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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소집단 논변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방법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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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a framework for analyzing group argumentation in terms of participants'
interaction. Regarding the current group argumentation setting as argumentation on socio-scientific issues within
participants who have had limited experience on group argumentation,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designed to
explain (1) what was each participant's role on group argumentation, (2) how these roles were changed within each
time of argumentation, and (3) how the patterns of interaction were changed through seven times of a series of
argumentation on socio-scientific issu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analytical framework of argumentation in
science education including the works on the structure of argumentation, the discourse formation through interaction,
and the linguistic approach on participants' interaction, the current research framework was built. Showing the results
of applying the designed framework on group argumentation as an example, strength of using the current designed
framework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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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논변은 집단이나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자

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과정(Walton, 2006)이며 동

시에 이러한 활동 후에 제시되는 결과물이다. 즉, 준거

와 주장의 관계를 따져 보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며

다른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한 반박과 안

을 제시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다. 과학교육에서의 논

변활동은 학생들이 어떻게 준거가 과학적 설명을 구성

하고 지지하는지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Jimenez-

Aleixandre et al., 2000; Simon et al., 2006). 

과학을 지속적인 논변과 그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

은 과학의 본성을 공동체 내에서의 논의를 통한 사회

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한다(김희경, 송진웅,

2004). 논변은 전통적인 학습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학생의 수동적인 학습 및 무의미 암기학습과는 달리

(Duschl et al., 2008), 비판적으로 지식을 접하고 구

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및 필요성

이 부 각 되 고 있 다 (Erduran & Jimenez-

Aleixandre, 2008; S-TEAM, 2010).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진행되는 논변은 개인적인

논변과 사회적인 논변으로 구분할 수 있다 (Erduran

& Jimenez-Aleixandre, 2008). 개인적인 논변은

개인이 여러 준거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해 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적인 의미의

논변은 관련되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논박이나 논쟁

으로,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준거에 기반

하고 비판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이 강조된다(van

Eemeren & Grootendorst, 2004). 과학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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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주로 사회적인 의미의 논변 활동이 진행되

어 왔는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사회적

지식 구성 등의 교육적 이점에 한 여러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예로, Campbell et al., 2000; Crawford

et al., 1999; Hogan, 1999; Simon & Johnson,

2008; Tao, 2003; Varelas et al., 2006). 또한 증가

하는 소집단 형태의 교수학습 전략에 한 다양한 경

험적 사례들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소

재, 소집단 활동의 목적, 소집단의 규모, 소집단 활동

기간 등의 상세한 정보가 비교∙분석되었다(Bennett

et al., 2010)

과학의 교수학습에 소집단 논변을 제시한 연구들은

연구 목적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분석틀을 고안함으로

서, 학생들의 논변 수준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고안한 논변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원하는 목적 달성

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

집단 논변은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접히 관련

되어 있어서, 분석틀 고안에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을 포함한 소집단 논변이 진행되는 과정에 한 이해

가 요구된다. Mercer(2008)은 소집단에서의 의미구

성 및 담화형성의 이해를 위해서는 참여자 사이의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특징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논의하 다. 즉, 화 참여자가 개념을 이

해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은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형

성하는 과정이므로, 이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맥락

에 한 고려가 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따라서 분석틀 마련을 위해서는 소집단 논변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특성,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 방

식, 제시된 주제 등 논변이 진행되는 상황 및 참여자

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련의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비과학

전공 학생들의 소집단 논변 발달을 드러내고자 하

는 연구의 일부분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일련의

소집단 논변 과정에서 소집단 논변 특징 및 그 변화를

드러내는 분석틀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소집단 논변 분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

는 소집단 논변 상황의 특징을 개념화하 다. 동시에

기존에 논변 특성 및 참여자 상호작용을 드러내고자

고안된 다양한 논변 분석틀을 고찰함으로서 각 분석

틀의 장점과 본 연구를 위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요

인들을 탐색하 다. 즉, 기존의 소집단 논변 분석틀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학

생들의 협동적인 소집단 논변 활동의 특성을 드러내

고, 논변 변화 및 발전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분석틀의

고안 및 고안한 분석틀의 장점 및 유용성에 해서 논

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갖는다.

1.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비과학 전공 학생의

소집단 논변 분석틀을 고안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소집단 특성 및 소집단 논변의 특징은 무엇인가?

2. 선행 논변 분석틀은 본 연구 상황에서 어떤 함의

를 갖는가?

3. 본 연구에서 고안한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소집단 논변 분석틀의 특징은 무엇인가?

Ⅱ. 소집단 논변이 진행되는 상황 이해
- 분석틀 고안을 위해 고려할 기준들

근거 이론은 연구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연구 상

황에 해 깊이 있는 해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모형

구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Charmaz, 2005; Pandit,

1996; Patton, 2002). 이때 이론이 연구 현상을 충분

히 설명하는 것, 즉 연구를 통해 도출한 설명이 현상

을 포화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연구 상황에 한 충

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비과학 전공 학생들의 소집단 논변 활

동을 연구 현상으로 해서 소집단 논변의 발달에 관련

되는 원인을 탐색하고 교육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연

구의 일부이다. 본 연구는 분석틀 마련을 위한 소집단

논변 상황을 드러내고, 소집단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과 논변의 관계에 초점을 둔 분석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상황인 소집단 논변은 충청도의 한 교육 학

교에서의 교양 일반생물학 시간을 통해 진행되었다.

14주 동안 매주 2시간씩 교실에서 강좌가 진행되었

고, 전반부 한 시간은 생물학 내용에 한 강의가 진

행되고, 그 후에 강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회 속의 쟁

점에 한 소집단 논변 활동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

은 일곱 개의 사회 속 과학 쟁점들인“과자의 해악을

보도한 중매체에 한 제과업체의 손해 보상 청구”,

“서해간척사업의 진단”, “유전적 질병과 범죄”, “유기

농채소에 한 믿음”, “창조론과 진화론에 한 과학

의 증거들”, “에이즈 치료약 개발비와 약소국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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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불인정 주장”, “유전공학의 발달 - 발달한 생물학

시 , 무엇이 인간인가?”에 하여 소집단 논변을 진

행하 다(박지 , 김희백, 2011). 9명의 미술교육, 윤

리교육, 수학교육, 초등교육 전공자들이 참여하 고,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 소집단이 구

성되었다. 두 소집단은 각각 한 주제에 한 논변 자

료를 준비하 는데, 수업시간 이전에 쟁점이 드러나

는 구체적인 시나리오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준거 자

료를 준비하 다. 이 준비 과정 동안 교수자는 적극적

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변 자료의 수정 및 첨가할

내용에 해 피드백 하 지만, 수업시간에는 활동 시

간을 안내하고 논변을 독려하는 외에 학생들의 논변

에 참여하지 않았다. 

1.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했는가? -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소집단 논변

사회 속 과학 쟁점(SSI; Socio-Scientific Issues)

은 현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발달 산물

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인 딜레마나 쟁점을 지칭한다

(Simmoneaux, 2008). 사회 속 과학 쟁점은 과학 내

용과 관련이 있지만,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법률, 경

제, 철학, 윤리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역과 관련되

어 있어서 복잡하고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또한 삶과

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명확하

기보다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

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고, 불완전한 준거들을 토

로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최선의 안을 해결책

으로 삼게 된다(Abd-El-Khalick, 2003). 

