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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a teacher’s teaching practice and identified argumentation-specific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and the influence of the argumentation-specific PCK on teaching 
practice in an argumentation classroom. The teacher has a Ph.D degree in science education, a 19-year 
teaching career, and no experience in instructing in an argumentation classroom. The developed program 
consists of nine lessons regarding photosynthesis for 7th graders. The teacher participated in a collaborative 
reflection with researchers after each lesson once a week and five times in total, which lasted for thirty 
minutes. All of the lessons were video- and audio-recorded and the transcript of lessons and collaborative 
reflection, pre- and post-survey related to argumentation, and researchers’ journals were analyzed.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the teacher emphasized group interaction showing utterances of listening, 
evaluating arguments, counter-arguing/debating, and reflecting on argument process after the fourth lesson 
although the teacher focused on individual argumentation showing utterances of talking, knowing meaning 
of argument, and justifying with evidence in the first three lessons. Also, the argumentation-specific 
PCK, which was identified with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 nature of argumentation and argumentation 
task strategy, also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eaching practice. The teacher comprehended the 
students’ challenges in argumentation, developed h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argumentation from 
an individual plane to social plane, and demonstrated a deep understanding of the task strategy by 
voluntarily joining in modifying the argumentat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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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논변활동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논쟁을 해결하고 이론을 형성하

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활동이며, 사회적으로 지식을 구성

해가는 과정이다(Kuhn, 1993). 여러 연구자들은 논변활동이 과학자들

의 과학적 설명 구성과 평가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과학학습에 논변을 도입하는 것은 과학 지식의 사회적 속성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Duschl & Osborne, 2002; 
Jimenez-Aleixandre et al., 2000; Kelly et al., 1998; Zohar & Nemet, 
2002). 학생들은 논변활동을 통해 과학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

니라 과학을 하는 방법에 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

로 최근 과학교육계에서는 꾸준히 논변활동이 과학 수업에 포함되어

야 할 필요성에 해 강조하고 있다(Bell, 2000; Driver et al., 2000; 
Duschl & Osborne, 2002; McNeill & Krajcik, 2007; Sandoval, 2003; 
Sunal et al., 2001). 논변활동 실행을 통하여 학생들은 증거를 사용하

여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논변을 비판하고 결점

을 발견할 수 있다(NRC, 2000). 
논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논변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Driver et al., 2000; Newton 
et al., 1999), 논변활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수준 높은 논변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Sadler, 2004; Sampson & Clark, 2009; Sandoval & 
Millwood, 2005).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로 교사가 과학 수업에서 논변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논변을 조력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Cho & Jonassen, 
2002; Duschl et al., 1999; McNeill & Krajcik, 2007), 이러한 연구에서 

개발된 논변활동 교수학습 전략의 효과적 적용과 실행을 위해서는 논

변활동의 중요성과 인식적 실행으로서의 특성에 한 교사의 인식과 

이해가 필요함(McNeill et al., 2006; Simon et al., 2006)이 지적되었다. 
McNeill & Krajcik(2008)은 논변활동의 중요성에 한 교사의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논변활동이 과학에서 갖는 중요성을 학

생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논변의 요소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

의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질 높은 논변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Sampson ＆ Blanchard(2012)는 30명의 중등 교사들에게 안 

설명을 평가해보고 특정 사실을 지지하는 논변을 생성해보도록 요구

해 본 결과, 교사들이 논변을 구성하면서 주장을 지지하는 추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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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교사들의 논변

활동에 한 이해 부족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교사가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효과적으로 조력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을 논변활동에 참여시키는 데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

하며,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교사

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 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였다

(McNeill, 2009; McNeill & Pimentel, 2010). Simon et al.(2006)은 

학생들을 과학적 논변에 참여시키도록 설계된 수업에서 교사가 역할

을 제 로 하지 못했음을 제시하면서, 이는 교사가 논변활동과 관련된 

교수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

하였다. Evagorou & Dillon(2011)은 논변활동 맥락에서 교사의 지식

과 이해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지 않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교사가 

논변활동 수업을 지도할 때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천적 지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

가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

문성을 교사의 교수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Shulman(1986)은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서 교사는 과목에 한 지

식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교사의 지식을 PCK라고 정의하였

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PCK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왔으며(Cochran 
et al., 1993; Grossman, 1990; Hashweh, 2005; Loughran et al., 2004; 
Loughran et al., 2006; Magnusson et al., 1999; Marks, 1990; Park 
& Oliver, 2008; Tamir, 1988, Van Driel et al., 1998),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교수전략지식, 학생의 이해에 한 지식, 
교육과정에 한 지식, 평가에 한 지식을 PCK의 요소로 고려(Kim 
et al., 2011)하고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과학 수업에서 요구되는 교사

의 전문적 지식을 파악하였다. 특히 과학의 본질적 특성이 반영된 탐구 

실행에 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Davis & Krajcik(2005)은 과학 수

업에서 이러한 실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의 PCK가 매우 중요하

다고 하였다. 과학적 실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논변활동의 

경우에도 교실 수업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논변 특이적인 

PCK가 필요하다(McNeill & Knight, 2013)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에 한 교사 전문성을 논변 특이적 PCK라고 

정의하고, 과학 논변활동 수업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PCK를 요소 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을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자기성찰(self-reflection)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Airasian & 
Gullickson, 1994; Dicker & Monda-Amaya, 1995; Kraft, 2002; Lee 
& Loughran, 2000; Munro, 1999; Park & Oliver, 2008; Spalding et 
al., 2002). Schön(1983, 1987)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특징 중 하나로 

성찰(reflection)을 들었으며, 교사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

가 아니라 성찰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Brockbank ＆ McGill(1998)은 자기성찰의 중요성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찰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 경우 더욱 수준 높은 비판적 사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의 PCK는 이와 같은 성찰 과정의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발달될 수 있는데(NRC, 1996),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

적 성찰은 교사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교사 전문성에 

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PCK 발달에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연구자간 협력적 성찰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논변활동 수업에서 교사의 PCK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 명의 교사를 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서, 참여 교사가 

소집단 논변수업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수업 실행을 보이며 이러한 수

업 실행에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협력

적 성찰 과정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

과 같다. 

