”(p.44)이다. Makar & Rubin(2009)은 이들의 정의를 확장하

여 IIR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3가지로 특징화하였다.

그것은 자료를 뛰어넘어 일반화하는 것과 자료를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

일반화 과정에서 포함된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확률적 언어를 사용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추론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3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IIR은

자연스럽게 성숙되거나 일상적인 경험이나 교육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IIR능력을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발전시

키기 위한 교육 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Goss, 2014).

3. 추론과 논증에서 반박의 역할

3.1 추론과 논증

일반적으로 추론은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사고과정이며 논증은

추론이라는 사고과정이 드러나는 언어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Salmon,

2008). 논증과 추론이 전제와 결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전제에서 결

론으로, 결론에서 전제로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추론은 심리적 과정인 반면 논증은 언어로 표현된 진술이라는 점에

서 구분된다. 사유와 언어가 표현되는 방식에서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변증법적으로 서로의 발달을 돕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

서 추론과 논증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다. 사유의 과정은 언어 없이 작

동될 수 없고, 논증은 합리적인 사고과정 없이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추론과 논증을 구별하지 않기도 한다(서정혁, 2015). 논증은

추론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하므로(Breton & Gauthier, 2000) 추론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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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민병곤(2011)은 논증과정1)이 일상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언어

적(verbal)행위이고 사고과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추론(reasoning)행위

이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적(social)행위라고 설명한다. Sandoval와 Reiser(2004) 또한

논증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다른 입

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이고

언어적인 추론과정으로 정의한다(Krummheuer, 1995; Walton, 1990,

1996). 이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논증의 의미에는 사고과정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언어적 행위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논증

과정의 사회적인 면은 Krummheuer(1995)의 연구에서 더욱 강조된다. 그

는 교실담화 속의 논증과정이 사회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는 면을 강조

하며 ‘집단 논증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집단 논증과정’은 논쟁

(disputes), 수정(correction), 변형(modification), 반응(reaction), 대치

(replacement)의 활동을 만들어내고 구성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논

증과정을 재구조화하여 논증의 결과를 제시한다(Krummheuer, 1995).

Hacking(1980)은 ‘진술이 포함된 추론’을 결과로서의 추론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전제에서 결론으로 도약하는 논증과정을 강조했다. 비형식적 통

계적 추론 또한 형식적인 통계적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료에

서 결론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논증에 기초하여 일어난다(Park, 2015). 논

증은 자료와 결론사이의 간극을 메꾸면서 자료에서 결론으로 도약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Ben-zvi(2006)의 연구는 학생들이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

을 표현하기 위해 논증을 이용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에 의하면 논증

1) Simon, Erduran, & Osborne, (2006)은 주장, 자료, 보증, 지지 등의 실제적인

내용을 논증이라 하며, 논증 요소들에 의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논증

과정이라 한다. Clark & Sampson(2008)은 주장이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이 만들어낸 결과를 논증이라 하며 논증과정은 이러한 결과를

구성하는 과정이라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논증의 결과를 ‘추론’이라 정의하고,

주장, 자료, 보증, 지지, 반박 등의 논증 요소들을 ‘논증’이라 하며, 추론에 이르

기 위해 이들 요소들이 전개되는 과정을 ‘논증과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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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계적 추론을 표현하는 언어적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언

어로 표현된 추론은 스스로에게 사고를 명료화할 뿐만 아니라 추론의 결

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공적인 비판의 장에 놓이게 한다.

Makar, Bakker 그리고 Ben-zvi(2011)은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에 관여하

는 사회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동료

와 합의하고 상호평가하면서 더욱 적절한 관점과 증거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증의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특징은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

은 일상 언어와 비형식적 논증, 맥락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하는 복합물이며, 학생들의 통계적 개념 성장과(Park, 2015) 비형식

적 통계적 추론의 발전을 돕는다.

3.2 논증의 수준과 반박

논증과정에 있어서 반박을 제시하는 것은 가장 복잡한 기술이다(kuhn,

1991). 사회적인 논증과정에서 반박은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과 근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제시된다. 논증활동에서 반박은 설득적

인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와 정당화의 타당성에 이의의 제

기하는 것”(Erduran et al., 2004)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인 평

가 능력’을 필요로 한다. 반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성적인 사고를 통

해 자신의 논증과정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내용지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추론 능력이 요구된다(한혜진

외, 2012). 앞에서 설명했듯이 추론과 논증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으며

함께 발전한다는 면에서 논증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추

론의 결과와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론이 논증으로 표현

될 때, 그에 대한 타인의 분석과 평가가 가능해진다(서정혁, 2015). 추론

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론과 그 결론을 이끌어 낸 근거 사이의 관계를 고

찰하는 것으로 이것은 논증의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평가되는 것이다(한

제준, 2013). 따라서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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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논증의 특징

수준 1
단순 주장과 반론이 있는 논증이나 주장과 주장으로 구성

된 논증

수준 2
자료, 보장, 지지를 제시하는 주장으로 구성된 논증,

반박을 포함하지 않음

수준 3

자료, 보장, 지지를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과 반론이 있는

논증,

약한 반박을 포함함

수준 4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반박과 주장이 있는 논증,

여러 주장과 반론으로 구성됨

수준 5 하나 이상의 반박을 제시하는 복합 논증

하는 것은 논증과 추론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Erduran과 동료들(2004)은 교실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전체 토론과 소

집단토론의 논증과정을 분석하면서 반박이 제시된 논증을 반박이 제시되

지 않는 논증보다 높은 수준의 논증으로 규정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

박 혹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단순히 반대하는 것은 초기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의 사고를 전환 시킬 가능성이 없다. 오직 반

박만이 상대방의 신념과 확신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논증의 요소가 된다.

반박이 없는 논증은 논의를 연결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참여자들의 사고

의 결과나 논증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간과하도록 한다

(Erduran et al., 2004). 이러한 이유로 Erduran과 동료들(2004)은 반박이

있는 논증을 수준 높은 논증으로 정의하고 반박의 유무로 논증을 평가한

다.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보장, 지지와 같은 근거가 있는가와 논증이

반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논증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축이 된

다.

[표 Ⅱ-2] 논증의 수준 측정 분석틀(Erduran et al., 2004, p.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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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논증의 특징

수준 0 반대 주장이 없는 경우

수준 1
단순 주장과 반론으로 구성된 논증, 근거나 반박을 포함

하지 않음

수준 2
근거가 제시된 주장과 반론으로 구성된 논증, 반박을 포

함하지 않음

수준 3
근거가 제시된 주장과 반론으로 구성된 논증, 주장의 논

지에 반대하는 단순 반박을 포함함

수준 4
주장의 논지에 반대하는 복합적인 반박을 포함하는 논증,

근거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지 않음

Clark와 Sampson(2008)의 연구에서도 반박은 논증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반박을 근거(ground)2)에 대한

반박과 논지(thesis)에 대한 반박으로 구분하며 논지에 대한 반박이 있는

논증보다 근거에 대한 반박이 있는 논증을 수준 높은 논증으로 분류한

다. 주장의 바탕이 되는 근거를 반박하는 것은 주장을 제시한 사람이 가

지고 있는 확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논증을 통해 상대방의 사고를 변화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구에서 논증의 수준은 0에서 5

수준으로 구분되며 가장 낮은 수준인 0수준은 반대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3에서 4수준의 중간 수준은 논지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는 수

준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5수준은 근거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는 수준이

다. 이를 통해 반박의 유무뿐만 아니라 반박의 유형이 논증의 수준과 관

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근거(ground)는 Toulmin의 논증구조에서 증거, 설명, 보장, 지지 등에 해당

하는 논증 요소들을 통합한 것이다. 논지(thesis)에 대한 반박은 근거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고 주장이나 주장의 논지 일부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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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5
적어도 하나의 근거에 대한 반박과 복합적인 반박을 포

함하는 논증

[표 Ⅱ-3] 반대의 위계와 관련된 논증의 수준

(Clark & Sampson, 2008, p.304)

Toulmin의 분석틀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증의 구조를 분석할 때 유용하

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독백적인 구조를 가진 개인적 논증과정이나

글에서 드러나는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만 담화와 같은 양

방향의 논증과정에 적용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Hogan & Maglienti,

2001; Zohar & Nermet, 2002). 대화적인 논증과정에서 나타나는 논증요

소에서는 보장과 지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담화에서는 논증의 요소를

여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연쇄적인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

에 Toulmin의 분석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Clark와 Sampson(2008)은 논증의 대화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Toulmin의

논증 구조보다는 담화를 역할에 따라 코드화하여 반박을 구분하고, 이를

담화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수준과 관계지어 분석한다. 특히 Toulmin의

분석틀은 논증 구조에만 주목하지만 Clark와 Sampson(2008)의 분석틀에

서는 개념의 수준, 근거의 수준, 반대의 수준, 담화의 이동(discourse

move)을 통합하여 분석한다는 면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논증활동의 이전과 이후의 논증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lark와 Sampson(2008)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3.3. 통계적 논증활동과 반박

최근 통계교육의 목표로서 통계적 소양이 강조되고 있다. Gal(2002)은

통계적 소양을 “통계 정보나 자료와 관련된 주장과 확률, 통계적 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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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통계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Rumsey(2002)의 연구 또한 ‘의

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평가능력’은 통계적 소양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량으로 강조한다. 통계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본 소양(교육부, 2015)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핵심능력

인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평가능력’이 통계교육의 목표로서 명시적으

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통계적 논증활동을

통해 자료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통계적인 주장을 비판

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생

들은 자료에 대해 추론하고 오류를 경험하며 이를 수정,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반박은 설득적인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와 정당화의 타당

성에 이의의 제기하는 것”(Erduran et al., 2004)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대

방의 주장이 근거로 하는 증거, 정당화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필연적으로 자료에 대해 의사소통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를 근거로 통계

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반박을 제시하는 것은

참여자들을 ‘자료 의사소통자’(강현영 외, 2011)가 되도록 한다. 통계적

탐구에서 의사소통은 자료를 해석하는데 주요한 부분이다. 이해한 것을

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개인의 통계적 이해가 유용한 것으로 만들기 때

문이다(Bright & Friel, 1998).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그룹 활동이나 동료 상호작용

이 일어난다고 해서 학생들의 사고와 추론에 의미 있는 요소들이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강현영 외, 2011). 따라서 통계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자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타당한 반박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통계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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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자극한다. 반박이 제기되는 환경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주장과 증거로 제시된 자료를 풍부하게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검

토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현영 외(2011)의 연구에서는 통계적 논증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추론과 논증과정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논증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내재한 추론 규칙에 대해 의심하고 반박하는 것은 논증활동을 이끄는 동

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논증활

동에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내재된 추론 규칙, 추론 규칙과 결

론의 관계, 추론 규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반박’ 등 다양한 유형의 반박

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강현영 외, 2011). 그러나 논증활동에 대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논증의 구조에 주목하거나 정당화의 관점

에서 논증과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비판이나 반박, 갈등과 관련된 논쟁

의 측면에서 논증과정과 추론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의 논증이

론이 의사소통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능

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통계적 소양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논증과 추

론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의 통계적 논

증과정에서 반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은 논증과정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

할 것이다.

3.4 지식의 성장과 반박

과학 철학의 현대적 관점은(예를 들어, Giere, 1991; Kitcher, 1988) 과

학이 현상에 대한 관찰과 사실들의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다. 과학은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발전한 것이다

(Erduran et al., 2004). 경험과 관찰에 대한 사실들이 근본적으로 왜, 어

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잠정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과학이며, 이

과정에서 반박과 반증, 이의제기의 여지가 늘 존재한다(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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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er, 1959). 과학은 관찰과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

성하고, 이를 논증하고 반박함으로써 이론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

로 한다(곽경화, 남정희, 2009). 반증 가능성과 반박을 견뎌내고 타당화된

논증은 이론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지만 타당화되지 못한 논증은 반박되고

폐기된다. 즉, 과학은 일반적인 합의보다는 논쟁과 논박, 갈등을 통해 발

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Kuhn, 1962; Latour & Woolgar,

1986).

반박과 반증의 역할을 강조한 Popper의 비판적 회의주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획득할 수 없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Popper는 지식

의 성장을 추측과 반박의 과정으로 규정하며 모든 지식은 잠정적인 것으

로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우정호, 2000).

지식, 특히 과학적 지식이 진전하는 길은 합리화되지 않은(합리

화될 수 없는) 예상, 추정, 우리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추측에 의해서이다. 이들 추측은 비판에 의해서, 곧 엄격하게 비

판적인 검사를 포함하는 기도된 반박에 의해서 조종된다....(중

략)...우리의 추측에 대한 비판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의 오류를 이끌어 냄으로써 비판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

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해준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에 보다 더

정통하게 되고 보다 더 성숙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방

식이다. 어떤 견해, 곧 우리의 문제에 대한 어떤 중대한 잠정적

인 해답의 반박 자체는 항상 진리에 보다 접근하는 일보 전진이

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오류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방

식이다. (우정호, 2000, p.285)

Popper는 반박이 우리가 오류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학습의 방식이 된다

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을 교육에 적용시킨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어떻게 알아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추측을 어떻게 개선

시켜 나가는가이다. Popper에게 과학의 실제는 사실이나 관찰, 연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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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단선적인 발전이 아니라 곧 추측과 반박의 과정이며, 지식은 끊

임없이 비판적으로 검증되고 수정, 폐기되면서 단지 더 나은 단계로 나

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에게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라는 의미는 반증가능

성, 반박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인간은 결코 진리를 확신할 수 없

으며, 단지 추측할 수 있고, 추측을 개선하여 더 나은 추측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Lakatos는 이러한 Popper의 비판적 오류주의를 수학에 적용하여 수학

적 지식의 성장논리를 ‘증명과 반박’의 과정으로서 설명한다. 수학은 의

심의 여지가 없는 참인 정리로부터 하위 영역의 정리가 축적되면서 성장

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증명-반박의 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추측이 개선

되는 것이다(우정호, 2000). 연역적인 수학의 증명조차도 참으로 확립된

기존의 정리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추측을 부분추측, 곧 보조

정리로 분해하여 비판과 반박의 시야를 넓히는 사고실험이라는 것이다.

증명은 곧 추측이 되고 추측을 전개하는 것은 비판의 표적을 넓혀 반례

에 의해 반박될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에 반박의 중요성이 있다. 연역적

사고체계에 주로 의존하는 수학적 지식에서도 추측과 이를 개선해가는

반박은 발견적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박과 반례를 통해 수정

과 개선을 거쳐 수학적 지식이 성장하는 과정은 추측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추측에 숨겨져 있는 결함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

된다.

우정호(2000)는 앞서 고찰한 Lakatos의 비판적인 오류주의 수리철학과

그에 입각한 수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발견한 증명과 반박의 탐구과정을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태도를 개발하는 수학교육의

목표로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akatos는 권위주의적인 연역적 전

통이 수학적 비판의 가능성을 막고 지식체계의 독단적인 설명 가운데에

서 비판적 사고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과 변화의 사회에서

수학의 지위는 완전한 지식체계로서 불변하는 완전성으로 얻어지지 않는

다. 지식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느 누구도 지식을 완전하게 소유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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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고과정을 평가

하고 오류를 수정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들이 자유롭게 추측하고 추측을 논증하며 다른 학생들과의 사회적인 논

증과정을 통해 그들의 추측이 평가되고 수정, 개선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자신의 추측이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도록

해야 하며, 교사는 비판과 반박을 수용하면서 학생이 비판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우정호, 2000).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

는 잠정적인 주장, 판단을 제시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시켜 나

가는 과정은 반박을 통해 추측과 증명을 개선해나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비판과 반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추론을 개선시키고 수학적 지식을 성

장시키며 비판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4. 언어적 상호작용

자료를 근거로 하여 통계적 추론을 제시하는 것은 논증을 통해 표현된

다(Zieffler et al. 2008). 논증은 문자 언어(written language)로 전개될

수도 있고 구두 언어로(verbal language) 구성될 수도 있지만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논증과정은 타인과의 상

호작용을 바탕으로 나타나며 일상적인 구두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화

자는 다른 화자와 관계를 가지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담화를 구성한다. 따라서 담화는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와 맥락을 바탕으로 분석될 때 의미가 분명해진다.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이 비형식적 논증을 바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담화의 과정

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Hogan과 동료들(1999)은 상호작용의 유형을 화자가 담화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일방적 상호작용(consensual interaction), 반응적 상호작용

(responsive interaction), 정교한 상호작용(elaborative interaction)의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일방적 상호작용은 주로 한 명이 개념적, 메

타-인지적, 질문과 의문 표현 등의 실질적인 담화를 제시하면서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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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하는 유형이다. 다른 참여자는 중심적으로 기여하는 참여자에

게 수동적 혹은 중립적으로 반응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일종의

청중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 반응적 상호작용은 적어도 2명이

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형태이다.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지는 형태

가 대표적이며, 질문자와 답변자라는 서로 다른 역할이 나타나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상호작용과 다르다.

