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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과학 프로젝트 학습에서 드러나는 초등학생의 행위성을

탐색하고, 교실 구조가 학생 행위성의 발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 집먼지 진드기가 일으키

는 질병과 대처방안을 홍보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개발하여 서울 소재 G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

하였다. 총 4차시의 수업 중 1~2차시에서 학생들은 경험적 지식 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주제에 대해 소집단 형태로 논의하였다. 3~4차시에서 학

생들은 주제에 대해 알리는 UCC, 피켓, 포스터, 신문 등의 홍보물을 제

작하고 직접 홍보하였다. 데이터는 소집단 활동 내용을 녹화, 녹음한 전

사본, 학생 개인 심층 면담, 학생이 만들어낸 산출물 등을 포함하는 다양

한 자원들로부터 생성되었고, 비판적 문화기술지 방법에 근거하여 질적

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인식적 행위자로서 교실의 의사소

통 패턴에 변화를 일으키고, 홍보 활동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실천적 판

단을 내리며, 위생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홍보하고 직접 환경

을 개선하는 행위성을 드러냈다. 본 수업의 교실 구조는 수업 자원 측면

에서 학생들의 지식 자본을 유입하고, 새로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행위성 발현을 지원하였다. 또한 참여구조 측면

에서 지식 자본을 가진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

는 권위를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며, 학생과 홍보대상이라는 새로운 참여

구조가 형성된 것이 학생의 행위성 발현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행위성을 드러내고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교

실 구조를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학생들이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행위성, 교실 구조, 지식 자본, 참여 구조, 프로젝트 학습

학 번 : 2014-2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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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 교육에서는 학습에 대한 관점이 전달되는 지식을 개인이 ‘습득’한

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상황적 맥락 안에서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해 학습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어왔다(Lave &

Wenger, 1991). 이는 과학의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오던 교

육적 관점이 점차 과학의 ‘실행(practice)’ 측면으로 변화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과학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개인의 지식과 가치, 신념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Duschl, 1994). 학생들 또한 과학을 탐구하

는 과정에서 학문적 지식과 가치, 과학에 대한 태도, 실제 생활과의 관련

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Duschl &

Hamilton, 2011).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과학 수업은 교사가 권위

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교사가 전달해주는 지식

을 수용하는 경향이 짙다. 학생들은 과학 교실에서 실험 탐구와 같이 사

회적 맥락 속에서의 능동적인 실행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교

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 정해진 결과만을 확인하는 수동적인 태도

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은 권위를 갖는 실질적인 과학 지식

이 교사와 교과서에 있다고 생각하며,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얻은 공동

체의 역사적, 문화적 지식과 기술인 지식 자본(Gonzalez & Moll, 2002)

을 과학 수업 내에 적용할 일이 드문 중요치 않은 자원으로 여긴다. 이

처럼 대부분의 전통적인 과학 교실에서 학생들은 학교 과학을 실제 경험

적 지식 자본과 연결하지 못한 채, 하나의 관념적이고 단편적인 이론으

로 학습하고 있다. 과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선행 연구

들(Aikenhead, 2006; Barton, 1998, 2003; Brickhouse, 1994)에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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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 과학과 학교 밖 삶 간의 단절을 학생들이 학교 과학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자성적 비판의 목소리는 학생들이 과학 수업

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 구조 내의 인식적, 사회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Jimenez-Aleixandre,

Rodriguez, & Duschl, 2000). 이러한 인식적, 사회적 맥락을 조성하려는

교육적 움직임은 종종 전통적 과학 교실 내에 형성되어 있는 교사 주도

의 참여구조에 의해 제한되어 왔으므로, 근래에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과학을 하는 것”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새로운 교

실 참여구조를 제안하고 시행해 왔다(Cornelius & Herrenkohl, 2004;

Jimenez - Aleixandre, Rodriguez, & Duschl, 2000). 참여구조의 변형은

학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모든 이가 목소

리를 낼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요한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

다. 또한 학생들이 Bruner(1960)가 “중간 언어”로 명명한, 지식을 탐구하

는 과정과 분리되어 가르쳐지는 지식 탐구의 결과물을 수용하는 참여구

조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과학을 말하는 것”을 포함하는 구조로 나아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Lemke, 1990).

과학 학습에 있어서 학생이 능동성을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도의

일환으로, 차세대 과학 교육 표준을 비롯한 여러 교육 개혁에서는 학생

들이 실행으로서의 과학을 학습하기 위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인식적 행

위자가 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인식적 행위자란 공동체에서의 실행과

지식의 형성에 책임을 갖는 개인으로서, 과학 학습에 있어 합법적인 참

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Stroupe, 2014). Stroupe는 학생들이 열성적인

교수 환경에서 교사가 결정한 과학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식적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열

성적인 수업의 특징으로 학생이 인지적 권위를 갖는 것과, 학생이 생성

한 지식이 교실 공동체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학생의 행위성(agency)이란 교실에서

책임과 자유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힘으로, 변화를 계획하고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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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꾀하는 학생의 의도 및 목적과 관련된다(Barton & Tan, 2010). 학생

이 과학 교실 내에서 행위성을 갖는 것은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과학 학

습에의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소이며(Goulart & Roth, 2010), 넓은 범위

의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

(Basu, 2008).

이처럼 과학교육계에서 학생 행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은 과학 학습을 복잡한 사회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

다(Arnold & Clarke, 2014). 과학을 학습하는 것은 학생과 학생을 둘러

싼 과학 교실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장(social field)의 상호작용 내에서

이루어지며, 과학 교실 내에 펼쳐져 있는 지식, 지위, 맥락, 정체성, 문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Barton & Tan, 2010).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과학 교실을 들여다보면, 과학 교실은 규칙, 규범과 같은 상징적 질서체

계들과, 교과서, 교사와 같은 물적, 인적 자원에 의해 구조화되는 사회적

장을 이룬다. 교실 구조와 학생 행위자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

으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교실이라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생

의 행위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 그 교실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

이다. 과학 교실의 상징적 질서체계를 이루는 규칙과 규범들은 학생과

교사 간에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된 문화적 구성물이며, 자원은 학생이라

는 행위자가 교실 수업 내에서 선택하고 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물이다(박경구와 전신현, 1998). Bourdieu(1977)의 구조와 행위성의 변증

법적 관계에 비추어볼 때, 과학 교실을 구조화하는 자원과 질서체계는

학생 행위성의 발현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며, 동시에 학생 행위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재생산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과학 교실에

서 학생 행위성의 발현을 제한해 왔던 포함과 공평의 구조적 문제를 해

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과학 학습을 유의미하고 연관성 있는 것으로 경

험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Kozoll & Osborne,

2004; Lemke, 2001).

그러나 학생 행위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주로 학생이나 교

사가 드러내는 행위성의 단편적인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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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거나 제한한 교실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

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자원으로서 학생의 지식 자본을

풍부하게 유입하는 프로젝트 기반 과학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행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와, 어떠한 교실 구조가 학생이 과학 학습이라는 사회

적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어린 시절의 학습 경험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능동적 학습

성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Stubblefield, 1992), 본 연구는 초등학생 시기에 능동적 행위자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 교실 구조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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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펼치는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을 설계하였고, 이와 같은 수업

에서 학생의 행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의 행

위성의 발현은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교실 구조에 의해 지원되거나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교실 구조가 이러한 행위성 표현을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탐색하는 것은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에 해당된다. 본 연

구에서 학생 행위성 발현을 지원한 교실 구조는 크게 ‘수업 자원’ 측면과

‘참여 구조’ 측면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이 과학 학습이라는 사회적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행위

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교실 구조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가진다.

첫째, 초등학생들은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에 대해 홍

보하는 과학 프로젝트 학습에서 어떠한 행위성을 보이는가?

둘째, 본 수업의 교실 구조는 학생의 행위성 발현을 어떻게 지원하였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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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펼치는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의 행위성이 어떻게 드

러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 4차시의 수업과 면담을 통해 학생의 행동과

담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

다.

첫째, 연구 대상은 특정 초등학교의 5학년 2개 반의 12개 소집단 학생

들로 한정되어 있다. 즉, 특정 공간 및 시간 상황에 있는 소집단의 수업

상황에 대해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상황과 맥락에 일

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화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풍부한 기술을 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둘째, 본 연구는 2주 동안 이루어진 4차시의 수업 전사본과 사후 면담

전사본을 주된 자료로 하고 있으므로, 학생 행위성이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발달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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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행위성

1.1. 구조와 행위성의 관계

전통적인 사회학 이론에서 사회 구조(social structure)는 인간 외부에

존재하며 인간을 구속하고 조정하는 어떠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지

배적인 견해였다(Durkheim, 1964). 이와 같은 견해는 인간 행위자(agent)

의 능동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인간을 사회 구조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힘없고 수동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Giddens, 1984).

이에 사회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재개념화 하려는 시도가 기든스를 비

롯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능동적인 행위자에 관심을 두

고, 사회구조가 행위자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행위자에 의해 생성

되고 재생산된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미 사회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오직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

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인 행위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형시켜 나

간다는 논지인 것이다(Goulart & Roth, 2010).

구조는 사회적 삶에서 다양한 변인들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

의 틀이다(김홍정, 2013). 비가시적인 구조로서 도식은 신념, 규칙, 규범

과 같은 상징적 질서체계들이며, 가시적인 구조로서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된다. 어떠한 사회 구조 안에서 사회적 행위는 행위

의 주체인 행위자에 의해 실천된다. 이 때 행위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여러 자원을 활용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 구조의 상징

적 질서체계들인 도식의 영향을 받는다(이윤정, 2012). 행위자의 행위는

구조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위의 자원

으로 삼을지를 선택하고 때로 조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행위의 주체

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을 사회적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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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행위성이라고 한다(Goulart & Roth, 2010). Bourdieu(1977)는 실천

이론에서 이와 같은 사회 구조와 행위성의 반복되는 고리의 변증법적 관

계를 강조했다. 구조는 사회적 삶의 실행들을 제한하는 동시에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며, 행위자의 행위성에 의해 변할 수 있다.

구조와 행위성의 렌즈를 통해 과학 교실이라는 사회적 장을 들여다보

면, 과학 교실은 수업에서 가정되는 여러 가지 참여구조와 학생과 교사

의 의사소통 패턴과 같은 비가시적인 구조로서의 도식과, 교과서, 기자

재, 교사와 같은 물적, 인적 자원에 의해 구조화 된다. 과학 교실의 규칙

과 규범들은 학생과 교사 간에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된 문화적 구성물이

며, 자원은 학생이라는 행위자가 교실 수업 내에서 선택하고 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박경구와 전신현, 1998). 학습 행위를 하는

활동의 주체인 학생 행위자는 이와 같은 교실 구조와 서로 끊임없이 영

향을 주고받으며 교실이라는 사회적 장을 변형시켜 나간다.

1.2. 행위성의 정의

행위성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위성은 인간 행동의 효능을 뜻하는 말로(Sewell,

2005), 사회적 실행 속에서 행위의 주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의 자원을 선택하고 조정하여 구체적인 사

회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행위성은 변화를 계획하고 진보

를 꾀하는 개인의 의도 및 목적과 관련된다(Barton & Tan, 2010). 행위

성을 가진 주체를 행위자라고 명하며, 행위자를 통해서 행위성이 실현된

다. 행위자는 자율성이나 인과적인 효과성에 따라 행동하며(Archer,

2000), 행위성의 발현은 개인적인 자유나 개인의 자아실현, 또는 사회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Popkewitz, 2008).

행위성에는 자아, 동기, 의지, 합목적성, 의도성, 선택, 주도, 자유, 창의

성과 같은 많은 개념들이 연관되어 있으며(Arnold, 2014), 이에 대해

Emirbayer와 Mische(1998)는 행위성을 사회사상에 있어서 혼란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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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원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하여 교육 연

구에서 행위성은 이론화에 있어 가변성을 가지며, 이는 ‘교육과정 행위

성’ (Biddulph, 2011), ‘비판적 과학 행위성’ (Barton & Tan, 2010), ‘비판

적 수학 행위성’ (Turner & Font, 2003), ‘행위자적 참여’ (Siry & Lang,

2010)와 같은 다양한 연구 초점이 존재하여 왔다는 것에 반영되어 있다.