• 소집단 논변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의 수업 실행은 어떻게 변화하

는가?
• 수업 실행과 협력적 성찰에서 나타난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의 

요소는 무엇이며, 각 요소에 한 이해의 향상은 수업 실행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연구 당시 교육경력이 약 19년(중학교 

15년, 고등학교 3년 6개월)이었고 생물 교육을 전공하였으며 경기도 

수원 소재의 남녀 공학 중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교직에 있는 동안 학원 파견 근무로 과학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

였고, 이후 학업을 계속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과학고, 영재원 및 교재 개발 등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 이전에 논변 관련 교사 연수에 참여한 적이 없으

며 논변활동에 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들은 

연구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논변활동에 한 전반적인 정

보를 교사에게 제공하고 개발된 논변활동 과제 검토에 교사를 참여시

켜 참여교사가 논변활동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참여 교사는 중학교 1학년 1개 학급 37명(남 19명, 여 18명)의 학생들

을 상으로 개발된 논변활동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참여 학급은 교사

가 담당하는 학급들 중에서 과학에 한 흥미가 가장 높은 학급으로 

교사가 직접 선택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선택된 학급의 학생들을 

성별과 과학 성적, 학습접근방식의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4-5명으

로 구성된 9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었고, 소집단 편성은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논변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소집단은 남

녀를 구분하였고 가능하면 과학성적과 학습접근방식이 서로 다른 다

양한 학생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2. 논변활동 수업 및 교사-연구자 간 협력적 성찰

본 연구는 2013년 5월 말부터 7월 중순에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참여 교사는 중학교 1학년 과학 ‘광합성’ 단원에 한 총 20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논변활동 수업은 10차시였다. 총 10차시의 

수업 중 1차시와 2차시는 학급 전체 논변활동, 3차시에서 9차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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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lessons and collaborative reflection
Lesson
Session Small-Group Argumentation Subject Collaborative

Reflection

1 Establishing rules for small-group argumentation
/Argumentation practice

first
2 The form and function of desert plant roots
3 Osmosis in carrot roots

second
4 Movement of water through the vascular bundle
5 Which one is the upper side of the leaf?

third

6 Designing experiment: materials needed for 
photosynthesis

7 Presentation and discussions of the experimental 
design

fourth

8 The relationship between light intensity and 
photosynthesis

9 Cellular respiration of the kidney bean
fifth

10 Girdling

Table 2. Framework for teacher utterances related to argu-
mentation

Codes for teacher utterances 
that reflect goals for argumentation

Categories of argumentation processes 
as reflected in teacher utterances

Talking and Listening
Encourage discussion
Encourage listening

Knowing meaning of argument
Defines argument
Exemplifies argument

Positioning
Encourages ideas
Encourages positioning
Values different positions

Justifying with evidence

Checks evidence
Provides evidence
Prompts justification
Emphasizes justification
Encourages further justification
Plays devil’s advocate

Constructing arguments 
Uses writing frame or written 
work/prepares
Presentations/give roles

Evaluating arguments
Encourages evaluation
Evaluates arguments

Counter-arguing/debating
Encourages anticipation 
counter-argument
Encourages debate

Reflecting on argument process
Encourages reflection
Asks about mind-change

집단 논변활동, 마지막 수업인 10차시에는 개인 작문 논변활동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Table 1). 
1차시 수업은 ‘엄마! 스마트폰 사 주세요’라는 주제로 광합성 단원

의 본 차시에 앞서 논변에 한 소개와 소집단의 규범을 정해보는 

시간이었으며, 2차시 수업은 사막에 사는 식물의 뿌리가 길게 뻗은 

사진을 제시하고 왜 그러한 뿌리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해 이유를 

추론해 보는 논변활동이 이루어졌다. 3차시 수업에서는 당근 속을 파

내어 당근 안팎의 수용액 농도를 다르게 하였을 때 수용액의 높이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해 추론하는 논변활동이었다. 4차시 수업은 백합

줄기 내부를 관찰하고 백합에서 물의 이동은 어떠한 방식인지에 해 

추론하는 형태의 논변활동이었으며, 5차시 수업은 현미경으로 잎 단면

을 관찰한 실제 사진을 제시해 주고 어느 쪽이 잎의 윗면일지에 해 

추론하는 논변활동이 이루어졌다. 6차시 수업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에 해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해보는 논변활동이 이루어졌으며, 
7차시 수업은 이에 해 조별로 발표를 해 보는 시간이었다. 8차시와 

9차시는 각각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한 실험결과에 

하여 논변활동을 해보는 시간이었고 9차시는 싹튼 콩과 싹트지 않은 

콩의 무게가 암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해 추론해 보는 논변활

동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10차시는 환상박피를 했을 때 위쪽과 아래쪽

의 열매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자랄지에 하여 추론하여 글쓰기 논변

을 해 보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의 논변활동 수업 자료 및 활동지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 

과학교육 연구자 4인의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수업 자료와 활동

지는 모든 수업 이전에 교사에게 전달되어 교사가 미리 검토해 보고 

수업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교사-연구자간 협력적 성찰이 주 1회 약 30분에 걸쳐 이루어졌

다. 협력적 성찰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을 취하여 연구자가 인터뷰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하였으나 교사는 질문 내용 외에 수업 실행에 

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가능하면 교사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수업을 관찰한 것을 토 로 상황에 맞게 

논의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교사의 논변활동 수업 실행은 연구자에 의해 관찰되었으며 비디오

로 녹화되었다. 이 때 교사의 수업 진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소집단

별 카메라와 함께 교실 뒤쪽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여 전체 교실의 모습

과 교사의 수업 진행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연구자간 

협력적 성찰 과정도 모두 녹음되었으며, 이 외에 수업을 관찰한 연구자

들의 관찰 기록지 및 교사의 논변활동에 한 사전, 사후 검사지도 

추가적으로 수집되었고 수집된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되어 분석되었

다. 논변활동에 한 교사의 사전, 사후 검사지는 논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현재의 수업 방식에 해 묻는 질문, 그리고 논변활동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와 논변활동을 앞으로의 수