사회 속 과학 쟁점을 다루었던 몇몇 연구들에 한

비교분석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지만(Sadler, 2004)

학교에서 빈번히 다루어지는 소재는 아니다.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교수학습의 어려움으로 발달한 복

합적인 과학 및 과학 외의 다른 분야와 관련이 되고

(Levinson, 2006), 객관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으

며(Layton et al., 1993), 본질적으로 토론과 합의를

요구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난

점에도 사회 속 과학 쟁점을 다루는 과학 수업이 과학

적 소양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

다. Norris와 Phillip(2003)은 사회 속의 과학 쟁점을

다루는 동안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과학 관련

기사나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도덕적인 판단 능

력, 그리고 준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과학적 소

양을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제시하 다. 뿐만 아니

라 과학 지식 발전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상호작용

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활동

을 통해 미래 사회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준비

를 돕는다는 이점이 논의되어 왔다(Aikenhead,

2006; Roberts, 2007; Holbrook & Rannikmae,

2007). 이에 따라 Sadler와 Zeidler(2004)는 과학 수

업 시간에 사회 속 과학 쟁점을 다루는 것은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논의하 다.

사회 속 과학 쟁점은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과

견해의 인식은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필수적

이다. 학급에서의 소집단 활동은 구성원간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견해 차이를 인식하는데 유용한 장치

가 될 수 있다.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집단의

논변이 구성되게 되는데, 이 때 언어적인 상호작용은

물론 집단의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논변의 질과 결과

에 큰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논변의 수준을 구분

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토 로 하여 구성원의 상호작

용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집단 논변 분석틀을 고안하

고, 고안한 분석틀이 참여자간의 의사소통과 의미형

성 과정을 얼마나 잘 반 하는지 분석한 사례를 제시

하고자 한다.

2.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특성을 반 했는가? -

협력적인 집단에서의 소집단 논변

본 연구 참여자들은 소집단 활동 중에 소집단 논변

경험이 처음이고 낯설다고 언급하 는데, 이러한 결

과는 중등학교 교육 동안의 논변 경험과 무관하지 않

다. 교과서의 제시 방식 그리고 교사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논변 활동이 적절히 활용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생명 윤리와 관련하

여 교과서를 분석한 사례(박지 등, 2005)를 보면,

과학, 사회, 기술∙가정, 국어, 윤리 등의 교과서에서

모두 제시되어 있지만, 토의나 과제조사 등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읽을거리 등 부수적인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서, 교사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의

논변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초등과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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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 및 사회, 기술∙가정, 국어, 윤리 등 5개 과목

의 현직 교사를 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박인옥

등, 2005a, 2005b; 이현주, 장현숙, 2007)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쟁점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경험을 제공하

기가 쉽지 않고,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은 아니라고 응답하 다. 또한, 개인으로서 제한된 논

변 경험은 과학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

로 논변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수 전략 사용에도 향

을 준다(Zembal-Saul, 2009). 현직 교사들은 자신

의 제한된 논변 전략 활용의 이유로 참/거짓에 해

강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자신의 경험

부족도 수업시간에 관련 소재를 활용하는데 제한점이

된다는 응답을 제시하 다(박인옥 등, 2005a,

2005b).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예비교사로서

논변활동을 경험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소집단 활동과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통한 논변의 수준에도 부정적인 향을 주게 된

다. Maloney와 Simon(2006)은 소집단 활동에 익숙

하지 않은 경우 또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최종적으

로 제시한 결정은 가장 주도적인 구성원의 것이거나,

몇 가지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나열한다는 것을 나타

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화하는지에 해서 모르

고, 소집단 활동을 하라고 하면 당황스러워 하기 때문

에 소집단 의사소통 기술에 해 익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소집단 논변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경험이 필요하고, 논

변 수준의 변화를 드러내는 분석틀은 구성원의 역할

이나 상호작용 등 소집단 논변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학에 재학 중인 20살,

21살 또래로 같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거쳤으며, 비슷

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러한 참여자의 특징은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소집단의 특징보다는 협력학습

(collaborative learning) 소집단의 특징을 갖는다.

협력학습 소집단은 참여자들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참여

자의 의견 불일치를 인정하고 서로 기여하면서 집단

의 공동 목표를 성취하려는 목적을 갖는다(정희모,

2006).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의 특징은 협동학습에서

강조하는 집단간의 경쟁 혹은 집단 내에서 상위성취

아가 하위성취아를 인지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집단 구성의 원리보다는, 집단 내의 서로 다른 참여자

의 의견이 어떻게 최종 결과물 구성에 기여하는지 그

상호작용 과정이 보다 강조된다(Waggoner et al.,

1995). 

소집단 활동의 성격을 협력학습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한 각 참여자들의 역할을 고려하는 데

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Hurd(1998)은 소집단 활동

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할을 소집단 내에서의 적극

적인 리더나 소극적인 청자로 구분하고 소집단 활동

의 수준과 리더의 역할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Anderson 등(2001)은 소집단 논의에서 제시된

특정 아이디어는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소집단

의 다른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룹 내로 퍼져

나간다는 것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한

학기 동안 일련의 소집단 논변 경험을 하면서 언제나

리더, 청자 등 정해진 역할을 나타내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논변 경험이 지속되면서 구성원 사이

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 다. 따라서 분석

틀은 이렇게 변화하는 개인의 역할에 해서도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해결 과정에서는 다

양한 기준에 의한 판단을 제시하게 되는데(Halverson

et al., 2009), 관련 과학 지식 수준도 중요한 요인 중

의 하나이다. Sadler와 Fowler(2006)는 사회 속 과

학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치 수준 이상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과학 지식 수준이 쟁

점의 해결과 관련이 됨을 보 다. 참여자들은 미술교

육, 윤리교육, 수학교육, 초등교육 등 서로 전공이 다

르지만, 학의 교육과정이 전공수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고, 비과학 전공자로서 학 과학 교양 과목을

통한 학습 이외에는 과학 지식을 접할 기회도 비슷하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자 각자는 과학 및 관련

분야에 한 지식 수준이 다르고, 이는 소집단 논변에

향을 주게 된다. 소집단 논변 과정에서 과학 및 다

른 분야의 지식을 준거로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

게 되는데, 분석틀은 관련 과학 지식의 이해 및 의미

구성 과정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석틀은 소집단의 의미 형성에 있어서 각 참여자의

소집단 내에서의 역할 및 역할 변화를 드러낼 수 있어

야 하고, 또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집단

의 논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되는지 그 과정

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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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소집단
논변 분석틀의 고찰

본 연구는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기존의 논변

분석틀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소집

단 논변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

한 분석틀 마련을 위한 질문들 즉, 논변의 정교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소집단 논변에서의 상호작용

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개개인의 역할과 발

화의 기능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선

행 연구물들을 고찰하 다. Toulmin(1958, 2003)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논변의 구조적 정교함과 논변 수

준을 관련짓는 연구 분석틀, 응답과 반응을 포함한 담

화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연

구 분석틀, 그리고 각 발화의 기능을 분석한 심리학적

언어 분석틀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 다. 

1. Toulmin의 논변의 구조

Toulmin이 제시한 논변의 구조(Toulmin, 1958,

2003)는 과학교육에서 논변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사용되어왔다(Erduran et al., 2011). Toulmin

은수사적인접근의하나로형식논리학으로불가능했던

다양한 논변의 구조를‘주장(claim)’, ‘근거자료(data)’,

‘보증(backing)’, ‘반증(rebuttal)’, ‘정당화(warrant)’,

‘확신(qualifier)’의여섯용어를사용하여일반적인논변

의 구조(Toulmin’s Argumentation Pattern; TAP)를

제시하 다. TAP는 구성 요인 여부에 따라서 논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논변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어서 분석틀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점을 갖는

다. 먼저, 각 분야마다 논변을 구성하는 주장, 준거,

정당화 등 요소들의 성격이 달라진다. 동시에 각 용어

가 언제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근거자료, 보증의 구분이 모호

하다(Erduran et al., 2004). 또한 주로 개인적 논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집단 논변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주장, 근거자료, 정당화 등과 같은 논변 요소

의 의미 변화 및 무엇이 주된 주장이며 이에 반하는

주장인지를 드러내는 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Nussbaum & Schraw, 2007). 이에 따라 각 논변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각 논변 요소

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분석단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rduran et al., 2004). 또한 주로

Toulmin 모형이 논변의 구조적인 정교함을 드러내는

데 강점을 가질 뿐, 그 분야의 내용 지식이 어떻게 논

변에 향을 주었는지에 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Sampson & Clark, 2008). 이에 따라

소수지만 Toulmin 모형의 이점을 제시하면서도, 분

석틀로는 다른 모형을 사용한 연구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Nussbaum과 Edwards(2011)은 Walton

(2006)의 모형을 사용하 고, Chang과 Chiu(2008)

은 Lakatos(1978)의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을 논변 구

조 분석에 사용하 다. 

