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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高等學校의 經濟授業 鼎究*
-社會的 相互作用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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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오디오 및 비디오 테잎 녹화기록〉

( :동시에 이야기가 진행됨을 의미
I: 화자의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다른 화자가 등장하여 이야기함을 의미

.. 말을 길게 느러뜨렴을 의미
I: 약간 멈추고 난뒤에 다시 이야기함을 의미

II: 조금 길게 멈추고 난뒤 이야기함을 의미
S: 한 명의 학생을 의미

SS: 상당수의 학생을 의미
T: 교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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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병원에서의 의사와 환자，

양당사자 (i n

terms of

경찰서에서의 순경과 피의자，

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생 등 대화의

encounters) 사 이 에 서 일어나는 언어척 상호작용(또는 언어척 행동양

식)이 양 대화주체의 특수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비교적 유형화되어 있는 사회적 공간의 의사

소통방식 에 관한 연구는 象徵的 相효作用論者들이 나 做視-記述的

(Micro-Ethnographic)

鼎

究者들에 의해 크게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실 사회 제도속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보조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서 나용 자료와 연구결과들올 근

간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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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혀주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사실 중의 하

나는，

이처렵

“정형화된 사회척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양식의

결정에 그 공간의 특성과 대화

참여자의 문화적 배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 틀 안에서，
교 경제교육 교실수엽의 수업조직

이 연구는 한국의 정형화된 사회적 공간의 하나얀 고퉁학

(the organization of classroom

discourse) 을 중심으로

교실 상호작용의 한국적 유형율 이해 ( Verstehen) 하려 고 시도한다. 그려고 이러한 이해는 수
업에서

일어나는 언어척

행위의

의미 (Meaning) 를 중심으로 교실 상호작용 (cl a s s r o o m

interaction)의 숨겨진 측면이나 상호의폰척 (지금까지 주로 교육현상을 봄에 있어 교사의 행
위에 그 춧점을 두었음에 비하여) 수업진행의 파정에 그 춧정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관정에서 이 연구는 정형화된 사회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인의 상호작용방식

의 논의에 있어 교실 수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이 연구는

‘일상생활세계

(everyday-life) ’ 로서의

한국의 교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2) 이 연구는 교실이라는 제도적 틀속에서 특수한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교사
와 학생사이의 상호작용을

‘그러한 방식’ 으로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문화척

요

소들이 무엇인가를 밝혀줄 것이다.

(3) 이 연구는 연구방법의 측면에 있어서도 정형화된 사회적 공간의 대화를 분석하는 하나
의 방식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4)

이상에서와 같은 이론적 측면에서의 의의와 함께 이 연구는 교실수엽의 과정을 드러내

줌으로써 바랍직한 한국적 수업모형의 탐색에 하나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및 의의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l) 비교적 정형화된 경제교육 교실사

회의 일상생활세계로서의 수업구조와 (2) 이 세계속에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사회척 관
계를 가지는 이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유형 및

(3)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척 특성 풍을 밝

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곧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의 구체화에 있어

‘사회척 참여구조 (Soci a l

개념이 그 중심척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서 몇개의

participation structure) ’

라는

‘대화 이동 (turn- t aking)’ 을 포항하

는 ‘사회척 참여구조’ 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말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를 내포하고 있는 수업흐륨의 표현이다.
개념

형성파 관련하여，

교설수엽의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이동이나 사회적 참여구조의

언어척

상호작용을 연구한

Mehan (1979) , Erickson

(1982, 1986) , Phillips (1972) 풍의 작업은 한국의 교실이란 사회적 공간을 분석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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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인 이론 틀을 제공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목척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서울지역의 어느 고둥학교 2학

년 교질의 경제수업에 대한 참여관찰 (Field
서 이 참여관찰은 주로 마시기술적 연구방법

불리우는 방볍을 사용하였으며，

Study

또는

Case

Study) 을 실시하였다. 여기

(Micro-ethnographic research metho d) 으로

이를 위한 도구로서 환찰된 수엽의 메모，

학생 및 관찰되는

교실의 교사와의 대담 ( i nt e rvi ew) , 수업시간의 녹음， 비데오 카메라를 통한 녹화 둥을 이용
하였다.

여기서 특히 비데오로 녹화된 태이프의 분석이 크게 이용될 것이며， 이는 미시-기술

적 연구의 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녹화된 비데오 태업은 이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수업현장을 그대로 담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즉， 비데오는 처음에는 그냥 설치만 해두었으며，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

비데오 녹화에 크게 신경쓰지 않을 만큼 익숙해진 뒤에 바로소 녹화를 시작하였다. 이는 교실

수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가식되지 않은 자료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좀더 구체척으로 말하여 몇가지 수준의 연구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관찰되는 교실
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관찰되는 교실의 즉시적

environment) ,

학습환경

(Immedia te learning task

경제교육 내용구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유형 퉁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수준들의 연구를 위해 10개 월 동안의 교실수업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경제수엽이
녹화되었다.

이와 함께 참여관찰의 중간과정에서 관찰원 것의 ‘확인과 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연구자 및 관찰교실의 교사 그리고 다른 교사에 의한 여러 차례의 회합이 이루어졌

다.
여기서 관찰된 대상교실과 관련된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

상이 된 교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는 서울의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 지
역은 상업지역과 주택지가 겹쳐져 있으며， 매우 다양한 계충의 사랍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
러한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찰 대상인 교실이 속해있는 이 학교에는 다양한 계충에서
오는 학생들이 입학한다. 그러나 대체로 중산충 이하의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입학

한다. 한 반에 대학을 나온 부모를 가진 학생이 10 명 이내이며 나머지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

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학 학생의 다양한 분포로 언하여 교사는 교실수업에서 어느 수춘의 학생을 표준으
로 하여 수업을 전개해야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교사는 이에 대하여 이
렇게 말했다 •

... 어차피

내가 교실의 모든 학생올 이해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대학에 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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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교과서의 분량도 모두가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률 넘어서고 있다. 여
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교실에서 10여 명 정도라도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최
선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

(인터뷰 - 1 8)

이는 관찰된 교실이 어떠한 수엽의 분위기를 가칠 것인가를 잘 말해준다. 한국의 고둥학교
교실이 대학입학시험이라는 철대척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서 좋은 접수를 받게 하는 것