업에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등에 하여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논변활동 수업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수업 실행 

차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차이를 논변특이적 PCK 측면에서 설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사의 수업을 전반부와 중・후반부로 나누

어 어떠한 수업 실행의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교사의 논변활동 

수업 실행의 분석을 위해 논변활동을 촉진시키는 교사의 발화를 분석

한 Simon et al.(2006)의 분석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Table 2). 
이 분석틀에서는 논변활동을 촉진시키는 교사의 발화를 말하기와 듣

기(talking and listening), 논변의 의미 알기(knowing meaning of 
argument), 자신의 입장 정하기(positioning), 정당화하기(justifying 
with evidence), 논변 구성하기(constructing arguments), 논변 평가하

기(evaluating arguments), 안 주장하기(counter-arguing/debating), 
논변과정 반성하기(reflecting on argument process)의 8가지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논변활동 수업의 분석은 10차시 중 작문 논변활동이 

이루어진 마지막 차시를 제외한 나머지 9차시에 한 전사본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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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gument processes, teacher facilitation codes and occurrence of codes
Codes for teacher utterances that reflect 

goals for argumentation
Categories of argumentation processes as 

reflected in teacher utterance
Lessons

1 2 3 4 5 6 7 8 9

Talking and listening
Encourage discussion * * * * * * * * *
Encourage listening * * * * * *

Knowing meaning of argument
Defines argument *
Exemplifies argument *

Positioning
Encourage ideas * * * * * * *
Encourage positioning * * * * *
Values different positions * * *

Justifying with evidence

Checks evidence * * * * * *
Provides evidence *
Prompts justification * * * * *
Emphasizes justification * * *
Emphasizes further justification * *
Plays devil’s advocate

Constructing arguments
uses writing frame or written work/prepares * * * * * * * * *
Presentations/give roles * * * * * *

Evaluating arguments
Encourages evaluation * * * * *
Evaluates arguments * *

Counter-arguing/debating
Evaluates anticipating counter-argument * * * * * *
Evaluates debate * * * *

Reflecting on argument process
Evaluates reflection * * * * *
Asks about mind-change

로, 교사의 발화를 분석틀의 해당하는 범주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 1저자와 제 2저자가 서로 독립적으로 

분석하였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교사의 논변수업 실행 변화

논변 수업 중에 제시된 교사의 발화가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어떻게 

촉진시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Simon et al.(2006)의 분석

틀에 맞추어 교사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촉진시

키는 발화는 Simon et al.(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길이와 구조

가 수업마다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 코드의 빈도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3은 수업 실행에서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촉진시키는 

교사의 발화를 분석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3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수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3차시까지는 교사가 주로 학생들에

게 말하기(talking), 논변의 의미알기(knowing meaning of argument), 
자신의 입장 정하기(positioning), 정당화하기(justifying with evidence)
의 발화가 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반부의 이러한 수업 실행은 

수업의 중반부인 4차시 이후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그 중 가장 큰 변화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4차시 이후부터 매 차시 자신의 의견 말하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listening)를 강조하는 발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 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강조하는 

발화가 나타나면서 교사는 정당화를 강조하였던 전반부의 수업 실행

에 비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논변이라고 할 수 있는 안주장하기

(counter-arguing/debating), 평가하기(evaluating arguments), 논변과정 

반성하기(reflecting on argument process)를 촉진하는 수업 실행을 보

여주었다. 다음에서는 수업의 전반부과 중・후반부의 수업 실행에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전반부의 수업 실행 : 정당화 강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총 9차시의 수업 중 1~3차시에 해당하는 수업

의 전반부에서 나타난 교사의 수업 실행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

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입장 정하기,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 정당화하기를 강조하였다는 것이다(Table 3 참조). 전반부 수업 

실행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촉진하는 발화나 수준 

높은 논변이라 할 수 있는 안주장하기, 반박하기, 논변활동 과정을 

반성해 보기를 촉진하는 발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부의 수업 실행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변활동 수업 1차시에서는 광합성 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논

변수업을 낯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논변활동에 한 소집단의 규범

을 정하고 논변에 한 간단한 연습을 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 수업에

서 교사는 논변활동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논변에 해 정의

하고 논변의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논변활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주장을 하여야 하는지에 한 안내를 해 주었다. 이 과정

에서 참여 교사는 자신이 주장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주장에 수긍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논변활동에서 중요하

다며 논변의 정당화 측면을 강조하였다.
사막에 사는 식물의 뿌리를 주제로 한 2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지에 서로 다른 주장 2가지가 주어졌고 이에 한 근거를 도움카

드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의 주장 중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야 함을 여러 번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이어진 조별 발표시간에도 학생들이 주장을 이야기할 때 교사는 

근거로 어떤 도움카드를 찾았는지에 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질문

하였고 다른 학생들에게 주장에 한 근거가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해 

보도록 스캐폴드 하는 발화가 주로 나타났다. 다음은 2차시 수업의 

전사본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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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A : 뿌리가 짧으면요, 사막 자체가 모래이기 때문에 잘 넘어져요. 

2. 교사 : 그래서 길어야 돼요? 그럼 이거로는 그 사진에 대한 근거가 돼요?

3. 학생A : 아니요. 

4. 교사 : 안돼요? 어, 왜요?

5. 학생B : 메스키트 나무가 키 큰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근거가 맞지 않는다고.. 

6. 교사 : A야, 지금 B가 반론을 제시했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나무가 키 

큰 나무가 아니래요. 그럼 이거 뺄까요?

7. 학생C : 키 큰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8. 교사 : 그럼 너는 이걸 지지할 때 이걸 집어넣을 때 근거가 뭐가 있을까? 

나머지, ‘식물은 생장하기 위해 꼿꼿이 서야한다’ 이거 버려요? 

‘모래는 물체를 잘 지지하지 못 한다’ 이것도 버려요? 근거가 안돼요? 