이에 따라 과학교육 연구에서는 Toulmin의 분석틀

을 그 로 이용하기보다는 변형해서 사용하 는데,

이들 분석틀은 구조적 정교함을 강조한 것과 논변 과

정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각

논변 구조를 나타내는 여섯 용어의 유무를 명확히 구

분하여 구조를 나타내기보다는 주장의 유무, 준거와

정당화 사이의 관계, 반증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논변

의 수준을 네 단계 혹은 다섯 단계로 수준을 구분한

연구들이다. 위수민 등(2009), Erduran et

al.(2004), Osborne et al.(2004), Simon et

al.(2006), Von Aufschnaiter et al.(2008)이 과학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담화 분석을 통해 논변을 드

러낸 일련의 연구들, 그리고 정당화의 유무를 기준으

로 논변 수준을 구분한 Sadler와 Fowler(2006)의 연

구 등이 있다. 

논변의 과정을 좀 더 강조한 연구들에서는, 논변의

구성 요소를 주장, 준거, 정당화의 세 가지 요소로 단

순화하면서 동시에 내용지식이나 추론수준, 상호작용

등 논변과 관련되는 다른 요소에 한 병렬적인 척도

를 고안하여 논변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하위 성취아의 논변 발달(Yerrick,

2000), 과학 탐구에서의 논변의 중요성(Jimenez-

Aleixandre et al., 2000), 교사 전문성 발달에서의

논변의 역할에 한 McNeill의 일련의 연구들

(Berland & McNeill, 2010; McNeill, 2009;

McNeill & Krajcik, 2009; McNeill & Pimental,

2010), 효과적인 논변 학습을 위한 협력의 향

(Sampson & Clark, 2008), 과학 수업시간의 논변

수준을 의미 이해하기, 정교화하기, 설득하기로 구분

해서 분석한 연구(Berland, Reiser,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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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Toulmin의 틀을 기반으로 변형된 분석틀을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소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동시

적인 특성이나 상호작용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결국

상호작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연구 장치를 고안했

음을 볼 수 있다. 로 적혀진 논변을 분석 자료로 한

연구들에는 Sampson과 Clark (2008), McNeill

(2009), McNeill과 Krajcik(2009), Berland와

Reiser (2011) 등이, 연구자와 학생의 인터뷰를 원자

료로 한 연구에는 Sadler와 Fowler (2006)과

Yerrick (2000)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논변 분석을

위한 원자료가 이므로, 화 과정 혹은 참여자 사이

의 상호작용에 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위

수민 등(2009), Erduran et al.(2004), Osborne et

al.(2004), Simon et al.(2006), Von Aufschnaiter

et al.(2008)의 연구들에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논변활

동을 제시하는 능력의 발달을, Jimenez-Aleixandre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다루었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부가적인 방법을 고려

하 다. 전자의 연구들은 한 차시 동안의 담화에서 분

석 단위를 명확히 하고, 이 단위 내에서 담화의 유형

및 논변의 구조적 정교함을 제시하면서 교실에서의 상

호작용 분석 결과를 논하 다. 후자의 연구에서는 논

변 구조와 함께 논변 역량 및 의사소통기술을 드러내

는 설명과정, 인과 관계, 비유 사용 등을 포함한 인식

론적 기능에 해 추가로 고려하 다. 

본 연구는 소집단에서의 구성원 상호작용을 분석하

기 위한 연구이다. Toulmin의 분석틀은 논변의 구조

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학생들의 논변 이해를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모형이지만, 본 연구 상황과 같

이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담화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설득력 있는 논변을

제시하는데 관련되는 주장, 정당화 및 준거와 같은 논

변 구조 요소의 중요성 및 논변 수준을 경험적으로 드

러내기 위한 담화 분석 단위 구분의 필요성에 한 논

의는 반드시 고려할 특징이다. 이와 동시에 단순히 논

변 구조 요소의 출현 빈도 확인만으로는 소집단 논변

의 수준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었다. 

2. 언어적인 상호작용

사회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학습자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공유와 의미의 생성이 강조된다(조 달,

2001; Mortimer & Scott, 2003), 한 차시의 수업 동

안에 담화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참여자 사이의 언어

적 상호작용이 드러난다. Mortimer와 Scott(2003)

은 Mehan(1979)의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에 해 구체적으로

논의하 다. 이는 교실에서의 발화가 어떠한 상호작

용 양상을 보이는지를 구분한 것으로, 도입-반응-평

가의 삼각구조 (IRE triadic; Initiation-Response-

Evaluation triadic), 혹은 응답-반응 고리 (RF

chain; Response-Feedback chain)의 구조를 나타

낸다. 이렇게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서 도입-응답-평

가의 삼각구조(IRE), 혹은 응답-반응의 고리(RF)로

구분하는 것은 교실에서의 담화의 구조와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예로, Badreddine & Buty, 2011;

Soong & Mercer, 2011)에서 유용한 분석틀이 되고

있다. 

과학 학습은 곧 과학에 해 말하는 것으로 논의하

면서, 학습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제시한 Lemke(1990)의 연구는 많은 연구에서 고전

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 수업에서 교사와 학

생 사이의 화를 보면, 부분의 교실에서 교사의 발

화가 학급 발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학생들의 의

견을 묻고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활동이 주가 된다(McNeill &

Pimental, 2010). 이들 전통적인 과학 수업에서의 일

방적인 교사 주도적인 담화 양상은 교사가 화를 시

작하고, 한두명의 학생이 이에 해서 응답하면 교사

가 학생의 응답을 평가하는 시작-응답-평가의 삼각

구조로서, 교사가 발화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화를 주도하는 강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교수자는 이

러한 교사 중심의 권위적이고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좀 더 학

생과 활발히 상호작용하고 화적인 방식의 수업에

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호작용하고 화적인

수업 구조는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응답하고, 이에

해서 교사가 학생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반응하고, 다시 학생이

응답을 제시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한데, 이

때의 교실 담화는 학생에게 좀 더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며 화(dialogic)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

한 상호작용은 응답-반응의 고리로 나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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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imer와 Scott(2003)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응

답-반응의 고리가 빈번히 나타날수록 활발한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 다.

위와 같은 상호작용에 한 분석틀을 본 연구 상황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했던 연구 상의

특성에 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 교실에

서의 담화와 상호작용에 한 연구들은 주로 중등 수

준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Badreddine &

Buty, 2011; Ha & Song, 2009; Scott et al.,

2006; Soong & Mercer, 2011)에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협력적인

소집단 상황과는 다르다. 즉, 또래로 구성된 협력적인

소집단 참여자들로서 학생-학생의 상호작용이 진행

되므로 교사가 제시하는 도입(I), 평가(E) 혹은 반응

(F)을 학생들이 제시하게 된다. 또한 중등 과학 교실

에서 교사 중심의 수업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담화

구조가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협력적인 소집단 상호

작용에서는 동료들 사이의 화적인 상호작용의 담화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위수민 등, 2009). 따라서 교실

수업에서 응답-반응 고리의 담화 구조가 드물게 나타

나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빈번하게 응답-반응 고리

가 제시되고, 그 길이도 상 적으로 길어진다. 따라서

응답-반응 고리의 길이 및 제시 빈도만으로는 친구들

사이의 상호작용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구성원들

이 참여하여 응답-반응 고리를 형성하면서 추론이 정

교해지면서 의미를 공유하고 재구성할 수도 있지만

(Berkowitz & Simmons, 2003), 타인의 발화에

한 이해 없이 이전에 제시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반복하거나, 관련 없는 발화를 덧붙이는 등 표면적인

상호작용(Hogan, 1999)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발화가 논변 수준에 어

떠한 향을 미치게 되는가 즉, 각 발화의 수준은 어

떠한가에 해서 고려하고자 하 다.