이 현장교육의 실질적인 첫번째 과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위의 교사
인터뷰가 지니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관찰된 교실수엽의 교사는 사범대학의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한，

13년 의 교사 경력을 가진 사

랑이다. 그는 40대 초반의 나이였으며， 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친절하고 실력있는 교사로 알려
져 있었다. 실제로 그는 학력고사의 사회문제를 때때로 척중시켜 그의 실력을 증명하기도 하
였으며， 서울 시내의 학생들이 많이 보는 사회 참고서의 저자이기도 하였다.
그의 수업 방식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 사회 교사가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

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력고사의 문제에 대비해 주고，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교과서의 진도를
제때에 끝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셜명과 해설의 교사 중심의 수업을 천개하였다. 이러한 교
사의 수업 전개방식은 다음 장의 수업 분석에서 좀더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그는 교실 수업에서 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필요없는 부분의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심지어 중학교의 사회과목과 중복되어 있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부분이나， 자신이
판단하기에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부분은 수
업에서 크게 취급하지 않았다.
이 학급의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는 외워서 시험치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 학생의

이야기는 이를 잘 대변해준다.

“ ..... 사회는

외워서 시험쳐요. 션생님의 셜영과 교과서의 줄친 부분올 중심으로 시험치기 며칠 전

에 공부해서 시험치면 되요. 그리고 사실 사회과목에 많은 시간올 들일 훨요가 없어요. 학력고사에
서 문항 수도 적고，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비융도 작아요. 그래서 시험치기 전에 잠시 공부하고 외워
서 시험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

(인터뷰

25)

이 학급의 사회성척은 반평균 63점 정도이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한 성적분포는 다음과 같다.

2.

경제 수업 분석에 대한 연구 동향과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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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왼 학급의 성적분포〉

이

연구의

structure)
수 있다.

대상이

되고

접수급간

학생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 이하

1
8
8
15
15
5
3

있는

敎師，

學生，

그리고 學習內容構造 ( A c a d e m i c

task

사이의 相互作用은 학교 교실에서의 敎授-學習 過程의 가장 核心的인 것으로 볼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실제 교과목의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사회(과)교육의 일부분인 學校經濟敎育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에 관한 연구는 經濟敎育의 敎授 學習 過程에 있어 핵심척인 것인 데에도 불구하

고 사회 (과) 교육이나 경제교육에 있어서 (그것은 교육 일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크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단지 부분적으로 체리홈즈 ( C h e rry h o l m e s， 1985) 나 제언 화이트 ( J .

White , 1985) 그리고 멜락 ( A rn o Bellack , 1966) 등에 의하여 언급되고 연구되었다. 체리
흉즈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버마스의 평‘思 減通理論을 배경으로하여 학교교실에서의 원활한 의
사 전달을 이야기하였으며 멜락의 경우에 있어서는 寶證主義的 分析에 입각하여 비트겐슈타인
의 언어게임을 바탕으로 경제교육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언어를 분석하였다.
제인 화이트는 사회교육 (Soc i a l

studies)

그리고

교실에서의 연구는 교사의 권위나 교수 방법에 관

한 것보다 교사와 학생사이의 수업 전개에 관한 서로의 예측에 관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을 文化 記述的 鼎究方法 (Et h n ogra phy) 을 통하여 지적하였다.
이러한 소수의 연구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의 몇가지 주
제들에 집착하였다. 즉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교수-학습 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 하나는 교사교육의 개선이나 교육 내용 (E c ono m i c
knowledge)과 관련한 학습 방법의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지식의

이해에 있어 여러가지 교재들의 효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교재에 관한 연구들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특성이나 교사의 성격에 관심을 두었
다. 즉， 이들 연구들은 사회과나 경제교육의 교사 및 정책 수립가들에게 단지 교육 실제의 매

우 낮은 수준에서 교실에서 무엇이 그 움직임을 만드는가 (wh a t

works in th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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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알려주려 노력하였다.

이와같이 지금까지 행해져온 연구들은 日常 生活 世界에서 교사와 학생이 경제적 지식 내용
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제교육 교실을 고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첨들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전통적인 연구들은 실제적인 일상생활로서의 경제교육 교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답하려는 노력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교육의 學習 主題 構造 (L e arn ing

task

structure)에 관한 고려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

였 을 뿐만 아니 라 經濟 (敎育) 內容 構造 (Economic
될 수 있는 교실에서의 社會的 參與 構造 (Soci al

task structure) 와 문화적 으로 유형 화

participation

structure)와의 관계에 관하

여도 깊이 있는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순간 순간 일어나는 상황들이 수업 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교실에서의 상호작
용의 유형은 그것이 일어나는 실제척 맥락속에서 형성됨과 함께 그 교실이 속해있는 사회의

교육문화적 영향속에서 형성됨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일상 생활 세계로서의 경제교
육 교실에 관한 지식은 일면 民生的 陽究者 (Et h n o m e th odo lo gi s t) 들의 용어와 비슷한 의미
에서

‘地城的 知識 (L oc a l

knowledge) ’ 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하겠다.

위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이 고려하지 뭇했던 여러가지 교실 수엽의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이
연구는 한국 경제교육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상호작용(교사， 학생 및 경제 내용
구조 사이의) 유형을 확인하려함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연구는 한국의 경제교육 교
실에서， 교수되는 경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개개의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分析的이고 記述的인

narrative

그리고 生活 이야기척인

說明 ( A n a l y ti c a ll y

descriptive

accounts)을 제공하려함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교육 현장의 질적인 연구 기법 중의 매우 정형화된 微視 記述的인 方法 (Microethnog ra phic

research method) 을

이 용한다.