(2차시 수업) 

위의 담화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는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장에 

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물어보았다(2행, 8행). 이와 같은 

수업 실행은 삼투현상에 한 주제로 논변활동이 이루어진 3차시 수업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1. 교사 : 2번을 선택했고 가장 좋은 근거로, 가장 타당한 근거로는 여섯 

번째에요? 삼투현상에 의해 물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걸 근거로 잡았어요?

2. 학생들 : 네.

3. 교사 : 그럼 다른 것들은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나요? 

4. 학생D : 아니요! 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5. 교사 : 어.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 D는 어떤 걸 가장 베스트라고 

얘기했다고? 아, 물은 당근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게 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6. 학생D : 삼투현상에 의한 거니까요. 그 설명에 의한 것도 지켜보면 당근의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면..

7. 교사 : 아.. 삼투현상은 기본이고? 

8. 학생D : 아니 그 실험을 보면요.. 물이 소금물 쪽으로 들어가는 게...

9. 교사 : 지금 뭐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 에요? 2번을 선택한 것에 

대한 근거로... 다른 사람들 이해갔어요?

(3차시 수업)

이와 같이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교사가 계속적으로 근거가 타당한

지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교사가 논변의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정당화를 강조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1행, 3행, 9행). 3차시까지의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분석틀의 첫 번째 범주인 말하기와 듣기에서 상 방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를 촉진하는 발화나 논변의 정당화 이외에 다른 요소인 안주장

하기, 평가하기, 반박하기 등에 하여 언급한 발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참조). 다음에서는 이러한 전반부의 수업 실행이 중 ․ 후반부

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중・후반부의 수업 실행 : 대화적 상호작용 강조

수업의 전반부와 비교하여 중・후반부인 4~9차시의 가장 큰 특징

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장 정당화하기 이외에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강조하는 발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화적 상호작

용을 촉진하는 발화도 함께 나타났다. 이에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3차시까지의 수업에서 교사의 발화를 살펴보면 분석틀의 첫 번째 

범주인 말하기와 듣기에서 말하기가 강조되었던 반면, 4차시 이후부터

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조하는 발화가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는 수업 전반부에서는 근거를 가지

고 주장을 말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중반부 이후부터는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 뿐만 아니라 상 방의 주장을 들어줄 것을 강조

하게 되면서 정당화뿐만 아니라 상 방의 주장에 해 반박하기, 평가

하기, 논변활동 과정을 반성해보기 등의 수준 높은 논변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스캐폴드 하는 발화가 수업 실행에서 나타났다. 다음은 각 

차시별 수업 실행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이다. 
4차시 수업의 주제는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으로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의 물관의 분포에 따른 물의 이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샐러

리와 백합 줄기에 색소를 탄 물을 이동시킨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한 다음 활동지에 주어진 주장에 해 학생들이 찬성하는지 반 하는

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이 과정

에서 교사는 이전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활동지에 주어진 주

장에 찬성하는지 반 하는지에 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고 

각 조별로 발표를 시켰다. 발표시간에는 각 조별 의견에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면서 수업의 전반부에서와 

같이 논변의 요소 측면에서는 근거를 강조하는 수업 실행을 보여주었

다. 그러나 수업의 중간중간 주장에 한 근거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

라 소집단 구성원 내의 합의에 의한 결론 도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

였다. 또한, 수업이 끝나갈 무렵에는 학생 전체를 상으로 논변 수업

을 위하여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며 조별 논의를 통해 어떠한 의견이 정해졌는가 

하는 논변의 과정이 의미 있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수업 실행 중 처음

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조했던 교사의 발화 전사본

이다.

교사 : 여러분이 이 수업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내 친구의 얘기도 

기꺼이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중략) 작은 사람의 목소리도 기꺼이 조원의 목소리로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4차시 수업)

이어진 5차시 수업은 잎의 단면 사진을 제시하고 어느 쪽이 잎의 

윗면일까에 한 주제로 구성된 논변활동 수업이었다. 교사는 수업 

도입부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조별 의견을 모아달라고 학생들

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수업 중간에 권위 있는 친구의 말에 의존하지 

말 것과 조별 논변활동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조별 발표시간에는 한 조가 발표를 하면 근거가 무엇인지 그 조에 

물어보는 것 이외에도 다른 조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와 다른 주장은 

없는지를 물어보며 학생들이 발표조의 주장에 해 안주장을 할 수 

있도록 스캐폴드 하는 발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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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자 6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권위있는 친구의 말에 

의존을 해서 정답하나 딱 내리고 결과를 보여줄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보는 관점은 결과를 얘기하지만 

과학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게 포인트

입니다. 

(5차시 수업)

6차시 수업에서는 교사의 제안으로 학생들이 직접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에 한 실험을 설계해보도록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

에게 실험재료만을 제시해 주었고 각 조별로 주어진 재료를 이용하여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전지에 적어보도록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조별로 설계한 

실험과정을 전시하고 발표를 해 볼 것이라고 예고한 후 특정조가 발표

를 할 때 오류가 있다고 평가되면 다른 조는 그 실험설계에 한 반론

을 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러 조의 실험설

계 중 가장 잘 설계된 실험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조별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논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며 수업의 마무리 

부분에서 교사는 각자의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고 그 의견을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며 만일 상 편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해 수정

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하였다. 

교사 : 제일 중요한건 네 명의 생각이 서로 다른 내용이 많을수록 좋죠. 

그래야 네 명이 심사숙고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고르고 골라주세요. 

(중략) 이걸 많이 반복하면 서로 서로 합의되는 규칙을 좀 더 빨리 

찾지 않을까 해서 서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6차시 수업)

 
이처럼 교사가 논변 과정에 해 학생들에게 반성해볼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수업의 후반부로 

갈수록 학생들의 화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발화가 함께 나타났다. 
8차시 수업은 빛의 세기와 광합성에 한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교사는 근거

를 강조하기보다는 한 조가 발표했을 때 그 주장에 한 안주장이 

있는지를 더 강조하여 물어보았으며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의 이야기

를 잘 듣고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발화도 나타났다. 
정당화 이외에도 논변요소의 다양한 측면을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스캐폴드 하는 교사의 발화는 수업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소집단 내에서 활발한 논변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마지막 차시인 9차시에서는 조별 발표를 

시킬 때에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던 조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발표조가 어떻게 하나의 주장으로 의견을 모았는지

에 해 논변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다른 학생들은 발표조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조의 

주장에 해 평가할 것을 강조하고 가능하면 많은 조가 발표하고 조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스캐폴드 해주는 발화가 많이 나타났다. 