Emirbayer와 Mische(1998)는 행위성을 “서로 다른 구조적 환경에 일

시적으로 조직된 행위자의 참여”로 정의하고, 행위성에는 반복적

(iterational), 실천적 평가적(practical evaluative), 투사적(projective)의

세 가지 분석적 차원이 있다고 보았다. 행위성은 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서 일어나는 문제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습관, 판단, 상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생성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분리된 것이 아

니라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

다.

<표 1> 행위성의 세 가지 차원(Emirbayer & Mische, 1998)

분석적 차원 행위성

반복적

(Iterational)

생각과 행위의 과거 습관을 행위자가 선별하여 재활성

화함

실천적 평가적

(Practical

evaluative)

현재 발생하는 상황의 모호성, 요구, 딜레마에 대한 응

답으로서 여러 가능한 행위들을 실천적이고 규범적으

로 판단함

투사적

(Projective)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를 상상하는 것을 포함하며,

미래를 향한 행위자의 희망, 두려움, 열망과 관계하여 창

조적으로 변화함

과학 교육에서 학생 행위성에 대해 탐색한 선행 연구들은 이 중 한 가

지 차원에 편중해서 분석하여, 학생이 드러내는 행위성이 서로 다른 방

식으로 정의되어 왔다(Arnold, 2014). 선행 연구들에서 행위성을 정의한

방식을 Emirbayer와 Mische(1998)의 행위성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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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Sharma(2007)는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를 활용한 연구에서 학생

의 행위성을 일상화 된 실행의 변형을 반복하는 면에서 정의하였다.

Sharma는 학생들이 일상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토대로 하여 학급

의사소통에 확립된 패턴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행위성의 실행으로 보았

다. 둘째, Goulart와 Roth(2010)의 연구에서는 문화역사 활동이론에 기반

을 두고 행위성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위를 결정하고, 사용 가

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면에서 정의하였다. Goulart와 Roth는 학생

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

생의 행위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Barton(2005), Barton과 Tan(2010),

Basu(2008)는 문화인류학에 기반을 두고 학생 행위성을 개인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 면에서 정의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학생의

행위성은 향후의 목적 실현을 위한 목적적인 행위, 학생의 개인적 발전

을 위한 행위, 혹은 궁극적인 가치의 추구나 실현을 위한 행위 면에서

분석되었다.

위의 연구들이 학생 행위성 발현의 실행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 지식 형성에 있어서의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Damsa

et al., 2010; Stroupe, 2014)에서는 학생들이 실행으로서의 과학을 학습

하기 위해 지식 형성에의 책임을 갖는 인식적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였다. 인식적 행위성은 능동적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것에 책임을 갖고, 과학 지식을 공적인 영역에서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다.

전통적인 과학 수업에서 교사는 교실에서 과학 지식과 실행의 권위를

가진 유일한 인식적 행위자로 위치한다. 이와 같은 교실은 지식의 이해

보다는 교과 활동의 완수를 우선시하고, 학생들의 선지식을 거의 고려하

지 않으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엄격한 과학 지식에 대해 부적절한 것

으로 여김으로써 학생이 인식적 행위자가 되는 기회를 막는다는 제한점

을 갖는다(Barton & Tan, 200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Gresalfi 등(2009)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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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실 맥락에 따라 어떻게 개념적 행위자 또는 정보 수령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지 탐색하였고, Engle과 Conant(2002)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

육적 권위를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생산적인 교육에의 참여를 통해 과

학을 학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과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때, 실행으로서의 과학에 참여하려고 더 노

력하며(Warren & Roseberry, 1995), 학생들의 일상 아이디어와 경험이

수업의 중심에 자리할 때 과학적 추론과 실행에 참여한다(Warren et al.,

2001).

2. 지식 자본

지식 자본(funds of knowledge)이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얻은 공동

체의 역사적, 문화적 지식과 기술로, 인간은 누구나 삶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얻는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한다(Gonzalez & Moll,

2002). 학생들은 학교 밖 공동체의 활동과 담화에의 참여를 통해 많은

지식과 현상을 학습하며, 이러한 학습 경험의 상황적 본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진 지식 자본은 매우 다채로워지고 과학 수업에서의 유용한

자원으로 부상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다.

지식 자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종적, 경제적 소수층 학생의 학습 부

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Basu & Barton, 2007; Gonzalez &

Moll, 2002). 또한 학생이 가진 지식 자본은 어떤 것이며, 이러한 지식

자본이 어떻게 교실 수업으로 유입되는지(Moje et al., 2004), 학생들은

지식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식견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지(Gonzalez & Moll, 2002)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Moje 등(2004)은 저소득층 라틴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과학

수업 담화에서 나타나는 지식 자본을 유형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지식 자본은 크게 가정, 지역 공

동체, 또래 문화, 대중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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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지식 자본 범주들 사이에는 연관성

이 존재한다.

<그림 1> 지식 자본의 범주 (Moje et al., 2004)

학생들이 가진 학교 밖 문화적, 인식적 지식 자본들이 과학 교실 내에

서 금기시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의 과학 지식들과 조화롭게 구성될

때 학습은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난다(Gonzalez & Moll, 2002). 이에 관

해 Upadhyay(2006)는 초등학생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다양한

지식 자본을 과학 학습의 일부로 수용할 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생성

됨을 밝혔고, 학생들의 경험과 과학을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 또한 Basu와 Barton(2007)의 연

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서 지식 자본의 활용이 학

생들의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 발달을 유발했음을 밝혔다. 이와 같

이 학생이 가진 문화와 자원을 과학 수업의 중심적인 자원으로 유입하는

것은 과학수업에의 흥미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식 자본을 활용하는 과학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이 가진 지식 자본을

파악하고 이것이 학생의 학습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고

려해야 하며(Barton & Tan, 2009), 전문가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촉진자

와 동료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Moll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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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구조

과학 교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과학 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목표를 가지고 과학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 상황과

교실을 구성하는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과

학 교실은 교실 수업 내에서 형성되는 신념, 규범, 규칙인 도식과, 교과

서, 교사와 같은 물적, 인적 자원에 의해 구조화 된다. 과학 교실을 구조

화하는 도식으로서 ‘참여구조(participation structure)’는 사회문화적 관점

에서 교실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구조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참여구조에 대한 연구는 Philips(1972)가 제시한 참여자 구조

(participant structure)에서 출발하였다. Philips는 교사가 통제하는 교실

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4가지 참여자 구조 유형을 확인하였다. 첫

째, 교사가 모든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유형이다. 둘째,

교사가 한 번에 몇 명의 학생하고만 상호작용하는 유형이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독립적으로 과제를 하는 유형이다. 넷째, 소집

단으로 나누어져 각 집단들이 스스로 과제를 하는 유형이다.

그 후 Erickson과 Schultz(1977)는 참여자 구조에 ‘상황맥락’과 ‘참여하

는 순간’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여 그 개념을 확장시켰다. 이 관점

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로 이해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참여구조란, 교실이라는 정형화

된 구조 속에서의 “모든 순간의 상호작용에 관계하는 참여자들 모두의

역할에 관한 의사소통의 권리와 의무의 총체적 단위”이다(Erickson &

Schultz, 1977). 이와 유사하게, 참여구조는 교실 상황에서 누가 언제 무

엇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가에 관한 참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도 정의된다(Cazden, 1986). 여기에서 권리와 의무의 총체적 단위란, 예

를 들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대응이나 그 역할을 바꿀 때 등

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종합적인 패턴을 의미한다(Erickson &

Schultz, 1977). Shultz 등(1982)은 수업의 구성 단계에 따라서 수업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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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참여구조가 변한다고 보

고, 한 번에 참여하는 화자의 수,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역할 수준, 발언

권의 수 등을 기준으로 4가지의 참여구조 유형을 분석하였다.

조영달(2001)은 참여구조를 수업에서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상

호작용적 권리와 의무의 배분에 관한 제약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참여구조는 교실 내 사회체제에 내재된 규칙이나 특정한 상호작용 환경

의 즉시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5가지의 참여구조 유형을 추출

하였다. 유형 추출의 기준은 첫째, 한 번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대화의

주도자로 참여하는가이다. 둘째, 수업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 수준이다. 셋째, 한 번의 상호작용에 몇 개의 대화의 장이 존재하는

가이다. 넷째, 먼저 주된 역할을 하는 화자가 누구인가이다. 다섯째, 대화

의 장에 교사가 존재하느냐이다.

교실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을 참여구조라

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처럼 무질서하게 이

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는

사회적 위치, 발언권의 부여과 제한, 발언권을 얻는 방법 등과 같이 내재

해 있는 규칙과 규범이 존재한다. 그리고 상호작용에서의 역할이 단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즉,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이 상황적 맥락 내에서 역

할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참여구조는 고착화되어 불변하는 요건이라

기보다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상호 관계에 따라 여

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이다. 교사가 의사소

통의 대부분을 주도하더라도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하는 텍스트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전개와 구성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유은정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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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학습

4.1. 프로젝트 학습의 정의

프로젝트 학습이란 구성주의 학습 원리에 기반을 두고 실제 세계와 관

련된 과제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 방법이다

(Chard, 1998). 프로젝트 학습을 체계화한 Kilpatrick(1918)은 프로젝트의

본질을 “전심을 다하는 유목적적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가 정한 활동 목적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았다. 프로젝트 학습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구조화해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수업 형태를 갖고 있으며

(Laffey et al., 1998), 협력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이 진행된다(김호숙과

김형석, 2014).

프로젝트 학습은 프로젝트형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학습(Anderson

et al., 1996), 문제 중심 학습(Barrows & Tamblyn, 1980) 등과 같은 다

양한 학습 모형과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이 다른 유사한 모형들과 구분되는 핵심적 요소로 ‘추진 질문 혹은

문제’와 학습을 통해 생성되는 ‘산출물’을 제시하였다(Thomas, 2000). 이

와 같은 맥락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만들

어진 질문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이 구성되며, 이러한 학습 활동의 결과

로서 최종 산출물이 생산되는 수업 형태로 정의하기도 한다(Blumenfeld

et al., 1991).

4.2.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

프로젝트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직접 선택

하면서 학습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지식을 강의식으로 먼저

학습한 후 가장 나중에 문제를 제시하는 전통적인 학습 형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실제 세계와 관련된 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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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한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는 높

은 성취를 유도한다(김호숙과 김형석, 2014).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것은 학생들이 일련의 구조화된 탐구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므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행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학생들은 개

인이나 소집단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비판적인 시

각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을 생성하게 되며,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 알아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이러

한 수업 형태의 성격으로 인해, 프로젝트 학습은 실행 지향적이라는 평

가를 받아왔다(Blumenfeld et al., 1991).

프로젝트 학습에서 강조되는 내용이나 요소는 교육 상황과 맥락에 따

라 다를 수 있으나, 학습 활동이 다학제적, 장기적, 학생 중심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이지애, 2015). 구성주의 이론 측면에서 프로젝트 학습

활동은 실제적 학습 활동이라는 특징을 가지며(Blumenfeld et al., 1991),

Reeves 등(2002)은 실제적 활동이 <표 2>과 같은 10가지의 특징을 갖는

다고 보고하였다.

