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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은 일반적인 합의보다는 논쟁을 통해 발전한다(Kuhn, 1993). 

과학자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을 제기하는 논변 활동(argumentation)을 통해 새로운 과학 지식을 

구성하고 정교화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과학자 공동체의 논변 활동을 

거쳐 생성된 과학 개념과 이론들을 학교 과학 수업에서 배우게 된다. 

이때, 학생들이 과학자 공동체와 같이 논변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과 산물을 함께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Driver, Newton, & Osborne, 2000). 그 이유는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

디어들을 비교, 평가하여 가장 그럴듯한 하나의 설명을 구성하는 과

정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식(knowledge)과 앎(knowing)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반성하고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Cho, Ha, & Kim, 

2019; Erduran & Jimenéz-Aleixandre, 2008).

그러나 논변의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학습하며 반복적으로 논변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항상 증거를 사용하여 추론하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추론에 반박하는 실행을 보이지는 않는다(Berland & 

Hammer, 2012b; Driver, Newton, & Osborne, 2000).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지식은 교사나 교과서로부터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인식할 경

우, 그는 주로 활동지에 정확한 용어로 작성하는 실행을 보일 것이다. 

반면에 지식을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이라 인식할 경우, 

그는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추론하며 친구들과 가장 좋은 하나의 

설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실행을 보일 것이다. 

Jimenéz-Aleixandre et al. (2000)은 이러한 학생들의 실행 차이를 각

각 각각 ‘수업하기(doing the lesson)’와 ‘과학하기(doing science)’로 

칭하며 과학 수업에서 이와 같은 학생 실행은 각각 ‘비생산적

(unproductive)’, 그리고 ‘생산적(productive)’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erland & Hammer (2012a)는 학생들이 지식과 앎의 

측면에서 갖는 감각과 인식, 즉 그들의 인식론(epistemology)이 곧 

그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식과 앎의 측면

에서 학생들이 정답을 맞추는데만 몰두하는 ‘교실 게임’ 인식론을 

지닌 경우 ‘비생산적 실행’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일상의 용어와 

이전에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추론하는 ‘자연 현상 

이해하기’ 인식론을 지닌 경우 ‘생산적 실행’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Hutchison & Hammer, 2010). 이것은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인식

론과 그에 따른 실행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비생산적’ 

인식론은 그들의 ‘비생산적’ 실행으로, ‘생산적’ 인식론은 ‘생산적’ 

실행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인식론에 따른 실행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Lee, Yun, & Kim (2015)은 

비생산적 논변에서 생산적 논변으로의 실행 변화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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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현상 이해’라는 생산적 인식론을 지닐 경우, 다른 구성원들

과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며 변칙 사례의 원인을 정당화

하는 생산적인 실행이 나타났지만, ‘교실 게임’이라는 비생산적 인식

론을 지닐 경우, 변칙 사례를 설명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한 경험적 근거만을 고려하는 비생산적 실행이 나타났다고 했다. 또

한 Lee & Kim (2016)은 소집단 학생들의 서로 다른 ‘현상 이해’와 

‘교실 게임’ 인식론이 그들의 사고 질문을 통한 개념 자원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론이 ‘교실 게임’에

서 ‘현상 이해’ 또는 그 반대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 맥락

들을 탐색하였다. Lee et al. (2015)과 Lee & Kim (2016)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실행이 비생산적인 것에서 생산적인 것으로 

변화된 것은 그들의 인식론이 비생산적인 것에서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 인식론 전환과 

그에 따른 실행 변화에 맥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다양한 

맥락들을 사례 연구를 통해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Berland & Hammer (2012b)는 학생들의 인식론이 역동적이

며 맥락 특이적(context sensitive)인 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Elby

와 Hammer 역시 인식론의 맥락 특이성에 주목하며, 이것을 모델링하

기 위해 ‘인식론적 자원’이라는 새로운 이론 틀을 도입했다. Elby와 

Hammer에 따르면 인식론적 자원이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니

고 있는 일종의 초기 능력이며, 학생들의 인식론은 작고 세분화된 

인식론적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Elby & Hammer, 2010; Hammer 

& Elby, 2002; Hammer & Elby, 2003). Hammer et al. (2005)은 인식

론적 자원들이 맥락에 따라서 특정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활성화된다

고 설명했고, 이것은 Rosenberg et al. (2006)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Rosenberg et al. (2006)에 따르면 학생들이 비생산적 실행에서는 ‘지

식은 권위로부터 전달되는 것(전파)’, ‘축적’ 등과 같은 자원들을 활성

화시키다가 교사의 개입 이후, 생산적 실행에서는 ‘전파’, ‘지식은 조

작될 수 있는 것(조작)’, ‘인과적 이야기’, ‘인과적 연결’이라는 다른 

조합의 자원들을 활성화시켰다.

앞서 소개한 인식론에 따른 실행 차이를 설명한 연구들과 비교해보

면, Rosenberg et al. (2006)의 연구는 학생들의 비생산적이거나 생산

적인 인식론이 ‘전파, 축적, 조작, 인과적 이야기, 인과적 연결’이라는 

서로 다른 조합의 인식론적 자원 활성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했

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전파, 축적’에서 ‘전파, 조작, 인과적 

이야기, 인과적 연결’로의 변화에 교사의 개입이 맥락적 요인으로 작

용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Elby와 Hammer가 인식론적 자원으로 모

델링한 학생 인식론의 맥락 특이성을 실제 교실 사례에 적용하여 분

석해 냈다는 점과 학생 인식론을 구성하는 인식론적 자원의 활성화가 

맥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인식론의 

맥락 특이성을 전제로, 실제 교실 사례에서 학생들이 비생산적 실행

과 생산적 실행에서 활성화시키는 인식론적 자원들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의 실행 변화

에 기여하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 논변 활동의 비생산적 실행과 생산적 실행에서 학생들은 

각각 어떠한 인식론적 자원들을 활성화시키는가?