이와 같은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가지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하나의 질문은
“과연 한국의 경제교육 교실은 무엇인가T이다. 결국 이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은 한국 경제교
육교실에서 교실사건 (C la s s roo m)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제교육 수업구조의 묘사에 우선 그 중
심을 둔다. 그리고 이에서 우리는 韓國 經濟敎育敎室 授業 相互作用의 典形的언 類形에 대하

여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질문은 한국
의

“경제교육교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이다. 이 질문은 물론 첫번째 질문과 깊이 연관

되어 있다. 즉， 이 질문에 답한다는 것은 經濟 內容 構造 ( Ec on om ic

task

structure)를 중

韓團高等學按의 經i홈授業 h규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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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한 교사와 학생사이의 敎授-學習의 相互作用이 韓國 經濟敎育敎室에서 그 시간 經濟敎
育의 課題를 어 떻게 相互 依存的으로 이루어 나아가 (J ointly

produce) 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다. 대체로 이러한 조사는 경제교육교실에서의 대화 진행 절차 및 학습되는 경제 내용과 관련
된 상호작용 유형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플에 답하기 위하여 敎育現像의 質的(解析的)인 鼎究方法들이 가

진， 그 중에서도 특히 微規 記述的 ?iff究論者들이 가진 몇가지 기본적인 생각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선 경제교육교실에서 일어나는 언어적인 상호작용들은 그 의미가 한국 경제교육
교실의 狀況 (Co nte xt s

or

Situations) 에 근거하여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교육교

실에서의 캉의는 기본적으로 사회과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수
엽 의 목적 달성 을 위 한 구체 화 과정

하여 구성된다는 것이다.

(the process of reformulation and specification) 에

마지막으로 수업의 상호작용은 전방척

(Retrospectively) 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Prospectively)

의

및 후방적

경제교육교실에서의 어떤 행위의 의미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행위들이 끝날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에 기초하여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을 기술-분석함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
교육교실이 과연 어떠하며， 좀더 구체적으로 교실에서의 社會的 統制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

수되는 경제 내용 (Tau gh t

economic content or

task) 은 어떻게 교수-학습되는가를 밝혀낼

수 있다. 즉，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한국의 경제교육교실에서는 무슨일이 일어
나고 있는가?"에 좀더 잘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 경제교육

교실을 자세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성공적인 경제 수업을 이루게 하는가?"에 대
하여도 가치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경제교육 측면에서의 의미와 함께， 이 연구는 교실 연구를 위한 교육현상의 연구 방

법론의 측면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단지 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생(틀)사이의 단순한 授業 흉與構造나 아니면 敎育 內容 그 자체의 분석을 주로 해온 데 반
하여 이 연구는 그들 兩者를 합쳐진 것으로서 통시에 고려함으로서 그날의 수업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日常的인 授業의 進行”을 분석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교실수엽의 행위의 의미들이 그 교육 내용 구조와 관련된 상태에서 妙寫-分析的으로 밝혀
짐으로서 우리는 韓國의 敎育現狀에 대한 價f直있 는 理論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의 바탕
위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韓國 敎育學의 成立을 생각할 수 있을른 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

‘妙寫-分析된 것의 塵빼’ 은 현장의 교사나 정책 수립자

들에게 교실수업의 개선을 위한 바랍직한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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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자신이 학생들에게 보내는 그리고 학생 (들) 이 그(틀) 에게 보내는 메세지

(Message)

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알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수립가들은 ‘日常 生
活 世界로서의 敎室’ 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에만 “무엇이 고쳐져야
하고 무엇이 그럴 필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이론적언 틀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微視-記述的인 ~究技術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답하려고 노력한다.
1.무엇이 韓國의 高等學按 經濟授業언가? 이는 경제교육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구조를
중심으로 수업 상호작용의 유형에 관한 질문이다.
2. 한국의 고둥학교 경제 수엽은 어떻게 進行되는가? 이는 社會的 參與構造의 파악에서 시작
한다.

3. 이 러 한 질문에 답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고등학교 경제수엽의 改善을 위한 示魔點은 무엇
인가?

I I.

고둥학교 경제교실의 상호작용유형 이해를 위한 개념

경제교실에서 한시간의 수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이미 몇몇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 과정에서 한 시간의 수엽이 수업의식 단계， 확인 단계， 교수-학습 단계 및 교수-학

습 마감 단계와 종료단계로 진행된다는 사설을 발견하였다(조영달，

단계는 그 시간 수엽의 목표가 달성되는 핵심적인 단계였다.

1989).

여기서 교수-학습

그리고 각 단계는 전체 수업에서

그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 시간의 수업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고퉁학교 경제수엽의

‘일상생활 세계’ 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그것은 학교수업이라는 매일 매일 되풀이되는 학생들의 일상척인 삶의 일부분일 뿐만아
니라， 그속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우리 문화가 가지는 상호작용유형의

특성

들을 반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전체적인 조직과 구성을 가지는 경제수엽이 구체적

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에 춧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한다.

장에서 본 바와 같이 교수학습의 주제학습세트에
제학습세트에

특히 수업활동의

핵심은 앞

있다고 판단되며， 여기서 이 장의 논의는 주

그 춧정이 맞추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하나의 중요 개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는 교사와 학생의 상

韓國高等學校의 經濟授業 鼎究

호작용이 지니는 사회적 참여구조 (s o ci a l

participation structure:

다. 교실의 언어사용에서 인식될 수 있는 하나의 단위
호작용의

이하 SPS로 대신함)이

1981) 로서 ， 설제로 수업 상

(Charles ,

기본 분석 요소는 대화이동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수업진행은 이러한

대화이동을 통하여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참여구조를 형성한다.

여기서 교실의 사회조

직 속에서 대화이동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참여구조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여 야 하는가의

교실 담화 참여 자의

155

권 리 와 의 무를 함유하고

언제， 무엇을

있다 (Erickson

et aI ,

1977).
이와 같이 대화이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참여구조가 형성되며， 여러 개의 사회적 창여구조는
주제학습세트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학습세트는 교실 경제수업의 핵심을 이루기때문

에， 우리는 경제교실 수엽의 대화이통과 사회척 참여구조를 밝힘으로서 한국의 교실 경제수엽
이 지니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유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경제교실이라는 정형화된 사회적 공간에서

의 사회적 참여구조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서 사회척 참여구조는 경제학습 환경이라
불리워질 수 있는 요소들(예를 들어 입학시험의 출제예상 내용 등)과 교수-학습되는 경제내용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경제수엽의 사회척 참여구조는 경제내용과

같이 논하여져야한다는 견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조영달，

III.
1.

서

우리는，

1989).

경제수엽의 사회적 참여구조

언

대화이동을 통한 수업 흐름에서， 교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행

사하면서 다같이 수업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이러한 교설 사회에의 참여
형태를 우리는 앞에서 사회적참여구조라 정의하였다. 실제로 이는，
동보다는 넓은 범위의 교실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앞 장에서 논의한 대화이

한국 교실의 경제수엽이 지니는 상

호작용 상의 (교사와 학생의) 특정을 추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경제교실의 수업 상호작용은 다른 수업에서도 그러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협동적으로 이루어진다(조영달.