<표 2> 실제적 활동의 특징(Reeves et al., 2002)

실제적 활동

으로서의

프로젝트 학습

① 실제 세계와의 연관성

② 불분명함

③ 복잡하고 지속적인 과제

④ 다각적 관점

⑤ 협력

⑥ 가치 내재적

⑦ 학제적

⑧ 실제적 평가

⑨ 실제적 산출물

⑩ 다양한 가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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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학습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와 학생의 공동 주도하에

목적,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활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준비과정, 작업과정, 완결 및 보고과정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Katz & Chard, 2000). 학생들은 프로젝트 학습의 단계를 거치면서

지식의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변화해 가며(Grant & Branch, 2005), 비판

적 사고 능력, 발표 능력,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다(김호숙과 김형석,

2014). 특히 과학 탐구학습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학습에서 학생들

은 ‘과학을 배우는 것’보다 ‘과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조한국 등,

2001).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전통적인 과학 교실에서와 다른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요구된다. 교사는 촉진자로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관련 학습 자료를 제공하거나 안내하며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한국 등(2001)은 프로젝트형 탐구학습 프로그램을 통

해 추구하는 학생 상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서, 우선 순위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

의 활동에 책임을 지며, 자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형성한다.

둘째, 협동하는 동료로서,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하

고 상호 대화능력을 개발한다. 셋째, 복잡한 사고가로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넷째, 질 높은 산출

자로서, 적절한 자원과 기술을 사용하여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산출물

을 만든다. 다섯째, 지역의 기여자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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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형식/비형식 교육 공동체 활동과 STEAM 관련

흥미, 관심, 참여, 지향의 변화․발전 과정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STEAM 관련 흥미, 참여, 포부

를 설문조사를 통해 3년 동안 추적하고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 자원 등

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떻게 내면화하여 나가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

하는 복잡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젝트에서는 조사

연구, 사례 연구, 모형 구축 연구의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는 과학 과목에 초점을 둔 사례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

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 자본을 유입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프로젝

트 기반 수업을 구상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지역이면서 해당 지역이나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아, 해당

지역사회의 STEAM 관련 기관이나 활동 참여가 높은 곳에 초점을 두었

다. 이와 같은 기준에 맞는 서울시의 한 교육청을 선정하였고, 이 교육청

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세 개의 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세 개의 초등학교 중 G공립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수업에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학교는 다세

대 연립 주택이 들어선 주택 단지 내의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학생

들 중 차상위층, 다문화가정, 편모, 편부 가정 등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

이 높은 편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5학년 2개 학급의 29명의 남

학생과 18명의 여학생으로, 소집단 구성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도록 조정

하였을 뿐, 학업 성취도, 학습 접근 방식, 과학에 대한 흥미, 참여, 선호

정도 등은 임의적으로 구성하였다. 수업자는 대학원에서 생물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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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지식 전달 중심의 전통적 수업보다는

학생의 경험적 지식을 교실 내로 유입하는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담임교사와 과학 교과 담당 교사는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

고 교실 뒤편에서 수업을 관찰하거나 교실 밖에 머물렀다. 수업 후에 이

루어진 반구조화된 학생 심층 면담에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총 3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2. 수업 과정

본 수업은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육과정의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

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으로, 총 4차시의 수업이 2014년 5월과

6월에 2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수업의 4개 차시에 대한 설명은 <표

3>에 나타내었다. 수업의 목표는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좋아하는

환경,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 교내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이었다. 본 수업에서 다룬 작은 생물인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사전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

은 본 수업 이후에 개미, 이끼와 같은 작은 생물의 생김새와 우리 생활

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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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업 차시 설명

단원 시간 교수학습 활동

개별 과제
․가정에서 곰팡이를 비롯한 작은 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어

떠한 노력을 하는지 가족을 상대로 면담하기

1 40

․우리 주변의 작은 생물 중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집먼

지 진드기가 일으키는 질병과 좋아하는 환경, 대처방안에

대한 소집단 논의 및 동영상 시청

․소집단 논의 결과 발표

2 40

․집과 학교의 설계도를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어떤 작은 생

물이 많이 분포할지에 대한 소집단 논의 및 발표

․손에 있는 세균을 일정 시간 동안 배지에 배양해 보는 실

험

개별 과제 ․홍보하는 방법 조사하기

3 40

․홍보하는 방법 알아보기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리는

UCC, 피켓, 포스터, 신문 등의 홍보물 제작

4 40 ․제작한 홍보물을 가지고 교내에서 직접 홍보

3. 교실 구조의 특징

수업을 설계할 당시, 학생들이 가진 지식 자본을 교실 내의 수업 자본

으로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반응을 탐색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수업의 교실

구조를 크게 참여구조의 측면과 자원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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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실에서 학생들이 사용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자

원의 범위를 교과서와 교사, 동료에서 확장하여 학생이 학교 밖 공동체

의 활동과 담화에의 참여를 통해 얻은 지식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또한, 학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물적․인

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둘째, 교사와 학생이 교실 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의 참여

구조 측면에서, 교사는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갖던 지

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학생의 지식 형성 과정의 촉진자로 기

능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일대 다 상호작용보다는 소집단 논의와

교실 전체 논의의 참여구조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홍보 활동을 도입함

으로써 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새로운 참여구조를 형성

하였다.

교실 구조와 행위성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드러내는 행위

성을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자원과 교실에 형성된 규칙으로

서의 참여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다. 자원과 참여구조의 연결은 본

연구의 목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실제 교실 상황에서 자원

과 참여구조가 상호작용 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5학년 과학 교육과정과 연계된 총 4차시의 창의적 체험활

동 수업이 이루어졌던 2014년 5월부터 추후 학생 심층 면담이 완료된 12

월까지 이루어졌다. 4차시 동안 이루어진 모든 소집단 활동이 녹화․녹

음되었으며, 교실 전체 발표에서는 교실 전체를 촬영하였다. 교내에서 홍

보를 하는 활동에서는 각 소집단의 홍보 활동 경로를 따라다니며 녹화․

녹음하는 연구자가 소집단마다 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이 만들어

낸 홍보물인 UCC, 포스터, 피켓, 신문 등과 학생이 수업 후에 작성한 반

성적 일지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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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촬영을 통해 얻은 학생 활동과 담화를 기반으로 한 자료의 1차

분석이 끝난 뒤, 평소 과학 수업의 교실 구조 특성과 본 수업에서 학생

들의 행위성 발현을 지원한 요인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학생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20분 정도였

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되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

단으로 시행된 과학에 대한 흥미, 참여, 선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와, 과학 전담 선생님의 학생 개인에 대한 설명은 보다 풍부한 맥락 속

에서의 자료 분석 및 삼각 검증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5. 자료 분석

5.1. 질적 접근 방법

5.1.1. 비판적 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는 문화인류학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

는 문화를 기술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과정 및 그 결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지 방법론 중 비판이론을 접목시킨 비판

적 문화기술지를 적용하여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

서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판이론은 사회의 계급

과 권력에 의해서 규범적 지식과 역할이 구성되는 과정과, 교육을 통해

서 습득한 이러한 지식과 역할이 다시 계급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둔다(Giroux, 2004). 따라서 비판이론은 사

회적 구조를 필연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적 삶의 가능성을 위하여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

는가를 탐색하고 사회 진보를 위한 행동성향의 생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비판 이론에 입각한 비판적 문화기술지는 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적

인 관습을 드러내고 분석하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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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변화시키려는 연구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과학 교실에서 학생들과 교사 간의 과학 교육

실행과 의사소통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규범적 지식과 역할이 불러오는

불평등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재생산되는 것을 막고자

수업 구조 측면에 변화를 주었다. 이에 따라 과학 교실이라는 교실 구조

와 상호작용하는 행위자인 학생들이 어떠한 행위성을 드러내며 교실의

규범적 지식과 역할에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행위성의 발현에 있어 수업 구조가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

해 비판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5.1.2. 질적 연구의 신뢰성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

하였으므로, 연구 자료 분석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Creswell

(2012)이 제시한 검증방법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

다. 먼저,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삼각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 수업 전사본과 개인 심층 면담 자료, 학생이 생성한 산출물을 비롯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자료 출처와 이론적 틀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

자료들의 비교를 통해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동료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과학교육 전문가 1인, 과학 교육

을 전공한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1인이 연구 주제 구체화, 수업 내용

개발, 심층 면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과정부터 함께 참여하였다. 분석

내용과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연구자의 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

못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 상황과 연구 참여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결과에서

현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설명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

결과를 공유된 특성에 비추어 다른 연구 상황에 옮길 수 있는 전이가능

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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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행위성의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업에서 얻은 자료에서 학생들이 드러낸 행위성과 이

를 지원한 교실 구조의 특성을 찾기 위해 지속적 비교분석법(Strauss &

Corbin, 1990)을 활용하여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분석하였다. 학습 상황에 책임과 의도를 갖고 지식을

형성하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학생의 행위성은 세분

화된 담화 단위가 아닌 보다 확장된 실행 전체로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실행을 특정 행위와 담화의 맥락 단위

로 묶어 코딩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소집단

담화에서의 주도권을 잡는다거나,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충고한 것 등이 있다.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범주화된 학생의 행위성을 분석함에 있어

Emirbayer와 Mische(1998)의 행위성의 분석적 차원을 사용하였다. 이들

의 차원에 따르면, 행위성은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습관, 판단, 상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

며, 이 세 가지 차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있다. 이는 행위성의 단편적인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므로, 학생들이 교실 상황에서 드러내는 행위성을 다각적인 측면

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Emirbayer와 Mische(1998)의 행

위성의 차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지식 자본을 활용해 작은 생물이 일으

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보인

담화와 행동, 그들이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 그리고 스스로의 실행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면담 내용을 통해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학생의 행

위성을 추론해 내고자 하였다.

각 분석 단위에서 학생의 행위성은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학생들은 일상에서의 경험을 선택적으로 재활성화시켜 전통적인

과학 수업에서 형성되어 있는 수업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가? 둘째, 학

생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실천적, 규범적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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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데 있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는가? 셋째, 학생들은 그들의 목표

와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가? 다음으로는 위의 세 가지 질

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각 실행 단위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행위성을

행위성의 세 가지 차원인 반복적, 실천적 평가적, 투사적 차원으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세 가지 차원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탐색

하였다. 추후 심층 면담 자료를 통해 학생의 행위성 발현을 지원한 교실

구조와, 발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 담화와 행동, 교실 구조의 변화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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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

병과 대처방법에 대해 홍보하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떠

한 행위성을 드러내는지 분석하여 Emirbayer와 Mische(1998)의 행위성

의 세 가지 차원인 반복적, 실천적 평가적, 투사적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각 범주별 특성을 <표 4>

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교실이라는 사회적 장을 구조화하는 자원

과 참여구조가 과학 수업의 일부로 교실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

고, 이러한 교실 구조가 학생 행위성 발현에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분석

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각 절에서 행위성

의 분석적 차원별로 서술한다.

<표 4> 학생이 드러낸 행위성

분석적 차원 드러난 행위성

반복적

(지식 자본을

활용한 능동적

지식 형성)

․수동적인 정보수령자에서 인식적 행위자로의 변화

․교실 참여구조에 정립되어 있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패

턴에 변화를 일으킴

- 지식 자본을 소유한 학생 중심의 의사소통 패턴

- I-R-E 패턴 → 학생과 학생 간 의사소통

실천적 평가적

(홍보활동에서

실천적 판단

내리기)

․홍보 활동 설계와 실행에서 실천적 판단을 내림

- 지식 자본과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 내용, 방법, 전략

선정

- 인식적 권위를 고려한 대상 선정

투사적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목표

실현)

․타인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 실현을 위한 홍보활동

수행

․수업 후 자신과 타인의 생활습관과 위생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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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 자본을 활용한 능동적 지식 형성

1.1. 수업 상황

1, 2차시 수업은 교실 과학과 학생의 일상 간의 긴밀한 연계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수업이었다. 1차시에서 학생들은 가정에서 작은 생물을 퇴

치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방법을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곰팡

이, 세균, 바이러스, 집먼지 진드기가 일으키는 질병, 좋아하는 환경, 작

은 생물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소집단 형태로 활발하게 논의하였

다. 학생들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 동생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집

안에서 격리되었던 경험, 항아리 속 된장에 핀 곰팡이를 보았던 경험, 세

균이 변기보다 키보드에 더 많을 수 있다는 인터넷상의 실험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 등 일상에서 얻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 자본들을 과학 교실

로 유입하였다. 2차시에서는 소집단별로 집과 학교의 설계도를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고, 어떤 종류의 작은 생물이 어디에 많이 분포할 것인가

에 대해 논의하면서 설계도에 작은 생물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수행하

였다. 그 후에는 소집단별로 교단에 서서 자신들의 설계도와 장소에 따

른 작은 생물의 분포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손에 있는 세균을 일정 시간동안 배지에서 배양해보고 얼마나 빠르게 번

식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1.2. 수동적 정보 수용자에서 인식적 행위자로의 전환

전통적인 과학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들보다 높은 인식적 권위

(epistemic authority)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다(Stroupe,

2014). 인식적 권위란 해당 주제에 있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문 지식

을 함양한 정도를 나타내며(Basu, 2008), 교사는 이러한 인식적 권위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유일한 인식적 행위자로 대우받는다(Stroupe, 2014).

