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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사회과를 포

함한 교육계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에서 사회과 교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보

시대의 시민적 자질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력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의미하는 한 지식 전수자로서의 기존의 교사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교사의 노련하고 정교한 교수행

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교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회과 교육에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은 교사 역할 변

화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정작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가 테

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

보는 연구는 드물다. 최근 테크놀로지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 교사 변

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 연구 또

한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교육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 매체의 등장 이후 사회과 수

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교과

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설정된 주 연구문제는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

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며 하위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 즉 교수적 형식(instructional

forms)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어떤 내용(content)이 선정되고 어떻게 제시되는가? 셋

째,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드러난 교사의 교수행위를 통해 교

사의 역할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간 G초등학교 6학년 사회 수업을 대상으로 미시문화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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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ethnography)를 활용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미시문화기술

지적 교실수업 연구에서는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양식으로 수업 조직,

대화배분 절차, 사회적 참여구조 등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을 참고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

였다. 학습을 의도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속에서 교사가 취하는 행동

이 교수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

해 학습주제의 변환과 학습활동 유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전략 행위(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질서유지’ 전략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업 방해요인을 제거

하기 위함이다. 교사는 특히 태블릿PC 통제에 관련된 언어적, 공간적 맥

락화 단서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였다. 맥락화 단서 사용에 따라 학생 중

심의 참여구조에서 교사 중심의 참여구조로 전환되거나 그 역으로 전환

되었다. 또한 교사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교사-학생 간 대화의 리

듬타기가 특징적인 상당히 정형화된 대화배분 절차를 사용하였다. 둘째,

교수 전략 행위(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바탕으로 총 7개의 ‘테크놀

로지-기반 사회적 참여구조(technology-based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중심의 참여구조와 학생중심의 참여구조의 출현

비중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기존 교실수업에 비해 학생의 참여

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습주제 변환 측면에서 교과서 본문의 글보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삽화나 멀티미디어 자

료 위주로 학습주제가 선정되었다. 이는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과업(academic task) 및

활동(activity)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정된 학습주

제는 교사가 주도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활동이 선행된 후

교사의 정리가 뒤따라가는 일종의 “활동-정리 셋트”라는 방식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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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둘째, 학습활동의 유형에서는 ‘전체학습+퀴즈ㆍ발표’, ‘개별ㆍ조별

학습+검색ㆍ글쓰기’라는 2가지 학습활동 셋트의 비중이 전체 수업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생의 활동을 고려하여 학습주제를 선정한

다는 교사의 선정 기준이 수업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

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로

인해 발생하는 방해요인을 극복하려는 질서유지 전략이 두드러졌으며,

그 결과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 비해 학생 행동에 대

한 통제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가

져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학생들의 개별 학습활동

을 독려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한 차시의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습주제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선형적

수업 전개 방식보다는 여러 학습주제들을 학생 활동 위주로 재편성하여

이를 학생의 흥미ㆍ요구에 맞추어 제시하는 비선형적 수업 전개 방식을

보였다. 학생 활동 중심의 비순차적 수업 진행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

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 역할의 변

화가 수업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교사

는 학습주제 선정과 학습활동 조직에 있어 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테크놀

로지 활용 방식을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본 연구는 교사의 이러한 주도적 입장을 보여주는 개념을 ‘관리적 방

목’이라고 명명하였다.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기존의 사회과 교수실

행과 비교해볼 때, ‘관리적 방목’이란 교사가 교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업 통제 전략을 더욱 엄격하게 사용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강

화하고 학습 내용을 교실 밖까지 확장시키는 교수행위를 의미한다. 디지

털교과서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업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교

사의 교수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능성

을 발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학생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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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는 교수ㆍ

학습 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교과교육

주체로서 사회과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주도적 입장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테크놀로지 활용에 직면했을

때, 수업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혹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

를 교수행위에 반영했다. 즉 ‘관리적 방목자’로서의 교사는 새로운 테크

놀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수업

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는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과 수업에서 적극

적인 교사의 역할이 충분히 교육적으로 의미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과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논쟁에서 테크놀로지에 매몰되지 않는 사회과 교사상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수ㆍ학습 과

정에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밝혔으며, 능동적ㆍ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육 주체로서의 교사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