3. 발화의 기능을 분석한 심리학적 언어 분석틀

사회적 구성주의 심리학에서도 학생들의 소집단 상

호작용을 통한 학습 장면을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Anderson et al., 2001). 이러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아동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지 그 기작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관찰과 모방, 좀 더 나은 인지수준의 조력자의 비계

제공, 유용한 인지 기작의 공유 등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사용한 발화의 기능

을 드러내기 위한 분석 방법들을 소집단 논변에서 진

행되는 참여자의 역할 및 발화의 기능 및 상호작용 분

석에 적용할 수 있다. 

Felton과 Kuhn(2001), Kuhn과 Udell(2003)은

질문과 진술로 발화를 구분하고 각 형태별로‘부가’,

‘동의’, ‘거부’, ‘해석’등 논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

능을 <표 1>과 같이 23가지로 제시하 다. 

Felton과 Kuhn(2001)에서 제시한 23개의 행의 기

능에 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행의 기

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지나친 세분화로

인하여 각 행의 기능이 중복되어 서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질문과 진술의 기능이 잘 구분되지 않

기도 한다. 서로 구분이 어려운 행의 기능을 예로 들

면‘사례?’, ‘입장?’은 시나리오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는지와 제시된 입장에 해 찬성하는지 반 하는지

에 한 질문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화 중에서 분

명히 구분되기보다는 중복하여 나타난다. ‘동의’와

‘의견’그리고‘발전’과‘증명’도 두 발화로의 구분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모호하다. 또한

질문과 진술의 제시 형태별로 언제나 기능이 구분되

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Kuhn과 Udell(2003)은 논변

기술의 발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중 다섯 가지 요소

인‘첨가’, ‘명료화’, ‘ 안 반 ’, ‘비판 반 ’, ‘반

’만 고려하고, 이 중‘ 안 반 ’, ‘비판 반 ’, ‘반

’의 발화를 도전단계를 나타내는 발화로 수준을 구

분하여 제시하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집단

논변 수준이 각자의 입장과 견해를 명료히 하는‘전시

단계’에서 타인의 주장에서의 약점을 지적하고 논의

하는‘도전단계’로 발전한다고 하 다. 청소년과 성

인의 논변 수준을 비교분석(Felton, Kuhn, 2001)하

고 8학년에서 학습 전후를 비교분석(Kuhn & Udell,

2003)함으로써 전시단계에서 도전단계로 발달해 나

가는 특징을 보 다. 한편, 여러 논변에 한 연구들

에서 이러한‘도전단계’의 특징 즉, 안이나 립 의

견 제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발화들은 논변 발달의 필

수적 단계로 제시되고 있다. Erduran 등(2004)은 논

변의 구조 요소 중 반증의 사용으로 논변의 수준을 구

분하 고, Walton(2006)은 화에서 반 주장을 포

함하는 변증법적인 과정을 논변 발달의 필수적인 단

계로 제시하면서, 법률가와 같은 논변에 익숙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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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에서 빈번히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 다.

Zohar와 Nemet(2002)도 생명윤리 딜레마에 한

논변 발달 과정에 있어서 주된 주장과 이에 한 반

주장이 진행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논변 수준을 나타

내었다. 

한편, Anderson의 일련의 연구들(Anderson et

al., 2001; Kim et al., 2007; Waggoner et al.,

1995)에서는 논변에서 사용된 전략들을 제시하 다.

논변을 구성하는 발화들은 그 목적, 사용되는 상황,

형태, 사용 결과, 사용의 이점 등에 따라서 다른 기능

을 하게 된다. 이들은 참여자들이 논변과 관련되는 정

보를 구성하기, 논변과 관련되는 정보를 회상하기, 주

장을 구성하고 주장하도록 촉진하기, 가능한 반 주

장에 한 근거 마련하기, 반 주장을 위한 준거 마

련하기 등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논변의 전략

과 기능은 참여자, 논변의 소재 등 상황에 따라 다르

다(Anderson et al., 2001). <표 2>는 초등학생들의

토론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발화의 기능을 구분한 내

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발화의 기능에 한 분석틀

(Anderson et al., 2001; Felton, 2004; Felton &

Kuhn, 2001; Kuhn & Udell, 2003; Kim et al.,

2007)을 고려하여 의미가 중복되는 코드를 합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행의 기능을 드러내고자 하 다. 한

편, 제시한 발화는 정교화된 논의를 포함하는가 혹은

준거에 기반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논의인가, 그리고

‘도전단계’를 만드는 논의인가에 따라 논변 발달에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수준을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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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기능 내용

질문 동의? 제시된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한 질문

사례? 제시된 사례나 시나리오에 한 입장을 물음

명료? 제시된 발화를 명료히 할 것을 물음

판단? 제시된 주장에 해 준거 등으로 보충할 것을 요구함

상황? 화 자체에 한 질문

입장? 쟁점에 한 입장 표명을 요구함

질문? 제시된 발화와는 관련 없는 다른 정보에 한 질문

응답? 다른 참여자로 하여금 논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

진술 첨가* 제시된 발화에 한 정교한 설명

발전 제시된 발화를 발전시키는 정교한 설명

동의 제시된 발화에 한 동의

의견 제시된 발화를 정교하게 하는 것과는 관련 없는 발화

명료화* 제시된 발화에 해 자신의 의견을 명료히 함

차이 지적 다른 구성원의 발화와 자신의 의견이 다름을 드러냄

안 반 * 제시된 발화에 해서 안을 제시하면서 반 함

비판 반 * 제시된 발화에 해서 비판하면서 반 함

반 * 정교한 설명 없이 즉각적으로 반 함

부적절함 제시된 발화가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함을 주장함

재진술 (정교한 설명을 제시하거나 혹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제시된 발화를 다르게 진술함

상황 화 자체에 한 발화

관련없음 말이 되지 않거나, 과제를 벗어난 발화

거절 제시된 질문에 응답하기를 거부함

증명 제시된 발화를 지지하기 위한 발화

*Kuhn과 Udell(2003)에서 고려한 행의 기능 코드

표 1
Felton과 Kuhn(2001)에서 제시한 행의 기능 구분



자 하 다. 제시되는 발화 중 일부는 즉각적이고 자동

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어떤 발화는 더욱 비판적으

로 상황에 해 고려한 후에 제시되는 발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고안한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비과학 전공 학생들의 소집단 논변

분석을 위한 분석틀

1. 분석틀의 고안

소집단 논변 동안의 담화는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서 몇 개의 절로 구분하 다. 하나의 절은 관련된 내

용에 한 일련의 응답-반응 고리를 나타낸다. 이때

의 참여자 각각의 역할 및 상호작용을 드러내기 위해

한 사람이 한 번에 제시하는 발화를 행으로 하여 분석

단위로 삼았다. 한 사람이 약간의 시간을 두고 발화를

제시한 경우는 다른 행으로 구분하 다. 따라서 각 절

을 구성하는 행의 수, 한 절이 논의되는 시간 등은 상

황에 따라 다르다.