상대방의 담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만 제시하고 대화가 종료되

기도 한다. 세 번째 유형으로 정교한 상호작용은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응적 상호작용과 유사하지만, 다음 화자의 진술이

이전 화자의 진술을 토대로 확장되거나 수정, 명료화된다는 점에서 질적

인 발전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정교한 상호작용의

유형으로는 1) 하나의 의견에 대해 새로운 정보나 의견을 추가하거나 2)

다른 학생의 정보나 의견을 수정하고 3)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는 유형

이 있다. 정교한 상호작용에서는 각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

를 수정, 개선하고 논의에 복합적인 기여를 한다(Hogan et al. 1999).

Hogan과 동료들(1999)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주도의 토론에서

학생들의 인지적인 발화의 비중은 86%로 동료와의 토론(65%)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질문/정보요청과 메타인지적인 발화는 낮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교사 주도의 토론에서 일방적 상호작용은 8%, 반응적 상호작

용 54%, 정교한 상호작용 34%로 나타났다. 동료 토론에서는 일방적 상

호작용이 19%, 반응적 상호작용 23% 정교한 상호작용은 48%로 나타나

동료 토론에서 일방적 상호작용과 정교한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반응적

상호작용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 주도의 토론이 동료 토론에 비

해 정교한 상호작용이 적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적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 정교할 것이라 생각하지 쉽지

만 학생들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 오히려 정교한 상호작용을 더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Hogan의 연구에서는 동료 토론이 교사 주도의 토론보

다 흩어지고, 혼란스러울 수는 있으나 오히려 생성적(generative)이고 탐

색적(exploratory)이며 정교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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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료 사이의 논의가 가지는 교육적 잠재성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정교한 상호작용은 왜 중요한가. Hogan과 동료들의 연구는 담화 요소

와 상호작용 유형, 그리고 추론의 복잡성(complexity)을 관계시킴으로써

상호작용 유형이 추론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

에서는 토론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고 수준과 그룹의 추론 수준을 점

수화하여 상호작용의 유형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 동료 토론 중 정교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 높은 수준의 추론(high reasoning level)이 가장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 주도의 토론이 정교한 상호

작용으로 나타날 때보다 동료 토론이 정교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때 높

은 수준의 추론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생산적인

(productive) 상호작용의 유형은 동료 토론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상호작

용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유형이 추론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Hog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아이디어

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개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상호작용 유형과 토론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정

교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거시 단계에

서는 소그룹 토론에서 나타나는 대화적인 이동(turn)을 코드화하며 이

단계에서는 지식구성, 기호적, 그리고 과제 외적(Off task)인 담화를 구

분한다. 미시 단계에서는 개념적, 메타-인지적, 질문-의문표현하기, 비실

질적, 기타에 해당하는 진술의 단계를 구분함으로써 담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진술을 분류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론을 분석한다. 미시 단계의

코드는 다중적인 하위 범주를 가진다. 연구자들은 이 코드를 기초로 언

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일방적, 반응적, 정교한 상호작용으로 구분하고

추론의 복잡성을 측정하여 상호작용의 유형들과 비교한다. 여기서 주목

할 것은 그들이 학생들의 추론을 전문가의 지식과 비교해서 단독으로 평

가하지 않고 정교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성으로 추론의 수

준을 측정했다는 점이다. 즉, 문제에 대한 해답에 이르지 못하거나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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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순적인 내용이나 세련되지 않은(naive) 설명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학생들이 논의를 통해 정교화 혹은 정당화하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높은 수준의 추론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증과정에서 나타나는 추

론의 복잡성을 정의하는 그들의 분석 기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비형식적 통계

적 추론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불완전하고 세련되지 않은 학생

들의 비형식적인 개념과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Hogan과 동료들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준 조작적 정의

일반성
논의를 통해 생산하는 하위 주제들의 수로 판단(3개 혹은

4개의 아이디어가 생산된 경우 :4)

상세화
하위 주제에 추가되는 세부 내용의 양(상세화가 없을 경

우:0)

정당화
각 아이디어마다 포함하는 증거 기반 혹은 추론 기반의

정당화의 수(하나 이상의 아이디어들의 하나의 정당화:2)

설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는 메커니즘(하나 이상의 현

상에 대한 하나의 메커니즘:2)

논리적

일치성

현상에 대한 설명과 정당화의 논리적 일치성(명확하고 합

리적인 연결이 있으나 지지가 부족한 경우 :3)

종합
대립되는 관점이 설명되는 방식을 측정(지지에 의해 하나

의 대립되는 아이디어가 우세하는 경우:3)

[표 Ⅱ-4] 논증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복잡성 코드화(Hogan et al., 1999)

수학교실 담화 분석에서 중요시 되는 하나의 관점은 담화를 층위에 따

라 분석하는 것이다. Sfard(2001)에서는 담화를 대상 수준과 메타 수준의

발전으로 구분하고 초점 분석(Focal analysis)과 선점 분석(Preoccupicational

analysis)을 통해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담화를 분석했다. 대상 수준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의사소통의 메타-수준의 분석을 함께 함으로써 담화의

층위에 따라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Sfard의 연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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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특정 학생이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메타–수준에서 문

제가 있을 경우 상호작용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상호작용의 과정을 세

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선점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흐름을 나타내면 도움

을 요청하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반면, 요청을 받는

학생은 자신과의 사적 상호작용에 몰두함으로써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경우 두 학생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화의 층위와 상호작용의 흐름에 대한 분석은 개

인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

게 해주고 참여자들 사이에서 담화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도 의사소통이 항상 성공

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상호작용의 세밀한 과정과 담화에 대한 심

층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fard, 2001). 상

호작용 분석은 이러한 면에서 담화 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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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1.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학생 20명(남학생 16명,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과제

1에 대한 논증활동에서는 20명 중 남학생 1명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하였

고, 과제 2에 대한 논증활동에서는 20명이 모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수학우수아들로서 일반 학생들보다 수학적 사고 능력이 우수하고 새로운

형식의 수업에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다. 과학영재교육원 활동에 참여하

며 학생들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참고하였다. 또한 면접평가

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검증받아 선발되었으므로 참여자들은 일반 중

학교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적 논증활동에서 반박을 통해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

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논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

한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비형식적 논증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이라 판단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은 교육과정상 추론 통계에 대한 형식적인 통계적 지식

과 절차를 배우기 이전의 단계에 있으므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분석

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다. 참여 학생들은 과학영재교육원

에서 11주간 63시간의 수업을 받은 상태였으며 정규 교과과정 외에 통계

학과 관련된 심화 수업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막대그래프와 산술평균, 중앙값에 대한 선행지식 외에는 통

계에 대한 형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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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조 3조 4조

동희 태준 수찬 성윤

유준 나정 다희 현수

동렬 정수 철호 현지

시은 원호 태현 종호

_ 동혁 원희 은비

[표 Ⅲ-1] 참여자

1.2 논증활동의 진행

과제 1에 대한 논증활동은 2017년 8월 3일에 실시하였고, 과제 2에 대

한 논증활동은 2017년 8월 4일에 실시하였다. 과제 1은 참여자들이

Tinkerplots라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과제에 제시된 자료집합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오전 수업에서 미리 Tinkerplots에 대한 학습

을 진행하고 연습을 통해 참여자들이 Tinkerplots의 사용에 익숙해지도

록 하였다. 이후 진행된 오후 수업에서는 먼저 개별 논증을 수행하고 활



- 36 -

동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개별 활동을 통해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한 참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조별 토론에 참여했다. 조별 활

동지에는 조별로 하나의 결론을 만들도록 하여 조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

회적인 논증과정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전체 토론에서는 조별로 조별 결

론을 발표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논평조가 되어 질문과 비평을 하

도록 하였다. 발표조는 다른 학생들이 제시하는 반박에 공동으로 대응하

도록 하여 발표조의 모든 구성원이 논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자유롭게 질문하고 비평하

도록 논증활동을 독려할 뿐 연구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논증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교시 활동 시간 활동 내용

1
Tinkerplots

학습
2시간 통계 소프트웨어 학습

2 개인 활동 30분 개인 활동지 작성

3 조별 토론 1시간 30분 조별 토론과 조별 활동지 작성

4 전체 토론 2시간 조별 발표와 전체 토론

[표 Ⅲ-2] 논증활동 절차(과제 1)

교시 활동 시간 활동 내용

1 개인 활동 30분 개인 활동지 작성

2 조별 토론 1시간 30분 조별 토론과 조별 활동지 작성

3 전체 토론 2시간 조별 발표와 전체 토론

[표 Ⅲ-3] 논증활동 절차(과제 2)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개인별 활동지와 조별 활동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

으며,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담화를 녹음하고 수업 장면

을 촬영하였다. 활동지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주요 반응을 수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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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담화를 전사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논증과정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Tinkerplots으로 만든 그래프와 발표자료, 그리고 연구자의 현장 노트를

분석의 보조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상대방의 주

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별토론과 전체토론에서 수집된 담화자료를

반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2. 논증 과제

2.1 과제 1

자료와 상황에 대한 추론을 통해 유효한 통계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는 두 자료집합 비교과제가 적절한 맥락을 제공한다(Ciancetta, 2007). 통

계학의 본성을 고려할 때, 탐구의 맥락에서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자료

를 분석하는 실제적 맥락을 제공하며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강력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Makar & Confrey, 2004). 특히 자료 집합

의 집단적 특징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포개념을 획득하는 것은 통

계자료 분석의 초석이 된다(Bakker & Gravemeijer, 2004). 박민선 외.

(2011)에서는 자료집합 비교 활동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되며 기술통계와 추론통계의

연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강현영 외.(2011)에서는

통계적 논증활동을 강조한 통계수업이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

공하고, 비판적인 사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이 됨을 확인하였다. 통계

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논증활동은 통계적 추론과 사고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자료집합

을 바탕으로 통계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논증활동을 통해 분포

에 대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을 자극하고 자료와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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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A> (22개의 자료)

5 6 6 6 6 6.5 7 7.5

8 8 8 8 8.5 8.5 9 9

9.5 9.5 9.5 9.5 10 11

<핸드폰 B> (22개의 자료)

7 7 7 7.5 7.5 7.5 7.5

7.5 7.5 8 8 8 8 8.5

8.5 8.5 8.5 8.5 8.5 9 9

9

[과제 1]

질문 1

시민단체는 핸드폰 A와 핸드폰 B의 배터리 지속시간을 측정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배터리 지속시간은 완전히 충전된 상태

에서 다시 방전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Tinkerplots에 자신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두 핸드폰의 배터리 지속시

간이 다음과 같을 때 어떤 핸드폰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

에서 Ciancetta(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과제를 개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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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A> (37개의 자료)

4 5 5 5 5 6 6.5 6.5

6.5 7 7 7 7 7 7.5 8

8 8 8 8.5 9 9 9 9.5

10 10 10 10 10.5 11 11

12 12 12.5 12.5 14 14

<핸드폰 B> (19개의 자료)

4 5 6 6 7 7 7.5 7.5

7.5 7.5 8 8.5 8.5 8.5 9

10 10 12 12.5

질문 2

핸드폰 A의 제조사는 한 연구기관에 핸드폰 A와 핸드폰 B의 배터리

지속시간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이 연구기관은 두 핸드폰의 배터

리 지속시간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Tinkerplots에 자신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여러분은 어떤 핸

드폰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

하라.

질문 3

위의 두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어떤 핸드폰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

[그림 Ⅲ-1]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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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 3에서 학생들이 분석한 두 자료 A와 B의 분포는 다음과 같

다. 아래의 점그림은 실제 논증활동 중 학생들이 Tinkerplots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구성한 것이다. 질문 1의 두 자료는 자료 크기, 평균, 중앙값이

동일하고 퍼짐만 다르며, 질문 2, 3에서 제시되는 두 자료는 자료 크기,

평균, 중앙값, 퍼짐이 모두 다르다.

[그림 Ⅲ-2] 질문 1의 자료 분포

[그림 Ⅲ-3] 질문 2의 자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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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질문 3의 자료 분포

2.2 과제 2

Mooney(2002)의 연구는 각각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통계적 추론을 자료

기술하기, 자료 표현하기, 자료 분석하기 및 해석하기와 같은 네 개의 과

정으로 특징 짓는다. 이중 통계적 추론의 핵심과정으로서 자료 분석하기

와 해석하기는 자료의 패턴과 경향을 파악하여 자료로부터 추정하고 결

론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Graham et al., 2004). 선행연구자들은

통계적 추론에 대한 발달 모델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추론은 복잡한 변

화를 반영하는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Jones와 동료들(2000,

2001)과 Mooney(2002)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통계

적 추론을 주관적, 이행적, 양적, 분석적으로 구분되는 4수준의 추론으로

특징화하고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자료 분석하기와 자료 해석하기 단계

는 자료 사이 읽기와 자료 이면 읽기에 관한 두 하위과정과 상대적이고

비례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Graham et al., 2004).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료 분석과 해석의 단계에서 타당한 추론

을 하기 위해 자료와 맥락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비교

해야 하는 과제를 개발하여 논증활동에 적용하였다.



- 42 -

[과제 2]

다음은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네 그룹의 콘서트 활

동에 대한 정보이다. 각 그래프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레드벨벳, 트

와이스 네 그룹의 총 콘서트의 수, 총 콘서트 수입, 콘서트, 각 콘서

트 평균 관객수를 개최한 도시의 수를 나타낸다. 이들 자료를 바탕

으로 어떤 가수의 콘서트가 가장 성공적이었는지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라.

[그림Ⅲ-5]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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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수업일시 과제 주요 내용 요소

1 2017.8.3
분포 비교

과제

중심, 변이, 퍼짐, 특이값, 왜도, 첨도

등

2 2017.8.4
다변량 변수

비교 과제
비례 추론, 맥락에서 파생된 비율 등

[표 Ⅲ-4] 과제별 주요 내용

3. 분석 방법

3.1. 담화의 역할에 따른 분류

사회적인 논증활동은 각 참여자들의 담화로 구성되고 각 담화는 논의가

진행되는데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므로 먼저 각 담화를 역할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논증활동에서 나타나는 담화를 반박을 중

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담화의 역할에 따른 분류는 반박을 추출하고

유형화하기 위한 단계로 제시된다. 분석 단위는 한 사람이 한 번에 제시

하는 담화인 행을 기준으로 하며 한 사람이 시간 간격을 두고 제시하는

경우 다른 행으로 구분하였다. 담화의 역할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한 번의 담화를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며(Erduran et al., 2004;

Jimenez-Alexandre, 2008; Kelly, Druker & Chen, 1998; Mortimer &

Scott, 2003) 비슷한 내용에 대한 일련의 행을 절로 구분한다. 담화의 단

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담화를 분석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 44 -

1 한 문장 한 말차례를 원칙으로 한다(김영태, 1997)

2
시간의 경과(대략 5초 이상)나 두드러진 운율의 변화, 주제의 변

화가 있을 때는 말차례를 나눈다(김영태, 1997)

3
같은 말이라도 다른 상황이나 문맥에서 표현되거나, 새로운 의미

로 표현되었을 때는 다른 말차례로 취급한다.(김영태, 1997)

4

하나의 말차례에는 하나의 담화 이동이 대응되지만 추론의 수준

은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말차례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모

든 말차례에서 추론의 수준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Clark &

Sampson, 2008).

5
“응” “아니”등과 같은 단순 응답은 하나의 말차례로 인정한다

(Adams & Bishop, 1989).

6

본 연구에서는 ‘과제 외적 담화’를 OF로 코드화하고 학생의 담화

가 불명료해서 맥락에 의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코드를 부

여할 수 없는 담화’로 분류 한다. 그러나 말차례의 불명료한 부분

이 항상 분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Adams & Bishop, 1989).