2. 논변 실행 변화에 기여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경기도의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 1개 학급 37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했다. 참여 교사는 생물 교육 전공자로, 과학 교육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20여년의 교직 경력자이다. 연구에 참여하게 

된 학급은 남학생 19명, 여학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학급에 

비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매우 높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4-5명

씩 1개의 소집단을 이루어 논변 활동에 참여했다. 소집단 구성은 성별, 

과학 성적, 학습 접근 방식(Entwistle & Ramsden, 1982)을 고려하여 

이질적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 여를 분리하고, 성적은 직전 학기 과학 성적을 기준으로 상⋅중⋅

하로 분리하여 각 소집단에 골고루 배치했다. 학습 접근 방식이 소집

단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hin & Brown (2002)의 

연구 결과에 따라, 사전에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학습 접근 방식 

검사(Entwistle & Ramsden, 1982)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상적 접근 방식과 심층적 접근 방식을 지닌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소집단에 고르게 배치했다.

연구 대상은 학생들이 비생산적 실행과 생산적 실행에서 활성화시

키는 인식론적 자원 탐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논변 실행이 

비생산적인 것에서 생산적인 것으로 가장 분명하게 전환된 소집단 

8로 선정하였다. 초점 집단으로 선정된 소집단 8은 과학 성적이 높고 

모둠 활동에도 적극적인 리더 A의 주도하에 모든 구성원의 논변 활동 

참여도가 전체 9개 소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논변 활동 수업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자와의 면담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수업 실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점 집단 학생들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표기하였고, 이들의 세부적인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하

였다.

학생 성별 과학 성적 학습 접근 방식 비고

A 여 상 심층적 모둠의 리더

B 여 중 피상적

C 여 하 심층적

D 여 중 피상적

Table 1. Description of participants in the focus group

2. 수업 과정

중학교 1학년 광합성 단원의 전체 20차시 수업 중에서 총 10차시의 

논변 활동 수업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나머지 10차시 수업은 참여 

교사의 평소 강의식 또는 실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논변 활동은 크게 개인 논변 활동과 소집단 논변 활동 2가지로 

구성되었다. 먼저 개인 논변 활동에서 학생들은 활동지에 제시된 질

문에 대해 적절한 주장을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사용

하여 정당화를 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활동과 관련된 과학 내용들이 적힌 ‘도움 카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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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공하였다. 개인 논변 활동 이후에는 소집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뽑아보도록 하는 소집단 논변 활동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학

생들은 본인이 구성한 논변과 상대방 논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상호 반박을 통해 자신의 논변을 정교화할 수 있다. 각 수업

의 차시별 논변 주제 및 활동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순서 논변 주제 논변 활동

1

논변의 필요성과 

구조 & 

소집단 규칙 정하기

(논변활동 1)

논변활동의 필요성 및 논변의 

구조 학습

모둠별 규칙 만들기

면담 1

면담 2

6 뿌리의 구조와 기능
(논변활동 2)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 

선택하기

7 뿌리에서의 물 흡수
(논변활동 3)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 

선택하기

면담 3

10 줄기의 구조와 기능
(논변활동 4)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 또는 동

의하지 않기 

12 광합성 장소 및 재료
(논변활동 5)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 

선택하기

면담 4

13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1
(논변활동 6) 실험 설계하기

14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2
(논변활동 7) 가장 그럴듯한 논변 선택하기

면담 5

17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변활동 8) 설득력 있는 논변 고르기

면담 6

19 식물의 호흡
(논변활동 9)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 

선택하기

20 환상박피의 원리
(논변활동 10)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논변 글쓰기

면담 7

Table 2. Subjects and contents of the implemented lessons 

and interviews

 

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자료 수집

자료는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두 달간 수집되었다. 

‘광합성’ 단원에서 수행된 총 10차시의 논변 수업과 7번의 면담을 

모두 녹화 및 녹음하여 전사했고, 연구자들이 작성한 필드 노트와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도 모두 수집했다. 면담은 점심시간을 활용하

여 20∼30분간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면담 전에 수업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활동 당시에 논변 과제, 모둠원, 교사에 대해 어떤 인식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질문과 비디오 클립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면담에서 학생들과 비디오 클립을 함께 보며 

자신들의 실행을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했다.

나.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소집단 과학 논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비생산적 

또는 생산적 논변 실행에서 각각 어떠한 인식론적 자원들을 활성화시

키는지 탐색하고, 논변 실행 변화에 어떤 맥락이 기여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총 10차시 논변 활동 

수업 전사본을 토대로 비생산적, 생산적 논변 실행, 각 실행에서 활성

화된 인식론적 자원, 그리고 논변 실행 변화에 기여한 맥락을 분석하

였다.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 연구자 1인 및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함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

에 도달했다. 그리고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

하기 위해 비디오 녹화 자료와 전사본 이외에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

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

화하였다.