1. 교사 : 자, 지금 2번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1번이나 3번을 선택한 

조가 있나요?

2. 학생 : 저희요. 

3. 교사 : 1번, 한번 반론을 이야기해 볼래요? 지금 이 세 개조에서의 주장을 

잘 들었죠? 2번으로 몰고 갈까요?

4. 학생 : 아니요.

5. 교사 : 네. 다른 조의 반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해볼까요?

(9차시 수업)

위의 전사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는 안주장이 있는지에 해 

질문하였고(1행), 학생들에게 다른 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스캐

폴드 하였다(3행, 5행). 이는 수업의 전반부가 정당화 측면을 강조하였

던 수업 실행이었던 것에 반해 후반부로 갈수록 학생들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수업 실행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

며, 이는 교사가 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며 학생들의 상호작

용을 촉진시키는 수업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업의 중반부 이후부터는 수업의 전반

부에서 강조된 자신의 주장 정당화하기를 촉진하는 발화 이외에도 상

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강조하면서 서로의 논변에 해 평가하

고 안주장을 해 보고 논변의 과정이 어떠한가에 해 반성해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발화도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수업 실행이 수업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다음에서는 

교사의 수업 실행이 중・후반부에서 변화하게 된 원인에 하여 참여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업 후 교사-연구자 간 협력적 성찰과정과 수업 실행

에서 나타난 논변특이적 PCK의 요소를 밝혔으며 각각의 요소들에 

한 교사의 이해향상이 수업 실행에 미친 영향에 하여 면 히 분석

하였다.

2.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 실행이 변화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업 실행과정과 협력적 성찰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의 요소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요소에 한 교사의 

이해 수준이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수업 실행과 교사-연구자 간 협력적 성찰을 

통하여 드러난 논변특이적 PCK 요소는 크게 학생에 한 이해, 논변

의 본성에 한 이해, 논변과제전략에 한 이해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수업의 전반부와 중・후반부에서 나타난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 요소에 한 이해수준과 이것이 수업 실행에 미친 

영향에 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가. 수업 전반부 : 논변의 개인적 속성에 한정된 이해

• 학생에 한 이해

수업의 전반부 참여교사는 학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이해한 논변활동을 그 로 수업에 적용하

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의 학생에 한 이해는 학생들이 특정 

내용을 학습하고 그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한 지식을 발달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Lee & Luft, 2008; Park & Oliver, 2008; 
Van Driel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학생에 한 



Exploring a Teacher’s Argumentation-Specific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dentified through Collaborative Reflection and Teaching Practice for Science Argumentation

1025

이해를 논변의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즉 논변활동을 지도하는 교사가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위하여 학습자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와 논변활동을 위한 기본적 소양을 제 로 갖추고 있는지에 하여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있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 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상 의 주장에 

해 안주장을 할 수 있고 반박도 할 수 있으며 논변활동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업의 전반부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상

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주

장을 말하기만을 강조하였다. 

교사 :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려면, 긴밀하게,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로의 의견이 다 자유롭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같이 그런 것들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1차시 수업)

이것은 교사가 학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변활동 수업을 진행

하였다기보다는 자신도 논변활동을 처음 접해보면서 교사 스스로가 

논변활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가면서 그것을 그 로 수업에 적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등을 세세히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이는 아직까지 학생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 논변의 본성에 한 이해

참여교사는 수업의 전반부 논변의 본성에 하여 정당화 수준으로

만 인식하는 한정된 이해를 보여주었다. 참여교사는 논변에 관련된 

어떠한 경험도 없었던 교사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논변활동에 

한 이해를 넓혀나갔다. 교사는 수업의 전반부에서 상 방의 이야기

를 잘 들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있게 말하기를 강조하는 

수업 실행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교사가 논변에 하여 정당화 수준으

로까지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화 수준의 논변은 논

변의 사회적 속성보다는 개인적 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논변 사전 검사지에서 ‘논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한 답으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이때 나름의 논리가 있고 배경 및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상 방으로 하여금 나의 의견에 공감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진술한 것에서도 잘 드러났으며 1차시 수업에서 논변활동에 

해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났다. 

교사 :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장을 제시하는 거에요. 주장을 

제시를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 혹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논변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시 수업)

이처럼 교사는 논변활동에 하여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좀 더 수준 

높은 논변이라 할 수 있는 안주장하기, 반박하기, 평가하기 등의 

요소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논변의 본성에 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기인 정당화 수준으로까지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차시와 3차시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정당화 수

준에서의 논변을 강조하였던 교사는 이후의 협력적 성찰에서 자신이 

논변활동을 제 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논변활동 수업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연구자에게 이야기하였다.

1. 교사 : 사실은 이 수업이 나도 학생들과 같이 하는 거고 처음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근데 내가 그거를 섣불리 얘기를 

못한 게 나도 그걸(논변을) 잘 모르겠으니까.. 애들한테 얘기를 

한번 던지려면 내가 뭔가 확고한 게 있어야 애들한테 이렇게 가이드

를 좀 제시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데.... 

2. 연구자 :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싶으신 거죠?)