Gee(2005)는‘주어’, ‘술어’, ‘목적어’등의 언어

의 구조 단위인‘행’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일련

의 행을‘절’로 구분하여 한 집단에서 고유하게 나타

나는 화 방식인 담화(Discourse)를 분석하 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구조보다는 논변에서의

상호작용, 즉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화자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번의 발화를 행으로 보고

분석하 다. 발화의 기능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도 한 번의 발화를 하나의 단위로 분석한 바 있다(예

로, Erduran et al., 2004; Jimenex-Aleixandre

et al., 2000; Mortimer & Scott, 2003; Sadler &

Donelly, 2006; Zohar & Nemet, 2002). 

동일한 수업 시간 동안 소집단 별로 절의 수, 각 절

이 진행된 시간 및 소집단 구성원들의 발화 횟수는 다

르다. 각 행을 절 내에서의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고자

하 는데, 이 때 Felton과 Kuhn(2001)이 제시한 각

행의 기능 구분 및 Anderson 등(2001)의 발화의 전

략에 한 논의를 참고하여, 각 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 다. 구분한 행의 기능은 Mortimer과 Scott

(2003)이 제시한 바와 같이 도입, 응답 및 반응을 나

타내는 발화로 구분하여 한 절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행의 절 내에서의 기능

을 <표 3>과 같이 15개로 구분하고, 이를 상호작용 역

할에 따라서 도입, 응답, 반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분하 다. 도입에는‘시작’과‘사담’의 행의 기능을

포함시켰다. ‘시작’과‘사담’은 새로운 내용에 해서

논의하는 절의 첫 발화이지만, ‘사담’은 논의되는 내

용과 관련은 있지만 엉뚱하거나 개인적인 내용을 도

입한 발화이다. 응답에 해당하는 발화는‘단정지음’,

‘응답’, ‘반복’, ‘약간부연’, ‘다른면’, ‘종합’, ‘정교

화’, ‘반박정교화’로 구분하 다. 반응에 해당하는 발

화는‘단순응 ’, ‘핀잔’, ‘확인’, ‘회의’, ‘설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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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동들의 토론에서 빈번히 사용된 논변 전략 (Anderson et al., 2001)

기능 설명과 예시

친구들의 참여를 독려함 “넌 어떻게 생각하니?”

“다시 설명해줘”

친구들의 의견에 한
자신의 입장 제시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해”

불확실함에 해 언급함 완곡하게 에둘러서 제안하기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아닐지도 몰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확장 자신을 그 상황에 놓고 생각하기

“너 자신이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봐”

“만일 (시나리오 상황이라면) 어떨까?”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냄 “나는 ~~입장인데, 만일 그 일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가 생길 테니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두가지이유에서그렇게생각해. 하나는~~이고, 다른하나는~~이야”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으로 구분하 다. 

그런데 이들 발화들이 논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같지 않으므로, 구분한 15개 행의 기능을 논변을

타당하고 정교하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 다. 응답에 해당하는

발화 중‘단정지음’, ‘응답’, ‘반복’, ‘약간부연’은 이

전 발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발전된 논의라기보다는

화를 이어가는 기능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반면,

‘다른면’, ‘종합’, ‘정교화’, ‘반박정교화’는 이전 발

화 내용에 한 분석과 추론 등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쟁점의 해결책 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 반응에 해당하는 발화 중‘단순응 ’, ‘핀잔’, ‘확

인’은 이 발화 뒤에 응답을 하도록 상호작용에는 기여

하지만 정교한 수준의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

해‘회의’, ‘설명요청’은 질문에 한 응답을 요구하

며 이전의 발화나 논의 내용에 한 설명이 뒤따르게

되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정교한 발화를 도출하는

등 수준 높은 상호작용이 나타나는데 관련된다. 이처

럼 13개의 응답과 반응에 해당하는 발화를 다시 그 수

준에 따라 구분하 는데, 이전의 발화에 해 심사숙

고한 결과라기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의 결과로 제시된

발화를‘단순발화’로, 논의되는 내용의 범위를 확장

하고 정교화하는데 기여하는 발화를‘향상발화’로 수

준을 구분하 다. ‘단순발화’에는 응답의‘단정지음’,

‘응답’, ‘반복’, ‘약간부연’, 그리고 반응의‘단순응

’, ‘핀잔’, ‘확인’를 포함시키고, ‘향상발화’에는

응답의‘다른면’, ‘종합’, ‘정교화’, ‘반박정교화’, 그

리고 반응의‘회의’, ‘설명요청’을 포함시켰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절과 행으로 구분하고 기능을 구

분한 결과는 동시에 Toulmin의 논변 구조와 관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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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절 내에서의 행의 기능과 예시

상호작용 행의 기능 설명과 예

도입 (I) 시작 새로운 내용을 도입함. 새 절의 시작 예) 강제실시권이 뭐야?

사담 관련되지만 엉뚱하거나 개인적인 내용 예) 국가가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담합하면...

응답 (R) 단정지음 1회의 판단으로 단정지음

응답 질문 바로 다음에 제시하는 질문에 한 설명이나 자신의 의견 예) 그걸 잘 모르겠어., 준
거 11에 있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허를 무시하겠다는.... 

반복 앞의 발화의 일부나 전체를 반복

약간부연 앞의 발화에 동의하면서 조금 내용을 부연 예)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맞긴
맞지

다른 면 절 내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관련되면서도 다른 입장이나 견해에 해 제시. 분석과 확
장 예) 그런데 지금 든 생각인데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소유연한이 있다고 했잖아.

종합 앞에서 언급되었던 둘 이상의 입장을 종합하여 제시 예) 거기에 한 투자도 지원되어야
하고… 거기에 한 규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정교화 자신의 주장을 정교하게 제시. 발화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 예) 그러니까 에이즈 치
료약을 개발을... 싸게 공급하는 신에 그 약을 먹고 이런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
람들을 돕도록 고용하는 거야...

반박정교화 상 방의 입장에 한 정교한 형태의 반박 드러내기 예) 그런데 약도 어짜피 상품이잖아
물건을 팔기 위해서.. 로비가 되잖아.. 광고도 해야 하고 로비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비용이란 말이야.. 그 물건을 만드는 비용 연구비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비용으로 치자면 그것도 그 회사가 투자하는 금액인데.. 그런거를 또.. 규제한다고..

반응 (F) 단순응 이전의 발화에 한 간단한 호응 예)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애.

핀잔 핀잔예) 아니야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거지 무슨

확인 앞 사람의 말을 받아서 단순히 확인함 예) 있데?, 복제약?

회의 회의적인 입장 표명 예)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안잖아 그게 한 사람만의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요청 상황 해석하고 옳게 이해했는지에 해 물음. 설명 요구 예) 근데 인정 받는데 왜 비싸게
받아?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논변 요소 중‘주장’은‘종합’,

‘정교화’, ‘반박정교화’등의 발화에서 드러나고, ‘다

른면’, ‘부연’, ‘응답’, ‘확인’등의 발화는 논변 요소

중‘근거자료’를, ‘다른면’, ‘확인’, ‘설명요청’등의

발화는 논변 요소 중‘보증’을, ‘응답’, ‘정교화’, ‘반

박정교화’, ‘확인’, ‘설명요청’등의 발화는 논변 요

소 중‘정당화’를, ‘다른면’, ‘반박정교화’, ‘회의’,

‘설명요청’등의 발화는 논변 구조 요소 중‘반증’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각 발화를 그 기능으로 구분함으로서 논변의 구조 요

소로 구분했을 때에는 불가능했던 다른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논변 구조로 구분하기 어

렵거나 애매한 행의 구분이 가능하여 각 참여자의 역

할을 드러내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주장, 정당화, 근

거자료, 반박 등 논변 구조 요소에 해당하는 발화로

구분한 경우에는 각 발화가 논변 향상에 더 기여하는

것, 덜 기여하는 것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발화를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능을 나타내도록 구분한

경우에는 깊이 있는 사고에 의해 제시한 발화와 즉각

적인 발화로 구분함으로써 발화의 수준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반증이 제시된 경우 향상된 논변의 특징을

드러내지도하지만(Erduran et al., 2004; Osborne et

al., 2004; Simon et al., 2006; Von Aufschnaiter et

al., 2008), 상호작용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에는 논변

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각 참여자의 발화 수준을 구분

함으로써 소집단 내에서 그 역할을 드러내는 이점을

갖는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분석틀 고안 및 분석 과정

은 [그림 1]과 같이 요약하여 나타낼 수 있다. 각 행을

절 내에서의 내용이 논의되는 기능에 따라서 15개 종

류의 발화로 구분하고, 이를 수준에 따라 구분하 다.