1989, chapter 4).

이처럼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

여 만들어낸 경제교실 상호작용 행위는 다루어지는 경제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형태가 달

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영달 ( 1 9 8 9)의 연구는 일반적언 경제주체

와 사회 적 인 문제 와 연 결된 경 제 주제

(GT: general topic)

(CERT: current event related topic) 는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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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형태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CERT 는 GT가 지니지 않은 수업 참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참여구조와 학습주제가 관련되어 있음은

Au &

Jordan (1980) 의 국어 원기 교실이나 Erickson & Schultz (1982) 의 국민학교 산수교실에
서도 이미 중명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척인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둥학교 경제교실이

지닐 수 있는 상호작용 상의 특정을 이해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다루어지는
경제주제와 사회척참여구조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아니다. 이 장에

서는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경제교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회적 참여구조
들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찰된 경제교실이 지니는 사회적 참여구죠에 있어서의 특정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앞 장의 대화이동 양식과 어우러져 한국 고둥학교 경제교
실의 상호작용 유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2.

관찰된 경제교실의 사회적 창여구조

주제학습세트에서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몇가지 유형의 경제수업의 사회적 참여
구조가 발견되었 3며，

이러한 참여구조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대략 5 가지 의 기준들이 사용

되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들은

Florio & Schultz (1982) 의

몇가지 기준들과 교설 현장의

관찰에서 연유하는 몇가지 연구자의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그 하나의 기준은 한번에 얼마 만큼의 사랍들이 주 대화자 (p ri m ary

speaker and

attender)로 대화에 참여하는가이다. 이는 한 사람내지 특정 집단의 몇 명일 수도 있고， 때

에 따라서는 많은 수의 사람일 수도 있다.
두번째의 기준은 수업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랍들의 역할수준에 관한 것이다. 즉， 오든 사

랍이 동퉁한 참여자격을 가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주된 역할을 하는 반면

나머지는 종속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어느 한 학생에게 책을 원게 할
경우， 교사와 교사에게 지명당한 학생은 수업상호작용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학생은

이들의 상호작용 결과에 영향올 받으면서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
럽， 상호작용 참여자 모두가 주된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종속적인 역할로 상호작용에 참여하

는 사랍이 있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 참여구조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었다.
세번째의 기준은 한번의 상호작용에 몇개의 대화의 장 ( c onve rsati onal

floor)

이 존재하는

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여러개의 대화의 장이 동시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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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단지 하나의 대화의 장이 있는 경우이다.

네번째의 기준은 누가 먼저 주된 역할을 하는 화자 (pr i ma ry speaker) 이 냐 하는 것이다.
주로 관찰된 교실에서는 교사가 먼저 주된 역할을 하는 화자이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학생이
먼저 상호작용을 주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설명 다음에 질문을 한다거나， 자신의 경

험을 이야기하여 교사의 설명을 보완해주는 경우 둥은 학생이 먼저 주된 역할을 하는 화자가
되는 경우의 예들이다.

마지막 기준은 대화의 장에 교사가 있느냐하는 것이다. 관찰된 교실의 대부분의 주제학습세
트에서 교사는 대화의 장에 있었다. 그러나， 아주 드몰지만， 간혹 대화의 장에서 교사가 제외
될 수 있다.

중학교 경제교실 수업에 관한 조영달(1 9 89)의 연구는

CERT

학습세트에서 자주

교사가 대화의 장에서 제외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찰된 고퉁학교 경제교실에서

는 이러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관찰노트 자료는 딱 한번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 분류기준은 나중에 중학교 경제수업과의 비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들이 사회적 참여구조의 분류 기준들이었다. 이러한 기준들이 있고 없음이
나， 어떤 식으로 폰재하느냐에 따라 사회척 참여구조의 형태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그리
고 이 분류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참여구조가 개념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
상척인 유형의 참여구조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며， 관찰된 교실에서 자주 보여지는 사회척 참

여구조의 유형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다음은 관찰된

경제교실의

주제학습세트가 지니는 사회적

참여구조 ( S P S :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의 유형들이다.
1) SPS-l

유형

이 유형의 참여구조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먼저 주된 화자가 되며， 이어
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화자가 되어 상호작용에 참여한다. 이 경우 대개 하나의 대화의 장
이 존재하며， 이 대화의 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동둥한 자격의 주된 화자이자， 청자

(attender) 이 다.
이 유형의 참여구조는 교사가 학생 모두에게 먼저 교수 목적을 가지고 반응을 유도할 때에
나타난다. 이 때 학생들은 교사가 말한 것에 관해 반용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에서 곧

이어 상호작용에 명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학생이 화자가 되어 집단척인 대답(반
응)을 교사에게 주고， 교사는 청자가 된다. 이 경우 화자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직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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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에 창여하지는 않지만， 참여의 자격은 화자로 반웅하는 학생들파 동둥하게 지난다. 이
유형의 ‘참여구조는 관찰된 교실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교사는 “6 0여 명 의 학생을 가진 교
실에서 자주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관찰노트 자료- 1 9) η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교사가 철판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표현하거나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 할 때에도 이 유형과
거의 버슷한 형태의 참여구조가 형성된다.

즉，

교사는 주된 역할자가 되어 학생들의 반웅을

유도하고 전체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사의 판서내용을 공책이나 교과서의 번 여빽에

필기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 역시 동등한 자격을 지닌 다수의 참여자와 하나의 대화의 장， 교
사의 주도적 역할 둥이 있다는 정에서 이 유형과 비슷하게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교사의 유도와 반웅이 직접척인 것이 아나라는 점에서 이를 어느 정도 구별하여

SPS-1

로 개념화하기로 한다.

2) SPS-2

유형

이 유형의 참여구조에서는 교사가 주된 화자로서 특정학생 또는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여 상호작용을 먼저 시작한다. 이때 나머지 학생들은 이들의 상호작용에 직접 참여하

지는 않으며， 이들의 상호작용 결과에 종속적 또는 부차적으로 반웅하게 된다. 그리고 곧이어
교사에 의해 지명된 학생들은 교사의 유도에 웅답할 의무를 지니고 화자로 나서게 된다.