비생산적, 생산적 논변 실행은 Jimenéz-Aleixandre et al. (2000)이 

제시한 학생 실행 구분 방법을 따랐다. 이들은 논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담화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정답인 주장을 선택하는 실행

을 보이고 있는지 또는 과학적 논변 실행을 보이고 있는지를 구분했

다. 이들에 따르면 수업의 주제가 유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설 중에서 

유전과 관련된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른 집단

의 의견에 반박없이 동의하는 것은 논변 활동에서 비생산적 실행이다. 

반면, 지식 주장을 평가하고, 서로 토의하고, 가설에 대한 정당화를 

제시하는 것은 논변 활동에서 생산적 실행이다.

인식론적 자원은 기존에 Hammer & Elby (2002)가 제안한 분석틀

에 기반하여 ‘지식과 앎의 본성’, ‘정보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 ‘인

식론적 활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지식과 앎의 본성 

측면은 학생들이 논변 활동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과학 내용 지식

이나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예를 들어 ‘지식이 교사나 교사로부터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 정당화한 주장을 제시하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것을 그대로 베껴 근거로 제시하게 된다. 정보

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 측면은 학생들이 교과서, 교사, 공부를 잘하

는 동료와 같은 정보원에게 취하는 인식론적 태도를 통해 확인했다. 

예를 들어 과학 내용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맥락에 

따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신뢰하며 그가 제공한 정보를 무비판적으

로 수용하거나 또는 그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타당성

을 따져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식론적 활동 측면은 학생들이 논

변 활동에 대해 암묵적으로 세우는 인식론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통해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논변 활동의 

목표를 맥락에 따라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

을 형성하는 것’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가지 측면의 인식론적 자원들에 대한 설명과 

이름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논변 실행 변화에 기여한 맥락은 학생들의 실행이 비생산적인 것에

서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에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학생 전사본과 활동지 

그리고 면담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변화 전과 후의 학생 참여 

양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했다. 특히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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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필드 노트와 전체 논변 수업의 설계를 비교 대조하였다.

인식론적 자원 설명

지식과 앎의 

본성 측면

전파
지식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

는 것으로 여김.

구성
지식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

성되는 것으로 여김.

정보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 

측면

신뢰
정보를 유입하는 소집단의 정보원에 대한 태도

로 정보원을 신뢰함.

이해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비판적인 자세로 이해

하려함.

인식론적 활동 

측면

축적 활동을 정보를 어딘가에 쌓는 것으로 여김.

형성
활동을 근거가 있는 주장(지식)을 생성하는 것으

로 여김.

반박
활동을 상대방의 주장(지식)이 성립하지 않을 조

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김.

Table 3. The epistemological resources with descriptions 

extracted in the study modified from Hammer & 

Elby (2002)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과학 논변 실행이 비생산적인 것에서 생산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전환된 1개 소집단(소집단 8)이 확인되었다. 이 소집단을 

초점 집단으로 선정하여 비생산적 실행과 생산적 실행 각각에서 활성

화된 인식론적 자원들을 확인하고, 실행 변화를 이끈 맥락이 무엇인

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비생산적 논변 실행과 전파, 신뢰, 축적 자원의 활성화

초점 집단의 학생들은 1차시부터 4차시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대부

분의 시간을 활동지를 채우는 데 보냈고, 다 채운 후에도 별다른 논의

를 진행하지 않고 활동을 마쳤다. 다음은 2차시 논변 활동에 참여한 

초점 집단의 담화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2차시 수업은 ‘사막 식물

의 길게 뻗은 뿌리’라는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논변 활동이었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식물체의 지지’또는 ‘수분의 흡수’중에서 하나

를 주장으로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야했다. 

1. C : (A에게)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지지를 해주는지 흡수를 해주는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2. A : 지지, 흡수 (모두) 다 해 뿌리는. 근데 깊게 뻗은 이유가 양분인지 

지지인지 둘 중 더 타당한 것.

3. D : 질문! 내가 만약 주장2를 했어. 그럼 여기에 이것을 붙였어. 

그럼 남는 것이 주장1이잖아. 그럼 여기에도 붙이는 거야?

4. A : 선생님! 이거 고른 것에 상관없이 스티커는 다 붙이는 거예요?

5. 교사 : 아뇨, 자기가 생각했을 때 1번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1번을 중심으로. 2번이 더 타당하다 하면 2번을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6. C : (A에게)뻗은 뿌리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7. A : 그러니까 모든 뿌리는 지지도하고 양분도 흡수를 해, 물도 흡수를 

하고. 근데 뿌리가 이렇게 깊은 이유가 어...그러니까 둘 중 하나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보는 거지. 지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건지 

아니면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건지.

- 2차시 논변 수업에서 소집단 논의 -

위 담화에서 C와 D는 A에게(1행, 3행, 6행), A는 교사에게(4행) 

논변 활동의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이들이 ‘과학 내용 지식’ 자체보다는 활동지 채우기에 필요한 

정보들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A, B, D는 ‘수분의 흡수’를, 

C는 ‘식물체의 지지’를 주장으로 선택했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선택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2차시 수업에 대해 진행된 면담에서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각자의 주장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A는 

“도움카드에 제시된 내용이 ‘수분 흡수’에 관련된 것들이 더 많았다.”

라고 대답했고, B는 “소집단 활동에 직전에 ‘흡수’를 배웠기 때문”이

라고 대답했다. D는 특별한 근거 없이 직관적으로 주장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C는 주장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즉, 각자 

선택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정당화를 제시하지 못한 것

으로, 논변 요소 측면에서 주장만을 제시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논변

을 구성하였다(Erduran, Simon, & Osborne, 2004; Sandoval & 

Millwood, 2005). 