이와 같은 교실에서는 지식의 형성보다 교과 활동의 완수를 우선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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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선지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엄격한

과학 지식에 대해 부적절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학생이 인식적 행위자가

되는 기회를 막는다(Roth & Garnier, 2006). 이처럼 지식이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규범이 형성되어 있는 교실 참여구조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Furman

& Calabrese Barton, 2006).

이와 반대로, 학생이 가진 지식과 생각이 수업을 구성하는 데 큰 영향

력을 끼친다고 믿는 교사의 신념은 교실에서 학생이 갖는 인식적 권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Crawford, Krajcik, & Marx,

1999). 본 수업의 교사는 학생들이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얻은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지식과 기술인 지식 자본을 가치 있는 수업 자원으로 여

기는 신념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가진 지식

자본을 적극적으로 수업 내의 실질적 학습 자원으로 유입하려는 발화를

통해, 지식 자본을 가진 학생을 교실 과학 수업의 중심에 놓는 참여구조

를 형성하였다. 다음 소집단 담화는 학생이 조사해온 과제의 내용에 한

정해 논의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얻은 지식 자본을 이끌어

내려는 교사의 발화와 이에 대한 학생 반응을 보여준다.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 대처방법, 좋아하는 환경에 대한 소집단 

논의 도중]

27. 학생 A : 일으키는 질병이 뭐가 있지?

28. 학생 B :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 바이러스 한 사람? (자신이 

조사한 과제를 보며) 대처방법 밖에 없다.

29. 학생 A : 그러니까.

30. 학생 B : 선생님, 일으키는 질병하고 좋아하는 환경이 없어요.

31. 학생 C : 집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 일으키는데?

32. 학생 B : 아니 그게 아니라…. 일으키는 질병하고 좋아하는 환경은 

조사를 못했는데….

33. (논의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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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사 : 그거[사전에 조사한 과제] 없어도 괜찮아. 우리 그냥 일상생

활의 경험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자.

35. (논의가 다시 이어짐)

36. 학생 C : 집먼지 진드기가 알레르기 일으키지 않냐? 집먼지 진드기

가 좋아하는 곳, 건조한 데 아니야?

37. 학생 B : 무슨 집먼지 진드기가 건조한 데야.

38. 학생 C : 야, 잠깐만 잠깐만. 

39. 학생 B : 아냐 바이러스가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지.

40. 학생 A : 그건[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건] 곰팡이고. 

41. 학생 C : 곰팡이도 습한 거 좋아해!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 뭐 있

지? 

소집단 논의 초기에 학생들은 수업 전에 부여되었던 과제인 작은 생물

을 퇴치하기 위해 가정에서 수행하는 대처방안에 대해 가족을 상대로 면

담한 내용에 국한하여 논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28행). 과제로 제시되

지 않았던 주제인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좋아하는 환경에 대해서

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으며(32행) 소집단 논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33행). 이 때 교사의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자”(34행)

와 같은 발화는 학생들이 과학 수업 내에서 지식 자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갖고 있던 의구심을 무너뜨리고, 지식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담화에서 특히 학생

C는 평소 과학에 대한 흥미, 참여, 선호가 모두 매우 낮은 학생이었으나,

소집단 논의 내내 자신의 지식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모습을 보였

다. 학생 C는 자신이 소유한 지식 자본을 기반으로 소집단 논의에서 공

동의 지식을 형성하는 인식적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었다.

수업 후 이루어진 학생 심층 면담에서, 학생들은 학교 밖 공동체에의

참여와 담화를 통해 다채로운 지식 자본을 획득하고, 이러한 일상의 경

험적 지식이 곧 과학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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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험적 지식을 평소의 과학 수업에 실제로 도입하여 활용해 본

경험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곰팡이가 어디서 잘 생기는지 이런 것도 과학이고 어떻게 제거해

야 하는지도 과학 같아요.

(학생 H,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평소 과학수업에서는 새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

던 것을 적용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소 아는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중략]...평소에는 의사표현을 잘 못한다

는 생각이 들어요. 발표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구요. 그냥 별로 

안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학생 J,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옷에서는 곰팡이가 많이 자라고, 세균이 많고, 그런 것을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바이러스

는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만화책에서 알아냈어요. 세균도 그거에서 

알아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까 좋았

던 거 같아요. 제가 [수업시간에] 너무 많이 말을 안 해가지고 친구

들이 내가 아는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말하니까 알아준 것 같

아요.

(학생 F,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학생 J와 학생 F는 위 소집단 담화에서의 학생 C와 같이 평소 과학에

대한 흥미, 참여, 선호가 모두 매우 낮다고 답한 학생이었다. 이 학생들

을 비롯하여 평소 과학 수업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여러 학생들이 본 수

업에서 과학과 일상의 지식 자본과의 연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집단 논

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본 수업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었다. 이

러한 연결을 만드는 기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학교 과학의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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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과학을 ‘아는 사람’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Blackburn,

2004). 학생들은 과학 개념이 어렵고 자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접근

가능하고 학교 밖에서 얻은 지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

다. 자신의 지식 자본에 인식적 권위를 부여한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지식 형성에 책임을 갖는 인식적 행위자로서 행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

다.

또한 본 수업에서 교사는 인식적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학생

들과 함께 작은 생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태도를 취했다. 교사

는 학생이 유입한 지식 자본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기보다, 학

생의 지식 자본을 공동체의 과학 학습을 위한 자원으로 다룰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였다.

[집먼지 진드기 대처방안에 대한 소집단 논의 도중]

43. 학생 L : 집먼지 진드기를 없애려면 계피가루를 갈아서 물과 함께 

분무기에 넣고 이불에 뿌린다….

44. 학생 M : 개피? 개의 피?

45. 교사 : 어? 계피를 갈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 들어봐.

46. 학생 L : 집먼지 진드기가 있는 데 뿌리면…. 집먼지 진드기가 계피

가루를 싫어하는 걸 알고….

47. 교사 : 그래? 그건 어디서 알았어?

48. 학생 L : 책에 있더라고요. 우연히 어떤 만화책 보다가 이불 청소하

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계피가루를 뿌려서….(중략)

[소집단 논의 활동지 완성 후]

69. 학생 L : (활동지를 손바닥으로 가리며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이건

[계피가루 뿌리기] 우리만의 비법이야! 보여주면 안 돼! 

위의 담화에서 교사는 계피가루를 이용해서 집먼지 진드기를 퇴치한다

는 학생의 지식 자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자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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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권위를 의도적으로 학생보다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45행). 이러한

학생의 지식 자본에 대한 교사의 인정의 행위를 통해 학생 L은 자신이

만화책에서 유입한 지식 자본이 실질적인 수업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을 깨닫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표현하였다(69행). 학생 L은 소집단 논의

가 끝난 후 계피가루 뿌리기에 대해 ‘우리만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학생 L이 계피가루에 대한 지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속해있는 지식

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속해있다고 보는 것을 드러낸다(69행).

학생 L이 유입한 계피에 대한 지식 자본은 소집단 논의과정을 거쳐 합

법적인 지식으로 인정받았으며, 추후 집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홍보 포

스터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교사가 인식적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학생과 같은 선상에서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학생 L이 지식을 형성하는 책임을 가

진 인식적 행위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했다. 이와 같은 공동의 지식 형

성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의 지식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과학 학습에의 지속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Tomas & Ritchie, 2012). 학생들에게 인식적 권위를 재분

배하기 위해서 교사는 반드시 학생들을 지식 형성의 기여자로 대우해야

하고, 학생들이 교실 담화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Lensmire, 2000).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소집단 담화에서 교사의 발화는 학생의 지식 자

본을 교실의 실질적 학습 자원으로 끌어들이고, 학생과 교사와의 인지적

권위 관계에 있어 학생이 교사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참여자로서 상호작

용하는 참여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본 수업에서 교사는 지속적으로 지

식이 개인의 지식 자본이나 소집단에서 형성된 지식이라고 언급하였으

며, 소집단 논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소집단에게 그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도록 했다. 이는 학생들이 지식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동적인 정보 수령자에서 지식을 형성하는 인식적

행위자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본 수업에서는 지식 자본의 유입 과정에 있어 지식의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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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해보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결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오

개념이 그대로 지속되기도 하였다.

  여자애 한 명은 완전 잘못된 지식을…. 제습기가 [습기를]억제하

는 건데 습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고…. 그래서 맞게 알려줬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니깐 들었어요. 

자기네 엄마가 그랬다고 그래서…. 

(학생 K,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학생들이 가졌던 오개념은 소집단 논의와 전체 발표에서 지식의 공동

구성 과정을 거치며 대부분 수정․보완되었으나, 교사의 인지적 조력이

없는 경우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다소 관찰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유

입한 지식 자본의 적절성을 직접 판단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식의

신뢰성을 검토해보는 교사의 세심한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들이 유입하는 지식 자본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이를 수정하는 기회

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중재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탐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소집단 내 의사소통 패턴의 변화

학생들이 지식 자본을 기반으로 공동의 지식을 형성하는 인식적 행위

자로 변모함에 따라, 일상적인 소집단 내 상호작용 패턴에 변화가 일어

났다. 아래 소집단 담화에서 학생 E는 과학에 대한 흥미, 참여, 선호가

모두 매우 낮은 학생으로, 과학 교과 전담 교사는 학생 E가 “과학 활동

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수업 초반 학생 E는 활동에 무관심

하고 소집단 담화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소집단의 담

화를 주도하던 학생인 학생 D는 그러한 학생 E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

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거의 모든 소집단 담화는 학생 D와 학생 S

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래 담화는 1차시 소집단 논의 초기의 소집단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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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일부와 수업 후 면담 일부이다.

[소집단 논의 초기]

23. 학생 D : (학생 E에게 쓰레기를 주며) 니 아무것도 안하니까.

24. 학생 F : 버려. 버리고 와.

25. 학생 E : 쓰레기 버리는 게 제일 쉬워.

26. 학생 D : (학생 E에게 핀잔주며) 뭐냐, 넌.

학생 E는 말 안했어요. 학생 E는 제 기억에는 수업에 원래 적극적

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랬다 안 그랬다 해요. 그래도 과학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학생 D,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소집단 논의 초기, 학생 D는 학생 E가 소집단 논의 활동에서의 지식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낮게 보고 논의 외의 다른 일을 시켰으며(23행),

학생 E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25행) 논의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추후 면담에서도 학생 D는 학생 E를 평

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으로 기억했다. 학생 D는 홍보

수업이 있은 후 전학을 간 관계로 면담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후 소집단 논의가 이어지면서 학생 E는 논의 내용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지식 자본을 소집단 내에서 개진하기 시작했다. 아래 담화에서

소집단 논의 중기에 학생 D는 학생 E의 지식 자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53행), 학생 E가 근거를 들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식 자본을

유입하고 이를 교사가 인정함에 따라 논의 후기에 이르러서는 학생 E가

소집단 내의 공동의 지식 형성에서 주도적인 인식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었다(59, 61, 63, 65, 67행). 일상 아이디어와 경험이 수업의 중심에 자

리하는 수업 구조에서 학생 E는 과학적 추론과 실행에 참여하는 인식적

행위자로 변모하였다(Warre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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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논의 중기]

49. 학생 D : 일으키는 질병이….