[표 Ⅲ-5] 담화 분석의 원칙

각 말차례를 역할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Erduran et al., 2004;

Kuhn & Udell, 2003; Clark & Sampson, 2008)를 참고하여 분석틀을 다

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Clark와 Sampson(2008)은 온라인 토론에서 참여

자들의 논증을 분석하기 위해 Erduran과 동료들(2004)의 연구를 기반으

로 하여 반박의 위계에 따라 반대의 수준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Toulmin의 논증 구조 분석이 대화적인 논증 과정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논증 구조 대신 각 말차례를 역할에 따라 11개의 요

소로 구분하고 반박과 반론을 추출하였다. 또한 Clark와 Sampson(2008)

에서는 Erduran과 동료들(2004)에서 제시한 반박의 정의(“제시된 증거나

정당화의 타당에서 도전하는 것”)를 확장하여 반박을 ‘근거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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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과 ‘논지에 대한 반박(RT)’로 구분한다. 각 개인의 담화 이동

(discourse move)3)에 대한 코드는 논증 속에서 나타나는 각 말차례의

역할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며 각 말차례의 역할은 그것이 반응하는 이

전 말차례와 관련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Clark와 Sampson(2008)

의 분석틀을 연구 상황에 적절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표 Ⅲ-6]에

제시하였다.

가.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온라인 상황의 담화에 비해 더욱 다양한 담화

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분석틀이 필요하다(Clark & Sampson,

2008).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의 설명이나 주장에 단순히 의심을 제기하

는 담화가 나타났으며 박지영(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를 담화코드에

포함하였다. 의심을 제기하는 화자의 의도 속에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

나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것

은 ‘반박’의 정의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에 대한 반박(rebuttal

against ground, RG)’과 ‘논지에 대한 반박(rebuttal against thesis, RT)’

으로 반박을 범주화하며, ‘근거에 대한 반박(RG)’은 ‘상대방이 자신의 주

장을 정당화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증거, 설명, 보장, 지지)에

대해 비판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며, ‘논지에 대

한 반박(RT)’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주장이나 반박)의 논지(혹은 특정한

일부)에 대해 비판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의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

의한다.

나. Clark와 Sampson(2008)에서는 동의하는 담화를 따로 코드화하지 않

고 ‘지지하기(S)’에 포함하였다. 온라인 토론의 담화에서는 동의하는 담

화가 이전 담화를 지지하는 의미로서 제시되지만 온라인보다 역동적인

3) 담화 이동(Discourse move)은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대화적인 논증

과정에서 각 말차례가 하는 역할이나 의도된 역할을 나타내는 범주 코드이다

(Clark & Sampson, 2008, p.305). 본 연구에서 담화 이동 코드는 주장, 반론,

주장의 변화, 근거에 대한 반박, 논지에 대한 반박, 반박에 대한 명료화, 지

지, 의문 표현과 질문, 의미 명료화, 동의, 참여요청, 사담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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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담화이동

(Discourse

move)

설명

C 주장(Claim)
논증의 시작점이 되는 주장이나 진술, 전체

토론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주장

CC
반론

(Counterclaim)

발표된 주장이나 다른 학생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되 반박하지 않는 것

반박하는 진술이 가진 논지에 대응하지 않고

증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

CHC

주장의 변화

(Change of

Claim)

(1) 초기 주장을 바꾸거나

(2) 관점을 바꾸거나

(3) 상대방의 주장이나 반박을 인정하는 것

RG

근거에 대한

반박

(Rebuttal

gainst ground)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지지

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증거, 설명, 보장, 지

지)에 대해 비판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의심을 제기하는 것

RT

논지에 대한

반박

(Rebuttal

against thesis)

다른 사람들의 진술(주장이나 반박)의 논지

(혹은 특정한 일부)에 대해 비판하거나 동의

하지 않는 것, 의심을 제기하는 것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동의하는 담화가 지지하는 의미의 동의뿐만 아니라

의미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단순 응답으로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

응답으로서 동의하기를 ‘동의하기(A)’로 구분하여 코드화하였다. ‘동의하

기(A)’는 Kuhn과 Udell(2003)의 연구에서 “상대방의 이전 담화에 동의하

는 진술”로 정의되는 “Agree”의 담화코드와 유사하지만 “상대방의 이전

담화”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상대방의 질문이나 진술’의 의미로 한정

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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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R

반박에 대한

명료화

(Clarification

in response to

a rebuttal)

반박에 대한 응답으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반

박의 근거(ground)를 반대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정확성을 높이는

것)

S
지지

(Support)

이전 주장이나 반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진술

(1) 진술이나 반박을 지지하면서 동의하는

것

(2) 재 진술하는 것

(3) 정당화를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

는 것

(4) 진술을 확장하는 것

Q

의문 표현과

질문

(Query about

Meaning and

Question)

이전 진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것, 정확

성보다는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

의문을 표현하는 것

CLM

의미 명료화

(Clarification

of Meaning)

질문에 응답하여 진술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다른 참여자의 이해를 위해 용어의 의미나

자료 산출 방법을 설명하는 것

A
동의

(Agreement)

의미 확인을 위한 상대방의 질문이나 진술에

설명이나 정교화 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

OP

참여요청

(Organization

of

Participants)

(1) 다른 참여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

(2)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

OF
사담

(Off-task)
주제와 관련 없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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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담화의 역할에 따른 분류

(Clark & Sampson, 2008, p.288를 일부 수정함)

3.2. 통계적 추론의 수준

3.2.1. 과제 1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 전체 토론에서 수집된 담화에서 나타나는 통계

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iancetta(2007)를 참고하여 [표 Ⅲ-7]

과 같이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Ciancetta(2007)는 분포에 대해 추론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범주화하여 0에서 4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정연, 이경

화(2017)의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들의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수준이

Ciancetta(2007)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과 대응됨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iancetta(2007)에서 분류한 통계

적 추론의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일상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비

형식적 논증에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틀의 0과 1수준은 Ciancetta(2007)의 0과 1수준에 각각 대응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석의 기준으로서 평균

과 중앙값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Ciancetta(2007)의 2수준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평균과 중앙값에 대한

형식적인 지식이 형성되어 있었고 자료를 Tinkerplots를 이용하여 분석

했기 때문에 평균과 중앙값을 기본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것

은 ‘기술 통계량이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이 ‘비율적 반응’에

서 ‘초기 분포적 반응’으로 반응유형이 달라졌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

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기술 통계량이 제시되면 통계량

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강요를 느끼기 때문에 분포를 통계량과 함

께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Ciancetta, 2007). 따라서 중심에 대한 형

식적인 지식과 Tinkerplots에서 제시되는 평균과 중앙값에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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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이 자료의 중심을 기본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 분석틀의 2수준을 수정하여 자료의 중심을 다른 특징과 함

께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2수준은 자료의 중심을 언급할

뿐 분포의 다른 특징과는 통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3수준 이상에서는

자료의 중심을 분포의 다른 특징과 통합하여 고려하는 수준으로 재구조

화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인 논증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담화에서 통계

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한 것이므로 Ciancetta(2007)의 연구에서보다 다양

한 수준이 나타났다. 특히 5수준인 비판적 단계는 분포의 여러 가지 측

면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판단 기준을 사회적 맥락 내에서 결정하고 비

판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자료의 맥락과 표본대표성, 표집 변

이성을 주장과 반박의 타당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추가하

였다. 이 수준은 통계적 소양의 가장 높은 수준인 5, 6수준(Watson &

Callingham, 2003, p.14)을 반영하여 비판적인 사고의 단계로서 적용되었

다. 담화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 학생들의 활동지와 담화내용을 분석했을 때 0과 1수준의 반

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2수준에서 5수준에 해당하는 통계적 추론의 수

준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1)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수준틀 마련

(2) 학생 활동지 반응을 분석하면서 수준틀 수정

(3) 수정된 수준틀을 바탕으로 학생 활동지와 담화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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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각 수준에서의 특징

0
주관적

수준
Ÿ 문제 맥락과 관련되지만 자료에 바탕을 두지 않는 추론

1
국소적

수준

Ÿ 특별한 소수의 사례, 빈도, 자료의 위치에 집중

Ÿ 분포를 단순히 개별 자료값의 결합으로 파악

Ÿ 일관적이지 않은 추론

2

초기

분포적

수준

Ÿ 자료의 중심이 같을 때 중심 이외의 분포의 다른 특징

(모양, 변이, 범위 등)에 주목하지만 통합하지 못함

Ÿ 자료의 중심이 같을 때 분포의 퍼짐을 ‘흩어져 있음. 퍼

져있음. 밀집된, 빽빽함’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개략적인

모양으로 표현하거나 최댓값과 최솟값사이의 거리로 파

악함

2수준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네 아니오

3수준 혹은 4수준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3수준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아니오 네 네 아니오

4수준의 특징이

3수준의 특징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가?

5수준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아니오 네 아니오 네

2수준 3수준 3수준 4수준 4수준 5수준

[그림 Ⅲ-6] 통계적 추론의 수준 코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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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료의 범위를 질적으로 설명함

Ÿ 자료의 중심이 다를 때 다른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심을 비교하여 선택함

3

초기

통합적

수준

Ÿ 자료의 중심이 같을 때 일부 구간에 주목하여 자료의

분포를 비교하거나 특정 값의 이상이나 이하의 범위에

서 도수를 비교함

Ÿ 자료의 중심이 다를 때 분포의 복합적인 면을 약하게

통합함(일부 오류를 포함하거나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

을 포함)

Ÿ 자료의 퍼짐을 평균을 포함한 중심 구간에 분포하는 자

료의 수(또는 비율)로 양화함

4
통합적

수준

Ÿ 모양, 중심, 변이 혹은 비율, 대푯값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하고 통합함. 그러나 단순히 두 가지 이상

의 특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 사이

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합함

Ÿ 여러 가지 통계량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맥락 내에서

해석함

Ÿ 표집 변이성과 표본 대표성을 인식하지만 주장의 합리

적인 근거로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일부 오류를 포함함

5
비판적

수준

Ÿ 맥락에 근거하여 판단의 기준을 선택하고 통계량의 중

요성을 결정함

Ÿ 모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주장의

타당한 근거로 사용함.

Ÿ 자료 값의 상대적인 위치를 자료의 퍼짐을 고려하여 표

준화함.

Ÿ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여 분포를 해석하고 합리

적으로 추론함

Ÿ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 근거와 주장의 관련성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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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새로운 상황이나 추상적인 상황에 분포에 대한 해석을

적용함

Ÿ 표본 대표성, 표본과 모집단과의 관계, 표집 변이성을

인식하여 주장의 타당한 근거로 사용함

수준

각 수준에서의 나타나는 반응과 담화의 예시

선

택
근거

0
주관적

수준
관찰되지 않음

1
국소적

수준

2

초기

분포적

수준

A

A

“A와 B는 평균이 같지만 A의 최댓값이 B의 최댓값

보다 크기 때문에 A를 선택할 것이다.”

“A와 B는 평균과 중앙값이 같지만 A는 5에서 11까

지 6시간의 차이가 있어 매우 불안정하다, 반면 B는

최소 7시간은 보장되어 있다”

3

초기

통합적

수준

B

B

A

“7에서 10까지의 범위 내에 A는 40%, B는 58%가

있기 때문에”

“평균 8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8보다 더 오

래 지속되는 핸드폰의 수의 비율에서 A핸드폰이 B

핸드폰보다 앞서기 때문에”

4
통합적

수준

B “질문 2의 자료에선 (A가 평균이 높지만) A의 편차

가 심해서 극단적인 값이 많이 나와서 평균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B가 매우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휴대폰 사용시간이 안정적이다.”

[표 Ⅲ-7] 통계적 추론의 수준(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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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판적

수준
B

“A의 자료가 더 많아서 신뢰도가 높다고 했는데 그

렇게 따지면 B의 자료가 적으니까 신뢰도가 낮은 겁

니까? 원래 B값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었는데 자료가

적어서 낮게 나왔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A와 B의 평균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벗어난 도수

들을 오차로 놓고 A와 B를 비교했을 때 A는 51%,

B는 20%로 휴대폰 중 불량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핸드폰이 A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결과를 종합한 결과, A의 지속시간이 평균이

더 높지만, 작은 차이이고, 불량품 생산 확률이 A는

50%, B는 20%로 A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B를 선택할 것이다.”

[표 Ⅲ-8] 수준별 담화 예시(과제 1)

3.2.2. 과제 2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

Huey(2011)는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의 발달을

확인하였다. SOLO모델을 근거로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전 구

조적 수준, 단일 구조적 수준, 다중 구조적 수준, 관계적 수준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였다. Huey(2011)에 따르면 전 구조적 수준은 자료나 맥락에

기초하지 않은 추론을 하는 수준이고, 단일 구조적 수준은 자료에 기초

하여 추론하지만 하나의 측면을 정확하게 비교하거나 자료 내에서나 사

이에서 부분적인 집합을 정확이 비교한다. 다중 구조적 수준은 다중적인

정확한 비교를 통해 자료와 맥락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추론

을 하는 수준이다. 관계적 수준은 다중적인 측면들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자료와 맥락에 기초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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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반응의 특징

전구조적

수준(P)

Ÿ 일반적 특징: 과제에 참여하지만 학습자는 주의가 분산

되거나 관계없는 요소에 의해 잘못 이끌린다.

Ÿ 추론 사고 특징 : 자료나 맥락에 기초하지 않는 추론

단일

구 조 적

수준(U)

Ÿ 일반적 특징: 학습자는 관계있는 영역에 주목하고 한

가지 양상을 선택

Ÿ 추론 사고 특징: 단일한(한 가지의) 정확한 비교을 통

해 자료에 기초하여 추론을 이끌어 내거나 자료 내에

서나 자료 사이에서 부분적인 집합을 정확히 비교

일부 추론은 단지 부분적으로 합리적

다중

구 조 적

수준(M)

Ÿ 일반적 특징: 학습자는 더 많은 관계있는 요소 혹은 정

확한 요소에 주목하지만 이를 통합하지는 못함

Ÿ 추론 사고 특징: 자료 내에서나 자료 사이에서 다중적

인 정확한 비교를 통해 자료와 맥락에 주로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함

관 계 적

수준(R)

Ÿ 일반적 특징: 학습자는 서로 다른 부분을 통합함. 전체

는 일관성 있는 구조와 의미를 가짐

Ÿ 추론 사고 특징: 자료 내에서나 자료 사이에서 다중적

인 정확한 비교를 통해 자료와 맥락에 기초하여 합리

적인 추론을 함

확 장 된

추 상 적

수준

(ED)

Ÿ 일반적 특징: 학습자는 구조를 일반화하여 새로운 상황

이나 추상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상위 수준의 조작에

속한다.

[표 Ⅲ-9]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의 수준 (Huey, 2011, p.63)

Mooney(2002)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료 분석하기와 자료 해석하기

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1에서 4수준으로 구분하였다.

4수준에 나타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전형적인 반응의 특징은 SOLO모



- 55 -

비례추론하기 자료 분석, 해석하기(자료 이면 읽기)

1수준:

전구조적

수준

Ÿ 상대적으로

사 고 하 지

못한다.

Ÿ 나열된 자료 내에서나 자료집합 내에

서 비교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비교

를 한다.

Ÿ 나열된 자료 사이나 자료집합 사이에

서 비교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비교

를 한다.

Ÿ 자료에 기초하지 않는 추론을 하거나

관계없는 맥락적 내용에 기초하여 추

론한다.

2수준:

이행적

수준

Ÿ 질 적 으 로

상 대 적 인

사고를 한

다.

Ÿ 하나의 추론을 정확하게 하거나 부분

적으로 정확한 비교를 한다.

Ÿ 주로 자료에 근거한 추론을 한다. 일

부 추론은 부분적으로 합리적이다

3수준:

양적

수준

Ÿ 불완전하거

나 근거가

없는 방법

으로 상대

적이고 비

례 적 으 로

추론한다.

Ÿ 나열된 자료나 자료집합 내에서 국소

적이거나 전체적인 비교를 한다.

Ÿ 나열된 자료 사이나 자료집합 사이에

서 국소적이거나 전체적인 비교를 한

다.

Ÿ 자료와 맥락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추

론을 한다.

4수준: Ÿ 상대적이고 Ÿ 나열된 자료 내에서나 자료집합 내에

델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Biggs & Collis, 1991) 초등학생과 중학생

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구체적 기호적 양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계적 추론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기를 보여준다. 초등학생의 통계적

추론으로 설명되는 특징은 통계적 개념의 개념적인 발달을 다루는 반면,

중학생의 추론으로 설명되는 두 번째 주기는 이미 배운 통계적이고 수학

적인 개념과 절차의 응용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중학교 수

학 우수아들의 반응도 두 번째 주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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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수준

비례적으로

추론한다.