또한 소집단에서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낸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

서 C는 “A꺼, A가 했으니까”라고 말했고, 나머지 학생들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소집단 내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A에게 암묵적으로 인식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A를 정보원으로 삼아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1행, 3행, 

6행), A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여(신뢰) 그대로 

받아들여 활동지에 채우는 모습은 이후에도 나타났다. 학생들이 수업

에서 작성한 활동지를 확인한 결과, 도움카드의 내용이나 A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 추론하여 구성한 

지식이 아닌 인식적 권위로부터 전파된 지식 자체를 정당화로 제시했

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비생산적 논변 실행에서 신뢰 그리고 

전파 자원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다음은 ‘줄기에서의 물의 수송’에 

대한 논변을 구성하는 4차시 수업 중 일부이다.

13. A : 줄무늬가 있으면 전체로 퍼졌으면 다 진해야 되는데 줄무늬가 

있다는 건 어디에는 있고...

14. C : 주장 틀렸어?

15. A :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지.

- 4차시 논변 수업에서 소집단 논의 -

위 담화에서 C는 추론을 시도하는 A의 말을 가로채며 활동지에 

제시된 주장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14행). 

이에 A가 답을 주지 않자(15행), 이후에 C는 “(활동지에 제시된 주장

에) 동의를 할까? 하지 말까?”, “현아(활동지 속 인물)는 신빙성이 

없어. 전에 한 번 틀렸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C의 발화는 

C가 논변 활동을 정해진 답을 찾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학생들의 논변 활동에 대한 인식은 면담에서도 드러났다. 논변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A는 “같이 얘기

를 나누기보다 쓰기만 한 것 같다.”라고 말했고, B와 C는 “그냥 쓰기

만 했고, (그러다 보면) 종이 쳤다.”라고 말했다. 이는 학생들이 활동



Exploring Scientific Argumentation Practice from Unproductive to Productive

197

에 참여할 당시에 자신들의 암묵적인 목표가 ‘활동지를 채우는 것’이

었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논변이라는 인식적 실행의 목표를 정

해진 답을 찾아 활동지에 쓰는 것(축적)이라 인식하며 축적 자원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2. 생산적 논변 실행과 구성, 이해, 축적, 형성, 반박 자원의 활성화

초점 집단 학생들은 5차시를 기점으로 주어진 논변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5차시 논변 활동의 과제

는 잎의 종단면을 촬영한 현미경 사진에 대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사진에서 ‘어느 쪽이 잎의 윗면인지’를 주장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논변을 구성해야 했다. 다음은 5차시 수업에서 발췌

한 초점 집단 학생들의 담화 중 일부이다.

51. D : (A에게) 야, 근데 ‘울타리 조직에는 길쭉한 세포들이 빽빽하게 

배열되어있다.’ 이것이 왜 이 주장의 근거로 되어있는 거야?

52. A : 그러니까 만약에 네(D)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세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울타리 조직이기 때문에 이쪽이 윗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53. D : 아, 울타리조직 있는 곳이 위쪽인거야?

54. A : 그러니까 잎의 구조가 맨 위에 큐티클층, 그 다음이 표피, 그 

다음에 막...울타리조직.

(중략)

166. C : 그럼 울타리 조직이 있는 곳에 기공이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건 없어?

167. A : 울타리 조직은 잎의 윗면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 있는 

데가 기공이 더 없어.

(중략)

176. C : 아니 근데 해면조직이 뭐야 그러면?

177. A : 해면 조직은 이렇게(교과서 그림 보여줌) 생긴 거야.

178. C : 동글동글 한 거?

179. D : 나 그냥 A 할래. 난 A 할래. (풀 죽음)

180. C : 해면조직은 뭐 역할이 없어? 기공에 관한 거?

181. A : 그냥 해면조직에 있는 물이나 울타리 조직에 있는 물이, 수분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야. 

- 5차시 논변 수업에서 소집단 논의 -

위 담화에서 D는 울타리 조직의 세포 배열이 어떻게 제시된 주장

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A에게 물었다(51행). C 역시 울타리 

조직과 기공의 연관성을 알아내고자 A에게 질문했다(166행). 이에 

A는 그들에게 잎의 내부 구조에서 울타리 조직의 위치와 기공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52행, 167행). C와 D는 A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보를 요청했고(53행, 176행, 178행, 180행), A는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54행, 177행, 181행). 즉, 학생들은 

여전히 A에게 높은 인식적 권위를 부여하며 A를 소집단 내 정보원으

로 삼았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점은 정보원인 A에 대한 인식적 

태도이다. 학생들은 A에게 제공받은 정보(52행, 167행)를 무비판적으

로 신뢰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53행, 176행, 

178행, 180행)했다. 신뢰 자원이 아닌 이해 자원이 활성화된 것이다. 

Hammer & Elby (2002)에 따르면 신뢰 자원에서 이해 자원으로의 

변화는 생산적인 실행에서 비롯된 자원 활성화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위 수업에 대한 면담 중 일부이다.

234. 연구자 : 아까 B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엽록체 얘기 했었잖아, 

그렇지? 그거 도움카드에 없었던 것 같은데?