(2차 협력적 성찰)

위의 전사본에서 교사는 자신이 논변활동을 제 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행).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하여 협력적 성찰을 통해 연구자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

면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 실행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는 곧 수업

에 한 자기반성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성찰은 교사에게 논변활동

에 하여 꾸준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논변과제전략에 한 이해

논변의 본성에 한 이해가 정당화 수준에 그쳤던 수업의 전반부에

서는 논변과제전략에 해서도 교사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교사의 논변과제전략에 한 이해 역시 한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논변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활동지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어 교사에게 전달되었다. 교사는 연구

자들의 연구 사전 회의에 참석하여 어떠한 맥락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해 이야기를 듣고 전체 활동지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협력적 성찰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다음 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될 활동지를 교사에게 전달하고 이에 해 의견을 나

누었으며, 실제 수업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았던 점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활동지의 수정이

나 검토가 연구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사는 적극적으로 

활동지를 수정하고 검토하기보다는 실제 수업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에 해 연구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어 연구자가 활동지를 수정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교사가 아직까지 

논변활동 수업에 한 확신이 부족하여 어떠한 과제가 학생들의 논변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지에 해 스스로 고민하고 적용하려 하기 보다

는 과제를 개발한 연구자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생들의 활동지 형식은 부분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카드를 

스티커 형식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에 맞는 근거를 찾아 

활동지에 붙이도록 하는 형태였다. 또한 소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주장

이 있는 경우 논변활동을 통하여 그 소집단의 주장을 결정하여 포스트

잇에 써서 붙이도록 설계되었다. 수업의 초반부에는 이러한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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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에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아 소집단 내의 논변활동이 잘 일어나

지 않았던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에 해 협력적 성찰에서 논의되었

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논변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원인에 하여 

자신이 활동지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수업 전략 등이 생소하

여 학생들에게 제 로 안내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였

다. 다음은 2차 협력적 성찰의 일부 전사본이다. 

연구자 : 일단은 (포스트잇에) 쓰고 붙이고하면서... 말할 기회는 별로 없었던 

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나을까요?

교사 : 그게 좀.. 안내의 미스(실수)일수도 있어요. 내가 딱 받아보고 그 

현장에서 그 전에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딱 보고 그걸 애들한테 

그냥 투입을 하니까.. 이걸 만든 사람도 아니고.. 

(2차 협력적 성찰)

위의 담화에서 나타났듯이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교사가 논변활동

의 과제에 하여 논변활동에 적합한 과제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안내를 해야 하는지에 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여교사가 교사 경력이 비교적 풍부한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생소한 논변과제에 해 의견을 이야기하는 데에 자신감이 

없었고 실제 수업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적절한 수업 전략을 활용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사-연구자 간 협력적 성찰

을 통하여 교사가 자신의 부족한 논변 수업 전략에 해 깨닫고 반성하

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업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이해한 논변활동을 그

로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이 때 교사는 논변의 본성에 해 개인적 

속성인 정당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이 수업 실행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의 요소에 한 이해의 부족이 수업 

실행에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있게 말하기를 중점으로 한 수업 실행으

로 나타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수업

의 전반부에서 교사는 논변과제전략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

하였으며 자신이 적절히 학생들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교사는 협력적 성찰을 거치며 자신의 수업 과정을 돌이켜 봄으

로써 결국 이것이 자신의 수업에 한 자기반성으로 이어져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서

는 수업과 협력적 성찰이 반복되면서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 요소에 

한 이해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와 이러한 이해의 향상이 수업 실행

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수업 중・후반부 : 논변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해

• 학생에 한 이해

수업의 전반부에서 참여교사는 논변활동을 지도할 때 학생에 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나 수업의 중・후반부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며 학생에 한 이해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

는 연달은 논변활동 수업을 하고 수업 후 교사-연구자 간 협력적 성찰 

과정을 거치며 수업에 해 돌아보면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제 로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해 반성하게 되었다. 수업의 중반부 이후

부터는 학생들이 실제로 논변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면

히 살폈다. 이러한 교사의 관심은 수업을 지도하는 중간 중간 각 소집

단 사이를 돌아다니며 소집단 내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

나고 있는지, 소외된 학생들은 없는지에 하여 관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특정 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조의 조원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를 학생들의 개인적 성향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다음

의 전사본은 3차 협력적 성찰 과정에서 특정 소집단에서 상 적으로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학생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

하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에 해서 교사가 고민하며 연구자에게 이야

기한 전사본이다. 

교사 : 지금... 이쪽 조가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 A가 워낙에 강한 캐릭터고 

B도 만만치 않고.. 그 애들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

연구자 : A가 벽이 딱 있다고 하더라구요, 친한 애랑 안 친한 애랑 좋아하고 

싫은 게 확실해가지고.. 

교사 : B도 심해요. 

연구자 : 그래요?

교사 : 네, B도 만만치 않아요. 난 지금 B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둘이 똑같이 

쌍벽이네.. 그래서 아.. 이게 A가 좀 강해서 A가 있는 조가.. 얘네 

조를.. (조편성을 이렇게)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 

(3차 협력적 성찰)

이 담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이 논변활동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는 점이다.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이 논변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

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학생에 한 

이해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강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하는 것이 논변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았으며, 논변활

동은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교사의 학생에 한 이해의 향상은 수업 실행에서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기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 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을 강조하는 수업 실행으로 변화하게 된 것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학생에 한 이해의 향상은 교사가 논변활동

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 소집단 내에서 학생들이 경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이해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동료합법화(Berland 
& Lee, 2012)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나의 

주장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수업 실행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학생에 한 이해가 

향상되어 학생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조하는 수업 실

행으로 변화하게 된 이후부터는 수업의 전반부에 비해 학생들의 소집

단 내에서의 상호작용도 촉진될 수 있었다. 