먼저 미시적이고 양적으로 각 참여자별 발화의 빈도

를 파악한 후, 정성적으로 소집단의 논변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역할 및 소집단 상호작용 및 논변 수

준에 해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자료 분석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앞서 진술한 것과 같이 기존의 분석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을 고안하 다. 이 분석틀로

제 1 저자가 전사본을 분석하면서 절의 구분 및 각 발

화의 기능 구분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각 쟁점 및 소집단 별로 일관성 있게 분석되었는지 검

토하 다. 이 과정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

은 기능의 행으로 구분된 발화만 묶어서 정렬한 뒤 일

관성있게 코딩되었는지 역추적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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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학생들의 논변 분석틀 고안 과정 요약



이 과정에서 각 발화의 기능 구분 및 분석틀에서 제시

하는 발화의 기능에 한 설명을 명료히 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 다. 15개로 구분한 각 행의 기능을 여

러 번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코딩의 일관성을 높

다. 

분석의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제 1 저자의 분석

결과에 해 제 2 저자와의 연구자간 일치도를 확인

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틀의 범주 마련 및 이를 바

탕으로 한 결과 분석에 상 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연구자간 일치도를 확인하여 합의하는 과

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 다. 하나의 쟁점에 해 구

분해 놓은 분석 범주의 의미가 다른 쟁점에 한 논변

에서는 다르거나 모호할 경우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 범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

의하 다. 절의 구분과 행의 기능에 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분석에 해서는 연구자간의

합의를 거쳐 분석틀의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하고 정교

히 다듬어 나갔다. 

3. 분석틀 적용 사례

고안된 분석틀로 일곱 개의 쟁점 중 여섯 번째 쟁점

인“에이즈 치료약 개발비와 약소국의 특허권 불인정

주장”에 한 소집단 논변을 분석하 다. 두 소집단

담화에서 행의 기능을 구분하고 그 빈도를 도입, 응

답, 반응에 따라 제시한 정량적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논변 내용과 관련 없는 절을 제외하고 1조에서는 총

99회의 발화가, 2조에서는 116회의 발화가 제시되었

다.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1조가 제시한 절의 개수는

모두 17개로서, 한 절은 평균적으로 5회 정도의 발화

로 구성되었다. 2조는 절의 개수가 11개로 한 절은 평

균적으로 10회 정도의 발화로 구성되었다. 2조는 상

적으로 한 절 안에 포함된 행의 수가 많고 긴 응답-

반응 고리를 나타냈다. 두 소집단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향상발화보다는 단순발화가 더 빈번히 나타났

다. ‘다른 면’, ‘종합’, ‘정교화’, ‘반박정교화’, ‘회

의’, ‘설명요청’을 포함한 향상발화의 빈도는 각각

28회, 38회 제시되어 1조의 전체 발화 중 28%, 2조의

전체 발화 중 33%를 차지하 다. 

1조에서 참여자별로 제시한 단순발화와 향상발화의

빈도수와 비율은 <표 4>와 같다. 참여자 1A는 전체 발

화 중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말을 많이 한 구

성원이다. 그런데 향상 발화의 빈도를 보면 1D, 1E와

같은 빈도로 제시하고 있다. 1A는 빈번히 사담과 단

순발화를 제시하 는데, 실제로 소집단 상호작용에서

다른 소집단 구성원들의 발화에 모두 응답과 반응을

제시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참여를 소집단 논의로 유

도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1B와 1C는 전체 발화 빈도

도 낮고 향상 발화의 빈도도 낮아서 소집단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힘들다. 절의 수가 17개이

고, 따라서 평균적으로 다섯 번 정도의 발화가 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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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소집단의 발화 기능을 구분한 그래프 (단위: 빈도)



안에서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9회, 13회

의 발화를 제시한 1B나 1C는 어떤 절에서는 전혀 참

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표 5>는 1조의 상호작용 특징을 보여주는데, 3절

에서부터 7절까지의 논의로 다섯 명의 참여자가 모두

발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응답-반응 고리가 이어지기

보다는 다른 내용이 계속 도입되는 장면이다. 오리지

널 약이 비싸고 폭리를 취하는 원인에 해 논의하려

한 1D의 도입(3행)은 제약회사가 미국에 거의 치중되

어 있다는 1E의 발화(10행)로, 이전에 2절에서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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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화 수준에 따른 1조 참여자의 발화 빈도 및 비율 (%)

1A 1B 1C 1D 1E 계

사담
4

(4.0)
2

(2.0)
1

(1.0)
∙
(0) 

3
(3.0)

10
(10.1)

단순
29

(29.3)
6

(6.1)
9

(9.1)
9

(9.1)
8

(8.1)
61

(61.6)

향상
8

(8.1)
1

(1.0)
3

(3.0)
8

(8.1)
8

(8.1)
28

(28.3)

계
41

(41.4)
9

(9.1)
13

(13.1)
17

(17.2)
19

(19.2)
99

(100)

표 5
1조의 3절 7절의 논의

절 no. 참여자 발화 행의 기능
상호
작용*

3절 9 1D 근데 에이즈 이거 약 만드는 회사가 많은가? 그럼 굳이 폭리를 취할 필요가 도입 I

10 1E 이게 약을 개발하는 시간하고 그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하는
연구 비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못하고 거의 미국 다국적 제약 회
사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응답 R

4절 11 1B 그런데 특허권이 있으면 특허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거나 복제약에 해서 도입 I1

12 1E 그게 50년인가? 사담 I2

13 1A FTA에서 더 늘리라구 해가지고 사담 I2�

14 1E 지금 50년인데 70년으로 늘리라고 사담 I2�

15 1A 미키마우스 늘리자고 사담 I2�

16 1A 저걸 늘리면 미국한테는 진짜 이익이지 사담 I2�

5절 17 1A 에이즈 치료약이 지금도 계속 새로 새로 나오고 있나? 도입 I

18 1D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어? 응답 R

6절 19 1B 가격을 내려야 해 도입 I

20 1A 진짜 말 그 로 사람 생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약간부연 R1

21 1A 아프리카 같은데... 다른 면 R2

7절 22 1D 복제약의 성능은 뭐 문제 없고? 도입 I

23 1A 실험도 한다고 나와 있잖아 응답 R1

24 1C 했는데 실험에서 거의 효능도 없고 다른 면 R2

25 1D 없다구? 회의 F2

26 1C 통계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 복제약이니까 응답 R2�

*I-시작, R-응답, F-반응, 
숫자는 비슷한 내용을, ‘는 같은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언급됨



던 1B의 특허권에 한 도입(11행)은 1E와 1A의 미키

마우스와 한미 FTA에 한 발화(13, 15행)로, 다시

1C의 복제약의 성능에 한 발화(24, 26행)로 마무리

되면서 일련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도자 없

이 모두 자신의 얘기를 쏟아내는 산만한 분위기를 나

타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에 핀잔

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소집단 발화 내에서 함께 고려

함으로서 문제 상황의 복잡성 탐색에 기여하 다. 