235. C : 엽록체라는 단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얘네가 이야기하는 건...

236. A : 엽록체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빛을)받는 쪽이 더. 그래서 

잎 앞면, 그러니까 ‘(빛을) 받는 쪽이 더 진할 것이다.’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 5차시 논변 수업에 대한 면담 -

“도움카드에 없는 말을 증거로 제시한 사람이 있었냐”는 연구자의 

질문(234행)에 A는 ‘(도움카드의)엽록체에서 힌트를 얻어 빛을 받는 

쪽이 더 진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음을 떠올렸다(236행). 활동지 

확인 결과, A와 B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띤다.’라는 도움카드를 바탕으로 ‘빛을 받는 

쪽에 엽록체가 많아서 더 진하게 보일 것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A의 발화(236행)와 더불어 A와 B가 도움카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 자신들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오른쪽

-Figure 1에서 B쪽-이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윗면)했음을 잘 보여준

다. 즉, A와 B는 논변의 요소 측면에서 주장과 정당화로 이루어진 

논변을 구성한 것이다.

Figure 1. Microscopic photography of 

the fifth argumentative practice

C는 ‘Figure 1의 A쪽이 잎의 윗면’이라는 주장을 선택했다. C는 

현미경 사진 중간 부분에 보이는 비교적 큰 구형을(실제로 이것은 

관다발임) “여러 개의 작은 기공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엄청나게 큰 

기공” 이라고 말했다. 더붙어 C는 “(잎의)아래에 기공이 있었으면...저

번에 아랫면 떼어내지 않았어?”라고 말하며, 이전 수업에서 현미경으

로 기공을 관찰하기 위해 잎의 아랫면을 떼어 냈던 것을 떠올렸다. 

기공이 있는 쪽을 잎의 아랫면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활동지 확인 

결과 C는 ‘울타리 조직은 세포 배열이 빽빽하므로 기공이 생길 틈이 

없기 때문에 A가 윗면이다.’라는 근거를 작성했다. 즉, C는 ‘기공이 

있는 쪽이 잎의 아랫면’이라는 관찰 사실과 울타리 조직의 세포 배열

이라는 도움카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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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C가 A, B와 더불어 과학적 추론을 통한 정당화와 주장으로 논변

을 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싹튼 콩과 싹트지 않은 콩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에 

대한 논변을 구성하는 9차시 수업 중 일부이다. 아래 제시된 담화에서 

직전 상황에 A, B, C는 ‘싹트지 않은 강낭콩이 더 무거울 것’이라는 

주장을 선택했고, D는 ‘싹튼 콩이 더 무거울 것’이라는 주장을 선택

했다.

127. D: 야, 근데 (B에게)이것에 대해서 왜 근거가 ‘콩이 싹틀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도움카드 내용)는 근거가 나와?

128. B: 어디?

129. C: 네.

130. D: 나올 이유가 없잖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 에너지가 

필요해서 썼는데...

131. B: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가 나가면...그...무게가 줄어드는거 

아니야?

132. D: 왜?

133. B: 에너지를 쓰니까. 뭐...운동하면 에너지를 쓰고 살 빠지잖아.

- 9차시 논변 수업에서 소집단 논의 -

위 담화에서 D는 콩이 싹틀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도움카드로 제시된 이유를 물었다(127행, 130행). 이에 대해 B는 “에

너지가 나가면(소비되면), (콩의)무게가 줄어들 것”이라는 자신의 생

각을 밝혔다(131행). B의 답변에 대해 D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하

자(132행), B는 콩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사람이)운동을 하면 에

너지가 소비되고, 살이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33행). 즉, D는 

제시된 도움카드 내용을 이해하고자 B에게 질문했고(127행, 130행, 

132행), B는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를 추가하는 

모습을 보였다(131행, 133행). 특히, 마지막 발화(133행)에서 B는 D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콩의 무게 감소를 사람의 몸무게 감소에 비유하

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후 D에게서도 나타났다. D는 “두 강낭콩 

모두 3일을 건조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상대측 반박에 대해, “우리(사람) 물 3일 안 먹어도 (몸)안에 

물 있잖아.”라고 말하며, 싹튼 콩이 더 무겁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를 제시했다. 즉, D 역시 과학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나름의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된 주장으로 논변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초점 

집단의 학생들은 모두 이전과 다르게 주장 및 정당화로 이루어진 논

변을 구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자 과학적 추론을 통해 주장을 정당

화한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과학적 추론을 통한 논변 구성은 인식

적 실행의 측면에서 볼 때 지식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식론적 

자원 중 형성 자원이 활성화 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초점 집단 

학생들의 전반적인 논변 실행 변화를 Figure 2에 주장, 데이터, 정당

화, 반박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5차시 수업에 대한 면담에서 연구자는 “오늘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냐”고 질문했고, 학생들은 “전체가 다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답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었

다.”라고 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 당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A는 5차시 활동에서 처

음으로 “진짜 모르겠네.”라고 말하며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했다. 

종합하면, 학생들은 과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

서 여전히 A에게 인식적 권위를 부여하며 정보를 요청하기는 했으나, 

이때의 요청 맥락은 인식적 권위로부터 전파되는 지식을 무비판적으

로 신뢰하려는 것이 아닌 이해하려는 것이었으며, 이후 이해한 지식

을 바탕으로 각자 스스로의 과학적 추론을 통해 정당화된 주장을 형

성하였다. 다시 말해 이전과 같이 인식적 권위로부터 전파된 지식을 

그대로 정당화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주장을 정당화한 것으로, 여기서 구성한 논변은 스스로 구성한 지식

이 된다. 즉, 구성 자원이 활성화 된 것이다. 다음은 5차시 수업 중 

담화의 일부이다.

82. C: B쪽이 뒷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쪽에 기공이 많은데 

여기 엄청나게 큰 기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B쪽이 뒷면이에요.