50. 학생 E : 식중독.

51. 학생 D : 곰팡이가 왜 식중독이냐?

52. 학생 E : 맞지. 상한 거 먹으면. 곰팡이 끼잖아.

53. 학생 D : 무슨 개가 짖는 소리….

54. 학생 E : 여름엔 곰팡이 많이 끼고. 상한 거에 곰팡이 끼잖아. 

[소집단 논의 후기]

59. 학생 E : 음식이 상하면 세균이 생겨.

60. 학생 D : 일으키는 질병. 충치!

61. 학생 E : 질병. 질병이 다래끼. 장염. 세균이 일으키는 건 많지. 대

장균하고…. 식중독이 되고. 그다음엔 심장병도 일으킬 수가 있지.

62. 학생 D : 진짜?

63. 학생 E : 어.

64. (중략)

65. 학생 E :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신종 플루!

66. 학생 D : (동조) 신종 플루!

67. 학생 E : 전염병!

68. 학생 D : (동조) 전염병!

Sharrock(1974)은 지식의 소유권의 개념에 대해 집단의 어떤 사람이

특정한 지식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식

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교실에

서 참여자들 간의 권위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학생이 지식

에 대한 소유권을 누군가가 가졌음을 인지하는 것은 학생과 다른 사람들

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학생이 교사

를 지식의 소유자로 본다면, 교사는 학생에게 있어 지식의 권위자로 인

식될 것이다. 위 담화에서 학생 D가 학생 E를 지식의 소유자로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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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것은 소집단 구성원들 간의 지위적 권위(positional authority)

의 재구성을 불러일으켰다. 지위적 권위란 공동체 내에서 학생이 구축하

는 존경과 사회적 지위로, 앞서 서술한 인식적 권위와 함께 지위적 권위

의 향상은 행위성 표현의 구인이 된다(Basu, 2008). 소집단 논의 후기에

학생 D는 학생 E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조하며, 자신의 지식 자본

을 유입하면서도 학생 E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소의 소집

단 논의 상황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D를 중심으로 소집단 담화

가 흘러갔던 것과 달리, 본 수업에서는 학생 간 지위적 권위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 학생 E가 소집단 담화를 주도하는 인물로 변모하였다. 아

래 전사본은 수업 후 면담에서 학생 D가 학생 E에 대해 회상한 내용이

다.

[수업 초반에는] 제가 학생 E 이야기 안 들어주고 제가 화냈어요. 

무조건 틀리다고. 학생 E가 의견을 말했는데 내가 무조건 맞다고만 

이야기 하고. 학생 E 이야기 안 들어주고 화만 내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한테는 잘 했던 것 같은데 학생 E한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 E가 평소에 계속 이상한 말을 해서 바른 말을 해도 이상한 말로 

들리나봐요. [수업 후반에는] 처음 부분보다 잘 들어줬던 거 같아요. 

학생 E가 맞는 말을 하니까. 학생 E가 집먼지 진드기는 여기 많이 없

을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없다고 맞장구 쳐줬어요.

(학생 D,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평소 과학 수업에서 인식적 권위가 낮아 소집단 논의에서 소외당하던

학생 E는 학생의 지식 자본이 교실 수업 내에서 가치를 가지는 자원으

로 인정되는 교실 구조에서 자신의 인식적 권위와 지위적 권위를 향상시

킬 기회를 얻었다. 학생 E는 소집단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의 지

식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주제에 대한 인식적 권위를 높였고, 이

는 소집단 구성원들 간에 갖는 사회적 지위인 지위적 권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인식적, 지위적 권위의 변화는 위 소집단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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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집단 내에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교실 구성원의 대다수가 소집

단 논의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1.4. 교실 전체 의사소통 패턴의 변화

전통적인 교실의 참여구조는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을 하며,

학생 대답에 대한 평가를 다시 교사가 내리는 I-R-E 담화 패턴을 띈다

(Mehan, 1979). 이 때 교사의 역할은 협상적이기보다는 독점적이며, 학

생들의 참여는 교사에 의해 매우 제한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

으로,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1, 2차시의 전체 발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학급 전체에 확립되어 있었던 의사소통 패턴에 변

화를 일으키는 행위성을 드러냈다. 특히 2차시에 있었던 전체 발표에서

학생 B는 발표하는 소집단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지식 자본을 이용해

새로운 사실을 제기함으로써 교실 전체 담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에 제시된 전체 담화에서, 한 소집단은 집 설

계도를 보여주며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많은 장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

다. 이 소집단에서는 세균이 가장 많은 곳으로 화장실을 꼽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이 때 청중 역할이었던 학생 B는 자신이 TV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얻은 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교실 담화에서의 주도

권을 잡았다.

[작은 생물이 많은 장소에 대한 전체 발표 도중]

84. 학생 B : (손을 든다)

85. 교사 : 어 질문 있어요? 이 팀에 질문이 있는거에요? 

86. 학생 B : 있긴 있는데…. 저 그…. (일어나서) 세균이요, 화장실보다 

주방에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같

은데서 봐도 그 도마나, 그런 싱크대 같은 데에 화장실 안쪽보다 훨

씬 더 세균이 많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87. 교사 : 방송에서 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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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학생 B : 네. (학생들에게) 스타킹에서 봤어.

89. 교사 : 어 그래? 친구들 의견은 어때? 그럴 것 같아?

90. 학생 O : 도마는 다 씻기 때문에. 싱크대도 다 씻고.

91. 학생 P : 그런 데는 깨끗이 씻어야 하기 때문에.

92. 학생 O : 화장실에 더 많아. 

93. 학생 P : 화장실은 청소를 안 하잖아.

94. 학생 O : 그런데 칼이나 그런 거는 삶을 수 있는데, 화장실은 못 삶

잖아요.

95. 전체 : (웃음)

96. 교사 : 그러면 세균은 삶으면 죽는 거야?

97. 학생 O : 많이 없어지죠. 

98. 학생 D : 싱크대를 삶을 수도 있습니까?

99. 학생 E : 100℃의 끓인 물을 부으면 되잖아. 

학생 B는 전체 발표 전에 수행한 소집단 논의에서 주방에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이 서식할 수 있다는 지식 자본을 유입했고, 이는 소집단

내에서 합법적인 지식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 B는 자신이

소유한 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전체 논의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

고, 이 발화는 발표하는 소집단이 설명하고 교사가 평가를 내리는 일반

적인 의사소통 패턴에서 벗어나 발표하는 소집단과 교사, 청중 역할의

학생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냈다.

학생 B가 자신의 지식 자본을 전체 담화 내로 유입했을 때, 교사는 이

를 평가하기보다는 지식의 출처를 물음으로써 학생 B가 지식에 대한 소

유권을 갖게 하였다(87행). 또한 이 지식 자본이 과학적 지식으로 고려

될 수 있는지를 다른 학생들과 협상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89행). 다른 학생들은 저

마다의 경험적 지식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동적인 청

중에서 공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바꾸어 나갔다. 세

균을 없애기 위해 100℃의 끓인 물을 부으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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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의 경우(99행), 앞서 서술한 소집단 내 의사소통 패턴의 변화를 불러온

학생이었다. 이 학생은 과학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평소의 모습에서 완

전히 탈피하여, 교실 전체 담화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할

수 있는 위치의 학생으로 탈바꿈하였다.

수업 초기에 학생들은 교사가 의도한 참여구조인 지식 자본을 적극적

으로 유입하는 역할을 내면화하였지만, 참여가 높아지고 인식적 행위자

로 변모함에 따라 참여구조 자체를 스스로 변화시켜나가기 시작했다. 학

생들은 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공동의 지식을 형성해나가는

행위성을 드러내었고, 이러한 행위성의 발현은 다시금 소집단 내와 교실

전체 의사소통 패턴에 새로운 참여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위의 전체 담화 후에도 발표하는 소집단과 청중 역할의 학생들 간의 자

발적인 질문과 응답 혹은 다른 소집단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반론이 지

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어졌다.

2. 홍보 활동에서 실천적 판단 내리기

2.1. 수업 상황

3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홍보 방법의 종류에 대

한 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에 대

해 홍보하는 홍보물을 자유롭게 제작하였다. 홍보의 내용, 대상, 방법, 전

략을 정하고 홍보하는 모든 과정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설계하고 실행

하였다. 학생들은 홍보할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구성하였으며, 교사는 학

생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선택한 홍보 대상은 다른 학급의 학생들을 포함해

서 유치원생부터 교무실의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했다. 이

는 교실에서 또래를 상대로 홍보를 펼칠 것이라 생각했던 연구자의 예상

을 훨씬 뛰어넘는 범위였다. 학생들은 홍보 방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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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켓, 포스터, 신문, UCC 등의 홍보 매체의 형태를 도입하였으며, 각

매체에서 활용하는 홍보 전략을 적극 도입하여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2.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권위의 공유

과학 교실이라는 사회적 장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권력 관계를 맺는데,

이 때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교사의 행위는 학생들

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며, 어떻게 배울 것인가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제약한다(Foucalt, 1982). 이와 같이 교실 내에

형성되어 있는 질서체계는 학생의 수업 참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

사와 학생 간의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교실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된 권위

모델을 제안하였다(Moreno-Lopez, 2005). 공유된 권위 모델에서 학생들

은 교실의 교육과정과 실행을 스스로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Basu(2008)

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가 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유된

권위 모델을 적용한 물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

하는 과정에서 행위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

을 확인하였다.

본 수업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권위를 학생들과 공유하여

함께 홍보 활동을 설계하였다. 교사는 여러 가지 홍보의 방법을 제안하

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

으며, 학생은 홍보 내용, 대상, 방법, 전략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

지고 자신이 목표한 대로 전략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는 교사에게 부여된

수업 설계의 권위를 단순히 학생에게 넘겨주거나 이양하는 차원이 아니

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행위성을 교사가 확신하고 이를 표출하고 개발

하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이 수업을 설계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참여구조는 학생의 개인적, 대인관계적, 정치적 권위를

증진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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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을 갖고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판단을 내리는 실천적 평가적

측면의 행위성을 드러내도록 기여하였다. 아래 담화는 홍보물을 구상하

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홍보 활동 설계 시작 단계]

100. 교사 : 지난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모둠마다 홍보

물을 만들거에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앞에 말했던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고 싶은지 모둠마다 의견을 모아보세

요. 

101. 전체 : (소집단별로 홍보 방법을 정함)

102. 학생 D : 쌤 저희 결정 됐습니다.

103. 학생 Q : 저희 결정 됐어요. UCC.

104. 교사 : 지금 방법을 다 정했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은 각자 홍보 활

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 어떤 스토리를 넣을 건지 각 조마다 활동

지를 하나씩 줄 거야. 첫 번째 활동지는 UCC 활동지야. 주제를 

먼저 정하고 줄거리와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정하고, 등장인물 역할

분담을 정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면을 찍을 건지 정하고. 네 

장소에서 네 장면을 찍기로 했는데 더 필요하면 더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동하면서 찍으면 돼요. (피켓활동, 포스터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활동지와 필요한 자료 받은 다음에 활동 시작해 보

겠습니다. 