• 논변의 본성에 한 이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촉진되면서 수업의 전반부에 비하여 활발한 

논변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논변의 개인적 속성인 정당화 수준의 논

변을 강조하였던 교사의 수업 실행은 점차 논변의 사회적 속성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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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기, 반박하기, 평가하기 등을 스캐폴드 하는 실행으로 변화하였

다(Table 3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정당화를 촉진하는 수업 실행이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가 

논변에 하여 개인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기인 

정당화 수준으로까지만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촉진되

고 논변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자 교사는 논변의 개인적 속성뿐만 아니

라 논변의 사회적 속성에 한 이해도 향상되었다. 이는 정당화를 주로 

강조하던 전반부의 수업 실행에서 좀 더 수준 높은 논변이라 할 수 

있는 안주장하기, 반박하기, 평가하기 등을 촉진하는 수업 실행으로 

변화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Table 3 참조). 
이처럼 정당화 이외에도 논변요소의 다양한 측면을 학생들이 경험

해 볼 수 있도록 스캐폴드 하는 교사의 발화는 수업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소집단 내의 활발한 논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학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조하는 수업 실행으로 

변화한 이후,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교사 자신도 논변의 

본성에 한 이해가 향상되어 자신의 주장 정당화하기에 머물렀던 이

해수준을 넘어서서 안주장하기, 반박하기, 평가하기의 중요성을 인

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마지막 협력적 성찰 과정에서 

교사는 논변을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측면에서 보지 못하였으나 수

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논변의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 : 저희가 드린 자료나 혼자 공부하신 걸로 감을 잡아서 수업을 하셨잖아

요. 그 때의 논변과 지금의 논변에 대한 어떤 느낌이 좀 달라지셨나요?

교사 : 음.. 그때까지만 해도 논변을 상호작용이란 측면에서 못 본거 같아요. 

아이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논변의 

한 부분 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 주장을 만들고. 정말 완전히 컨텐트 

위주의 그런 생각인건데.. 하다보니까 아~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

를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과정 자체가 논변이구나.. 하는게 이제 좀.. 

연구자 : 감이 오셨어요?

교사 : 응.. 감이 온 거지..

(5차 협력적 성찰)

위의 담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학생에 한 이해의 향상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조하는 발화가 나타나게 된 이후 학생

들의 상호작용이 촉진되었고 이러한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교사로 하

여금 논변의 사회적 속성에 한 이해를 깊어지게 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논변과제전략에 한 이해

교사는 수업의 전반부에서 논변의 과제전략에 하여 소극적인 모

습을 보였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교사 자신이 과제를 수정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전략을 모색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논변과제 전

략에 한 이해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교사는 수업이 반복되고 협력적 성찰이 진행되면서 처음의 소

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점차 연구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지를 검

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활동지의 

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가 논변활동에 

한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학생들에게 논변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

제로 무엇이 적합한지에 해 정확히 알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사의 논변과제전략에 한 이해의 향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3차 협력적 성찰에서 참여교사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측정

실험을 주제로 한 6차시 수업의 활동지를 검토하였다. 이 때 연구자가 

처음 개발한 학생들의 활동지는 기포를 이용하여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측정하고 이 실험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예측하게 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사는 협력적 성찰에서 이 활동지를 꼼꼼

히 살펴보며 이미 수업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학생들이 논변활동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활동지의 

내용이 너무 단순한 것 같다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실험결과의 예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연구자에게 요구하였다. 교사는 조별로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다른 조가 그에 해 질문을 하게 하여 소집단 간의 논변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1. 연구자 : (이 활동지는) 수정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교사 : 결과를 예상하는 걸 하면 너무 뻔한 거 같고 차라리 실험을 셋팅하는 

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 어때요?

3. 연구자 : 실험설계요?

4. 교사 :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이걸 가지고..

5. 연구자 : 시간이 되면은...

6. 교사 : 연달아서 하면 되지. (중략) 음.. 그러면 이제 셋팅한 거를 간단하게 

포스트잇에 그림을 나타내게 해서 붙여놓고 서서 애들이 각 조가 

발표를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3차 협력적 성찰)

위의 담화문에서 교사는 논변활동 과제로써 적절한 것은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활동지보다는 학생들이 열린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연구자에게 제안하였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다(2행, 4행). 이는 교사가 

논변의 본성에 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어떤 과제가 학생들의 논변활

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에 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후 6차시 수업과 7차시 수업에서는 교사가 제안한 로 학생

들이 실험을 설계해보고 이를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

데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교수 

전략도 직접 선택하여 학생들이 소집단 내의 논변활동 뿐만 아니라 

소집단 간의 논변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6차시에는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한 주제로 학생

들이 스스로 실험을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

의 논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하드보드지, 이젤판, 별 스티커 등을 

직접 준비하여 교수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업의 시작 부분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실험 준비물만을 제시하였고 학생들에게 실험을 설계할 

시간을 주고 하드보드지 판에 종이를 붙여 학생들이 자신의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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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한 실험을 적도록 하였다. 이후 다음 차시에는 각 조별로 완성된 

실험설계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의 실험설계가 적힌 판

을 이젤에 세우도록 하고 발표를 하였다. 발표 과정에서도 교사의 제안

으로 발표를 하는 조에게 별 스티커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만일 발표를 

한 조의 실험설계에 해 반론을 제기하는 조가 있고 그 주장이 타당하

다면 별 스티커를 반론을 제기한 조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소집단 

간의 논변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5조 학생 : 그 실험에서 가열하는 과정이 있는데 왜 필요한 거에요? 

2. 교사 : 가열하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는 거야.

3. 7조 학생 : 광합성 할 때, 잎이 광합성 할 때 무슨 물질이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그러면 잎 속에 있는 물질을 모두 

빼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열하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가열했습니다. 

4. 교사 : 자, 이 별을 어디에 가야할까? 이조일까? 저쪽 조일까?

5. 학생들 : 저기요. 

6. 교사 : 네.. 저쪽 조(5조)로 가겠습니다. 

(7차시 수업)

교사의 향상된 논변과제 전략에 의해 수업의 후반부에서는 소집단 

내에서의 논변활동 뿐만 아니라 소집단과 소집단 간의 논변활동도 활

발하게 촉진되었다(1행, 3행).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논변활동 수업과 

협력적 성찰을 거치면서 논변과제에 한 이해가 향상되어 자신의 수

업전략을 논변활동에 적절히 적용시켜 수업 실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사는 이후에 있었던 협력적 성찰에서 실험

설계를 학생들이 직접 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지금까지 주어진 실험설

계를 그 로 수행하면서 제한요인에 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

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 :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았냐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틀하고 

세팅하는 장치들이 그게 정말 온당한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실험을 

했겠구나...

연구자 : 네네.