83. D: (A가)무시하고 있다.

84. A: 그건 기공이 아니라...이게 기공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85. C: 엄청 큰 기공이야 이건. 이것이 기공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건가?

86. D: 당근! 당근이요. 어, 저는 A가 위쪽이라고 생각해요.

87. A: 왜요? 

88. D: 빛이 윗부분에서 먼저 흡수된다고 하면, (중략) A쪽에서 흡수하

Figure 2. Changes in focus group’s argumentati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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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A쪽이 윗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9. A: 당근! 빛을 많이 흡수하면 더 초록빛을 띨 것 아니야. 그럼 B(가 

윗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또 (세포 배열이) 규칙적인 것 같은 

것이 이쪽(A쪽)에 있어.

90. B: 아 근데 A쪽이 좀 불규칙적인 것 같은데?

91. D: 아니, 야 ‘잎 표면의 표피세포는 투명해 빛이 잘 통한다’라는 

내용은 표피세포가 잎 표면이니까 표면 쪽은 거의 윗부분인데, ‘투

명해서 빛이 잘 통과한다’라는 말은 A가 (윗면) 아니야?

- 5차시 논변 수업에서 소집단 논의 -

위 담화에서 C가 “B쪽에 기공이 있기 때문에 B쪽이 뒷면”이라고 

말했고(82행), 이에 A는 “그것을 기공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반박했

다(84행). 그러자 C는 다시 “그것은 기공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엄청나

게 큰 기공”이라고 말했다(85행). 즉, C가 Figure 1에서 기공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A가 의문을 품고 반박을 하자, C는 ‘여러 개의 

기공이 합쳐진 큰 기공’이라며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패턴은 D에게서도 나타났다. 위 담화에서 D가 “빛은 잎의 

윗부분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A쪽이 윗면이다.”라고 말하자(88행), 

A(89행: 빛을 많이 흡수하면 오히려 초록빛을 띨 것)와 B(90행: A쪽

의 세포 배열이 더 불규칙적이므로 아랫면일 것)가 반박했다. 이에 

D는 “잎의 구조에서 표피 세포가 위쪽에 위치하는 데 이것은 투명하

기 때문에, 사진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곳인 A가 윗면이다.”라고 말했

다(91행). 즉, D가 초기에 제시한 정당화(빛은 잎의 윗부분에서 흡수)

에 대해 A와 B가 각각 빛을 흡수하는 쪽의 세포 색깔과 세포 배열을 

근거로 반박했고, D는 처음보다 구체화된 정당화(빛을 흡수하는 표피 

세포는 투명하며, 사진에서 A쪽이 투명함)를 제시했다.

이 두 사례에서 A의 반박(84행) 및 A와 B의 반박(89행, 90행)은 

공통적으로 C(82행)와 D(88행)가 초기에 제시한 정당화를 구체화하

도록 하여 이후 정교화된 논변을 구성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반박 질문은 C와 D가 초기에 구성한 논변, 즉 그들의 지식 

산물에 인식론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단순한 정보 요청 질문과 질적으

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반박 자원이 활성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논변 실행 변화에 기여한 맥락적 요인

초점 집단의 논변 실행과 인식론적 자원들을 분석한 결과, 비생산

적 실행에서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들과 생산적 실행에서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들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

한 변화에 기여한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실행 변화 전과 후에 어떠

한 맥락적 요인들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

음과 같이 두 가지 요인이 변화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가. 친숙하지 않은 형태의 논변 과제

5차시 수업의 논변 과제에는 잎의 단면을 촬영한 현미경 사진

(Figure 1)이 포함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이 사진에서 A 쪽과 B 쪽 

중에서 어디가 윗면인지를 추론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미 

교과서에서 모식도를 통해 잎의 내부 구조를 학습하였고, 더불어 직

접 잎에 있는 기공을 관찰해보는 실험도 수행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 집단 학생 4명 모두 교과서의 모식도를 통해 배운 울타

리 조직, 해면 조직, 그리고 관다발의 배열 및 구조를 현미경 사진에서 

구별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전의 4차

시 수업까지와는 다르게 4명의 학생 모두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학생들이 구성한 

개인 논변 활동은 Table 4와 같았다. 

A와 B는 5차시 수업 활동지에 제시된 도움카드 중에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띤

다’는 내용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 ‘빛

을 받는 쪽에 엽록체가 더 많을 것이므로 윗면이 더 진하게 보일 것’이

라고 추론했다. 반면에 D는 ‘잎 표면의 표피 세포는 투명해 빛이 잘 

통과한다’는 도움카드에 주목했고, 이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표피 

세포는 잎의 윗 부분’이라는 과학 내용 지식에 연결지으며 ‘현미경 

사진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A가 윗면’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한편 

C는 5차시 논변 직전에 수행한 기공 관찰 실험에서 ‘잎의 아랫면을 

떼어낸 경험’을 떠올렸고, 이것을 바탕으로 현미경 사진에서 동그랗

게 관찰되는 것들을 기공이라고 추론하여 ‘기공이 있는 쪽이 아랫면’

이라는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동그랗게 관찰되는 기공이 있는 쪽

의 반대 쪽인 A가 윗면’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초점 집단 학생들은 5차시 수업에서 제시된 현미경 사진과 교과서 

모식도 사이의 큰 차이로 인해 처음에 혼란을 느꼈고, 이것을 해결하

기 위해 서로 생산적인 논의를 주고받았다. Cho, Chang, & Kim 

(2013)에 따르면 학생들이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나 데이터가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 현미경 사진

이라는 실험 데이터와 교과서 모식도 사이의 불일치가 학생들에게 

인지적 혼란을 유발하여 현미경 사진에서 어느 쪽이 윗면인지를 설명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맥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초점 집단의 4명 학생들은 모두 Table 4와 같이 나름의 과학적 추론

을 통해 정당화가 포함된 주장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논변 실행을 

나타냈다.