위 담화에서 교사는 ‘정하고’ 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학생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학생이 홍보 활동을 설계하는 각 단계에 책임을

갖고 판단을 내리는 행위성을 드러내도록 지원하였다(104행).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부여됨으로

써 학생 중심의 참여구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본 수업에서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홍보물

을 만드는 환경을 제공받았다. 주어진 환경의 특성 상 학생들은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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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의 설계 단계부터 실천적 평가적 측면의 행위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행 과제 결정의 권한이 스스로에게 부여되었음을 지각하면

서 홍보물을 만드는 각 단계에서 여러 가능한 행위들의 경로를 판단하고

학습의 방향을 결정해 나갔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문제에 따라 홍

보 내용을 탐색하고 홍보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 자본에 기

반한 실천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분석은 학생 스스

로가 자신의 학습을 조절할 기회를 가질 때, 그리고 학생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 부과될 때 학생의 참여가 증가될 수 있다는 Osborne(2003)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평소 수업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공부할 거 풀고, 공부한 거 

적고, 시험 보고, 점수 확인하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거나, 좋아하시

겠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 수업에서는) 저의 역할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선생님이 주도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

낌이에요. 

(학생 G,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위의 면담에서 학생 G는 독감 예방법을 알리는 UCC를 만드는 수업에

서의 자신의 역할을 학습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주인공으로 표현

하였다. 학생 G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에 대해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에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때의 흥분감이 다시금 느껴지는 듯이

면담에 응했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수업 구성의 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참여구조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행위자로 기능한 예로, 전통적인 교사 중

심 교실 구조에서의 학생의 역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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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식 자본과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 홍보 내용 선정

타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는 활동 자체의 속성은 교실에서의 참여

구조를 교사와 학생이 아닌 학생과 홍보대상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확장

시켰다. 학생이 지식의 권위자로서 어떤 새로운 대상에게 지식을 알려주

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홍보 대상에게

신뢰성을 갖는 홍보 내용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목

표 아래 실천적 판단을 내리도록 지원하였다.

학생들은 홍보 대상에게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에 대

한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홍보

내용, 방법, 전략을 선정하고 실행하였다. 먼저 홍보 내용에 있어서, 학생

들은 내용으로 제시할 만한 과학적이고 유용한 자원을 풍부하게 마련하

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우선 1, 2차시에 수행하였던 소집단 논의 결과물

을 비롯한 일상의 지식 자본에서 홍보 내용을 유입하였다. 그 예로, 학생

들은 식중독에 걸리거나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경험과 질병에 걸

리게 된 원인에서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

다. 또한 집이나 학교의 어느 장소에 작은 생물이 많이 분포하는지를 통

해 작은 생물이 좋아하는 환경의 특징을 추론해 내었으며, 작은 생물을

퇴치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제습기를 사용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

하는 등의 가정에서의 청소 방법과 질병 예방 방법에서 유입하였다.

화장실에는 지금도 곰팡이가 있고요. 바이러스는 노로 바이러스처럼. 

동생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거든요? 격리시켜서 다행히 [저는] 걸리진 

않았죠. [동생은] 토하고 장난 아니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노로바이러

스 걸리고 나서 동생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잤어요. 아프다고 하면서. 

[엄마랑 아빠는] 안 걸리니까 그랬어요.

(학생 R,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학생들이 유입한 지식 자본은 홍보 내용으로 적합한 과학 지식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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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지식 자본의 활용에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지식 자본을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신중히 검

토하는 과정을 거쳐 지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뢰할 만한 지

식 자본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에 대한 소집단 논의 중]

55. 학생 G :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 그거 발효식품이잖아. 발효식

품. 치즈 넣고 태양이 이렇게 내리 쬐어가지고 곰팡이가 생겨서…. 

누런 곰팡이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 태양이 내리쬐는 곳. 

56. 학생 I : 그러면 화장실 같은 곳에는 왜 나는 거야? 곰팡이가? 

57. 학생 G : 화장실 같은 곳은 물기가 많으니까.

58. 학생 I : 그러니까. 그러면 햇빛이 내리쬐지 않는 곳에 왜 생기는거

냐고. 

홍보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경험적 지식 자본의 한계를 느낀

학생들은 홍보 내용이 갖는 지식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보건 교사를 떠올렸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보건 교사는 교내에

서 활용 가능한 자원 중 질병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가

진 인적 자원이었으므로, 학생들은 보건 교사를 찾아가 독감 예방을 위

한 대처방안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비슷하게, 교내에 게시되

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30초 손 씻기 공익광고지 내용을 참조하는 학생들

도 있었다.

[보건 선생님께 찾아간 이유는] 가장 정확하니까요. 감기랑 독감이

랑…. 우리는 인터넷에 찾아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직접 

배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보건선생님

을 출연시켰어요. 그래야지 신뢰성이 있으니까요. 애들이 안 믿으면 

어차피 대처방법도 모르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학생 I,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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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집단에서는 세균성 장염에 대한 UCC 내용을 구체화 시키

는 과정에서 홍보 대상에게 실제적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촬영 장소

가 필요함을 인지했다. 학생들은 교내의 텃밭을 촬영 장소로 선정하고,

텃밭에 있는 상추와 흙, 개수대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텃밭에서

흙이 묻은 상추를 씻지 않고 먹으려는 주인공에게, 안내자 역할을 맡은

학생이 흙에 있는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와 배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수대에서 씻어 먹으라는 조언을 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아래 전사본은

학생들이 텃밭에 출입하기 위해 교사를 설득하는 담화의 일부이다.

[텃밭에 출입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소집단 담화]

105. 학생 S : 텃밭에 가서 잠깐 상추만 따도 되죠, 선생님?

106. 교사 : 선생님한테 간략하게 설명해줘.

107. 학생 T :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는 게 있는데. 씻지도 않고 먹으려

고 할 때 말리는 거에요. 세균이 있으니.

108. 학생 S : (교사에게)입에 세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널리 퍼져

서 질병을 일으키죠?

109. 교사 : 그렇지.

110. 학생 S : 얘(학생 U)가 상추를 먹으려고 하면 멈추고 설명을 해. 

상추를 그냥 먹으면 세균이 몸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니까.

111. 학생 T : 호스를 찾아야 돼요. 씻어서 먹어야 되니까. 씻지도 않은 

상추를 먹으면 몸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라고 말

해. 

텃밭은 평소 학생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지만, 학생들은 홍보

내용의 실제적인 맥락을 구현하기 위해 교사의 허락을 구하고 열쇠를 얻

어 텃밭에 출입하는 열의를 보였다(105행). 교사는 학생들이 새로운 자

원에 접근하려는 이유를 물어보았고(106행), 학생들은 씻지 않은 채소를

먹었을 때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교사에게 설명하며 자신이 텃밭

에 출입하여 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었다(107, 10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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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행). Basu와 Barton(2009)은 삶에 영향을 줄 목적을 가지고 집단이

의도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들이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목표 실현에 적합

한 홍보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새로운 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행위성을 드러냈다. 학생들이 홍보 내용을 구성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실 구조는 학

생들이 보건 교사와 텃밭 등의 새로운 자원을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활용

하는 행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4. 인식적 권위를 고려한 홍보 대상 선정

학생들은 홍보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제에 대한 인식적 권위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보다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적 권위가 낮을 것이라 생각되는 다양한 대

상을 홍보 대상에 포함시켰다. 학생들이 선택한 홍보 대상은 주제에 대

해 배우지 않은 다른 학급의 친구들을 포함해서, 유치원생부터 교무실의

선생님과 급식실의 조리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했다. 교내의 병

설유치원에 방문하여 피켓 홍보를 펼친 소집단 학생들은 유치원생들을

홍보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집먼지 진드기가 잘 서식할 수 있

는 유치원의 환경적 특성과 작은 생물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들었다.

연구자 : 유치원에 왜 갔어?

학생 V : 애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요. 집먼지 진드기…. 애들은 어

리고 그러니까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애들은 학교 생활 통

해서 상식으로 아는데 애들은 배워도 이해력이 딸리니까 좀 더 정확

하게 알려주려고요.

(학생 V,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학생들의 홍보 대상 선정에 있어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또래나 어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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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평소 학생들보다 인식적 권위가 높은 교무실의 선생님을 대상으

로 선정한 점이었다. 이 소집단의 학생들은 인터넷의 실험 동영상을 시

청한 경험을 통해 컴퓨터 키보드에 대량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는 지식

자본을 소유한 상태였고, 교무실에서 키보드를 사용하는 교사는 이러한

지식에 있어서 자신들보다 전문 지식을 함양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또는 교사와 같은 어른들은 내용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실천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상기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지식 자본을 수업

자원으로 활용한 교실 구조는 주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적 권위를 높여줌

으로써 학생이 홍보 대상 선정에 있어서 판단을 내리는 범위를 확장시켰

다. 타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는 활동 자체의 속성 또한 학생과 홍보

대상이라는 새로운 참여구조를 형성했고,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범위를

넓혔다. 학생들이 각각의 홍보 대상을 선택한 이유와 대상에게 홍보할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5>와 같다.

<표 5> 홍보 대상을 선정한 이유와 홍보 내용

홍보 대상
대상 선정 이유

(작은 생물의 종류)
홍보 내용

유치원생

․유치원에 바닥에 러그가 깔

려 있음(집먼지 진드기)

․작은 생물의 위험성을 알지

못함

․집먼지 진드기의 위험

성

․발견 시 교사에게 이

를 퇴치하는 약을 뿌려

달라고 요청하기
주제에 대해

배우지

않은 다른

학생들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함

(세균)
․체육 활동 후 손 씻기

․복도에서 학생 간 신체 접촉

이 잦음(세균, 바이러스)

․기침할 때 손으로 가

리고 하기

교무실의 선생님
․교무실에는 키보드가 많고,

자주 사용함(세균)

․컴퓨터 작업을 한 후

에는 손 씻기

급식 조리원
․급식소에서는 먹는 음식을

조리함(세균)
․음식 조리 시 손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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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식 자본을 활용한 홍보 전략 선정

학생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홍보 방법과 전략

을 택하고 수행하였다. 자신들의 경험에서 비롯한 홍보 매체별 효과성에

대한 판단 결과, 홍보 방법으로 UCC를 선택한 소집단의 학생들은 동영

상 매체가 사람들의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고 언

급했다. 특히, 앞서 서술한 독감 예방 UCC 제작을 위해 보건 교사를 찾

아간 소집단의 학생들은 TV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게스트를 출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지식 자본을 활용하였다. 이들

은 UCC를 시청할 다른 학생들이 친숙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 대상인

보건 교사를 자신들의 UCC에 게스트로 출연시킴으로써 홍보 대상의 주

의를 끌고자 했다.

유장프도요. 유민호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도요. 막 어떤 사람 불러가

지고, 웃기려고 부른 것도 있긴 하지만, 자신[유민호]이 말하면 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게스트를 불러야 되는 거죠. 친구들이 그걸

[UCC] 보는데 더 집중해 가지고, 저희가 찍은 게 더 좋은 점수를 받

기 위해서도 있고. 제가 만약에 방송을 찍는다고 쳐봐요. 그럼 시청률

이 높아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청률이 높으려면 관심

을 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보건선생님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모르

는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다 지

나가 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선생님이면 ‘어, 보건선생

님이네’, ‘아는 분인데’ 이럴 것 같고, 사람은 아는 사람을 보면 아는 

척을 한다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 G,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피켓 활동을 선택한 소집단의 학생들은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였다고 답하였

다. 한 소집단에서는 보는 사람의 눈길을 잡아끄는 글짓기를 해 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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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학생 Y의 지식 자본을 활용하여 홍보 문구를 만들었다. 이 소집

단의 학생들은 “진드기를 없애야 할까? 우리의 건강을 없애야 할까?”,

“집먼지 진드기 스프레이 값 아낀 돈이 커다란 질병을 만듭니다”와 같이

보는 이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 문구를 만들기 위

해 오랜 시간을 들였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피켓 홍보를 한 소집단의 학생들은 어린 아이

들이 작은 생물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 예상하고, 노래나

율동을 덧붙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어린 아이들의 눈높

이에 맞게 몸을 낮추어 느리고 높은 목소리로 작은 생물에 대해 설명하

였으며, 집먼지 진드기라는 생소한 생물을 유치원생들이 어려워하자 이

를 ‘아주 무서운 벌레’라고 바꾸어 설명하였다. 포스터를 선택한 학생들

은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한 눈에 잘 들어오는 포스터를 만

들기 위해, 도표와 사진을 비롯한 각종 실제 데이터와 과학적 용어를 시

각적인 요소를 살려 배치하였다.