교사 : 예를 들어서 산소를 많이 불어라 그럼 파래지느냐.. 사실 우리가 

배울 때 산소 많으면 (BTB가) 파래진다고 배웠잖아.. 글쎄 그건 한번 

해봐야하지 않을까.. 실험을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업을 좀 더 발전시키면 약간.. 제한조건이라

고 해야 되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한다 그런 것들을 대개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5차 협력적 성찰)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의 요소

에 한 이해의 수준은 교사의 수업 실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협력적 성찰을 통해 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에 한 반성을 적극적으로 해 보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 요소에 한 이해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논변활동은 과학자들의 사회적인 지식 구성 과정으로 학생들이 논

변활동을 수행해 보는 것은 과학적 실행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논변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변활동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수업 실행 

변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논변특이적 PCK 요소를 확인하고 

이것이 수업 실행에 미친 영향에 해 분석하였다.
먼저 교사의 수업 실행은 분석이 이루어진 총 9차시의 수업 중 1~3

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의 전반부와 4~9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의 중 ․ 
후반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학생들의 주장

에 한 근거를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정당화를 촉진하는 발화가 주로 

나타났으나, 수업의 중반부 이후부터는 학생들의 화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 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조하는 발화와 함

께 정당화 수준 이외에도 좀 더 수준 높은 논변이라 할 수 있는 반박하

기, 안주장하기, 논변활동 과정을 반성해보기를 스캐폴드 하는 발화

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수업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

났다.
수업 실행의 변화 과정에서 드러난 논변특이적 PCK 요소는 학생에 

한 이해, 논변의 본성에 한 이해, 논변과제전략에 한 이해가 

있었으며, 수업의 전반부에서 논변의 개인적 속성에 한정된 이해에 

머물렀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논변의 사회적 구성에 한 이해로 교사

의 논변특이적 PCK가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에 한 

이해 측면에서 전반부에는 자신이 이해한 논변활동을 그 로 수업에 

적용하려는 수업 실행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주

장을 말하기 뿐만 아니라 상 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강조하는 

수업 실행으로 변화하였다. 논변의 본성에 한 이해 측면에서 전반부

에는 논변에 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논변의 개인적 속성에 

한 이해에 머물렀으나 후반부에서는 상 방의 주장에 해 반박하

기, 안주장하기, 논변과정을 반성해보기와 같이 논변의 사회적 속성

에 한 이해가 향상하게 되었다. 논변과제전략에 한 이해 측면에서 

전반부에는 어떠한 과제가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지에 

해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과제를 개발한 연구자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중반부 이후부터는 자신만의 수업 전략을 논변활동

에 적절히 적용시켜 학생들의 논변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논변활동을 조력하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적 지식에 해 

초점을 두고 실제 수업에서 논변활동을 지도할 때 교사에게 필요한 

실행적 측면에서의 논변특이적 PCK 요소를 분석하고 각 요소들이 

수업의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

를 두고 있다. 교수 과정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지식인 PCK를 알아

보는 것은 더 좋은 과학 교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논변활동 연수 자료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수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 사례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도

록 함으로써 논변활동 실행 수업에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을 효과적으

로 파악하도록 하며, 논변활동에 한 이해를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으로 넓히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논변활동 수업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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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적 논변에 한 

지식이 거의 없는 교사에게는 논변이 과학 수업에서 갖는 가치에 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것으로 기 된다. 교사가 논변활동에 

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게 되면 논변활동을 과학수업에 보다 효과적

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논변활동

에 참여하게 될 기회를 많이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정당

화하기 이외에도 상 방의 의견에 반박하기, 안주장하기, 논변활동

과정을 반성해보기와 같은 수준 높은 논변활동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과학자에 의해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

고 정당화되며 평가되는지에 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사 1인을 상으로 하여 실제 수업 실행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참여교사에게서 나타난 논변특이적 PCK의 요소를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여 일반화시

키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논변특이적 PCK 이외에 수업 차시별 

주제와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학생들의 활동지의 구성이 교사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교사들에 한 논변관련 수업의 실행

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교사들이 어떠

한 교수적 자원을 활용하여 논변활동 수업을 실행하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수업 실행이 변화한 것이 실제 학생들의 

논변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

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사의 수업 실행의 변화가 학생

들의 논변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

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논변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수업실행 변화와 이 과정에

서 드러나는 논변특이적 PCK의 요소를 확인하고 이것이 수업 실행에 

미친 영향에 해 탐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과학교육 박사학

위 소지자로 연구 당시 교육경력이 19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하기 

이전에 논변수업을 지도해 본 경험은 없었다. 논변활동 수업은 중학교 

1학년 광합성 단원에 한 9차시로 구성되었고 수업 이후 주 1회 약 

30여분 총 5회에 걸쳐 연구자와 교사 간 협력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모든 수업과 협력적 성찰은 녹화, 녹음되었으며, 교사의 사전사후 논변

검사지, 수업전사본, 관찰일지, 협력적 성찰 전사본이 분석 자료로 활

용되었다. 교사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수업 실행은 1~3차시에 

해당하는 초반부에는 학생들에게 말하기, 논변 정의하기, 정당화하기 

등을 촉진하는 발화가 주로 나타났으나 4차시 이후부터는 교사가 학생

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상 방 이야기를 들어주기, 안주장하기, 
논변과정 반성해보기 등을 촉진시키는 발화도 함께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협력적 성찰과 논변 수업 실행으로부터 교사의 논변특이적 

PCK 발달이 나타났으며, 논변특이적 PCK는 학생에 한 이해, 논변

의 본성에 한 이해, 논변 과제전략에 한 이해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참여 교사의 논변 특이적 PCK에 한 이해는 협력적 성찰과 수업

실행이 반복되면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교사는 논변 

수업에서 학생이 갖는 어려움에 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논변에 한 

이해를 개인적 측면으로부터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발달시켰

다. 또한 논변과제를 자발적으로 변환시킴으로써 과제전략에 한 깊

은 이해를 드러냈다.

주제어 : 논변활동, 교사, 수업실행, 논변특이적 P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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