서 국소적이고 전체적인 비교를 한다.

Ÿ 나열된 자료나 사이나 자료집합 사이

에서 국소적이고 전체적인 비교를 한

다.

Ÿ 복합적인 관점을 사용하여 자료와 맥

락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

[표 Ⅲ-10] Mooney의 분석틀(2002)

Huey(2011)와 Mooney(2002)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과제 2에서 나타나

는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표 Ⅲ-12]와 같이 4개의 수준과 하

위 범주인 U-M-R의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값을 1차 요소라 정의하고, 1차 요소들의 비례추론으로 얻

을 수 있는 값을 2차 요소라 정의했다. 3차 요소는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맥락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

3차 요소를 1, 2차 요소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을 4

수준인 U4, M4, R4수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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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반응의 특징

1수준

U 1 과제와 관계없는 요소를 독립적으로 고려

M 1 과제와 관계없는 요소를 질적으로 비교

R 1 과제와 관계없는 요소를 양적으로 비교

2수준

U 2 1차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고려

M 2 1차 요소들을 질적으로 비교

R 2 1차 요소들을 양적으로 비교

3수준

U 3 2차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고려

M 3 2차 요소들을 질적으로 비교

R 3 2차 요소들을 양적으로 비교

요소 정의

1차 요소

Ÿ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값

Ÿ 총 콘서트의 수, 총 콘서트 수입, 콘서트를 개최한

도시의 수, 각 콘서트 평균 관객수

2차 요소

Ÿ 1차 요소들 사이의 비례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값

Ÿ 총 관객수, 1인당 수입, 1회당 수입, 1회당 1인의 수

입,

3차 요소

Ÿ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자료의 맥락에 의해

유추할 수 있는 값

Ÿ 그룹 인원수, 1 회당 콘서트 비용, 콘서트 입장료,

장소 대여료 혹은 이동비, 잠재적인 성장가능성, 수

입에서 지출을 뺀 순이익 등

[표 Ⅲ-11] 과제 요소(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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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준

U 4
1, 2차 요소의 양적 비교와 함께

3차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고려

M 4
1, 2차 요소의 양적 비교와 함께 3차 요소들을 질적

으로 비교

R 4
1, 2차 요소의 양적 비교와 함께 3차 요소들을 양적

으로 비교

수준 예시

1수준

U 1 Ÿ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음

“각 가수들의 막대를 모두 모아 가수별로 쌓는다면 세

븐틴이 가장 큰 값을 가지므로 세븐틴이 가장 성공적

이다.”(Graham et al., 2004)

“내가 레드벨벳의 콘서트에 갔었기 때문이다”(Graham

et al., 2004)

M 1

R 1

2수준

U 2
“총 콘서트의 수입이 세븐틴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세븐

틴이 가장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M 2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린 방탄 소년단이 가장 성공적이

다. 그리고 수많은 도시에서 콘서트를 열어 인지도를

상승시켰다. 총 수입도 총 콘서트 수에 비해 평범하다.

세븐틴은 콘서트를 개최한 도시의 수와 총 콘서트 수

가 비교적 정상적이지 않다. 레드벨벳은 콘서트 수가

너무 적고, 트와이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4팀 모두

완성도가 비슷하지만, 그나마 방탄소년단이 문제점이

적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이다.”

R 2

“수입의 비는 방탄소년단: 세븐틴의 비가 5:9이고, 콘

서트 수의 비는 방탄소년단: 세븐틴의 비가 5:8이므로

세븐틴이 더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했다.”

[표 Ⅲ-12] 통계적 추론의 수준(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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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준

U 3

“한 콘서트당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방탄소년단은

4000만원, 세븐틴은 4500만원, 레드벨벳은 1300만원,

트와이스는 4000만원이므로 세븐틴이 가장 성공적인

콘서트를 했다.”

M 3

“세븐틴을 제외한 3개의 그룹은 한 콘서트당 평균 400

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오직 세븐틴은 4500만원을 벌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븐틴은 트와이스 다음으로

평균 관객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가장 많

은 수입을 벌었기 때문에 세븐틴이 가장 성공적이다”

R 3

“방탄소년단:(콘서트 수)×4000만, 개최 도시 16, 평균

관객수 2억, 세븐틴: (콘서트 수)×4500만, 개최도시 7,

평균 관객수 8000, 콘서트당 수입은 세븐틴이 500만

(방탄소년단 수입의 12.5%)더 많았지만 그 외 개최 도

시 수는 방탄소년단이 세븐틴의 약 2.29배로 많았고,

평균 관객수 또한 방탄소년단이 세븐틴의 2.5배이다”

4수준

U 4

“1회당 평균 수입 세븐틴과 콘서트의 수/수입에서 5:8

과 8:9이므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도시당 평균

방문횟수가 방탄이 1.6회로 가장 적지만 총 관객수가

50만으로 가장 많기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M 4

“방탄소년단은 총 관객수가 50만으로 가장 많지만 입

장료를 2000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 이는 해외

여러 곳에 이름을 알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입장

료가 낮다는 것이 관객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추

후 수입을 위해 입장료를 올리면 각 콘서트당 평균 관

객수는 내려갈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수입이 낮은 것

에는 도시의 수가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수가 많을수록 지출비용/이동시간이 증가하므로 총 수

입이 낮은 것이다. 세븐틴이 비록 관객수는 적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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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도시에서 가장 많은 콘서트를 열었고, 입장료도

적당했고 총 관객수도 적지 않으므로 가장 많은 수입

을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 4

“방탄(소년단)은 16개 도시에서 25번의 콘서트를 열었

고 한 도시 당 1.6번 콘서트를 진행했다. 따라서 16*평

균 관객수=32000명으로 같은 범위에서 관객을 모으는

힘이 세븐틴 우수하다. 또한 1인당 평균 입장료와 총

관객수를 비교했을 때 세븐틴의 입장료가 두 배 이상

비싸지만 방탄소년단의 관객수가 두 배 이상 높지 않

으므로 세븐틴이 인기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

[표 Ⅲ-13] 수준별 담화 예시(과제 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이란 전체 토론에서 측

정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측정되는 통계

적 추론의 수준에 비해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에는 연구자 외

에 박사학위 소지자인 수학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집한 자료를 반복

하여 코드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1차 분석에서 코딩 결과의 일치도는 89.2%로 나타났으며, Q, ClM, CIR

의 코드의 정의와 수준틀 일부의 의미를 수정하여 2차 분석에서는 96%

이상으로 일치도를 높였다. 논의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2.3 상호작용 유형 분석

담화를 통해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ogan과 동료들(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상호작용 유형을

[그림 Ⅲ-7]과 같은 담화 지도(discourse map)로 제시하고 질적으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반박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담화 중 논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반박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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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는 담화를 중심으로 담화 지도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담화 내용을 상호작용 공간(interaction space)에 시간 순서

로 나열하고 참여자를 같은 열에 표시한다. 또한 화살표를 이용하여 누

가 담화를 제시하는지와 각 진술이 어떤 담화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화자와 화자가 제시

하는 담화 내용, 그리고 담화의 역할을 하나의 상자 안에 제시하고 발표

조의 화자들을 왼쪽 열에, 발표조의 의견에 질문과 비평을 제시하는 논

평조의 화자들을 오른쪽 열에 나열하여 논증의 대립적인 구조가 드러나

도록 하였다. 또한 각 담화의 내용이 어떤 말차례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화살표로 이를 연결하였으며 반박의 경우

반박하는 담화가 어떤 담화를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었다. 실선

화살표는 근거에 대한 반박을 나타내며 점선 화살표는 논지에 대한 반박

을 나타낸다. 또한 담화 위에 겹쳐지는 화살표는 담화에서 나타나는 각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Ⅲ-7] 담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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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1.1.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반박의 양상

이 절에서는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의 담화에서 과제 관련 담화와 반

박 관련 담화의 비율을 구하고,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의 특징을 비교하

고자 한다. 또한 과제 1과 과제 2의 논증과정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비율

을 비교하여 논증을 구성하는 양상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제 1과 과제 2의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 담화에서 나타나는

과제 관련 담화의 비율과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1.1.1 과제 1의 분석

과제 1에 대한 논증활동에서 담화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조 2조 3조 4조 평균

담화 전체
722

(100%)

443

(100%)

465

(100%)

114

(100%)
436

과제 관련

담화

182

(25%)

127

(28.7%)

176

(37.8%)

61

(53.5%)

136.5

(36.3%)

과제 외

담화(OF)

540

(74.8%)

332

(74.9%)

286

(61.5%)

53

(46.5%)

302.8

(64.4%)

코드를

부여할 수

없는 담화

38

(5.3%)

3

(0.6%)

8

(1.7%)

25

(21.9%)

18.5

(7.4%)

[표 Ⅳ-1] 조별 토론의 담화 비율(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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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조 3조 4조 평균

과제 관련 담화
182

(100%)

127

(100%)

176

(100%)

61

(100%)
136.5

과제 관련 담화

중 반박 관련

담화(R+S)

16

(8.8%)

16

(12.6%)

9

(5.1%)

8

(13.1%)

12.3

(9.9%)

[표 Ⅳ-2] 조별 토론의 반박 관련 담화 비율(과제 1)

담화 전체 258(100%)

전체 토론 중 반박 관련 담화

(반박R+반박지지S)
146(56.5%)

코드를 부여할 수 없는 담화 11(4.2%)

[표 Ⅳ-3] 전체 토론의 담화 비율(과제1)

조별 토론에서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

(반박R+ 반박지지S)

전체 토론에서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

(반박R+반박지지S)

1조 2조 3조 4조

56.5%8.8% 12.6% 5.1% 13.1%

평균 9.9%

[표 Ⅳ-4]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의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과제 1)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반박 담화의 비율과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반박 담화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전체 토론(56.5%)에서 나타나는 반박

담화의 비율이 조별 토론(9.9%)보다 46.6% 높았다. 반박하는 담화는 상

대방의 말차례에 반박을 제기하는 담화(R)와 반박을 지지하는 담화(S)로

정의하였다. 반박하는 담화에 반박을 지지하는 담화를 포함시킨 이유는

담화에서는 반박하는 담화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추가적인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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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진술에 반박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응

답이 있은 후 자신의 반박을 재 진술하거나 반박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반박을 지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

사람이 반박을 제시한 후 다른 참여자가 추가 진술을 제시하는 등 여러

참여자가 함께 반박을 구성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담화가

대화적인(dialogical)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조별 토론보다 전체 토론에서 반박하는 담화가 크게 나타난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체 토론 참여시 조별 토론에 비

해 참여자들의 과제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조별 토론을

수행하기 전 개별 활동을 통해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개별 활동에서는 다른 학생의 의견을 접할 수 없었다. 조별 토론의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다른 학생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다른 학생의 주장

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의문을 표현하는 담화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는

데 이것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과제에 대한 이해

를 깊게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조별 토론에서 접한 다른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과 설명은 과제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

다. 그 이유는 한 학생이 조별 토론에서 접한 다른 학생들의 주장과 아

이디어를 전체 토론에서 다른 학생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를 제시하는데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조

별 토론을 통해 접한 다른 학생의 의견을 과제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사

용하여 전체 토론에서 반박을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조별 토론에서 제시된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공동의 목표는 같은

조의 참여자들을 같은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

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반박은 상대방의 논증을 공격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이선영, 2003). 반박이 건설적이

고 협력적인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상대방의

반박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대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조에서는 서

로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조별 토론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확인하는데 머무르고 반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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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전체 토론에서 서로 다른 조의 참여

자들이 반박을 많이 제시하는 모습과 대조된다. 서로 다른 조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전체 토론에서 다른 조의 의견을 평가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

문에 이를 공격과 방어로 받아들이고 반박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다른 조의 의견을 검증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과제 1에서는 Tinkerplots를 사용하여 과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소

프트웨어의 사용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 담화내용을 살펴보면, 소프

트웨어의 사용과 발표에 관한 과제 외적 담화(OF)가 1조의 경우 74.8%,

2조의 경우 74.9%, 3조의 경우 61.5%, 4조의 경우 46.5%로 전체 담화에

서 평균 64.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발표형식에 대해 익숙해지기 전에는 과제 외적

인 요인에 대해 많은 담화를 나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 외

적인 요인에 몰두할 경우 토론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여 반박을 제시하는 활동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1.1.2 과제 2의 분석

과제 2에 대한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과제 관

련 담화와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과제 2에 대한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에서 담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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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조 3조 4조 평균

담화 전체
609

(100%)

734

(100%)

742

(100%)

459

(100%)
662.3

과제 관련

담화

574

(94.3%)

722

(98.3%)

727

(98.0%)

433

(94.3%)

614

(96.2%)

과제 외

담화(OF)

24

(3.9%)

10

(1.4%)

10

(1.3%)

23

(5.0%)

16.8

(2.9%)

코드를

부여할 수

없는 담화

11

(1.8%)

2

(0.3%)

5

(0.7%)

3

(0.7%)

5.3

(0.9%)

[표 Ⅳ-5] 조별 토론의 담화 비율(과제 2)

1조 2조 3조 4조 평균

과제 관련 담화
574

(100%)

722

(100%)

727

(100%)

433

(100%)
614

과제 관련 담화

중 반박 관련

담화(R+S)

125

(21.8%)

74

(10.2%)

82

(11.3%)

34

(7.9%)

78.8

(12.8%)

[표 Ⅳ-6] 조별 토론의 반박 관련 담화 비율(과제 2)

담화 전체 468(100%)

전체 토론 중 반박 관련 담화

(반박R+반박지지S)
217(46.4%)

코드를 부여할 수 없는 담화 10(2.1%)

[표 Ⅳ-7] 전체 토론의 담화 비율(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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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토론에서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

(반박R+ 반박지지S)

전체 토론에서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

(반박R+반박지지S)

1조 2조 3조 4조

46.4%21.8% 10.2% 11.3% 7.9%

평균 12.8%

[표 Ⅳ-8]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의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과제 2)

과제 2에 대한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에서도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4개 조에 대한 조별 토론에서 나타난 평균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은 12.8%였고, 전체 토론에서 나타난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

은 46.4%로 참여자들은 전체 토론에서 더 많은 반박을 제시했다. 이러한

현상은 과제 1의 분석에서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과제 2

의 활동에서는 Tinkerplots를 사용하지 않았고, 과제 1의 활동을 통해 토

론과 발표의 형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발표형식과

같은 과제 외적 담화의 비율이 평균 2.9%로 과제 1에서 나타난 64.4%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의 담화를 비교해 본 결과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과제 1과 2의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반박 담화의 비율은 평균

11.35%이고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반박 담화의 비율을 평균 51.45%로

크게 차이가 났다. 따라서 전체 토론은 반박이 많이 제시되는 논쟁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고, 조별 토론은 반박이 비교적 적게 제시되는 협력적

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1.1.3 과제 1과 과제 2의 비교

이 절에서는 과제 1과 과제 2에서 나타난 과제 관련 담화와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을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으로 비교한다. 이를 통해 논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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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상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자

한다. 과제별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에서 과제 관련 담화와 반박 관련

담화의 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과제 1 과제 2 과제1, 2 비교

조별

토론

과제

관련

담화

반박

관련

담화

과제

관련

담화

반박

관련

담화

과제

관련

담화

반박

관련

담화

1조 182
16

574
125

392↑
109↑

8.8% 21.8% 13.0%↑

2조 127
16

722
74

595↑
58↑

12.6% 10.2% 2.4%↓

3조 176
9

727
82

551↑
73↑

5.1% 11.3% 6.2↑

4조 61
8

433
34

372↑
26↑

13.1% 7.9% 5.2%↓

평균 136.5
12.3

614
78.8

477.5↑
66.5↑

9.9% 12.8% 2.9%↑

전체

토론
258

146
468

217
210↑

71↑

56.5% 46.4% 10.1%↓

[표 Ⅳ-9] 과제 1, 2의 담화 비교

과제 관련 담화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과제 관련 담화는 과제 1에 비해 과제 2의 논

증활동에서 4개 조 모두 증가했으며 평균 477.5개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과제 관련 담화 또한 과제

1(258)에 비해 과제 2(468)의 논증활동에서 210개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 모두 과제 1보다 과제 2의 논증활동에서 학생들