학생들은 홍보 활동의 설계와 수행 단계에서 스스로가 추구하는 다양

한 홍보의 방법과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는 행위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행위성의 발현

은 지식 자본과 새로운 자원의 활용이라는 자원 측면의 교실 구조와, 홍

보활동을 설계하는 권위를 공유한 것, 그리고 홍보라는 활동 자체가 생

성한 새로운 참여구조 측면의 지원 하에 더욱 확대되어 드러났다.

<그림 2> 홍보 방법과 전략의 예 (UCC/피켓/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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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목표 실현

3.1. 수업 상황

4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계속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교내에서 자

율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피켓 홍보를 하는 학생들은 전교의 교실,

교무실, 유치원, 운동장, 정문 등의 장소에서 학생, 교사, 유치원생, 불특

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포스터와 신문을 만든 학

생들은 복도 벽면에 자신들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그 옆에 서서 다른 학

생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설명하였다. UCC를 제작한 학생들은 동영상 편

집을 해야 하는 관계로 수업 당시에 다른 이들에게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추후의 면담에서 ‘자신이 성사시킨 결과물’을 보여주었을 때의

뿌듯함을 표현했다.

수업이 끝난 후,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과

자신을 둘러싼 위생환경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질병을 일으키는 작

은 생물로부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변화를 꾀하였다. 나

아가 이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생물에 대해 설명하

고 위생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3.2. 위생환경 개선 목표 수립

행위성의 투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Barton & Tan, 2010; Basu, 2008). 투사적 측면의 행위성 발현의 시작

점은 바로 학생이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는 프로젝트 학습에서 추

구하는 학습 방향인 학생들이 스스로 목적과 계획을 세워 탐구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문제를 스

스로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윤초희, 허남영, 2005), 문제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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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연결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

(Blumenfeld et al., 1991). 따라서 교사는 프로젝트 학습에서 적절한 스

캐폴딩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목적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켜나가도록 이끌

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스캐폴딩의 핵심은 교사가 학생에게 도움

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학습에 더 많은 책임을 갖도록 자극하면서 점

차 도움을 줄여가는 조절적 기능에 있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을 알리자’라는 공동의 목적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것에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이러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주요한 맥락 중 하나는 교사가 수업 도입에서부

터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학생 경험과 이에 대한 심각성을

떠올려보도록 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교실 담화는 수

업 도입부에 일어난 교사와 전체 학생 간의 담화의 일부이다.

[수업 도입]

1. 교사 : 오늘 작은 생물에 대해 공부할 건데, 집먼지 진드기, 세균, 바

이러스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 있어요?

2. 전체 : 네.

3. 교사 : (손을 들며)지독한 감기에 걸려봤다?

4. 전체 : (대다수 손을 듬)

5. 학생 O : 2년째 감기에요. 지금까지 있어요.

6. 교사 : 혹시 눈병 걸려 본 사람?

7. 학생 D : (손을 들며)다래끼. 쨌어요. 슥~피슉~ (피가 나는 시늉) 

억! 이따만큼 부어요! 막 이렇게 째면 고름이 촥~ 고름, 이렇게 막, 

이렇게 팍 째면(손으로 눈을 째는 시늉) 푸슉~ (목까지 고름이 흐르

는 시늉).

8. 학생 P : 빨개져요.

9. 학생 Q : 간지러워요.

10. 학생 W : 이따만큼 부어요. 잘 안보여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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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사 : 학생 W가 이야기 해볼까?

12. 학생 W : (손으로 눈이 가늘게 된 시늉)눈이 이만큼 부어요. 

13. 교사 : 그럼 눈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14. 학생 D : 째야죠. 

15. 학생 P : 아니요. 눈을 가려야 되요. 

16. 학생 D : 아닌데. 난 그냥 째는데. 

17. 학생 X : 병원 가요.

18. 교사 : 얘들아, 손을 눈으로 만지면 될까?

19. 학생 D : 안돼요. 손에 세균이 많아서.

20. 교사 : 자기 손에 있는 세균이 눈에 들어갈까봐?

21. 학생 P : 난 다래끼 났을 때 손 안 댔는데 왜 났지?

22. 교사 : 우리 이런 질병들을 더 심각하게 하는 작은 생물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 볼 거에요. 

학생들이 평소 겪어보았을만한 질병에 대해 떠올려보게 하는 교사의

발화(3, 6행)는 주제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교실 내로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학생들의 수많은 경험적

지식 자본들을 유입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이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생물과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질병(5, 7, 8, 9,

10, 12, 14, 15, 16, 17, 19, 21행)과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질

병을 일으키는 작은 생물을 퇴치하기 위한 위생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투사적 측면의 행위성 발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은 2차시의 소집단 논의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위

생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

에 질병을 일으키는 작은 생물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와 그것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 자본을 유입하는 논의를 통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의

위생환경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으며, 이는 자신에게 닥친 위생 문제를 해

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집 설계도에 작은 생물 스티커

를 붙이는 활동 중 이루어진 소집단 담화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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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설계도에 작은 생물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 중]

70. 학생 C : 베란다에 곰팡이 해야 돼. 우리 집에 곰팡이 있는 곳은 베

란다.

71. 학생 B : 나도 베란다에 곰팡이 있는데.

72. 교사 : 베란다는 왜 곰팡이가 많지? 

73. 학생 A, Y : 습기, 습기 차니까. 

74. 학생 A : 야 거실에는?

75. 학생 Y : 거실에는 이거. 매트에 집먼지.

76. 학생 B : 도마에 세균 진짜 많아.

[중략]

77. 학생 C : (설계도를 짚으며 소리 지르듯)곰팡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

78. 학생 B : 근데 왠지 곰팡이가 TV 뒤에 있을 거 같지 않냐? TV 뒤에 

자주 안 닦잖아!

79. 학생 A : 책상 뒤에는? 야 나 진짜 책상 뒤에 곰팡이 같은 게 있던

데?

80. 학생 B : 맞아. 책상에 가끔씩 곰팡이가 있어…. (설계도에서 거실

을 짚으며)집먼지 진드기가 거실에 짱 많네!

[중략]

81. 교사 : (설계도에서 책상을 짚으며)여기 곰팡이가 있네?

82. 학생 C : 책상 뒤에 봤는데 벽지에 다 슬었어요! 그거 다 뜯었어.

83. 학생 B : 지금도 아마 학생 C의 책상 뒤에는 포자가 전해지고 있을

거에요.

위 소집단 담화는 학생들이 수업 주제를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계 지음

과 동시에 일상의 생활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음을 보

여준다. 학생 C는 직접 관찰한 경험을 떠올렸고(70행), 학생 B는 TV 프

로그램에서 얻은 지식을 유입했다(76행). 이어서 학생 B는 청소를 잘 하

지 않는 장소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의심을 제시했으며(78행),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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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상 뒤 벽지에 곰팡이가 슬어있었다는 학생 C의 발언(82행)에 대해

아직도 곰팡이 포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83행). 이와

같이 학생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집과 학교의 어

느 공간이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생물이 분포하고 있음을 인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빠르게 증식하

는지에 대한 실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서 놀라움과 우려를 표현하

였으며, 여러 소집단에서 작은 생물이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갈 수 있다는 점을 주된 논의거리로 다루었다.

현재의 위생 환경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게 된 비판적 의식과 위급함은

다음 차시에 제시된 활동인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에 대

해 홍보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열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홍보하기’는 분명 교사에 의해 안내된 활동이었으나, 학생들은

단순히 교사의 지시나 안내에 의해 홍보를 하기보다는 홍보활동에 임하

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 예로, 학생

R은 평소 과학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낮고, 과학 담당 교사로부터 “의욕

이 없어 실험 활동에 소극적이고, 모둠원과 협력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본 수업에서 학생 R은 소집단 논의 과정에서

특히 바이러스에 관한 경험적 지식 자본을 풍부하게 유입함과 더불어 이

어지는 홍보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추후

의 면담에서 학생 R은 동생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온 가족이

고생했던 경험을 통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의 증상과 위험성을 알

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을 자신이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학생 R은 경험에서 비롯한 지식

자본을 통해 자신과 주제와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질

병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어야겠다는 확고

한 목적을 설정함에 따라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위성을 드러내었다.

과학이 학생들 삶의 맥락과 분리되어 있을 때, 학생들은 과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Rodriguez, 1997). 반면에, 삶의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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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연계된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과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

았을 때, 학생들은 공동체에서 과학의 전문가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Rahm, 2002). 본 수업에서 학생들이 학교 밖 실제 세계와 잘 연계된 주

제와 활동을 포함한 학교 과학과 마주한 것은,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목

적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형성하는 심리적 동인이 된 것

으로 드러난다. 아래 전사본은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의 일부이다.

주로 다른 과학수업에서는 교과과정에 맞춰서 했는데, 이거[본 수

업]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 다방면에서 재미있게 해요. 생활과 바로 

연관 지어서. 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야 하나? 평소 과학 수

업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로 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거

에 맞춰가지고 딱히 도움은 안돼요. 

(학생 Y,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수업 내용이] 우리 집에 좋은 영향 같은 것을 주니까, 잘 해서 엄

마한테 알려주고 실천하면 좋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

요.

(학생 Z,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학생 Y의 경우, 화학 원소 기호를 외우고 과학 관련 서적과 다큐멘

터리를 즐겨 볼 정도로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으나, 평소

의 과학 수업과 자신의 일상생활은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

는 것이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본 수업에서 학생 Y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과학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인지하였고, “다른 많은 사람들

이 작은 생물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더 건강해지므로 다양한 사람들

에게 홍보했다”고 언급하였다. 위의 두 학생은 자신의 일상과 밀접하

게 연관된 수업 맥락에서 형성한 유의미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일

상 공동체에서 특정 지식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신을 둘러싼 위생환경

을 실제로 개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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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교 안팎의 위생환경 개선

학생들은 본 수업에서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을 알리

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내에서 능동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투사적 측면의 행위성을 드러냈다. 홍보 활동을 처음 계획할 무렵 소극

적인 참여의지를 보이던 학생들도 홍보 대상이 자신의 홍보 내용에 관심

을 갖고 인정해줌에 따라 점차 자신감을 얻고 과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과학을 ‘아는 사람’으

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적극

적으로 과학 학습에 참여하게 되었으며(Blackburn, 2004), 학생이 갖는

행위성은 과학 학습에의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Goulart

& Roth, 2010).

수업이 끝난 후 일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활

습관 또는 위생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행동하였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

이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삶의 상태를 창조하고, 영향을 주며, 변형시키

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투사적 측면의 행위성을 드러낸 것으로 분

석되었다(Basu, 2009). 학생들은 수업 후의 면담에서 그들이 마주치는

일상의 상황을 좀 더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개인적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집에서 직접 뭘 해보기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진드기한테 안 좋은 

것들로 스프레이와 같은 걸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인터

넷에서 찾아서요. 진드기 없애주는 그런. 재료는 집에 있었어요. 침대 

이불 쪽이라든지 하는 곳에다가. [집먼지 진드기가]되게 해롭다는 것

을 알게 되고 나서 그런 게 정말 싫었어요. 진드기가 너무 징그러웠

어요. 내 방 말고 다른 곳에도 했어요. 

(학생 Y,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평소에 집먼지 진드기에 대해 몰랐는데, 알고 나서 집먼지 진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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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뉴스를 관심 갖고 보게 되었어요.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요. 

(학생 R,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처음에는 그냥 손 비누로 깨끗이 안 씻고 대충 씻었어요. 그런데 손

에 있는 세균을 보고[세균 배양 실험] 깜짝 놀라서, 그 후로는 비누

로 깨끗하게 씻어요. 