운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단순히 학습 내용 전달이나 교

실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학습 내용, 교수법에 대한 복합

적이고 총체적인 결정권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교사 역

할의 필요성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해서 교

사가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면 교사의 역할 논쟁은 단순히

불필요성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 교실에서 사회과 교사의 정체성ㆍ전문성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야할 것

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교사의 정체성ㆍ전문성 설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사회과 교실수업, 교수행위, 디지털교과서, 관리적 방목(자),

테크놀로지-기반 사회적 참여구조(T-SPS)

학 번 : 2006-3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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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사회1)의 가속화라는 사회 변화는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사회과교육도 예외는 아니며,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부터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 교수ㆍ학습 방

법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정보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과 교수ㆍ학

습 방법의 변화에서 특히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이 강조되는데, 여기

서 ‘학습자 중심’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 중심의 수업

은 학습자가 능동적인 자기 통제자임을 전제로 하여 교수ㆍ학습 계획에

서부터 목표, 내용, 학습방법 등의 선택ㆍ결정,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

지 스스로 수업을 구성하고 학습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

그런데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 에서 사회과 교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보 시대의 시민적 자질이 정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력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의미하는 한에서는

지식 전수자로서의 기존의 교사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

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노련하

1) 정보사회란 정보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정보의 확산 및 유통을 중심으로 전개되

는 사회를 말한다. 최근까지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1968년 미국

과 일본의 미래학자 심포지엄에서 후기산업사회를 지칭한 용어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사회가 

본격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과도기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

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정보화 사회가 ‘정보화가 이루어진 사

회(informatized society)’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보화가 진행 중인 사회(a society being 

informatized)’를 의미하는지 개념의 모호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권 문헌에

서는 정보화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으며 ‘Information Society'가 통용되고 있다

(소영진, 1998: 56).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사

회가 이미 산업사회를 벗어나 정보사회로 진입했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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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교한 교수행위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교사의 역할이 증

대될 수도 있다. 이에 정보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교사의 역할 축소에 대한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과를 포함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과교육에서 교

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은 정보사회에 대한 교육계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 방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거시적 교육정보화’로

서, 이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현재의 학교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학습자 주도의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사이버대학, 원격교육 등

과 같이 물리적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ㆍ학습 활동을 포

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미시적 교육정보화’로서 교실에서 교

사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

다. ‘교단 선진화’ 또는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컴퓨터 등을 교실에 도입한 것이 그 사례가 된다(박승배ㆍ

나동진, 1999: 258).

‘거시적 교육정보화’와 ‘미시적 교육정보화’ 모두 기존의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교수행위와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

구한다. 우선 ‘거시적 교육정보화’는 그동안 수업에서 교사 중심의 교수

활동(teaching)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므로 교사의 영향력을 축소하

고 학생들의 학습(learning)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실제로 Papert(1980: 9)는 어린이들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호응하듯, 타임지는 2000년

5월호에서 21세기에 사라질 직업 2위에 교사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교육정보화’를 추구하는 교육가 및 정책 담당자들은

교수ㆍ학습 활동의 ‘의미있는 변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한다. 여기서 의미있는 변화란 학습자 중심의 교수ㆍ학습 과정을 실

현하고, 교사의 역할이 학습 촉진자 및 조력자로 변하는 것이다(최욱ㆍ

고영남, 1998a, 1998b; 신원석, 2011b; 이인숙, 1996; 목영해, 2009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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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입장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교사가 교수ㆍ학습 과정에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주도적

입장에서 조력적ㆍ협력적 입장으로 변해야 한다고 본다. 살펴본 바와 같

이 ‘거시적 교육정보화’와 ‘미시적 교육정보화’는 모두 학습자 중심의 교

육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이 타당

하다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활용됨으로써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주도적인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영화가 학교와 교과서를 대체할 것이라는 Edison의 예견이 빗

나간 것처럼, 컴퓨터의 도입이 현재의 교육 방식에 대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매체의 신기효과

(novelty effect)를 통제한다면 매체 그 자체가 학습에 주는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수전략, 교수법, 교수행위와 같은 교사 변인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Clark, 1983, 1985a, 1985b; Mishra & Koehler,

2006; Hammond & Manfra, 2009 등). 이는 결국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교

사의 역할 및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에

도 여전히 교사의 교수행위가 학습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의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교