2조 참여자별로 단순발화와 향상발화의 빈도수와

비율은 <표 6>와 같다. 2조는 한 절을 구성하는 행의

수가 많아 응답-반응의 고리가 상 적으로 길다. 2D

가 결석하여 세 명이 논변을 진행하 다. 2A는 45%

정도의 발화를 제시하 고, 향상발화도 가장 많이 제

시하 는데, 이를 통해 2조의 소집단 논변을 2A가 주

도하는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다. 2B의 발화빈도가

상 적으로 적지만 11개인 절의 수보다는 두 배 정도

제시되어 있어 부분의 절에 2B의 발화가 포함되었

으며, 소집단 상호작용에서 배제된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표 7>의 3절은 2분 30초 동안 진행되었고, 긴 응

답-반응 고리를 보여준다. 세 명의 참여자들은 각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부연하게

되었고, 또한‘다른면’, ‘설명요청’등의 향상발화를

제시하면서 이전의 논의를 종합하거나 정교하게 만들

었다. 활발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세 참여자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

럽게 정교화된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고, 타인의 발화

에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을 보여준다. 2C는 처음에 복제약의 효능에 한 문

제를 제기하면서 도입하고, 이에 해 정교화된 발화

(14행)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 다. 그러나 2B

가 도입한 다른 면 즉, 복제약의 효능검사의 문제점에

한 발화(18, 20행) 이후에는 논의를 주도하는 주장

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2B의 주장을 함께

고려하고자(19, 26, 28행)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하 다. 2A는 처음에는 2C와 2B 모두의 주장에 해

서 응답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 둘의 주장을

종합(21, 30행)하는데 기여하 다. 2B는 쟁점을 2C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소집단 논변에 도입하

다. 이렇게 다른 구성원의 주장 내용과 달라도 자신

의 의견을 제시하며, 또 새로 제기된 립되는 내용이

소집단 논변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진일보한 논의

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발달한 소집단 논변 수준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고안한 분석틀이 어떻게 소집단 구성원간

의 상호작용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에이즈 치료약 개

발비와 약소국의 특허권 불인정 주장”에 한 소집단

논변을 사례로 제시하 다. 비록 한 회의 논변활동에

서 나타난 담화 분석에 그침으로써 일련의 논변 경험

에 따른 논변 수준의 변화와 발달을 제시하지는 않았

지만, 각 소집단의 참여자가 각기 보이는 역할과 아울

러 논변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역할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었다. 즉, 고안한 분석틀은 참여자별, 발화 기능

별 빈도로 제시함으로서 두 소집단에서 구성원의 참

여 정도에 한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발화

빈도 및 단순발화와 향상발화의 비중에 한 양적인

정보는 질적인 상호작용 분석 내용을 더욱 분명히 나

타내는데 기여하 다. 한 소집단 내에서의 참여자의

상호작용 변화뿐만 아니라 두 소집단에서 달리 나타

나는 소집단 논변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었다. 각 참

여자의 발화 빈도 및 단순발화와 향상발화의 비중에

한 양적인 정보는 질적인 상호작용 분석 내용을 더

욱 분명히 나타내는데 기여한다. 

Ⅴ.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비과학 전공

학생들의 논변 수준의 변화와 발달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분석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상황을 충

분히 반 하고 해석하는데 기여하는 분석틀을 고안하

기 위해서, 우선 연구 상황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이

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물들에서 제시한 분석틀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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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발화 수준에 따른 2조 참여자의 발화 빈도 및 비율(%)

2A 2B 2C 2D 계

사담
∙
(0) 

∙
(0) 

∙
(0) 

∙
(0) 

단순
34

(29.3)
13

(11.2)
30

(25.9)
78

(67.2)

향상
18

(15.5)
7

(6.0)
13

(11.2)
38

(32.8)

계
52

(44.8)
20

(17.2)
43

(37.1)
결석

116
(100)



연구 상황을 충분히 반 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분석틀의 특징으로 다음과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에 해서 고려하 다. 1) 참여자들이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고려하는지

를 드러낼 수 있는가? 2) 논변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의 소집단 논변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한

누적된 정보를 제공하는가? 3) 학생과 학생 간의 수평

적인 상호작용의 특성을 드러내는가? 4) 일련의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논변 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비교

분석하는데 유용한가? 이와 동시에 논변에 한 선행

연구물들을 고찰하면서 위와 같은 본 연구 상황의 특

성을 드러내는데 적절한 분석틀을 모색하고 적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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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

no. 발화 행의 기능
상호
작용*

2C 11 복제약의 효능이... 아까 얘기 했잖아...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복제약을 안쓰는 게 좋잖아

도입 I1

2A 12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 다른 면 R2

2B 13 그게 아니라... 다른 면 R3

2C 14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복제약을 쓰지만 좋은 거는 제약 회사의 오리지널 약이 폭리를 취
한 거잖아. 그 약을 싼 값에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규제라던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교화 R1�

2A 15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값은… 약간부연 R2�

2C 16 약값을 내고 국가가 보조를 해서 그거를 환자들에게 최 한 약간부연 R1�

2A 17 오리지널 약값은 반복 R2�

2B 18 아니 아니 문제 삼았던게 아까 이런게 있었잖아. 복제약을 테스트 하는데 그 과정에 비
리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복제약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 비리만 없애면 오리지
널 약과 효능이 같다고만 입증이 되면 그걸 안 쓸 이유가 없잖아. 싼 가격에 구할 수 있
으면

다른 면 R3

2C 19 비리가… 그 뭐 지? 설명요청 F3�

2B 20 그런 걸 더 강화시켜서... 연구단체나 실험단체 그래야 하나…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복
제약과 오리지널 약의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뭐 그런 거를 마
련해서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꼭 오리지널 제약 회사의 약을 굳이 비싸게 할 필요
가 없다는 거지

반박정교화 R3�

2A 21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사고 싶은 사람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 약간 내릴 거 아니야?
오리지널 약을 내린 값에 살 수 있고 복제약을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효능은 보장되
어야 하니까

종합 R1+3

2A 22 얘네들은 제약회사에 로열티를 안주는 거지? 복제약은 현재 확인 F4

2B 23 아니지 줘야지 응답 R4

2C 24 당연히 줘야지 특허권인데 핀잔 F4

2A 25 아 주는 거구나. 아 그럼 여기서 복제약 여기서도.. 얘네들도 응답 R4�

2C 26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지? 복제약이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요청 F3�

2B 27 그러니까 그 테스트 하는 거 응답 R3�

2C 28 테스트 하는데 비리만 없게 한다면 효능을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설명요청 F3�

2B 29 입증만 되면 그걸 안 팔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약간부연 R3��

2A 30 어 그래서 얘네들이 더 많이 팔면 어느 정도 얘네도 라이센스로 충당할 수 있고 검사값
도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종합 R3+4

*I-시작, R-응답, F-반응, 
숫자는 비슷한 내용을, +는 종합된 내용을, ‘는 같은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언급됨

표 7
2조의 3절의 논변



례를 제시하 다. 

Toulmin(1958, 2003)이 제시한 논변 구조 요소들

(TAP)은 논변 분석에서 가장 빈번히 이용되지만 본

연구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사회 속 과학 쟁

점에 한 소집단 논변에서는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발화를 제시하게 되고 상호작용하는데, TAP의 각 요

소들의 성격이 화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ulmin의 논변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분석틀을 고안하 다. 고안한 분석틀은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절과, 참여자가 한번에 제시

하는 발화를 행으로 삼고, 각 발화가 상호작용에서 하

는 기능을 중심으로 15개로 범주화하 다. 