이

경우 역시 나머지 학생들은 상호작용의 간접적인 참여자로 남게 되며， 교사가 주된 화자로 둥
장하였을 때와 같이 직접적인 청자인 학생들과는 상호작용에서 같은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
유형의 참여구조에 있어서도 주로 대화의 장은 하나이다. 그러나 가끔， 매우 드물기는 하지
만， 간접적 참여자인 학생들 사이에서 대화의 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유형의 참여구조는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특정 집단(예를 들어， 1 분단
학생들， 점심 시간 전에 도시락 먹은 사람 등)의 학생들에게서 반웅을 유도할 때 주로 발생한

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척 참여구조는 중학교 경제수업에서는 상당히 자주 발견되지만， 이 연
구에서 관찰된 교실에서는 혼히 보여지는 창여구조가 아니었다. 아마도 이는 고둥학교로 옮아
오면서 보여지는 중요한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3) SPS-3

유형

이 유형의 참여구조에서는 교사가 먼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주된 화자가 되고， 나머지 학
생은 수업 상호작용의 간접적인 참여자가 된다. 그런 다음 교사에 의해 지명된 학생이 교사의
유도에 매개물(교과서)을 통하여 반응하게 된다. 즉， 지명된 학생은 교재를 읽음으로서 교사
의 유도에 반응하게 되며， 이것은 교사의 의도이기도 하다. 이때， 이 유형은 앞의 유형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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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척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교과서를 원는 학생을 따라

같이 교과서 내용을 숙지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물론 지명된 화자(교과서를

읽는 학

생)와 동둥한 참여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유형에 있어 대화의 장은 하나이다.
이 유형의 참여구조는 교사가 특정 학생을 지명하여

때 다른 학생들은 이를 묵독하는 경우에 잘 나타난다.
교실에서

자주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다.

다. 이 유형의 참여구조에

있어，

교과서를 원게 하고， 그 학생이

읽을

그리고 이 유형의 참여구조는 관찰된

또 때때로 교사는 임는 부분을 밑줄치게 하기도 한

학생들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학생

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모두가 교사의 유도에 대하여 일종의 반웅 의무를 지니
고 있다는 점에서， 수업 상호작용 참여자로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 하겠다.

4) SPS-4

유형

이 유형의 참여구조에서는 교사가 주된 화자가 되어 처음에 반웅을 유도하는 것은 앞의 유
형들과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서 앞의 유형들과는 전혀 다른 참여형태를 보게 된다. 즉， 교사
의 유도 이후，

교실은 일정 유형의 참여 의무와 그 참여의 형태가 잠시동안 무너지고，

여러

개의 대화의 장이 폰재하게 된다. 각 소집단의 학생들이 서로 대화의 장을 개설하고 각기 다

른 대화의 장에서 그들끼리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 경우에 교사는 참시동안 교실의 대화의 장
에서 제외되고， 수업 통제력을 읽게 된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경우가 모두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의 참여구조는 수업에 활력소를 제공하기도 하
고 학생들의 홍미유발의 측면에서 일종의 “교육척 전기

기도 한다(조영달，

5) SPS-5

(educational

breakthrough)>>가 되

1989 , pp. 153-166).

유형

이 유형의 참여구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유형과는 탈리 학생이 먼저 주된 화자가 되어 상

호작용을 시작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
부차적인 참여자로 남아있으며，

여기서 주된 화자가 되지 않은 학생은

이들과 주된 참여자가 된 학생들과는 수업 상호작용 창여의

자격이 동등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대화의 장이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형의 참여구조는 혼히 수업 상호작용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또는
교사의 유도가 상황에 적절하지 않아 학생이 이에 개업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중학교의
경제 교실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참여구조가 자주 발견되나， 이 연구에서 관찰된 경제수업에서
는 그려 혼한 유형은 아니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관찰된 경제교실의 사회적 참여구초 이외에도 주로 우발적 또는 즉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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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pro visa tiona}) 이 거 나

기대되지않은( unexp e ct e d)

학생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의 참여에

의해， 위에서 본 바와는 다른 참여구조가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사의 유도 도중에 학

생이 끼어들 수도 있으며， 특정 학생의 반웅 도중에 다른 종속적 (또는 부차척) 참여자가 끼어

틀 수도 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참여구조를 이 연구에서는 일일이 다루지는 않는다. 이
는 이 연구의 주요 목척이 정형화된 고등학교 경제교실의 상호작용이 지니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즉시척 상황의 참여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경제교설의 상호작

용이 지니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지만 이는 다른 연구의 주제로 넘기기로 한
다. 왜냐하면 이는 또다른 이론척인 즐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에서 우리는 이상의 유형이 관찰된 경제교실의 주제학슐세트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고등학교 경제교실 사회적 참여구조의 특성

이하에서 우리는 하나의 주제학습세트를 예로 하여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참여구조의 특성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는 수요의 볍칙에 관한 주제학습세트이다.
〈주제화습 세트: 수요의 법칙〉

(1)

T: 지 금 우리가 X재 가격 10원 ，Y 채 가격 5원 이런 가갱을 하고 봤는데 재화의 가격이 변하

지 않으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SS:

(2)

없어요.

T: 그 래 서 이 가격이 변했올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개의 재화중 X재 가격이 변했올때 또 어떤

결과률 얻을 수 있을지

보겠어요.

(손목 시계률 한번 내려다 본다.)//(먼저번에

얽던 이현정울 보

며)좀 더 원올래? 고만 읽을래?
(ss: 와와)

T:

이재선 읽어， 밑줄치세요.

S( 이 재 선 )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의 변화 / 다음으로， X재의 가격이 10원 에 서 20원 으로 상승하
여

(3) T: 됐 어 ， 얽어.
S( 이 재 선 )

: 같은 개수의 X재 률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2배 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연 X 재 에 지

출된 1 원 어 치 의 한계효용은 표 5-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표 5-1 에 비하여 반￡로 줄어든다. 앞으로
우리는， 합리척인 소비률 위해서는 두 재화의 소비에 지출되는 1훤어 치 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상
품의 소비률 조정하여야 합올 알았다. 그러므로 가격의 상숭으로 1훤 어 치 의 한계효용이 감소한 X재

의 소비는 감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T: 그만 / 요기서 조금전에 밑줄치는 것올 빼먹었는데 다시 치겠어요. “그러므로 가격의 상숭
으로 l 원 어 치 의 한계효용이 감소한 X 재 의 소비는 감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단 밑줄 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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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뒤에 성명하겠어요. 읽어.