수행위는 테크놀로지로 대체되고 따라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이 약화될

것인가, 아니면 테크놀로지로 대체될 수 없는 교수행위로 인해 교사의

주도적 역할은 변화된 형태로 지속될 것인가는 매우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학교교육 제도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핵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보사회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증가는 어떤 형

태로든 학교교육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 학교교육 및 교사의 정체성ㆍ전문성과 관련된 분명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의 활용

에 따라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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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여러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

르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교과

교사로서의 역할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수업활동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

르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하는 곳이 바로 수업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사회과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에서 교사는 교과내용을 둘러싸고 학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가 바로 교수행위가 된

다. 수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전략,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

하는 방식 등이 모두 교수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교수행위는 결국 학생

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실 환경과 교과 내용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다. 이와 같이 교사는 결국 교수행위를 통해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므로 교사의 역할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교사의 교수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행위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환경에서 교사의 역

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교사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나 문헌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실제 변화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보시대에 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

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

는지를 직접 관찰하여 분석할 것이다. 특히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제도

화된 공간에 대한 미시문화기술지를 활용한 사례연구의 방법을 취하였

다. 이는 본 연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수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고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의 교실을 한 사례로 선정

하여, 한 학교 전체의 문화가 아니라 사회과 수업이라는 하나의 교실과

그 속의 행위자에게 미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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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중

디지털교과서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테크놀로지로 인한 우리나

라 교육 현장의 대표적 논쟁 사례가 바로 디지털교과서(digital textbook)

도입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들이 수업에 대한 보조적 성격을 띠

는 반면에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매체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까지 초ㆍ중

ㆍ고 전 학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스마트교육 추진전

략(국가정보전략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부, 2011. 6. 29.)’은 벌써부터 사회

각계에서 찬반을 둘러싸고 수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에서 교수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 또한 그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

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전문성 및 정체성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새로운 환경의 교사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해

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회과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차원에서 반드시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교실수업

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매몰되지 않는 교수실행을 실현하기 위한 실

천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새로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정체

성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교육적 결정에 대해 자율성과 능력을 보유한 교

사를 길러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교사들은 결

국 주어진 매체에 대한 단순 플레이어로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교사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 점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으로 인한 사회과 교수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사의 교수행위를 이해

하려고 한 본 연구는 미래의 학교교육에서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 및 정

체성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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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의 통합으로 인해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수행위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다.

그런데 교사의 교수행위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하나는 수업의 형식적 측면으로 교과 내용과 필수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교수법적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수업의 내용적 측면으로 교사가

교과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교수행위를 형

식적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교과 학습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가 없으며,

역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모습을 포착하기 힘들다. 따라서 교사의 교수실

행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며 하위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 즉 교수적 형식(instructional forms)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①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② 교수 전략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맥락화 단서, 대화

배분 절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③ 사회적 참여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교과(subject

matter) 혹은 내용(content)은 어떻게 교수되는가?

① 학습주제 변환 과정은 어떠한가?

② 학습활동(learning activity)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3) (1)과 (2)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수행위를 통해 교사의 역할은 어

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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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문제는 교사가 한 차시의 수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

성하고 그 속에서 수업질서를 구축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교과

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는 것과 관련된

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교사가 학습 주제를 어떻게 선정ㆍ제시하고 학

습활동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교수행위에서 나타난

내용 변환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는 교

수적 형식과 내용 변환 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사의 교수행위를 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러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하는 미시문화기술지(microethnography)를 연구 방법론으로 채택하였

다. 총체적 문화기술지가 아니라 미시문화기술지를 방법론으로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가 특정 장소에서 문화의 전체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 수업이라는 하나의 교실과 그 속의 행위자,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교실은 수업을 둘러싼 상황

적인 맥락이나 수업전략, 교사, 학생 및 과업(학습주제)의 특성에 의해

절충적으로 구성되는 제도화된 사회적 공간이다(조영달, 2001: 21). 따라

서 본 연구는 제도화된 공간인 교실 속 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 미

시문화기술지(microethnography)를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 수업환경에서 교사의 교수실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 방식

을 취했는데,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인해 교수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그 과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사례연구는 현실의 맥락으로

부터 해당 현상을 분리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맞는 연구 설계이다(Yin,

1994: 13). 뿐만 아니라 연구문제가 ‘왜’나 ‘어떻게’와 같은 질문으로 이루

어져 있고(Yin, 1994: 7-9) 하나의 사건이나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의 과

정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적절한 설계(Merriam, 1998: 33)이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행위’라는 현상은

이를 둘러싼 교실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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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복

합체이며 연구자가 교실수업의 맥락을 통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는 것이 아니

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수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있다. 이

는 일반적인 양적 연구 설계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일반화를

목표로 여러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교수행위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

거나 그 관계성을 검토하려고 했다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인한 교수

행위의 실제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심층적인 묘사와 설명을 통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수행위

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

였다.