(학생 V,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학생 Y는 새로운 자원에 접근

하여 집먼지 진드기를 없애는 스프레이를 직접 만들어서 뿌렸고, 학생 R

은 작은 생물과 관련된 뉴스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게 되었으며, 학생 V

는 외출 후 손을 더 잘 씻는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꾀하였다. 학생들이 개발한 전략은 세상이 놀랄만한 획기적인 전략은 아

니었으나,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실

행과도 연관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자 노력하였다. 학생들은 어린 동생, 부모님, 학원선생님 등 자신보다 작

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적 권위가 낮다고 판단

되는 대상에게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생활 습관과 위생환경을 개

선시키고자 하였다.

동생이 아홉 살인데, 집에 들어오면 손도 안 씻고 과자 같은 걸 집

어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해줘서 이제는 좀 덜해요. 

(학생 V,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저희 아빠가 곰팡이 그런 거에 관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그런 

거에 관한 그냥 허무맹랑이에요. 백지에요 그냥. 막 화장실에 가면 곰

팡이 진짜 많고. 그런데 아빠는 그걸 그냥 놔둬요. 그래서 아빠한테 

충고하는 식으로 했죠. 곰팡이는 그렇게 습기가 많게 두면 아빠까지 

피부에 이상이 생긴다고요. 아빠 가뜩이나 피부도 이상한데 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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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안 된다고.

(학생 I,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엄마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요. 바이러스하고 집

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감염될 수 있어요. 집먼지 진드기는요. 엄마, 우리 생활 곳곳에 집먼

지 진드기가 있대요. 엄마, 습기 찬 곳에 곰팡이가 많이 생긴대요.” 

그게 엄마가 나중에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저 이야기한 거 생각났어요. 바이러스가 더러운 곳에서 많이 전염되

잖아요. 그러니까 “청결을 깨끗이 합시다”. 

(학생 G,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학원 선생님한테 곰팡이가 생기면 수건에다가 10분 정도 덮어놓으

면 곰팡이가 좀 덜하다고 알려줬더니 선생님이 알았다고 해봤어요. 

기분이 좋았죠. 제가 하란대로 해주니까. 

(학생 Z,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위의 담화는 학생들이 그들의 과학 지식을 일상의 삶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을 보여준다. 학생 I는 자신의 아버지를 작은 생물에 대한 ‘허무맹

랑, 백지’로 언급하면서 특정 지식에 대한 인식적 권위가 매우 낮은 대상

으로 표현하였다. 학생 I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작은 생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야 하는 대상이었으며, 아버지의 건강과 자신의 위생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충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 G는 자신의 어

머니에게 바이러스와 집먼지 진드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학생 Z는 자신이 지식을 알려준 대상이

이를 수용하고 그대로 실천하자 성취감을 느낀 듯 보였다. 이와 같이, 부

모님이나 학원선생님은 평소 학생들보다 지식의 권위가 높은 대상이었지

만 학생들은 이들을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본 수업에서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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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특정 지식에 대한 지식 자본을 공유하고 정교화하면서 이에 대한

합법적인 전문가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지식 전달과 위생 환경 개선의

책임을 갖고 부모님과 학원선생님에게 ‘충고’하고, ‘알려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학생들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교사에 의해 안내된 목적이 아닌 자신

의 필요에 의해 직접 목적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문가와 실

천가로서 행동하는 확대된 행위성을 드러냈다. 이는 Mallya 등(2012)이

제언한 바와 같이, 학교 과학이 학생들의 과학 교실 밖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Danns(2002)의 연구에서 흑인 학생

들은 그들이 마주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벌여 그들의 학교

시스템에 흑인 관리자를 포함하고, 흑인 역사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변

화를 일으키는 큰 규모의 행위성을 드러냈다. 본 연구의 학생들은

Danns의 연구에서처럼 큰 규모의 행동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위생 환

경 개선을 위한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어린 사람으로

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성을 드러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행위성 표현의 또 다른 차원에서, 학생들은 투사적 행위성을 보임과

동시에 질병에 대한 전문가로서 일상에서 지식의 권위자였던 부모님이나

교사와의 의사소통 패턴에 변화를 일으켰다. 아래 전사본은 1, 2차시 수

업에서 활용한 지식 자본의 출처에 대한 면담의 일부이다.

곰팡이 같은 지식은 엄마한테 듣거나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에요. 평

소에 청소할 때, 빨래 할 때, 그럴 때 먼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학생 J,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선생님한테서도 들었고. 환기도 선생님이 자주 시켜요. 밥 먹기 전

에 손 깨끗이 씻으라고 하고 체육 갔다 오면 손 깨끗이 씻으라고 하

고. 

(학생 V, 수업 후 학생 심층 면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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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위 전사본에서와 같이 본래 지식의 권위자인 어머니와 교사

로부터 작은 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받는 입장이었으나, 본 수업이 이

루어진 후에는 반대로 어머니와 선생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위치로 전

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작은 생물에 대한 지식의

권위자로서 평소 인식적 권위가 높은 타인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참여구조를 생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은 지식 자본을 활용한 공동의 지식 구성과 홍보 활동이라는 실

행에의 참여를 통하여 과학을 ‘아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합의된 인식을 형

성하고 있었다. 정체성이란 자아에 대한 이미지이며(Sfard & Prusak,

2005),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형성 된다. 인간은

능동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Roth, 2004), 학생들은 홍보 활동을 통해 전문 지식에 대한 합법적인 전

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였고, 이는 위생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목적

실행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직접 위생환경을 개선시키는 확대된 행위성

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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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본 수업에서 반복적, 실천적 평가적, 투사적 측면의 행위성을

드러냈고, 본 수업의 교실 구조는 크게 자원 측면과 참여구조 측면에서

학생의 행위성 발현을 지원하였다. 이를 요약한 내용은 <표6>과 같다.

<표 6> 학생 행위성 발현을 지원한 교실 구조

행위성의 분석적 차원

반복적 실천적 평가적 투사적

교

실

구

조

자

원

․지식 자본을 활

용함으로써

(1) 교사-학생 간

(2) 학생-학생 간

(3) 학생-개념 간

권위에 재분배가

일어남

․학생이 인식적

행위자로 기능함

․지식 자본을 활

용하여 홍보 내용,

대상, 방법, 전략

선정에 대한 판단

을 내릴 수 있었

음

․새로운 자원이

대안적인 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확

대함

․지식 자본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

의 목표를 세움

․지식 자본을 활

용해 주제에 대한

합법적인 전문가

가 됨으로서 인식

적, 지위적 권위가

높은 타인에게 지

식을 공유함

참

여

구

조

․학생의 지식 자

본의 가치를 인정

하는 교사의 신념

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참여구조

가 형성됨

․홍보 활동을 설

계할 수 있는 교

육과정 구성의 권

위를 교사와 학생

이 공유함으로써

학생이 판단을 내

릴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함

․홍보 활동의 속

성이 학생-홍보대

상이라는 새로운

참여구조를 만듦

․홍보 활동의 속

성이 학생-타인이

라는 새로운 참여

구조를 만들고, 신

뢰성 있는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성

해야겠다는 목표

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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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구조와 행위성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과학 수업에서 학

습자가 드러내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성과 이를 지원하는 교실 구조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과학 교실이라는 공동체의 실행에 참여하

는 데 있어 지식을 형성하는 책임을 갖고 자신의 목표에 따라 능동적으

로 학습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

였다.

학생들은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홍보하

기’라는 자신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과학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면

서 크게 세 가지 차원의 행위성을 드러냈다. 첫째, 반복적 행위성의 차원

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인 정보수령자에서 인식적 행위자로 변모하여 교실

내에 정립되어 있는 의사소통 패턴에 변화를 일으켰다. 둘째, 실천적 평

가적 행위성의 차원에서 학생들은 홍보의 내용, 방법, 대상, 전략 선정과

실행에 있어 실천적인 판단을 내렸다. 셋째, 투사적 행위성의 차원에서

학생들은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을 알리려는 목적 실현

을 위해 홍보하고 직접 위생환경을 개선시켰다.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

여 볼 때, 학생들이 일상의 지식 자본을 의도적으로 유입한 것은 홍보와

위생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실현을 향한 행동이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

은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실천적 평가를 통해 판단을 내렸다.

이와 같이 행위성의 세 가지 차원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드러났다.

본 수업의 교실 구조는 자원과 참여구조 측면에서 학생 행위성의 발현

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자원 측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

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 자본을 교실로 유입함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 간, 학생과 개념 간, 학생과 홍보 대상 간에 인식적, 지위적

권위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형성하

는 책임을 갖는 인식적 행위자로서 교실에 정립되어 있던 의사소통 패턴

에 변화를 일으키고, 위생환경개선을 위해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성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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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지식 자본은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연관성과 목표를 만들었고, 홍보 활동 설계 단계에

서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실천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도

왔다. 둘째, 참여구조 측면에서 학생의 지식 자본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를 수업의 실질적 자원으로 유입하려는 교사의 신념은 학생들이 상호작

용의 중심이 되는 참여구조를 형성했다. 이는 학생이 지식의 권위자로서

교사 중심 의사소통 패턴을 학생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였다. 또

한 홍보 활동을 구성하는 교육과정 구성의 권위를 교사와 학생이 공유함

으로써, 학생이 실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덧붙여,

홍보 활동의 속성 그 자체가 학생과 홍보 대상이라는 새로운 참여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는 학생이 신뢰성 있는 지식을 전략적으로 전달해야한다

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교수법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행위성을 드러내는 것을 지원

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 학생들이 일상의 삶에서 학습한

것을 적용하고 그 지식 자본에 지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과학 교실에서 소외되고 있는 과학에 대

한 교과 지식, 흥미, 참여가 낮은 학생들에게 있어, 이들이 가진 지식 자

본에 가치를 부여하여 유의미한 과학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식적 권위를 모든 학생에게 재분배함

으로써, 교실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지식 형성을 위한 협력적인 노력

을 하는 새로운 종류의 과학 실행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이 행위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개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환

경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한 차례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도 교실에 정립되어 있던 의사소통 패턴을 지속

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추후 교실 참여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업이 끝난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지

식의 권위를 가진 채로 타인과의 의사소통 패턴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실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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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된 행위성을 드러내고, 이것이 또다시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환적 고리를 드러낸다. 따라서 학생의 행위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

실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현할 때, 학교 과학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지식

의 수용자에서 벗어나 과학을 활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능동적인 행위자로 변모시킬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김현애, 강은희, 김희백(2015).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행위주체성 : 교수 학습 맥락을 중심으로의 제목

으로 생물교육 43권 3호 289-301에 게재된 논문을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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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plo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gency

expressed in the science project-based learning and how the

classroom structure support such agency. Four biology lessons were

developed for two fifth-grade classes in an elementary school. The

lesson topics covered on diseases - caused by mold, viruses, germs,

and dust mites - and its prevention. During lessons one and two, the

students actively discussed the topics based on their funds of

knowledge. In lessons three and four, students made video clips,

slogans, posters, and newspapers and then campaigned to inform the

public. Video and audio recordings of the small groups and

whole-class discourses, semi-structured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students, and students’ artifacts were used as data sour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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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students expressed

agency in three ways: 1) They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communication patterns in classroom as epistemic agents; 2) they

made practical evaluation in the design of campaign; 3) they launched

a campaign and improved sanitary environment to realize their goal.

The classroom structure of this class supported the expression of

students' agency by making it possible for students to use the funds

of knowledge and also to approach to new resources. Also, in the

aspect of participation structure,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student-centered participation structure, the nature of campaign

causing the new participation structure including students and the

targets of campaign, and sharing the authority of designing

curriculum with teacher and students supported the expression of

students' agenc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students’ agency by taking a

closer look at classroom structure that could position students as

autonomous agents.   

keywords : structure, agency, funds of knowledge, participation

structure, project-based learning

Student Number : 2014-2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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