S(이 재 선 ) : 표 5-2의 3행 과 6행 올 비교해보면， X재 가격이 상숭한 후에도 계속 X채 4단위 와 Y
재 13 단위 를 소비한다연， X재 1 원 어 치 의 한계효용은 15 이 고 Y 재 1 훤 어 치 의 한계효용은 30으로 서
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X 재 의 가격이 상숭한 새로운 상황에서도 이 소비자가 천 처럼
X 채 4단위 와 Y 채 13단위 률 소비하려면 145원 을 지출해야 하는데，
T: 밑 줄

(5)

S(이 재 선 ) :소득은 여전히 105원 으로 한청되어 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른 X재 의 소비률 줄여서

X 채 2 단위 와 Y 재 13 단위 률 소비하여야만 두 채화의 한계효용 ( 3 0)이 같아지게 된다.

(6) T: 그만，
얽어.

이재선:여기에서 우리는， 합리척인 소비률 하기 위해서 한계효용균풍의 법칙에 따라 소비률 해야
한다는 것올 알게된다.

(7) T: 네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대충 읽어본 부분에 밑줄올 쳤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
요지가?

〔가격이 오른 채화의 소비량은 결파척으로 뭐하

ss:

(가격이 9..".

는 것이/ 줄이는 것이 좋다 늘리는 것이 좋다?

ss:

(줄이는 것이 좋다.

(8) T: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합리척인 뛰률 충족할 수 있다? (소비률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ss:

(소비

(9) T: 그 럽 한 번 보자 이거에요. 역시 표 5-2. 여기다 밑줄치고 원었던 부분올 다시 한번 보겠
어요.

1/

ss:

(교과서률 한번 내려다 보고) 지금 X채 가격 이 10훤에 셔 얼마로 올혔다는 거얘요?

(20원

(10) T:

(20훤 . 가격이 오르는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 수요， 공급 요런 곳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

에요. 다만 여기서는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률 하겠어요. / 가격이 오르연 표 5-2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건 조금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 5-1올 토대로 해서 그린
거예요. 알겠어요?

ss: 네
(11) T: 그러면 4번 5 번 6 번 란 Y 재 와 관련된 이란은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Y
재는 가격 변동이없으니까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앞부분과 비교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거예요.

ss:

(없어요

(12) T:

그러나 X재 부분은 조금 변동이 생겨요. 자 한번 보세요. 소비 량이 1 에 서 2로 갔올때

그때 한계효용은 얼마예요?

ss: 600
(13) T: 600

이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왜? 가격이 올랐건 내렸건 우리가 빵 하나 먹을때 느

끼는 기쁨은 일정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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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 훤 어 치 률 기준a로 해서 따친 한계효용은 이제 변화게 돼요. 왜냐? 우리가 예전

에 X 재 1 에 서 2로 갈때 X재 2단위 의 소비가 나에게 주는 기쁨은 600이 었 는 데 돈으로 따져서 얼마
률 들여서 그 끼뽕을 얻었어요?

8: 10원 (한 학생이 큰소리로 대답)
8S: 10 훤
(15) T: 10훤 . 그래서 X 재 1 왼 어 치

한계효용은 60 이 었 는 데 ， 이번엔 돈이 얼마예요?

I

(20훤 올 을여서 600의 한계효용올 얻은거예요.

SS:
(16) T:
SS: 30

C20~원

그래서 1훤 어 치 한계효용을 계산하면 20 분의 600해 서 얼마가 나와요?

(17) T: 30

이 되겠죠.

그러니까 l훤 어 치 한계효용은 이전과 비교해서 전부다 얼마로 줄겠어요?

ss:

반

(18) T: 반으로 줄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 한계효용균동의 법칙은 재화자체
의 한계효용올 보는게 아니야. 채화 얼마의 한계효용을 기준으로 따친다?

SS:
(19)

1훤어 치

: (생략)

(39) T: 가격이 오른다. 아 그럼 소비률 줄여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걸 우려가
경제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올 하자연 수요의 법칙 이면에는 한계효용 무슨 법칙?

SS:
(40) T:

(균풍의 법칙

ss:

(체감의 법칙

(균동의 법칙. 또 그 이변에는 그 전제로 한계효용 무슨 법칙?

(41) T: (체감의 법칙 이 작용하고 있다는 결 알 수 있어요. 알였어요?
SS: 네.
(42) T: 만일 사과값이 한개 100 원 에 서 5000훤 / 사과가 아니라 금， 이렇게 되면
(88‘ 와와)
T: II 아 그 비싼 사과 내가 왜 먹어. 5000현 주고 사과를 먹느니 차라리 배나 107~

사서 배부

르게 벅지. 이렇게 휠거라구.

(S8:
T: II

와와)

이렇게 상식척으로 보연 그렇지만 경제학척으로(이혜 수업을 마치는 종이 올리나 수업올 계

속 진행한다.) 작용한 원리훌 보면 거기에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또 한계효용체강의 법칙들이 있어

서 거기서 자연히 수요의 법칙 등이 나오는 거에요 알겠어요?

SS:

네

(버테오 태입 13)

韓圍高等뿔校의 經i합授業 冊究

위의

163

“수요의 법칙”에 대한 주제학습세트는 관찰된 교실이 보여주었던 사회적 참여구죠 가

운데 주로

SPS-1

유형과

SPS-3

유형에 의해 진행되었다. 즉， 위의 주제학습세트에서

(3),

(4) , (5) , (6) 은 SPS-3 유형을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SPS-1의 유형을 보여주었
다. 불론 (2) 와 (42) 는 형식적으로는 이 연구가 제시한 어느 유형의 사회적 참여구조에도 속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교사의

TURN

중간에 학생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당히 우발

적인 경우로서 이 연구에서는 그 분석이 제외되었다.
또한 같은

SPS-1

유형이라 하더라도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유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
조금 다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우리는 2 가

(7) 과 (8) 은 (14) 와는

(7) 과 (8) 에 서 교사는 주된 화자가 되어 학생들에게 대화를 시작한

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학생에게 대화의 TURN을 넘겨주지만 실제로 교사는 학생들에게로
의 대화이동에 크게 유의하지 않는다. 즉 교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대화이동이 이루어진
다. 아래 보기의 (8) 의 참여구조에서 교사는 “소비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로
대화이동이 이루어점과 통시에 말했다. 이처럼 교사에게 있어서 학생들이 “소비”라는 것을 대
답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

충족할 수 있다1"라는 그의 물음은 상

당히 형식척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대탑을 요하는 물음이라기보다는 교사가 자

신의 TURN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그 자신의 대화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네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대충 읽어본 부분에 밑줄올 쳤는데，

(7) T: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
요지가

?

ss:

(가격이 오른 채화의 소비량은 결과척으로 뭐하
(가격이 오

.