학생 정당화에 활용한 도움카드 및 선행 경험 정당화 주장

A, B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띤다.

빛을 받는 쪽에 엽록체가 더 많을 것이다.

현미경 사진에서 B쪽이 더욱 초록색이 진하게 보인다.
B가 윗면이다.

C
잎의 아랫면으로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여 기공을 

관찰했던 선행 경험

기공이 있는 쪽이 잎의 아랫면이다.

현미경 사진에서 크고 동그랗게 보이는 구조는 작은 기공 여러 개가 

합쳐진 것이다.

현미경 사진에서 기공이 있는 쪽인 B가 아랫면이다.

A가 윗면이다.

D 잎 표면의 표피 세포는 투명해 빛이 잘 통과한다.
표피 세포는 잎의 윗부분이다.

현미경 사진에서 A쪽이 투명하게 보인다.
A가 윗면이다.

Table 4. Focus group’s claims and justifications in the fifth argumentati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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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식적 권위자의 정서적, 인식적, 개념적 지원

초점 집단은 연구에 참여한 전체 9개 소집단 중에서 논변 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다. 나머지 8개 소집단과 다르게 초점 집단에서 

가장 뚜렷한 실행 변화가 나타난 이유에 주목하여 전체 발화를 분석

한 결과, A의 발화에서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5차시 수업에서 개인 논변 활동을 마친 이후에 소집단 논의를 

마무리하며 나눈 담화이다. 

182. B: 처음으로 의견이 대립됐어. 맨날 니(A)가 하는대로 하다가.

183. A: (D에게)봐봐,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거야.

184. D: 뭐가?

185. A: 대립되는 의견이 나왔다고.

186. B: 공부가 되는거지.

187. A: 그래! 

188. D: 어, 야 근데 난 진짜 불규칙적으로를 모르겠어.

189. A: 나도 몰라.

190. C: 아, 난 그냥 A(가 윗면이라고)할래! 

191. A: 오∼2:2! 

- 5차시 논변 수업에서 소집단 논의 후반부 -

B는 5차시 수업에서 서로의 의견이 처음으로 나뉜 것을 확인했다

(182행). A는 이전과 같이 무비판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소집단의 가

장 그럴듯한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83

행, 191행). B 또한 자신들이 활동지의 도움카드 내용이나 이전 실험

에서 기공을 관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주장을 제시한 

것을 ‘공부가 된 것’(186행)이라고 평가했다. A와 B의 긍정적인 평가

는 C와 D에게 일종의 정서적인 지지로 작용하여 그들이 끝까지 자신

의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C는 A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지 않고, 자신이 구성한 개인 논변을 유지하며 활동을 마무리

했다(190행). D 역시 ‘불규칙적 세포 배열’을 현미경 사진에서 구별하

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과 A의 의견이 다름을 확인했지만, 

스스로 추론하여 정당화한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며 활동을 마쳤다

(188행).

5차시 이전에 초점 집단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당화를 제시하지 않았고, 매번 A의 의

견을 소집단의 의견으로 선택하며 활동을 마쳤다. A가 4차시 수업에

서 동료들에게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지.”,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와 같이 말한 경우,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확인한 결과 

도움카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 A는 5차시에

서도 본인의 활동지를 가져가서 보는 C에게 “야, 내꺼 따라하지마! 

확실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또한 C가 관다발을 ‘기공’이라고 착각했

을 때 A는 “그건 기공이 아니라...이게 기공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라

고 한 발 물러섰고, C는 “엄청 큰 기공이야 이건. 이것이 기공 여러 

개가 모여있는 건가?”라며 자신이 기공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구체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A가 C의 잘못된 아이디어(관다발을 보고 

기공이라고 말한 것)를 인식했지만, 그 순간에 오류를 정정하기보다 

의문을 표현함으로써 C가 자신의 잘못된 아이디어를 스스로 구체화

해 볼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상황에서 A는 D에게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D가 “저번에 선생님이 기공이 더 많은 쪽이 윗면이라고 하셨어”와 

같이 잘못된 지식을 기억해 냈을 때는, “기공이 더 많은 쪽이 아랫면

이야”라며 정확하게 정정해 주었고, 이에 대해 C는 “그래서 저번에 

현미경 볼 때 뒤쪽 뜯어낸거 아냐?”라고 말하며 맞장구를 쳐주는 모습

을 보였다. 이것은 A가 D에게 해준 개념적 지원을 통해서 C가 자신의 

선행 경험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준 장면이었다. 이처럼 A의 

정서적, 인식적, 개념적 지원은 추후에도 지속되었고, 초점 집단은 

5차시를 기점으로 이후의 수업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정당화가 포함된 

주장을 제시했다. 

Ⅳ. 결론 및 제언

인식론(epistemology)이란 지식의 본질과 기원, 지식 습득의 방법

과 한계, 정당화의 근거에 관해 탐구하는 철학의 한 영역으로(Hofer, 

2001), 과학 논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행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다. 과학 논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행은 맥락에 따라서 생산적이거나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 인식론의 맥락 특이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 인식론의 맥락 특이성과 그에 따른 실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인식론적 자원 관점을 도입하여, 비생산적 실행과 생

산적 실행에서 각각 학생들이 활성화시킨 인식론적 자원들을 확인하

고, 이러한 실행 변화에 기여한 맥락적 요인들을 탐색했다.