이 과제 관련 담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관련 담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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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늘어난 것은 학생들이 과제 1 보다 과제 2에서 토론에 더 깊게 참

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과제의 특성과도 관련 있겠지만 학생

들이 과제 1을 통해 논증활동에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실제로 과제 2의 조별 토론에서 학생들은 “의견부터 들어보자(1조,

말차례 6)”, “우리가 질문 받을 준비가 다 되어있나?”(3조, 말차례 536),

“방탄소년단이 더 낫다는 사람들 이유? 이유를 제시해야 돼.”(4조, 말차

례 73), “아..그러면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고르면 이유가 어떤게 될까. 세

븐틴을 고르면 이유가 어떤게 될까 생각해보고 어떤게 논리적으로 타당

한지 한 번 보래?”(3조, 말차례 387)와 같이 메타 인지적인 담화를 많이

제시하면서 과제 관련 담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한 이것은 조별 토론 이후 전체 토론에서 상대방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조별 토론에서

과제와 관련하여 토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박 관련 담화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은 일부 조(2,4조)에서

감소했지만 4개 조 모두에서 반박 관련 담화의 수는 증가했다(평균 66.5

개). 일부 조에서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이들 조에서 논증의 다른 요소

들을 더 많이 제시하여 담화에서 나타나는 논증요소들이 다양해졌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 이유는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이 감소한 2조와 4조에서 과제 관

련 담화의 수와 반박 관련 담화의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체

담화의 수가 많아지면서 반박 담화의 수가 함께 크게 증가했으므로 논증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4개의

조 모두 과제 1보다 과제 2의 조별 토론에서 반박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반박 관련 담화 또한 과제 1(146)에 비해 과제

2(217)의 논증활동에서 71개가 증가하였지만 비율은 10.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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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감소한 것은 과제 1에서 전체 토론은 학생들이 주로 반박을 제시

하는 데 주로 몰두하였지만 과제 2에서는 학생들이 반박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정당화하거나 주장을 바꾸고 수정하는

등 더욱 다양한 논증 요소들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박

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전체 토론의 과제 관련 담화의 수와 함께 반박 관

련 담화의 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과제 2에서의 논증활동이 과제 1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과제 1보다 과제 2에서 과제 관련 담화의 수와 반박 관련 담화의 수

가 증가한 것은 참여자들이 과제 1을 통해 수업형식에 익숙해지고 논증

활동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제 1의 활동

후 참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토론에서 반론을 할 때

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토론을

통해 생각을 펼칠 수 있었다”,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은 점이 좋았

다.”, “주장의 근거를 자료를 통한 통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

게 되었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다양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와 같이 과제 1의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논증활동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논증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받을 질문(반박)을 예상해야지, 그러니까

걔네가 할 질문을 예상해야지”(3조, 말차례 556, 557)와 같이 과제 2의

조별 토론에서는 상대방의 반박을 미리 예상하며 논증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제 1을 통해 논증활동에 익숙해지고 논증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게 된 학생들이 과제 2에서는 논증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반박을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과제 1에서 학생들

이 반박을 제시하는 데만 몰두했지만 과제 2의 활동에서는 반박 외의 다

른 요소들을 제시하거나 상대의 반박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

는 등 논증의 요소들을 더욱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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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이 절에서는 각 참여자별 반박 참여율을 구하여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과 비교하여 두 변인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각 참여자

별로 전체 토론에서 반박 참여율을 구하고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비교하여 수준 상승이 나타나는지 확인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과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2.1 과제 1의 분석

토론 별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사이의 관계

먼저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의 반박 관련 담화와 담화에서 나타나는 전

체 참여자의 평균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비교한다. 반박 관련 담화의 비

율은 과제 관련 담화에서 반박하는 담화와 반박을 지지하는 담화가 차지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과제 1의 조별 토론에서 나타난 반박 관련 담화

의 비율은 4개 조 평균 9.9%로 나타났고, 전체 토론에서 나타난 반박 관

련 담화의 비율은 56.5%로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났다. 이것을 통해 조별

토론은 협력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토론은 논쟁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성격이 서로 다른 두 토론에서 전체 참

여자들의 평균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였을 때 조별 토론에서는 전

체 참여자의 평균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3.0이였고, 전체 토론에서는 전

체 참여자의 평균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3.92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반박을 많이 제시하는 논쟁적인 성격의 전체 토론에 참여할

때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높은 담화를 많이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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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참여자

개별 활동,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

수준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

수준

수준

상승

반박

참여율(%)

(반박+반박지

지)

1

조

동희 2 3 1 3.4

시은 2 2 0 1.4

동열 2 2 0 0.7

반박 관련 담화비율=과제 관련 담화
반박반박에 대한 지지

조별 토론 전체 토론 변화

반박 관련

담화 비율
평균 9.9% 56.5% 46.6%↑

평균 통계적

추론 수준
3.0 3.92 0.92↑

[표 Ⅳ-10] 반박 관련 담화 비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과제 1)

반박 참여율은 전체 토론에서 참여자가 제시하는 반박과 반박을 지지하

는 담화로 정의하여 각 참여자 별로 반박을 얼마나 많이 제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은 개인 활동과 조별 토론

에서 나타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전체 토론에서 나타난 통계적 추론의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수준의 상승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각 참여자

별로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참여자 A의 반박 참여율(%)=전체 담화에 포함된반박반박지지
참여자의반박 반박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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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3 3 0 1.4

2

조

태준 3 4 1 4.8

나정 3 5 2 5.5

동혁 4 5 1 18.5

원호 3 - - 0

정수 5 5 0 32.9

3

조

수찬 3 4 1 4.1

다희 3 - - 0

원희 3 - - 0

태현 3 4 1 2.1

철호 2 - - 0

4

조

성윤 3 5 2 24

현수 5 - - 0

현지 - - - 0

종호 3 4 1 7.5

은비 3 - - 0

평균 3.0 3.92 0.92 8.85%

[표 Ⅳ-11]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과제 1)

전체 토론에서는 19명 중 12명이 반박을 제시하였고, 반박을 제시한 12

명의 평균 반박 참여율은 8.85%로 나타났다. 또한 반박을 제시한 12명

중에서 8명의 참여자들에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8명은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개별 활동이나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보다 높게 나

타났다.

참여자 별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사이의 관계

참여자별로 전체 토론의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사이

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론에서 반박을 많이 제시한 참여자일수록 수준 상승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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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을 제시한 12명을 대상으로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과의 관계를 분

석해보면 반박 참여율이 10% 증가할 때 수준상승이 0.1증가했고 모형의

설명력은 1.7%로 나타났다. 따라서 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이미 5수준에 도달한 참여자는 수준

상승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5수준인 참여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

자들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5수준의 참

여자를 제외한 11명의 참여자들에서는 반박 참여율이 10% 증가할 때

0.6의 수준상승이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이 37.8%로 나타났다. 수준 상

승이 나타날 수 없는 5수준의 학생을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

가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반박 참여율에 따른 수준상승

이 더 많이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반박 참여율

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1]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전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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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5수준 학생 제외)

수준 별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사이의 관계

전체 토론에 참여하면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 8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의 수준을 살펴보면 2수준의 학생 1명, 3

수준의 학생 6명, 4수준의 학생 1명으로 다양한 수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8명을 각 수준별로 비교해보면 반박 참여율과 통

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2수준이었던 참여자들 중에서 전체 토론에

서의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반박 참여율이

10%증가할 때 0.4의 수준 상승이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93.8%로 나

타났다.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3수준이었던 참여자들 중에서 전체

토론에서의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반박 참여율

이 10%증가할 때 0.6의 수준 상승이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42.6%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4수준이었던 참여자 1명에게

서도 수준 상승이 나타났으며 4수준 참여자의 반박 참여율은 18.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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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같

은 수준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을 비교했을 때 반박 참여율이 높을수록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사이의 상관관계는 높은 수준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과

중간 수준의 참여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3]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2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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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3수준)

1.2.2 과제 2의 분석

토론 별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사이의 관계

과제 2의 논증활동에서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의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해 과제 2의 반응에 위계를 부여해 12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점수를 부여하여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1수준부터 4

수준까지 4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지며 각 수준이 U-M-R의 3개의 하위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각 하위수준마다 0.3점씩 추가하고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수준으로 상위수준이 증가할 때는 0.4점씩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인

U1수준은 0.7점이 되고, 가장 높은 수준인 R4수준은 4.3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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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점수

1수준

U 1 0.7

M 1 1.0

R 1 1.3

2수준

U 2 1.7

M 2 2.0

R 2 2.3

3수준

U 3 2.7

M 3 3.0

R 3 3.3

4수준

U 4 3.7

M 4 4.0

R 4 4.3

[표 Ⅳ-12] 수준별 점수(과제 2)

이를 바탕으로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전체 참여자의 평

균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구하면 3.2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전체 토

론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평균 통계적 추론 수준을 구하면 3.91로

0.71의 수준 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개별 활동이나 조별

토론에서 나타난 통계적 추론의 수준보다 전체 토론에서 나타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높았다.

과제 2의 조별 토론에서 나타난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은 4개 조 평균

12.8%로 나타났고, 전체 토론에서 나타난 반박 관련 담화의 비율은

46.4%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을 통해 과제 2에서도 과제 1과

마찬가지로 조별 토론은 협력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전체 토론은 논쟁적

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성격이 서로 다른 두 토론에서 전체

참여자들의 평균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개별 활동이나 협력적인 성격의 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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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할 때보다 논쟁적인 성격의 전체 토론에 참여할 때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높은 담화를 많이 제시한다.

조별 토론 전체 토론 변화

반박 관련 담화

비율
평균 12.8% 46.4% 33.6%↑

평균 통계적 추론

수준
3.2 3.91 0.71↑

[표 Ⅳ-13] 반박 관련 담화 비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과제 2)

과제 1의 전체 토론과 과제 2의 전체 토론의 비교

과제 2에서 각 참여자 별로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과제 2의 전체 토론에서

는 20명 중 17명이 반박을 제시하였으며 17명의 평균 반박 참여율은

4.34%로 나타났다. 또한 반박을 제시한 17명 중 9명의 통계적 추론의 수

준이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9명은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

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개별 활동이나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제 2의 전체 토론에서 반박을 제시한 17명의 평균 반박 참여율은

4.34%로 과제 1의 전체 토론(8.85%) 과 비교하여 비율은 다소 줄어들었

다. 하지만 과제 1에서는 전체 참여자 19명 중 12명(63.2%)이 반박을 제

시한 반면 과제 2에서는 전체 참여자 20명 중 17명(85.0%)이 반박을 제

시하여 반박을 제시하는 참여자의 수는 오히려 21.8% 증가하였다. 따라

서 1명당 평균 반박 참여율이 감소한 것은 과제 2에서 과제 1에 비해 참

여자들이 다양한 논증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반박 관련 담화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반박을 제시하는 참여자의 수는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이것을 통해 1명당 평균 반박 참여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과제 1보다

과제 2의 논증활동에서 더 많은 참여자가 반박을 제시하였으므로 반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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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참여자

개별,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 수준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 수준

수준

상승

과제 2

반박

참여율

(%)

과제 1

반박

참여율

(%)

1

조

동희 U3 U3 0 0.7 3.4

시은 U3 U4 1 0.7 1.4

동열 U3 _ _ 0.2 0.7

유준 U3 U3 0 2 1.4

두준 M3 R4 1.3 5.9 _

2

조

태준 R4 R4 0 1.1 4.8

나정 R4 R4 0 2 5.5

동혁 M4 R4 0.3 12.9 18.5

원호 R4 R4 0 3.3 0

정수 R3 R4 1 15.3 32.9

3

조

수찬 U4 _ _ 0.4 4.1

다희 U3 M4 1.3 2.4 0

원희 U3 R4 1.6 6.1 0

태현 M2 _ _ 0 2.1

철호 U3 M3 0.3 1.1 0

4

조

성윤 U3 R4 1.3 13.5 24

현수 _ _ _ 0 0

현지 M3 _ _ 0 0

종호 U3 R4 1.6 6.3 7.5

은비 M3 _ _ 0.02 0

평균 3.2 3.91 0.71 4.34% 8.85%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표 Ⅳ-14] 과제 2의 참여자별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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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별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사이의 관계

과제 2의 논증활동에서도 참여자별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반박 참여

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토론에서 반박을 많이 제시한 참여자일수록 통계적 추론의 수

준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반박 참여율이 10% 증가할

때 수준상승이 0.6증가했고 모형의 설명력은 19.5%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이미 R4수준에 도달한 참여자는 전체 토론

에서 수준 상승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R4수준인 참여자를 제외하고 나머

지 참여자들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R4수준의

참여자 3명을 제외하고 17명의 참여자들의 경우 반박 참여율이 10% 증

가할 때 0.4의 수준상승이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이 10.9%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박 참여율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5]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전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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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R4 제외)

수준 별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사이의 관계

전체 토론에 참여하면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 9명의 학생은 3

수준(U3, M3, R3)에 해당하는 참여자 8명, 4수준(U4, M4, R4)에 해당하

는 참여자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9명을 각 수준별로 비교해보면 반박

참여율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3수준(U3, M3, R3)이었던 8명의 참여자들을

비교하면, 반박 참여율이 10%증가할 때 0.7의 수준 상승이 나타났고 모

형의 설명력은 28.2%로 나타났다. 과제 2에서는 과제 1처럼 다양한 수준

에서 수준 상승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3수준의 참여자 8명의 비교를 통

해 같은 수준에 있는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반박 참여율이 높을수록 통계

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4수준이었던 4명의 참여자들의 경우, 이중

4명 중 3명이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인 R4수준에 도달하여 전체 토론에서

는 수준 상승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분석하지 않았다. 다만 M4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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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수준으로 상승한 1명의 참여자의 경우, 과제 1에서 반박 참여율이

18.5%, 과제 2에서는 12.9%로 평균 반박 참여율 8.85%(과제1)와 4.34%

(과제2)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4수준의 참여자

중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 참여자는 반박을 많이 제시하는 참여자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7] 반박 참여율과 수준 상승(3수준)

2. 반박의 유형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이 절에서는 반박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반박의 유형이 참여자들의 통

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반박을 근거에 대한 반박(RG)과 논지에 대한 반박(RT)으로 구분하

였다. 과제 1의 전체 토론에서 나타난 반박 관련 담화 146개 중 반박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137개의 반박 담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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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반박의 유형과 반박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

이 절에서는 참여자들의 반박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반박 담

화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과제 1의 논증활동

에서 전체 토론의 담화를 분석한 결과, 반박과 반박에 대한 지지를 포함

하여 반박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반박이 137개 관찰되었으며 이 중

RT가 55개, RG가 82개로 나타났다. 총 137개의 반박 중 84개(RT 24개,

RG 60개)의 반박에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었다.