는 것이/ 줄이는 것이 좋다 늘리는 것이 좋다?

ss:

(줄이는 것이 좋다.

(8) T: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합리척인 뭐률 충족할 수 있다? (소비률 충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ss:

(소비

(14) T: 그런데 1 훤 어 치 률 기준으로 해서 따진 한계효용은 이제 변화게 왜요. 왜냐? 우리가 예천
에는 X재 1 에 서 2로 갈때 X재 2단위 의 소비가 나에게 주는 기쁨은 600 이 었는데 돈으로 따져서 얼
마률 들여서 그 기뽕올 얻었어요?

s: 10원 〔한 학생이
ss:
10훤
(15) T:

큰소리로 대답)

10현 . 그래서 X재 1훤어 치 한계효용은 60 이 었는데 ， 이번엔 돈이 얼마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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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44· 45)

(7) 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이외의 얘우 많은 SPS-1 유형의 사회객 창여

구조가-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었다.
그러나 (14) 는 이와는 달리 교사가 주된 화자로 먼저 퉁장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청자가
되며， 다음으로 교사의 TURN을 이어 받아 학생들이 주된 화자가 되어 교사의 유도에 반웅

하게 된다.

이에 있어서 학생플의 반웅은 교사에게 중요하다. 여기서 교사는 만약 기대했던

반웅이 나오지 않으면 그 반웅을 이꿀어내기 위해 새로운 참여구조를 형성해야한다. 아래 예
에서는 기대했던 반웅이 나왔으며， 교사는 (15) 의 참여구조 첫머리에서 “ 1 0원” 을 확인했다.
여하튼 이렇게 같은 SPS-1의 사회척 참여구초라 하더라도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닌 참여구조
를 나눌 수 있으나， 이 두개의 창여구조가 형식척으로
틀림없다. 이에서 우리는 이 두개를 모두

SPS-1

SPS-l

유형의 참여구초를 진고 있음은

유형의 창여구조에 넣기로 했다.

위의 수요의 볍칙에 대한 주제학습세트는 관찰된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주제학습세트
가 지닌 전형적인 사회척 참여구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주제학습세트가 위의
예와 같이

SPS-l

유형과

SPS-3

유형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즉， 교사의 전체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유도와 학생의 반웅 및 교사의 메세지 전달자로서의 한 학생에 대한 지명과 그 학
생의 반웅(주로 교과서 낭독 둥)을 중심으로 한 천체 학생의 반웅이 이 교실의 전형적인 사회
적 참여구조룰 형성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에셔 우리는 관찰된 고둥학교 정쩨수업이 지니는
사회척 참여구조의 톡청은

SPS-1

유형과

SPS-3

유형이라 할 수 있다.

IV. 韓國 高等學校 經濟授業의 理解와 經濟敎育 授業鼎究를 위 한 짧議

1. 요약: 고등학교 경제수업의 상호작용 유형
고둥학교 경제교육 교실의 상호작용유형은 어떠한가? 이를 사회적 참여구조를 중심으로 언
급해 보자. 주제학습 세트에서 보여지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척 창여구조는

SPS-

1과 SPS-3유형 이 다. SPS-1유형 의 사회적 참여구조는 교사가 먼저 주된 화자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반웅을 유도하고 이어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화자가 되고 교사는 청자
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교사는 명시척으로 반웅할 학생을 지척하지는 않으며， 참여를 훤

하는 학생은 누구나 교사의 유도에 반웅할 수 있다. 그리고 SPS-3의 사회척 참여구조는 교사
가 특청 학생을 지명하고 그 학생은 교과서를 통해 반웅하게 되며 교실의 나머지 학생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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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PS-1의 사회척 참여구조에 있어서 교사의 의도에 따른 두가지 유형의 참여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교사가 학생의 반웅을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반응이 어떠한지는 교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TURN 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교사가 일정 내용의 반용을 학생들에게서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반응이 나올 때까지 학생들의 반웅을 계속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이 경우에는 기대하는

SPS-1

유형의 사회적 참여

구조는 주로 SPS-3의 유형으로 행해진 경제탐구 내용을 교수-학습할 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관찰된 한국 고둥학교 경제수업의 주제학습 세트는 SPS-3과

SPS-1

유형의 사

회적 참여구조속에서 진행된다할 것이다.

2.

한국 고등학교 경제수업의 이해를 위한 논의

관찰된 고등학교 경제수업에서는 교사가 수업 진행에

전체 수엽의 구성을 결정하고，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교사는

어떠한 학습자료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

도 결정한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의해 대화의 TURN 을 유지하기도 하고 이를 전환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SPS-1

유형이나

SPS-3

유형의 사회척 참여구조가 교실 수업에서 주를 이룬다

는 정에서도 이러한 교사 주도의 수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한국
교실 수업에 관한 연구들도 이와 비슷하게 교사중심의 획일성과 위계성을 중심으로 학교 수업

을 파악하여 왔다(이용숙，

1990 , 1992 퉁).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교사 중심의 수업활동에서 학생들의 인지 상태와 의사소통이 무시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 상황에서，

생들의 내용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SPS-1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학

유형의 사회적 참여구조 중에서 우리

는 매우 독특한 대화이동의 배분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교사는 자신이 생각한 내용과
형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가지 단서들을 제공하면서 끈기있

게 학생들의 반웅을 유도한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구조 유형들은，

한국의 고등학교 경제수엽이 형식척으로는 교사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이 크게 고려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는 교실의 수업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이

연합하여 U oi n tl y)