먼저, 학생들은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비생산적 실행을 보였고, 여

기서 확인된 인식론적 자원들은 ‘전파, 신뢰, 축적’이었다. 비생산적 

실행에서 학생들은 과학 내용 지식보다는 논변의 절차와 관련된 정보

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 주장에 대한 타당한 정당화

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식적 권위가 높은 A에게 의존하며 A에

게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활동지에 옮겨 적는 것에만 집중했다. 

이와 같은 비생산적 실행은 Hutchison & Hammer (2010)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맞추려는 “교실 게임”(Lemke, 

1990)으로 수업을 인식했을 때에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Berland & 

Reiser (2009)는 학생들의 인식론이 교실 게임과 같이 비생산적일 경

우,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형성하고 반론에 반박을 제기할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A가 자신의 것을 무조

건 따라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도움카드의 내용을 그대로 활동지에 옮겨 적는 모습을 보였다. 

Rosenberg et al. (2006)에 따르면, 학생들의 비생산적 실행에서 활성

화된 인식론적 자원들은 일종의 관계망(network)을 형성하기 때문에 

쉽게 생산적인 실행으로 변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5차시 수업 이후에 학생들은 생산적 실행을 보였고, 여기서 

확인된 인식론적 자원들은 ‘구성, 이해, 축적, 형성, 반박’이었다. 생산

적 실행에서 학생들은 논변의 절차가 아닌 과학 내용 지식에 집중했

고, 그에 따라 도움카드 및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 

스스로 정당화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여전히 A에게 높은 

인식적 권위를 부여했지만,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논변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과학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다. Hammer & Elby 

(2002)에 따르면, 정보원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의 측면에서 활성화된 

자원이 ‘신뢰’에서 ‘이해’로 바뀐 것은 생산적 실행으로의 변화를 반

증하는 중요한 탐침(probe)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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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행 변화에 기여한 맥락적 요인들은 두 가지로 확인되었

다. 첫째, 학생들은 친숙하지 않은 형태인 현미경 사진과 익숙한 형태

인 교과서 모식도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인지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인지적 혼란으로 인해 모둠원 전체가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었

고, 이에 따라 모둠원 간 인식적 권위의 격차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모두가 정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스스로의 추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A의 인식

적, 개념적, 정서적 지원으로 모둠원들이 과학적 추론을 지속하여 자

신만의 논변을 구성하였다. A는 동료가 자신의 논변을 구성하려는 

순간을 인식하여 과학적으로 옮고 그름에 집중하기보다 스스로의 추

론에 집중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동료가 논변 구성에 필요한 내용 

정보를 요청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

려주었다. 그리고 동료들이 자신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

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에 학생 인식론을 ‘단일한 존재론(unitary 

ontology)’으로 보던 것에서 ‘복합적 존재론(manifold ontology)’으로

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연구들에 사례 기반 증거를 제공한다. 과학 

논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맥락 특이적인 실행을 인식론적 자원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학생 인식론이 보다 세분화된(fine-grained) 인

식론적 자원들로 구성되며(Elby & Hammer, 2010; Hammer & Elby, 

2002; Hammer & Elby, 2003), 이것들이 맥락에 따라 활성화된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둘째, 과학 논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행이 비생산적인 것에서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맥락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가 포함된 논변 과제를 제시하여 쉽게 정답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소집단의 리더 또는 교사가 모둠원들에게 

인식적, 개념적, 정서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학교 현장

에 논변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교수 전략이 될 것이다.

추후 학생들의 진정한 과학적 참여를 위해 인식론적 측면에서 생산

적인 실행을 이끄는 인식론적 자원들을 추가로 탐색하여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학생들

의 인식론은 맥락 특이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특성도 지닌다

(Bartlett, 1932). 따라서 생산적인 인식론으로 전환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주변의 상황적 단서들에 의해 비생산적으로 역전될 

수 있다(Huchison & Hammer, 2010; Louca et al., 2004). 논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생 인식론의 맥락 특이성과 역동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인식론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Ha & Kim, 2017; Shim & Kim, 2018). 논변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참여가 생산에서 비생산 또는 그 반대로 변화되는 맥락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유목화한다면, 논변을 설계하거나 교사 논변 

전문성 발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학 논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비생산적, 생

산적 논변 실행에서 각각 어떠한 인식론적 자원들을 활성화시키는지 

탐색하고, 논변 실행 변화에 어떤 맥락이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 논변 활동에 참여한 소집단 학생들의 수업 

실행과 면담을 녹화 및 녹음하여 전사했으며, 학생 활동지와 연구자

의 필드노트를 수집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초점 집단은 비생산적 실행에서 전파, 신뢰, 축적 자원을 활성화

시키다가 생산적 실행에서 구성, 이해, 축적, 형성, 반박 자원을 활성

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론적 자원 변화에 따른 실행 

변화에 기여한 맥락은 친숙하지 않은 형태의 논변 과제가 제공된 것

과 더불어 소집단 내 인식적 권위자의 정서적, 인식적, 개념적 지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맥락 의존적인 인식

론에 따른 실행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에 추가적인 사례 연구로 제

공될 수 있으며, 추후 학생들의 진정한 과학 참여를 위해 생산적인 

인식론의 형성 및 안정화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주제어 : 과학 논변 활동, 생산적 논변 실행, 비생산적 논변 실행, 
인식론, 인식론적 자원,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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