반박 유형별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RT에는 1수준부터 5

수준까지 나타났고 RG에는 2수준에서 5수준까지의 담화가 나타났다. 4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담화는 RT에서 54.2%가 나타난 반

면 RG에서는 88.3%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대방의 근거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통계적 추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높을 때 근거에 대한 반박을 더 많이 제시할

수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전체

논지반박

(RT)

5 1 5 10 3 24

20.8% 4.2% 20.8% 41.7% 12.5%
100%

45.8% 54.2%

근거반박

(RG)

0 1 7 14 39 60

0 1.7% 11.7% 23.3% 65%
100%

13.4% 88.3%

[표 Ⅳ-15] RT와 RG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



- 85 -

[그림 Ⅳ-8] 반박의 유형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2.2 반박의 유형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과의 관계

과제 1의 전체 토론에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이 나타났던 참여자 8

명의 담화를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반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8명 중 2명은 RT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은 RG를 제시하고 있었

다. RT를 제시한 2명의 평균 통계적 추론의 수준은 개별 활동, 조별 토

론에서 2.5였고, 전체 토론에서는 3.5로 수준이 1 상승하였다. RG를 제시

하였던 6명의 평균 통계적 추론의 수준은 개별 활동, 조별 토론에서 3.2

였고 전체 토론에서 4.5로 수준이 1.3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RT를 제시

하는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보다 RG를 제시하는 참여자들

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이 0.3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 1의 전체 토론에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이 나타났던 참여자 8

명의 반박 참여율을 반박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RT를 제시하는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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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평균 반박 참여율은 2.75%로 나타났고, RG를 제시하는 6명

의 참여자들의 평균 반박 참여율은 10.73%로 나타났다. 따라서 RG를 제

시하면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하는 참여자들은 반박 참여율에서도

RT를 제시하는 참여자들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RG를 제시하는 참여자는 RT를 제시하는 참여자보다 통계적 추

론의 수준이 높은 편이고, 전체 토론에서 수준이 더 많이 상승했으며 반

박을 더 많이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조

참

여

자

개별 활동,

조별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

수준

전체

토론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 수준

수준

상승

반박

참여율

(%)

(반박+

반박지지)

반박의

유형

1

조

동희 2 3 1 3.4 RT

시은 2 2 0 1.4

동열 2 2 0 0.7

유준 3 3 0 1.4

2

조

태준 3 4 1 4.8 RG

나정 3 5 2 5.5 RG

동혁 4 5 1 18.5 RG

원호 3 - - 0

정수 5 5 0 32.9

3

조

수찬 3 4 1 4.1 RG

다희 3 - - 0

원희 3 - - 0

태현 3 4 1 2.1 RT

철호 2 - - 0

4

조

성윤 3 5 2 24 RG

현수 5 - - 0

현지 - - - 0

종호 3 4 1 7.5 RG

은비 3 - - 0

평균 3.0 3.92 0.92 8.85%

[표 Ⅳ-16] 반박의 유형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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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유형 참여자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반박 참여율

논지반박

(RT)

동희 2 → 3 평균

2.5 →3.5

1수준↑

3.4%
평균

2.75%태현 3 → 4 2.1%

근거반박

(RG)

태준 3 → 4

평균

3.2 → 4.5

1.3수준↑

4.8%

평균

10.73%

나정 3 → 5 5.5%

동혁 4 → 5 18.5%

수찬 3 → 4 4.1%

성윤 3 → 5 24.0%

종호 3 → 4 7.5%

[표 Ⅳ-17] 반박 유형별 비교

3. 반박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

3.1 반박의 유형과 상호작용 유형사이의 관계

이 절에서는 과제 1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반박의 유형과 상호작용의 유

형을 확인한 다음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체 토론 담화를 시퀀스로 나누고, 각 시퀀스에서 제시된

RT와 RG를 확인하였다. 담화 시퀀스는 기존의 담화 흐름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거나, 이전의 반박과 관계없는 새로운 반박이나 의

문이 제시될 때 시작된다. 하나의 시퀀스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담화로

구성되며 담화를 단독으로 분석하기보다 담화 사이의 연결성을 보기 위

한 분석단위가 된다(Hogan et al., 1999). 이를 바탕으로 과제 1의 전체

토론 담화를 분석한 결과 총 25개의 시퀀스를 구분하였고, 이 중 1개를

제외한 24개의 시퀀스에서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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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담화를 제시하고 다른 화자가 동의나

인정, 단순 반복 등 청중의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으로서 본 연구의 전체

토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는 전체 토론은 발표와 논평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

은 청중의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참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방적 상호작용을 제외한 반응적 상호작용과 정교한 상호작용이 24개

의 시퀀스에서 확인되었으며 두 유형의 상호작용이 각각 12개씩 관찰되

었다. Hogan과 동료들(1999)을 참고하여 담화 시퀀스에서 아이디어의 연

결, 논의 내용의 확장이나 정교화, 아이디어 수정, 변증법적 교환 등이

나타난 경우 정교한 상호작용으로 판단하였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 절에

포함된 [표 Ⅳ-19]에서 제시하였다.

반응적

상호작용

정교한

상호작용
총합

상호작용의 수 12 12 24

RT 29(65.9%) 26(28.0%) 55

RG 15(34.1%) 67(72.0%) 82

RG+RT 44(100%) 93(100%) 137

상호작용에 포함된

담화의 수
72(평균6) 143(평균11.9) 215

[표 Ⅳ-18] 상호작용 유형별 비교

반응적 상호작용과 정교한 상호작용에 포함된 반박의 유형을 살펴보면,

반응적 상호작용에는 RT가 65.9%, RG가 34.1%로 RT의 비율이 높은 반

면, 정교한 상호작용에는 RT가 28.0%, RG가 72.0%로 RG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RT가 많이 포함된 담화

는 반응적 상호작용이 주로 나타나고, RG가 많이 포함된 담화는 정교한

상호작용이 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유형의 상호작용에 포함된 담화의 수를 분석한 결과 반응적 상

호작용에 포함된 평균 담화 빈도는 6인 반면, 정교한 상호작용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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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담화 빈도는 11.9로 정교한 상호작용이 반응적 상호작용보다 비교

적 길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RT보다 RG가 더 많이

포함된 담화 즉, 정교한 상호작용에서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이 RT보다는 RG를 많이 제시하는 경우 상대

방의 응답과 재반박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지고 논의가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3.2 상호작용 유형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이 절에서는 각 시퀀스 별 상호작용 유형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시퀀스에서 관찰되는

추론 상승 담화를 확인하고 이를 상호작용 유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담화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이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

의 수준 상승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총 24개의 시퀀스는 12개의 반응적 상호작용과 정교한 상호작용으로 구

분되고, 각 시퀀스에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이 관찰되는 담화는 32

개로 나타났다. 이중 26개의 추론 상승 담화가 정교한 상호작용에서 나

타났고, 6개의 추론 상승 담화는 반응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정교한 상호작용에서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반응적 상호

작용에서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2개의 반응적 상호작용 중 11개의 반응적 상호작용에서 RT의 비

율이 RG의 비율과 같거나, RT의 비율이 RG의 비율보다 크게 나타났고,

12개의 정교한 상호작용 중 10개의 정교한 상호작용은 RG의 비율이 RT

의 비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RG가 RT보다 많이 포함된 담화에

서는 정교한 상호작용이 주로 나타나고, RG와 RT의 비율이 같거나 RT

의 비율이 더 높을 경우 반응적 상호작용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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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

퀀

스

담

화

빈

도

RG RT 상호작용 판단근거
추론 상승

담화

1

1 14 9 2 정교한 연결, 확장 4

2 5 3 2 정교한 연결 1

3 2 1 1 반응적 - 1

2

4 6 4 2 정교한 연결, 확장 0

5 18 8 5 정교한 확장 5

6 4 0 0 정교한 확장 0

3

7 4 0 0 반응적 - 0

8 11 6 3 정교한 확장 3

9 12 6 1 정교한 연결, 수정 0

4

10 5 1 2 반응적 - 1

11 6 0 3 반응적 - 2

12 3 0 3 반응적 - 1

13 17 7 2 반응적 - 0

14 10 4 4 정교한 확장 1

15 8 0 5 반응적 - 0

16 18 8 1 정교한 연결 3

17 2 1 1 반응적 - 0

18 28 12 3 정교한
연결, 확장,

변증법적 교환
5

19 9 4 1 정교한 확장 1

20 9 3 4 반응적 - 0

21 8 3 2 정교한 연결, 확장, 종합 3

22 2 0 1 반응적 - 1

23 11 2 5 반응적 - 0

24 3 0 1 반응적 - 0

25 7 0 1 - - 0

[표 Ⅳ-19] 각 시퀀스에서 나타나는 반박의 유형과 상호작용 유형,

추론 상승 담화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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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적

상호작용

정교한

상호작용
총합

RT 29(65.9%) 26(28.0%) 55

RG 15(34.1%) 67(72.0%) 82

RG+RT 44(100%) 93(100%) 137

추론 상승이

나타나는 담화의 수

(전체32)

6 26 32

[표 Ⅳ-20] 상호작용 유형과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두 유형의 상호작용에서 관찰되는 RT와 RG의 비율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응적 상호작용에서는 대부분 RT와 RG

의 비율이 같거나 RT가 RG보다 많이 나타나는 반면, 정교한 상호작용

에서는 대부분 RG가 RT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반응적 상호작

용은 주로 RT가 제시되는 경우에 나타나고, 정교한 상호작용은 주로

RG가 제시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 추론의 수

준 상승 담화와 이를 함께 고려하면 RT 중심의 반응적 상호작용에서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이 적게 나타난 반면, RG 중심의 정교한 상호

작용에서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반응적 상호작용보다 정교한 상호작용에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

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것은 또한 RG가 많이 제시되는 상

호작용에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RG가 많이 제시되는 담화는 정교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RT가 많이 제시되는

담화는 반응적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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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

3.3 상호작용 유형별 사례분석

이 절에서는 RT 중심의 반응적 상호작용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와

RG 중심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반박의

유형과 상호작용 유형을 참여자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반응적 상호작용과 정교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논의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제기하

는 RT와 RG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각 상호작용에서

반박을 제기하면서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 참여자의 경우를 함께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담화 지도를 분석하여 각 상호작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3.1 RT 중심의 반응적 상호작용

다음은 반응적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4조의 발표에서 나타난 시

퀀스 10∼13에 대한 분석이다. 반응적 상호작용에서는 초기 추론이 가진

한계가 명료화 되지 못하고 논의가 종결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4조의 경

우 동혁, 나정, 태준, 정수가 4조의 추론에 대해 타당한 비판을 제기하였

지만 성윤이 제기하는 RT는 이러한 비판들을 기각하여 논의가 발전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4조인 성윤은 과제 1에서 퍼짐이 작은 B를, 과제 2에서는 평균이 크고,

표본의 크기가 큰 A를 선택했다. 또한 과제 3에서는 A를 선택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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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성윤

핸드폰 A의 경우 자료들이 평균값과 중앙값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 불안정한 반

면 핸드폰 B의 경우에는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안정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B를 선택하였습니다.

C

105 성윤

자료 2에서 먼저 핸드폰 A의 배터리 지속시간의 평

균은 8.6, 중앙값은 8.0으로 핸드폰 B의 평균 그리고

중앙값 7.5보다 약 0.5 더 높아 배터리가 더 오래 지

속됩니다. 핸드폰 A의 분석 자료수가 핸드폰 B의 분

석 자료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료 2에서는 A를 선택하

였습니다.

C

106 성윤

...A 핸드폰의 강점을 부각하여 전체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을 구한 결과 핸드폰 B 8보다 핸드폰 A가 8.4

로 0.4 더 높습니다. 만약 B 핸드폰의 강점을 부각하

여 높은 지속시간을 가진 자료와 낮은 지속시간을

가진 자료를 제거하여 그 기준을 A는 5에서 11까지

이고 B는 7에서 11까지입니다. 그 결과 평균과 중앙

값을 구하면 중앙값은 8로 같으나 평균은 B 핸드폰

이 A 핸드폰보다 0.1정도 더 높습니다....두 핸드폰의

장점을 각각 부각해서 비교해본 결과 A의 평균 지속

시간이 더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A가 더 좋은 핸드

폰이라 생각하였습니다.

C

이유로 전체 평균이 A가 B보다 0.4 큰 반면, 일부 구간에서의 평균은 B

가 A보다 0.1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조는 퍼짐에 대한 인식이 있

고, 자료의 중심 외에 퍼짐과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고 있다. 표본의 크기

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중심이 다를 때 분포의 다른 면을 타당하

게 통합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등 오류를 포함하므로

4조의 초기 추론은 3수준의 추론이라 할 수 있다(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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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동혁
A의 강점에서 더 높은 지속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Q

114 성윤 네 A

4조의 초기 추론을 성윤과 종호가 정당화하고 이에 대하여 동혁, 정수,

태준, 나정이 반박을 제기하고 있다. 반응적 상호작용이 나타난 시퀀스

10∼13에서는 RT의 비율이 RG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동혁, 정수, 태

준, 나정이 제기하는 RG는 4조의 초기 추론이 가진 한계와 오류에 대한

타당한 비판이지만 성윤이 제기한 RT는 제기된 비판이 생산적으로 논의

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112, 118, 121, 130) 이것은 시퀀스 1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퀀스 10

108 동혁

A의 자료가 더 많아서 신뢰가 더 높다고 했는데 그

렇게 따지면 B의 자료가 더 적으니까 신뢰도가 낮은

겁니까? 원래 B가 더 높은 값이 나올 수 있었는데

자료가 적어서 더 낮은 값이 나왔다고 생각 안 하시

나요?

RG

109 성윤

그럴 확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 정확도에 따라서

핸드폰을 선택하였을 때 더 좋은 핸드폰을 얻을 확

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RT

110 정수 응? Q

111 나정 그러면 그 자료를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RT

112 성윤

핸드폰 A의 경우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핸드폰 B

를 구매하였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RT

 

시퀀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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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동혁

질문 3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높은 지속시간이 나

오는 날이 예를 들어 12이상이 높은 거라고 했을 때

총 6개 인데 반대로 6이하인 것은 6개의 두 배가 넘

습니다.

RT

116 성윤 네 A

117 동혁

만약 사람이 2일 동안 (배터리 지속이) 낮은 시간을

가지고 1일 동안 (배터리 지속이) 높은 시간을 가진

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더 나을 까요?

RT

118 성윤
A의 강점이 높은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A의 단

점입니다.
RT

시퀀스 12

119 태준

여기서 A의 장점을 부각하고 그 다음에 B의 장점을

가지고 비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A는 분명 단점도

있을 텐데 그 단점을 배제하고 평가하면 오히려 기

준이..낮지 않을 까요?

RT

120 나정
그러니까 약간 답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다 약간 맞

춰놓은 듯한 느낌이...
RT

121 성윤

A의 강점은 B의 약점이고 A의 약점은 B의 강점입

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가 상쇄될 것이라 생

각했습니다.

RT

 성윤은 자료 A가 자료 B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서 A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A가 B보다 평균이 크기 때문에 성윤은 A의 자료

크기가 큰 것을 이와 함께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 있

다. 성윤은 자료의 크기를 표본 신뢰성과 연결 지었지만 동혁은 이에 대

해 표집변이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타당한 반박을 제기하였다(108). 나정

은 두 표본의 크기가 다른 것을 객관적인 비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에 “그 자료를 빼고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111).

동혁과 나정, 태준의 비판은 성윤의 추론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며 다양

한 관점에서 분포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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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정수

비교하는 방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금 보시면 A에서 7미만 11초과의 점들을 세어보면

21개이고 B에서 세어보면 6개인데 근데 비율이...A

는 전체 변량이 59개로 B는 41개로 21/59와 6/41

을 놓고 비교하자면 A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

는데 A가 문제점이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거잖아

요. 이런 A의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A의 점(자

료)들을 훨씬 더 많이 배제 시키고 계산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계산했

기 때문에 A가 더 유리하도록 나온 것이라 생각합

니다.

RG

123 성윤 어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Q

124

125
정수

요약하자면 7이하 11이상의 점들은 A는 21/59가

사라지고 B는 6/41이 사라지는 데 A에서 사라지

는 비율이 전체에서 높기 때문에 A에 유리하게 값

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S

126 정수

그런데 중앙값에 비하여 평균이 A가 더 높게 나왔

다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B는 중앙값이 7.5인

가 그랬던 거 같은데

S

128 성윤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시면... Q

129 정수

방금 전에 7미만 11초과를 배제한 거랑 다르게 5

에서 11전체 구간을 계산 했을 때 A의 중앙값에

비해 평균의 증가량이 B의 값보다 높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RG

에 대해 성윤이 제시하는 RT는 논의를 확장하지 못하고 종결시킨다

(109, 112, 118, 121). 성윤은 동혁과 나정, 태준이 제기하는 추론의 근거

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시퀀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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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성윤

그건 0.1이 저희는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 드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 계산 한 것은 0.1인데 그 쪽이랑 다르다는 것을

둘 중 하나는 착오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지금 평

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RT

131 정수
맨 처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종합하여서 7.5와 8이 나오고 8과 8.4가 나오는데
S

132 성윤

저희가 맨 처음 자료 3을 계산하였을 때 자료 1,

자료 2를 다 모아서 자료 1,2를 다 더해서 자료 3

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B가 더 높다는 겁니

다. 합쳤을 때 저희의 결과에 따르면 저희는 더 높

지 않게 나왔습니다.