이

만들어낸다는 이 연구의 기본

전제와도 그 맥이 닿아있다. 즉， 본 연구는 기존의 교사중심 수엽이라는 유형의 교실 수업 이

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 연구는 교실을 자세히 이해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당한
정도로 깊은 상호 고려가 자려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는 앞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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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한 주제에 관한 대화이동 배분 방식을 언급하였다.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여지는 교사위주의 수업양식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는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척인 여건이 교실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중
요한 요인의 하나는 학급의 인원 수이다. 60여 명 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
와 통제는 절대척인 수업진행의 필수요건이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교실 수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여러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는 많은 교육내용과 시

험은 교사 위주의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이루게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한
시간 수업으로는 도저히 다루기 힘든 많은 분량의 내용을 제 시간에 교수해야하고， 이를 통해

시험(입학시험)에 대비하게 하는 오늘의 교실 수업 여건에서 교사가 전체척인 수엽의 골격을
짜고， 계획적으로 인도해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업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교사위주의 수업 상호작용 방식에서도 우리
는 학생에 대한 깊은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정은， 학

생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지고 지식의 전수에 노력했던 과거 한국의 교육문화가 맥을 잇고 있
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 한국 교실이해에 커다란 논쟁거리
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위주의 수업과 관련하여 이를 중학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는 홍미

있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중학교 경제수업을 기술한 조영달 ( 1 9 8 9，
는

교실

수업에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하여

breakthrough) "를

“교육척

천기

1990) 의 연구

(educational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흥미와 경험세계를 수업에 가져오는

장연이었으며， 매우 독특한 사회적 참여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제수업에서

는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참여구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점차
학생의 경험세계를 중심으로 한 수업 참여가 줄어들고， 참여의 방식 역시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경제수엽의 탐구활동은 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즉， 교과서를 주요 매개로 하여 교사와 학생은 수업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간다.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SPS-3

단계를 거치며， 이후에는

유형의 사회적 참여구조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도의

SPS-1

유형의 참여구조를 중심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을 펼쳐나간다. 이러한 교과서 중심의 교수 학습은 중학교의 경제수업에서도 그대로 유지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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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언: 경제교육 수업 연구와 수엽개선을 위한 시사점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고둥학교 경제수업에서

이루어 나가는가에 대해 논의하여왔다.

교사와 학생이

서

무슨일이

narrative)

어떻게

벌어지고

교수-학습 활동을

이 연구의 II 장과 III 장 에 서 경제 개념과 일반화를 중

심으로 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유형에 대하여 논의하여왔다.
조의 유형을 분석적으로 기술하였다.

어떻게

다시

있는가에

말해，

대하여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매우 분석적이고

참여구

고등학교 경제수업에

기술적인

(descriptive and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경체교육이나 교과의 교실 수엽 연구에서는 제대로 조망되지 않은 분야
이다. 최근의 몇몇 연구자들이 교실 경제수업에서 무엇이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이 성공할 수
없는가와 관련하여 교사교육， 교재， 학생의 특성 동에 관해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단순히 과정-산출적인 효율성이 중심 주제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업 과정에서의
교재， 교사， 학생 특성 등과 교육결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춧점이 있었으며， 결코 교실의
일상생활 세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교육연구가 지니는 두개의 극단을 모두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었다.

즉， 우선 볼스와 긴티스가 주장한 바의 학교가 기존 지배계급의 관계를 재생산한다는 주장이

나， 스키너의 주장과 같이 인간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배운다는 행동주의적 관정들은 모두 이
연구의 전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견해들이 너무 인간

의 행동을 인간행위의 바깥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인간이 너무 과도
하게 사회화되어 (oversocialized)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첸센 ( J en s en ，

1971) 처 럼 유전과

선천적 특성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에서도 벗어냐 있다. 사실 유전이나 선천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학교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사회적 결정론이든 선천적 결정론이든 간에 이러한 연구들은 중요한 하나의 결정을 지닌다.
그것은 이러한 경향의 연구을이 모든 교육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교설 그 자체는 일종의

박스 (b l a ck

box) ’ 로

‘블랙

남겨두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수업이 지니는 교실수업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교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교사와 학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체척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생활 세계 속에서의 경제수엽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검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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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많은 주장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수 학생에 대한 단답식 대답을 요하는 교사의 유도나，

예를 들어，

“불특정

예와 아니오의 반웅을 요하는 교사의

대화 배분 방식은 정말로 나쁜 것인가?" 이는 우리의 수업환경과 여건에서 오는 가장 효율적
인 방법일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확실히 수업을 그 현장의 그 순간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우리의 사천적인 판단을 멈추어야 하고， 상황과 맥락속에서
이를 새로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있게 해 줄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노력만이

이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교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수업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로 교사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교사는 그들이 교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

이며， 경제교육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무엇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
가에 대한 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일반화하여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경제교육

교사와 교육 정책가들에게 교실수엽의 개선을 위한 기본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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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F ’rEACI표NG-LEARNING INTERACTION
IN THE HIGH SCHOOL ECONOMICS LESSON

Cho, Youngdal
Department ofSocial Education
Collegeof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h ile recent researches on economiceducation and classroom interaction are interested in what

works in practical level , this study is more focused on “ what is going on economic education
lesson?" in analytically descriptive level.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the answer to the
questions: “ how does a Korean economic education lesson work?" and 퍼hat is the unique feature of
learninginteraction in a Korean e∞nomic education classroom?"
To answer these questions , a micro-ethnographic research method was employed. Data collection
consisted of classroom observation , audio & video recording and interviews with students and
teachers at a senior high schoolin Seoul.

Through this study, an important feature of a Korean economiceducation lesson was identified:
the

m밍or

occurrence of SP S-1 & SPS-3 interaction patterns, inquiry through textbook, and even

teacher-guided but student-considered lesson interaction. Also, several

diff농rences

are found ,

compared with a junior high school economics lesson: for example, no occurrence of educationalbreakthrough.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Korean economiceducation teachers and practioners

will become more aware of what is going on classroom and what they are doing in their economics
lesson. 안ris awareness will be able to make better the Korean economic education lesson. Al so, the
view oflesson which this study addresses makes it possible to avoid the two extreme views oflesson
as schooling: the social determinism and psychological determinism.
actually going on inside
methodol뺑cal

sch∞J，

만lis

study examined what is

in classrooms, on a practical everyday basis. This will be a kind of

breakthrough in lesson interaction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