각 발화를 구분하고 그 빈도를 나타냄으로서 각 구

성원이 얼마나 참여하 으며, 일련의 소집단 논변이

진행되면서 논변 양상이 어떠한지에 한 양적인 비

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양적인 분석을 통해서 절의

수, 각 절을 구성하는 응답-반응 고리의 길이, 그리고

각 발화 기능에 따른 참여자의 발화 빈도 및 전체 발

화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이와 같은 양적인 분석 결과는 정성적인 분석과

동시에 진행됨으로서 각 참여자의 역할과 상호작용

내용 및 문제 해결 과정에 한 정보를 뒷받침함으로

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 하나의 쟁점에

한 것뿐만 아니라 일련의 소집단 논변이 지속된 경

우에도 분석틀을 기준으로 그 빈도와 추이를 드러냄

으로서 소집단 논변 수준의 변화 및 발달의 과정을 드

러내고, 이 때의 관련 요인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분석틀 마련의 요구 중 하나인 일련의 과정을 거

치는 동안의 변화와 발달을 드러내는데 기여하는 것

이다.

발화의 수준을 단순발화와 향상발화로 구분하고 그

빈도를 비교함으로서 소집단의 논변 수준을 해석하는

데 이용하 다. 구분된 발화 중 향상발화인‘다른면’,

‘회의’, ‘종합’발화는 제시된 발화에 또 다른 의견 혹

은 안을 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종합하는 발화

이다. 이들 발화가 빈번히 나타난 것은 소집단 내에서

쟁점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려 했음을 나타낸

다. 이러한 비판적인 발화는 소집단 논변 수준을 향상

시킨다. Sadler 등(2007)은 사회 속 과학 쟁점에 다

양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적인 복잡성

이해를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활동의 주요 교육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논의되고 있

는 내용과 다른 의견이나 안이 제시된 장면은‘도전

단계’와 같은 특징을 갖는데, 이는 발달된 소집단 논

변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Erduran et al., 2004;

Kuhn과 Udell, 2003; Walton, 2006; Zohar,

Nemet, 2002). <표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긴 응

답-반응의 고리를 형성하는 동안 제시된 향상발화는

화의 흐름을 주된 논의, 반하는 논의, 그리고 종합

하는 논의로 이동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

는 상호작용을 통한 논변 내용의 정교화 과정을 보여

준다. 고안한 분석틀은 발화의 수준을 구분함으로서

구성원들이 심도 있는 상호작용을 진행한 장면을 드

러내는데 효과적이었다. 

한편 소집단의 논변 수준은 소집단 구성원의 역할

과도 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교한 해결책을 제시하

지만 소수의 의견이 주로 반 된 소집단 논변과, 덜

정교하지만 소집단 구성원이 모두 기여한 소집단 논

변의 수준은 구분이 필요하다. 고안한 분석틀은 소집

단 상호작용에서 각 구성원의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여지를 제공한다. 가장 많은 발

화를 제시한 구성원이 소집단 논변에 가장 많이 기여

했는가? 가장 과학 지식이나 준거를 많이 제시한 사람

인가? 가장 정교한 주장을 빈번히 주장한 사람인가?

혹은 다른 구성원들이 발화를 제시할 때 받아주어서

소집단 논변에 참여시킨 사람인가? 즉, 일련의 논변

동안 발화를 많이 제시한 구성원과 논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발화자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소집단 문

제 해결에 결정적인 발화를 제공하지 않은 구성원일

지라도, 다른 참여자의 발화에 한 응답 반응을 통해

이들을 소집단의 논의 안으로 유도함으로써 소집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참여자의 역할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

다. 고안된 분석틀은 각 참여자별로 발화의 빈도 뿐

아니라 발화의 수준을 고려하여, 소집단 논변 수준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구성원이 정해

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참여했음

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준다. 

소집단의 논변 특성 이해를 위해서는 또한 소집단

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언어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한 고려도 필요하다

(도승이, 2005; Anderson et al., 2001; Oliveira,

Sadler, 2008). 본 연구는 동일한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소집단 논변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방법론 고찰 619



소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므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학생-학생의 상호작용에서 교

사가 존재할 때와는 다른 특징이 드러났는데, 자유롭

게 사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친구 사이의 핀잔

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담은 논변 내용과 관련되지

만 자유롭게 떠오르는 개인적인 경험에 한 발화이

다. 핀잔은 이전의 발화에 해서 면박을 주는 것으로

써 제시된 내용에 한 깊은 고려에 의해 제시되는 것

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오는 발화이다. 그런데 이러

한 발화는 발화가 제시되는 상황 즉, 사담을 할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라던가, 핀잔을 해도 서로 용인될 수

있다는 등의 집단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으로 소집단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면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는 일련의 소집단 논변을 통한 소집단 담화 형성

과정을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소집단 논변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저마다 논변

상황에 적절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논

변의 구조적 정교함, 사용되는 준거의 수준, 정당화의

유무 및 정당화의 논리 수준, 안 제시나 반증 사용

의 증가 등 발전한 소집단 특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판

단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관심사와 드

러내고자 하는 연구 상황을 명확히 한 후에, 이를 충

분히 포화시키기 위한 분석틀을 고안하여, 고안한 분

석틀이 어떻게 상황을 포화시켜 설명하는데 적절했는

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안한 분석틀은 특히 답이

정해지지 않고 논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논변에서, 학

생 사이의 협력적 상호장면을 드러내는데 활용될 수

있다. 고안한 분석틀은 또한 발화의 기능을 구분하고

수준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서, 소집단 논변에서 각

참여자의 상호작용 양식 및 소집단의 발화의 비율과

변화를 드러낼 수 있었고, 이는 참여자가 어떻게 소집

단 논변에 참여하 고 의미 구성에 기여하게 되었는

지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도구

로서 이점을 갖는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 비과학 전공 학생들의 사

회 속 과학 쟁점에 한 일련의 소집단 논변을 참여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분석틀 마련을 위한

연구이다. 분석틀 마련을 위하여 소집단 논변이 진행

되는 상황의 특성 및 논변과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방법들을 고찰하 다. 연구 상황과 관련하여 논

변의 제재가 사회 속 과학 쟁점이며, 참여자들의 논변

경험이 제한되었음을 고려하 다. 따라서 소집단 논

변을 통해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고려했는지,

그리고 참여자의 상호작용 역할 및 일련의 논변을 통

한 변화와 발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틀을 고안하고

자 하 다. 기존 분석 방법들 중 과학교육에서 논변의

분석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Toulmin이 제시한 논변

의 구조를 고찰하고, 어떻게 변형되어 다른 연구에 이

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상호작용의 기능과 전

략을 설명한 연구들을 토 로 하여 각 발화의 기능을

구분하 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마련하 는데, 상호작용 역할과 절 내에서의 기능, 논

변 수준에 기여하는 발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발화

를 15개 종류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도입에 해당하

는‘시작’, ‘사담’, 응답에 해당하는‘단정지음’, ‘응

답’, ‘반복’, ‘약간부연’, ‘다른면’, ‘종합’, ‘정교화’,

‘반박정교화’, 그리고 반응에 해당하는‘단순응 ’,

‘핀잔’, ‘확인’, ‘회의’, ‘설명요청’으로 구분하고, 이

전의 발화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종합한

‘향상발화’와 그렇지 않은‘단순발화’로 수준을 구분

하 다. 고안한 분석틀로‘에이즈 치료약 개발비와 약

소국의 특허권 불인정 주장’쟁점에 한 소집단 논변

분석 사례를 제시하 다. 분석 결과 고안한 분석틀은

소집단 논변 동안 참여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인식하

고 관련 과학 지식을 고려했는지를 드러내는데 적절

하 다. 또한 소집단 논변 동안 각 참여자의 역할 및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논변의 수준을 관련지어 나타

낼 수 있었다. 고안한 분석틀은 정성적인 분석뿐만 아

니라 정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소집단 구

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상 및 두 소집단의 논변 양상에

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 다. 

주요어: 사회 속 과학 쟁점에 한 논변, 논변 분석

틀, 참여자 상호작용, 도입-반응-평가의 삼각구조,

응답-반응 고리, Toulmin의 논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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