RT

133 정수 어떻게 나오나요? Q

134 성윤 B핸드폰은 8, A핸드폰은 7.9가 나왔습니다. CLM

135 정수 7.9요? Q

136 성윤 네 A

137 정수 중앙값이 7.9가 나올 수 없는데요? RG

정수는 성윤이 제시한 추론에서 분포를 비교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

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122). 성윤은 퍼짐이 작은 “B의 장점

을 부각하여 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A와 B에서 빈도가 낮은 자료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였다(106). 그러

나 빈도가 낮은 자료를 제외하는 기준이 두 자료에서 다르게 적용되어

결국 서로 다른 비율의 자료를 제거함으로써 타당한 비교가 되지 못했

다. 정수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였다(122). 그러나 성윤

은 “그것을 지금 평가할 수 없다”(130)거나 “저희의 결과에 따르면 저희

는 더 높게 나왔다”(132)와 같이 RT를 제기함으로써 정수의 타당한 비

판을 기각하였으며 논의를 종결시키고 성윤의 초기 추론이 가진 한계와

오류가 명료화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동혁의 경우는 반응적 상호작용에서 반박을 제기하면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동혁은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4



- 98 -

수준이었지만 전체 토론에서 반박을 제시하면서 5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동혁은 질문 3에서 퍼짐이 큰 자료 A가 높은 평균을 가지는 원인을 전

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값’이 많기 때문이라 해석하고 있

다. 자료의 퍼짐과 중심을 통합하여 자료를 해석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경

향에서 벗어난 자료가 자료의 중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4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림 Ⅳ-10] 질문 2에 대한 동혁의 반응

[그림 Ⅳ-11] 질문 3에 대한 동혁의 반응

동혁은 전체 토론에서 성윤의 추론에 반박을 제기하면서 크기가 다른

두 자료의 비교를 표집변이성의 맥락에서 해석하여 5수준의 추론을 하였

다(108). 이러한 반박은 성윤이 질문 2에서 A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A

의 평균을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A를 선택한다는 추론이 가진 논리적

인 비약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또한 성윤이 A의 평균을 근거로 A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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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지속시간이 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혁은 A가 평균이 크지만

A 분포의 상대적인 위치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평균 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5수준의 추론을 하였다(113, 115, 117).

이를 통해 동혁은 성윤의 추론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과 반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분포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퀀스 10∼13의 상호작용 유형을 살펴보면, 시퀀스의 길이(평균 길이

6)가 정교한 상호작용에 비해 짧고, 반박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이전 담

화보다는 초기 추론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담화들 사이의 연결성이

약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논의의 흐름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고

분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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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동혁

정리해보자면 A는 장점이 평균이 높다는 거고 B는

장점이 밀집되어 있다는 건데 이쪽은 평균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쪽은 밀집되어 있는게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굳이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RT

260 태준 맞아요 S

261 성윤 의견의 차이가 아닐까요? 수치의 차이가 아니고요 S

[그림 Ⅳ-12] 시퀀스 10∼13에서 나타나는 반응적 상호작용

시퀀스 10∼13에서는 논평조에 의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4, 5수준의 반

박들이 주로 제시되었지만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

에 초기 추론을 수정하는데 반박이 기여하지 못했다. 초기 추론은 퍼짐

과 평균,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값을 고려하는 3수준의 추론이

었지만 논증활동의 후반부에서 수정된 추론 모델은 평균만 고려하는 2수

준으로 오히려 추론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성철과 종

현이 반박을 받으면서 초기 추론의 한계는 인식했지만 오류를 수정하여

더 나은 추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 5수준의 반박을 제시했던 동혁

과 정수도 결국 관점의 차이라고 해석하며 논증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지 못했다. 논의가 연결되지 못하고 분절되며 반박이 이전 담화보다는

초기 추론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화살표를 통해 알 수 있다.

207 종호

저희가 잘못 설정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

의 장점을 봤을 때 A가 평균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A가 평균적으로 지속시간이 더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B보다 평균 지속시간이 높은 A

를 선택하여서 지속시간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좋

다고 생각하여서 A를 선택하였습니다.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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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수찬

...자료 1에서(이것은) 핸드폰 A의 표이고, 평균값과 중

앙값이 같고 자료가 별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 1의 핸드폰 B의 표이고 평균값과 중앙값

C

3.3.2 RG 중심의 정교한 상호작용

 정교한 상호작용에서 RG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2.8%로 RT의 평균

비율 28.0%보다 높았다. 따라서 RG가 많이 제시될 때는 주로 정교한 상

호작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정교한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1조의 발표에서 나타난 시퀀스 1과, 3조의 발표에서 나타난 시퀀

스 8, 9에 대한 분석이다. 정교한 상호작용에서는 초기 추론이 가진 한계

가 명료화되어 논쟁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아이디

어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연결하거나 다른 사람의 추론을 수정하면

서 논의가 확장되고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제기하는 RG

는 논의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나정, 태준, 수찬의 경우는

정교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면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3.2.1 시퀀스 8, 9의 사례

 3조는 질문 1에서 자료의 퍼짐을 양화하기 위해 평균을 포함한 중심구

간의 분포비율을 구하였다. 질문 2에서는 A는 중앙값 이하의 분포의 비

율이 많고 B는 중앙값 이상의 분포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A를 선택한다

고 추론하였다. 분포의 퍼짐에 대한 인식이 있고 분포의 퍼짐을 비교하

기 위해 두 분포의 중심을 기준으로 퍼짐을 양화하였다. 또한 일정한 값

이상과 이하의 분포비율을 비교하였으므로 3수준의 반응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중앙값을 기준으로 중앙값 이상의 범위와 중앙값 이하의 범

위에 속한 자료의 합을 비교하는 등 일부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7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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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고 자료가 핸드폰 A보다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

희 조는 B가 더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평균값과 중앙값이 모두 8이므로 8에서의 범위 ±

0.5이내에서는 A는 32%. B는 73%가 나왔습니다. 그리

고 범위를 ±1로 늘였더니 A가 36%, B는 100%였습니

다. 그리고 B는 A에 비해 자료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

므로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

는 질문 1에서 B를 선택하였습니다.

72 수찬

그 다음으로 질문 2에서의 핸드폰 A의 표입니다. 잘 보

시면 자료가 시간이 많은 쪽보다 시간이 적은 쪽에 많

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이 8인데 중앙값

보다 작거나 같은 도수들의 합이 큰 쪽 보다 더 작습니

다. 그리고 핸드폰 B의 자료인데 핸드폰 A보다는 자료

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앙값

이 7.5로 되어 있는데 중앙값보다 큰 값들이 중앙값보

다 작은 값보다 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B는

A보다 값이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B는 큰 쪽에 밀

집되어 있는 반면 A는 작은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는 B를 선택했습니다.

73 수찬
두 문제 모두 자료 B가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저희 조는 전체적으로 B를 선택하였습니다.

 시퀀스 8, 9에서는 3조의 초기 추론에 대해 종호, 정수, 동렬, 동혁이 반

박을 제시하고 있다. 정교한 상호작용이 나타난 시퀀스 8, 9에서는 RG의

비율이 RT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퀀스 8에서는 퍼짐이 작은 자료에 대

한 인식이 없었던 종호는 3조가 퍼짐이 작은 B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80). 이에 대해 수찬은 안정성은 자료가 변동성이 있다는 것이

고, 변동성이 있는 자료는 상위권에도 분포하지만 하위권에도 분포하므

로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퍼짐이 작은 것이 더 좋다고 반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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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1, 83, 84). 태현 역시 자료의 안정성을 맥락 내에서 해석하며 분포의

선택 기준으로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85). 이를 통하여 수찬은 종호

의 추론을 반박하기 위해 분포 내에서 변이성을 분포의 비율로 설명하였

고, 태현은 안정성을 다른 면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논의를 확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수는 자료의 안정성과 상위권 분포 비

율을 비교하기 위해 양적인 값을 도출해야 함을 지적하였다(86, 89). 분

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양적인 수치를 구하는 것은 분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추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들이 제시한 분포 비교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논의로 볼 수 있다.

시퀀스 9에서는 동렬이 3조의 추론에서 퍼짐이 작은 B를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동렬은 고르게 분포되

어 있다는 것은 자료가 다양한 값을 가진다는 것이므로 분포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92). 동렬의 지적은 3조가 ‘퍼짐이

작다’는 것과 ‘안정성이 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설명 사이의 모

순을 밝힌 것으로 타당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희는 수찬

의 추론을 일부 수정하여 ‘고르게 분포’된 것보다 일정한 값을 기준으로

기준보다 작은 범위와 기준보다 큰 범위를 비교한 것이라 주장했고(93,

96), 동혁과 정수는 다희가 설명한 방법이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수

찬은 초기에 A는 중앙값인 8보다 적은 쪽에 많이 분포하고 B는 중앙값

인 8보다 큰 쪽에 많이 분포한다고 설명했고, 다희와 태현은 A, B를 7.5

를 기준으로 같은 범위를 비교한 것이라 추론을 수정했다. 하지만 동혁

과 정수는 실제 7.5초과인 범위의 분포 비율을 구하여 이 방법이 가진

오류를 인식하고 명료화 하였다. 동혁이 “15개, 10개”라고 설명한 것은

7.5이하의 범위에 A가 15개(전체 37개, 40.5%), B가 10개(전체 19개,

52.6%)가 분포하기 때문에 다희와 태현의 방법이 오류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동렬, 동혁, 정수의 반박을 통해 정교한 상호작용이 나타

난 시퀀스 8∼9의 논의는 3조의 초기 추론이 가진 한계와 오류를 명료화

하고 논의가 확장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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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종호

자료 1에서 B가 더 안정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안

정적인 게 왜 높은 거 보다.. 안정된 지속시간을 갖는 것

이 높은 지속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RG

81 수찬

자료 1을 보면 A가 높은 지속시간을 갖는 것만큼 낮은

지속시간도 똑같이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쉽게 말해서...어... 변동성

이 있다는 겁니다. B보다.

RG

82 종호
변동성보다는...높은 지속시간을 가지는 핸드폰이 B보다

많은데...
S

83 수찬 많지 않아 보이는 데요 S

84 수찬
높은 게 많은 만큼 낮은 것도 많잖아요. 개수도 똑같네,

6개, 6개.
S

85 태현

제가 대신 대답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아까 저분 말했

듯이 손전등이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 충전

하고 나왔는데 어떤 날은 29%이고, 어떤 날은 60%이고

이런 날 피해를 볼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B가 더 효율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T

86 정수

주어진 1과 2의 자료를 너무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해

석한 거 같은데 좀 더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오차 범위

를 계산해서 정확히 어떤 값으로 도출해낼 수는 없는지

그 방법은 없나요?(생략)

RG

88 태찬 그럼 이 그래프도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RT

89 정수
아니 좀 더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RG

90 다희 디바이더 했는데 사진이 없어요 RT

92 동렬 과제 2에서 B의 자료가 A의 자료보다 더 고르게 분포 RG

시퀀스 8

 

시퀀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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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커서 불안정한 거 아닌가요?

93 다희
그런데 이건 적은 쪽에 있는 게 많은 쪽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비슷하다는...
RT

94 동혁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4하고 12.5사이가 8.5잖아요.

8.5 기준으로 자르면 왼쪽에 값이 더 많아요. 자료 2는
RG

95 태준 오 그러네 S

96 다희

많은 편이라는게 A랑 B랑 비교해서 많다는 거지 적은

거 보다 많은 쪽이 많다는 건 아니예요. A보다 많다는

거지

RG

98 태현 중앙값은 7.5예요 RG

99
태준,

정수

7.5라고? 그러네 우리가 잘못했네
CHC

101 정수
중앙값이 7.5라고 해도 이 자료를 보면 추가 되는 게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RG

102 동혁 왼쪽(A)이 15개인데 오른쪽(B)이 10개잖아. 15개 10개. RG

수찬의 경우는 정교한 상호작용에서 반박을 제기하면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수찬은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A와 B의 퍼짐을 기준으로 퍼짐을 작은 자료를 선택하였고, 이를 위해

자료의 퍼짐을 평균 m을 기준으로 [m-0.5, m+0.5] 구간과 [m-1, m+1]

구간에 분포하는 자료의 상대 도수로 구하였다. 평균을 포함한 분포의

중심구간에서 비율을 구하여 퍼짐을 양화하였고, 자료의 퍼짐에 대한 인

식이 있으므로 3수준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전체 토론에서 종호

의 반박에 재반박하면서 수찬은 4수준의 통계적 추론을 하였다.

과제 1, 2에서 나타난 수찬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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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B가 더 안정성이 높다. 지속시간의 평균, 중앙값이 모두 8이

므로 범위 0.5이내에서의 비율을 보니 A는 32%, B는 73%이고 범위

1이내에서는 A가 36%, B는 100%이므로 A가 B보다 불안정하다. 따

라서 B를 선택한다.

과제 2. A와 B의 변량 개수가 다르므로 A, B의 평균, 중앙값을 비교

하면 약 8.0정도 이므로 A는  의 구간에서 50%, B는 66%

가 나오고,  의 구간에서 30%, B는 58%가 나오므로 B가

더 안정적이다. 따라서 B를 선택한다.

[표 Ⅳ-21] 개별 활동에서 나타나는 수찬의 반응

 종호는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3수준의 통계적 추론을 하였다. 분

포의 특성을 퍼짐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일정한 값을 기준으로 기

준 값보다 큰 분포의 비율과 기준값 보다 작은 분포의 비율을 비교하였

다. 수찬은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 주변에 모여 있는 분포의 비율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반면 종호는 일정한 값 이상의 범위에 분포하는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종호는 자료의 안정성이

왜 중요한지를 질문하며 수찬의 추론에 반박하고 있다(80). 질문의 형식

을 취하고 있지만 담화에 내포된 종호의 의도는 안정성 혹은 퍼짐을 기

준으로 자료를 선택한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반박이 제시되면서 수찬과

종호가 가진 관점의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수찬은 종호의 추론을 반박하기 위해 A가 값이 큰 쪽에 많이 모여 있

지만 큰 것이 많은 만큼 작은 것도 많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아니며 자

료의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81, 83, 84). 이것은

퍼짐이 작은 분포와 상위권에 자료 값이 많은 분포를 비교하여 퍼짐과

밀도라는 분포의 특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4수준의 통계적

추론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찬은 전체 토론에서 상대방의 추론에 반

박하면서 3수준에서 4수준으로 추론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퍼짐과

밀도라는 분포의 서로 다른 특성을 통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추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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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찬이 논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준이라 하더라도 다른 학생의 반박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전에 이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반박하는 과정에서 추론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호의 반박은 수찬의 분포에 대한 사고를 자극하고 분포의 서

로 다른 특징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분포에 대한 분석을 정교화 하도

록 하였다.

3수준이었던 태현 또한 같은 수준인 종호의 추론에 반박하면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태현은 개별 활동에서 퍼짐을 자료의 범위로

파악하고 평균과 퍼짐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3개의 구간으로 나누

어 상대빈도를 계산하여 3수준의 추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13] 과제 1에서 태현의 반응

[그림 Ⅳ-14] 과제 3에서 태현의 반응

 전체 토론에서 퍼짐이 작은 것이 왜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에 대한

종호의 반박에 태현은 핸드폰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료 값

이 큰 것이 많은 것보다 자료값이 전체적으로 안정된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85). 태현은 개별 활동에서 자료의 퍼짐을 최댓값과 최솟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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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식했지만 전체 토론에서는 분포를 비교하는 두 가지 기준인 퍼

짐과 자료 값의 상대적인 위치를 맥락 내에서 해석하여 판단기준의 비중

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4수준의 추론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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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시퀀스 8∼9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상호작용

 시퀀스 8, 9의 정교한 상호작용에서는 RG가 RT보다 비율이 크게 나타

나며,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RG가 이전 참여자의 담화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되거나 초기 추론보다는 이전 참여자의 담화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화들 사이의 연결성이 높으며 이전 참여자의 아이디어에 자

신의 아이디어를 연결하거나 확장, 종합하고 다른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수정하면서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3.3.2.2 시퀀스 1의 사례

1조는 질문 1에서 평균과 중앙값이 동일할 때 최솟값을 기준으로 분포

를 선택하였다. 질문 2에서는 퍼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이 크고, 최댓값

이 큰 분포를 선택하였다. 1조는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최솟

값이 같을 때 최댓값이 큰 분포를 선택하여 퍼짐이 큰 자료를 좋은 자료

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분포의 퍼짐이 작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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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찬
아까 결론에서 나온 그래프 있잖아요. 3번째에서 나온

그래프요 그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Q

7 시은
그거 질문 1에서 나온 그래프와 질문 2에서 나온 그래

프 다 더해서 만든 거예요.

CL

M

8 수찬 질문 1에서 나온 그래프에서는 A랑 B랑 자료 개수가 RG

1

시은

시민단체에 대한 질문은 A와 B는 평균과 중앙값이 모

두 같지만 A는 최솟값이 5이고, B는 최솟값이 7입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핸드폰은 A일 것입니다. 반면 B는

최댓값이 A보다 낮지만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B를 살

것입니다.

C
2

연구기관에서 한 질문은 A의 평균 시간은 8.6시간이고,

B의 평균 시간은 8.0시간이여서 A가 더 오래 지속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A의 최대 지속시간이 B의

최대 지속시간보다 높기 때문에 A를 살 것입니다.

3

마지막에 A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A의 평균 시간은 8.4

시간, B의 평균 시간은 8.0시간입니다. A의 최대 지속시

간이 B의 최대 지속시간보다 1시간 많기 때문에 A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을 알 수 있고, 2수준의 추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조의 추론에 대해 수찬, 나정, 태준이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수찬은

크기가 다른 두 자료를 최댓값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에 대해 질문하였고

(6), 나정 역시 크기가 다른 분포를 비교하는 데 있어 최댓값은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11, 13, 15). 수찬이 제기한 반박에

대하여 나정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 최댓값이 변하기 때문에 비

교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고, 태준은 표본의 크

기를 작게 했을 때 표본의 통계량이 변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논의를 확

장하였다(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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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질문 2에서 나온 그래프는 A랑 B랑 변량? 변

량의 개수가 다른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9 시은
그렇다 해도...그럼 질문 2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질

문 3이 개수가 다르잖아요.
RT

10 동열
어차피 개수가 달라도 평균 같은 건 다 나타낼 수 있

으니까
RG

11 나정
평균은 그래도...자료 개수가 많으면 높은데 있을 가능

성이 많아지지 않나요? 자료 개수가 많으니까...
RG

12 시은
자료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도 그게...더 높아진다는 보

장이...
RG

13 나정

같은 확률이라고 해도 만약 2개가 있는데 자료 개수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자료의 개수가 2배 많으면

높은데 등장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똑같은데 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RG

14 동희

높은데 등장할 확률도 증가하고 낮은데 등장할 확률도

증가하니까 변량이 많으니까...어차피 증가하니까 상쇄

되서 원래 평균이나 최대 최소나 비슷하게 나와요

RG

15 나정 평균 말고 최댓값이... S

16 동희

최댓값이 커질 확률도 커지고 똑같이 생각하면 최솟값

이 작아질 확률도 커지니까 어차피 비슷비슷할 거 같

아요.

RG

17 교사 다른 의견 있어요? OP

18 태준

자료의 개수가 적으면 그 자료의 데이터가 좀 원래랑

은 다르게 편향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자료의

개수가 적으면...

RG

19 유준 질문 3 아니면 질문 2요? Q

20 태준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 하는 게 지금... 자료의 개수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상쇄 되서 상관이 없다 그

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료의 개수가 만

약 적어진다면 자료의 데이터가 원래의 데이터와는 다

르게 편향 되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RG

21 동희
그런데 질문 2에서 핸드폰 A, B가 4, 5...죽 나와 있으

니까...편향되었는지 아닌지 주어진 데이터로 저희가 판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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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퀀스 1의 정교한 상호작용에서도 참여자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

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개별 활동과 조별 토론에서 3수준의 반

응을 보인 나정은 전체 토론에서 반박하면서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4수

준으로 향상되었다. 나정은 개별 활동에서 평균과 중앙값을 기준으로 두

자료를 비교했다. 질문 1에서만 자료의 퍼짐을 고려하였고 직관적으로

분포의 퍼짐을 파악하기 어려운 질문 2와 3에서는 퍼짐을 고려하지 않았

다. 또한 A의 자료 크기가 B의 자료보다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라

고 할 수 없고, 질문 2의 자료를 무시하고 B를 선택한다고 추론하였다.

표본의 크기를 표본의 신뢰성과 관련지어 비판적인 사고를 일부 보이지

만 자료의 퍼짐을 고려하지 않고 중심만 고려하여 3수준의 추론을 하였

다.

[그림 Ⅳ-16] 질문 1에서 나정의 반응

[그림 Ⅳ-17] 질문 2에서 나정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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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질문 3에서 나정의 반응

 전체 토론에서 나정은 1조가 크기가 다른 두 표본을 최댓값으로 비교한

것에 대해 RG를 제시했다(11, 13,15). B 표본의 수를 크게 할 경우 ‘높은

데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표본의 수가 달라지면 최

댓값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정은 처음에 크기가 다른 두 자

료의 최댓값 비교에 대해 RG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자료의 크기

를 모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서 최댓값을 비판했다. 또한 최댓값

이 자료의 전체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최댓값의

상대적인 빈도를 확률적으로 해석하여 분포의 대푯값으로서의 적절성을

논의하였다. 나정은 자신의 RG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증

거들을 제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분포의 다른 측면으로 관점을 이동하

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정은 표본의 크기

에 따라 표본 평균이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등 표집 변이성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데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

올 수 있잖아요”라는 담화에서 유추해 볼 때 모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표

본의 통계량을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정의 RG는 1조의 추론

이 가진 오류를 증명하지 못했지만 표본의 크기와 표집분포에 대한 중요

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표본의 크기에 따라 표본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에 대해 예측하고 논증하는 것은 분포에 대한 여러 측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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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자극한다(Bakker & Gravemeijer, 2004).

시퀀스 1의 정교한 상호작용에서는 RG가 RT보다 비율이 크게 나타나

며, 시퀀스 8, 9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RG가 이전 참여자의

담화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되거나, 초기 추론보다는 이전 담화를 비판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화들 사이의 연결성이 높으며 이전 참여

자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연결, 종합하여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9] 시퀀스 1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상호작용

4개 조의 발표를 종합해 볼 때 1, 2, 3조의 발표에서는 정교한 상호작용

이 반응적 상호작용보다 많이 나타났고 RG의 비율이 RT의 비율보다 크

게 나타났다. 4조의 발표에서는 반응적 상호작용이 정교한 상호작용보다

많이 나타나고 RT의 비율이 RG의 비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논의의 내

용과 비교해볼 때, 반응적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RT가 많이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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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 발표에서는 초기 추론의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고 오류와 한계에

대한 반박이 논의의 초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교한 상호작용이 많

이 나타나고 RG가 많이 제시된 1, 2, 3조의 경우 초기 추론이 가진 오류

와 한계가 명료화 되고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유형

과 반박의 유형이 논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조 발표 2조 발표 3조 발표 4조 발표

RT 5 7 2 36

RG 13 12 11 47

RT+RG 18 19 13 83

반응적

상호작용
1 0 1 10

정교한

상호작용
2 3 2 5

담화의 수 21 28 27 139

논의의

흐름

초기 추론이 가진 오류, 한계가

명료화되고 논의의 초점이 됨

초기 추론의 수준이

낮아짐 오류와 한계에

대한 반박이 논의의

초점이 되지 못함

[표 Ⅳ-22] 반박의 유형과 상호작용 유형, 논의의 흐름



- 117 -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수학 우수아들을 대상으로 통계적 논증활동을 수

행하고 담화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담화를 역

할에 따라 분류하여 참여자들의 반박 참여율을 구하고 반박의 유형을 구

분하였으며, 반박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반박 참여율과 반박의 유형, 상호작용 유

형이 통계적 추론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수학적 지식과 학습에 대한 Sfard의 참여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다. Ⅱ장에서는 학습에 대한 참여주의적 관점과 Sfard의 주요 주장에 대

해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통계적 추론의 정의와 구성요

소에 대해 명확히 하고,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의 중요성과 비형식적 통

계적 추론을 발달시키는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형식적 통계적 추론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논증과정

으로서 통계적 논증활동을 정의하고 논증활동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통계

적 추론의 수준 상승을 관찰하였다. 또한 추론과 논증의 변증법적 관계

를 바탕으로 논증의 발전이 추론의 수준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논증

의 수준을 반박의 유무와 유형을 바탕으로 위계적으로 정의하고 추론과

논증에서 반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담화에서

나타나는 참여자의 추론의 수준과 참여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Ⅲ장에서는 통계적 추론을 자극할 수 있는 논증활동으로 연구 환경을 설

계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설명과 자료 수집 방법, 논증과제를 제시하고,

분석방법에서는 담화의 역할과 담화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증활동을 수행하여 참여자들의 담화를 분석한 결과, 반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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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율이 높을수록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

은 수준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때 반박 참여율이 높을수록

통계적 추론의 수준은 상승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RG를 제시할 때

RT를 제시할 때 보다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RG를

제시하면서 수준이 상승한 참여자의 그룹은 RT를 제시하면서 수준이 상

승한 참여의 그룹보다 수준 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반박 참여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담화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화를 시퀀스 별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RT가 많이 제시된 담화는 반응적 상호작용이

주로 나타나고, RG가 많이 제시된 담화는 정교한 상호작용이 주로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교한 상호작용에서는 반응적 상호작용보

다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참여자들이 RT보다 RG를

많이 제시하는 경우 상대방의 응답과 재반박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지고

논의가 길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 유형과 통계적 추론의 수

준 상승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교한 상호작용은 반응적 상호작용보

다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하는 담화가 더 많이 나타났다. 결론적으

로, RG가 많이 제시되는 담화는 정교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의 통

계적 추론의 수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RT가 많이 제시되는 담화는

반응적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응적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와 정교한 상호작용의 대

표적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응적

상호작용과 정교한 상호작용 모두에서 참여자들의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의 방향은 두 상호

작용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반응적 상호작용이 나타난 4조의 사례에서는

초기 추론이 가진 한계나 오류가 명료화되지 못하고 논의가 종결되었으

며 초기 추론을 수정하는데 반박이 기여하지 못했다. 또한 논의가 분절

되며 반박을 제시하는 참여자는 이전 참여자의 담화보다는 초기 추론을

비판하고 있다. 정교한 상호작용이 나타난 1조와 3조의 사례에서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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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이 가진 한계나 오류가 명료화되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참여자들이

RG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연결, 종합 또는 수정하면서 논의가 확장

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담화 사이의 연결성이 높고 반박

을 제시하는 참여자는 이전 참여자의 담화를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의 유형과 반박의 유형이 논의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 다

음 절에서 상세히 서술한다.

2. 결론 및 제언

논증과정에서 반박은 상대가 제시한 주장과 근거에 대하여 비판적인 질

문을 제기하면서 주장의 한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반박은

상대 논증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의 논증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진정한 반박의 의미는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이며 이를 학생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신

의 논증에 대한 상대의 반박을 자신의 논증에 대한 대결로 받아들이기보

다 잠재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해 보거나 같은 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 전환하여 생

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반박은 논증과정에서 수준 높은 논증이 되도록

하고 추론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통계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논증활동은 비형

식적 통계적 추론을 발전시키는 교수방법이 됨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인

주장을 위해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직관을 발달시키

고 자료 분석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모

집단에 대해 추론하여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를 증거로서 이용하

고 주장과 타당하게 연결되도록 분석, 해석, 변형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자료에 대해 논증하는 것은 비형식적 통

계적 추론을 자극하도록 한다. 논증활동의 주요 목표는 자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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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자료에서 추가적인 증

거를 찾기 위해 자료의 이면을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논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학생들이 논증에 기초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계적 논증활동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비판적인 평가와 반박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진정한 통계적 추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을 자극한다. 상대방이 제시한 반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료를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반박하기 위해

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논증과정과 상대방의 논증, 그리고 추론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학생들은 개별 활동이

나 조별 토론보다 반박이 많이 제시되는 전체 토론에서 더 높은 수준의

통계적 추론을 하였다. 또한 반박 참여율이 높은 참여자 일수록 담화에

서 나타나는 통계적 추론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통계적 논증

활동에서 반박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계적 추론을 자극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논증을 표현하면서 자료에 대해 스스로

추론하고 오류를 경험하며 이를 수정,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

다.

셋째, 통계적 논증활동에서 상대방의 통계적인 주장을 반박할 때는 RT

보다 RG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대방의 주장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근거를 반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사이의 연결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RT를 제시할 때보다 통계

적 추론을 더욱 자극한다.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논증활동은

RG가 주로 제시될 때 참여자들 사이에서 정교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도록

하고 논의가 확장되고 발전되도록 한다. 따라서 RG를 제시하는 것은 참

여자들 사이에서 정교한 상호작용을 통해 논의가 확장되고 발전하도록

하며 자료에 대해 정교한 통계적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교사는 학생들이 논증활동을 통해 정교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논증과정을 이끌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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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논증활동의 주체가 되어 추론을 제시하도록 하고, 부족하고 세

련되지 못한 추론이더라도 이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Hogan의 연구에서는 교사 주도의 토론보다 동료기

반의 토론에서 정교한 상호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참여자들의 추론 수

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논증과정에서 교사는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정당화 없이 추론의

결과만 제시할 때는 교사가 타당화하도록 요구하거나 학생이 제시한 주

장의 근거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동의하는지 질문하면서 학생들의 논증

활동을 독려하고 정교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도록 도울 수 있다. 학생들은

상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제시하면서 동료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통계적 추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본 연구는 수학우수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학생을 대상

으로 적용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

으로 일반 학생의 통계수업에 적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추론이 사회적인 장에 제시되어 공적인

비판과 승인을 거쳐 수정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추론의 수준 상승을 관

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장에 제시된 개인적인 추론과 논증이

비판적인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면 이후에 공적 담론이 어떻게 개

인화 되고 내재화 되는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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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발표와 평가 학 번

이름 모둠

학습목표 각 모둠의 발표를 듣고 발표 내용을 평가한다.

질문1.

어떤 모둠이 발표를 가장 잘 했나요? 본인의 모둠을 제외한 다른 모둠에 대

해서 평가해봅시다.

나는 모둠이 발표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질문2.

우리 모둠에서 토론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얼마나 충실히 수행되었나

요?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부 록]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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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우리 모둠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른 모둠의 발표한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더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질문4.

오늘 수업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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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students'

development of statistical

inferential reasoning

in argumentation activity

-Focusing on the role of rebuttal-

Seo, MinJu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tistical inference has been suggested as an important goal of

statistical education in recent years with emphasis on students'

statistical reasoning. Although researchers have continued to work on

curriculum development and instructional ideas to teach statistical

inference, there is still lack of researches on how actual instruction

should take place and how statistical inference of students develops

in such instructional process. In this study, 'statistical argumentation'

is defined as a teaching and learning situation for stude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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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rue statistical infer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rebuttal, interaction patterns and the students’ level of

statistical inferential reasoning is investigated.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informal statistical

inference, which young students develop from the activities dealing

with data using everyday language and prior knowledge, can be

developed by argumentation activity and social process. Especially,

rebuttal is regard as an element that stimulates high level of

inference as well as high level of argument.

We applied the Clark and Sampson‘s framework to categorize

discourse focused on rebuttal, and coded the discourse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role of statement. We classified the rebuttal into

rebuttal against thesis (RT) and rebuttal against ground (RG) based

on their research. We also used the framework of Hogan and

colleagues to analyze the interactions among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rebuttal. We classified the interactions in the

argumentation activity into the responsive interaction, an interaction

pattern in which two people play a different role in interrogators and

responders, contributing to the discussion, and the elaborative

interaction, an interaction pattern in which a participant adds,

modifies, or dialects the statements of other participants previously

presented and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Based on this,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rebuttal, interaction

patterns and students’ level of statistical reasoning in discourse.

In this study, we observed and analyzed 20 middle school students'

argumentation activity with two tasks about comparing the data of

several groups and drawing conclusions statistically. We could

observed that the level of statistical inference increased as more

rebuttals were used in the interaction. Particularl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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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a higher level of statistical inference when they used RG

than RT. Also RT appeared mainly in responsive interactions, and

RG appeared mainly in elaborative interactions stimulating students'

statistical inference. We could observed that level of statistical

inference increased in the discourse with elaborative interactions than

responsive interactions.

Finally, in the case of the group in which the responsive interaction

mostly appeared, the error in the initial inference could not be

clarified in the group discussion, Also, in this group, RT did not

contribute to the correction of the initial inference. On the other hand,

in other groups where elaborative interactions appeared, the errors in

the initial inference were clarified and became the center of

discussion, and the discussion have been expanded and developed as

participants integrated and modified their ideas through RG.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rebutt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tudents' level of statistical infere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patterns influenced by the

types of rebuttal affects the level of students' statistical reasoning

and the flow of discussion.

keywords : statistical inference, statistical argumentation, types

of rebuttal, interaction patterns

Student Number : 2015-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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