3. 연구의 주요 개념

전술한 연구문제에서 교수행위, 교수적 형식,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용

어들은 경우에 따라 생소하게 보이거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본 절

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본 연구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는지를 분명

히 하기 위해 관련 개념들을 정의할 것이다. 단,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

름, 맥락화 단서, 대화배분 절차, 사회적 참여구조, 학습주제 변환 등 연

구의 분석틀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은 Ⅲ-2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1) 교수행위(teaching action)와 교수적 형식(instructional

forms)

본 연구에서 교수(teaching)는 학습을 의도한 교사-학생 간의 활동 및

상호작용이며, 교수행위(teaching action)는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

서 교사가 취하는 행동 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교수활동(teaching

activity)은 교수행위(teaching action; teaching acts)와 다른 의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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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제 여러 학자들이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Klauer, 1985;

Robertson, 1987; Stodolski, 1988; Anderson & Burns, 1989 등). 본 연구

에서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용어의 구별이 크게 중요하지 않

다고 보았으며 혼용하였다.

교사의 교수실행은 수업 관리적 측면과 내용 교수적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Doyle(1986: 394)에 의하면, 교실 질서 혹은 교실 관리

는 일반적으로 교수ㆍ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준비와 절차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수업 질서 관리 전략은

일정 부분 교과-특수적 상황을 반영하며, 질서유지와 학습활동을 위한

과업들은 서로 상호적이면서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차원에서 교수실행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으로 분리하여 접근하였는데, 이 중 교수실행의 형식적 측면을 교수적

형식(instructional forms)이라고 지칭하였다. Anderson과 Burns(1989: 11)

는 수업에 관한 여러 연구물들을 참고로 하여,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구축하는 특징적인 방식 및 교사의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교수 포맷

(instructional format)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참고한 연구 중

Stodolski(1988: 41)는 개별학습, 암송, 소집단 토론, 게임 등 사회과와 수

학과 수업에서 보이는 다양한 학습활동 유형을 교수 포맷으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정의를 볼 때, 교수 포맷은 각 교과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학습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교수법과 내용-구체적 교수법

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활동의 내용적 측면을 따로 분석하기 때문에 교수 포맷에서 교과 내

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수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수적 형식이라

지칭한다.

(2) 테크놀로지(technology)

본 연구는 디지털교과서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문제

에서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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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테크놀로지는 연구문제 설정부터 결과 해석까지 지속적으로 등

장하는 용어이며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단초가 된 용어이므로 그 정의

를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테크놀로지란 사회과 교수ㆍ학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화된 도구나 자원(Ehman & Glenn, 1991; Swan &

Hofer, 2008: 307-308)을 의미한다. 또한 도구적 측면에서 테크놀로지를 교

수매체(instructional media)라는 용어와도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테크놀

로지가 도구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측면까

지 내포하는 용어인 반면에, 교수매체는 교육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 개

념이 확장되긴 했으나 여전히 도구적 측면을 강조한 용어라 할 수 있다.2)

Gentry(1991: 7-8)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테크

놀로지,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 교수공학(instructional technology)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Ÿ 테크놀로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과학과 자연과학 개념 및 기타 지

식의 체제적(systemic)이고 체계적(systematic)3)으로 적용하는 것

Ÿ 교수공학: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과학과 자연과학 개념 및 기타

지식으로부터 도출된 전략과 기술(technique)을 체제적이고 체계적으

로 적용하는 것

Ÿ 교육공학: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되는 교수, 학습, 개발, 관리 및

기타 테크놀로지의 조합

교육공학의 정의는 이후에도 계속 변하여왔는데 교육공학 정의의 표준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AECT(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의 1994년 정의에 의하면, “교수공학이란 학습을 위한 과

2) 교육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교수매체는 하드웨어 그 자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물, 새로운 

학습환경을 구현하고 지식구성 과정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박성익 외, 

2001: 283-284, 291-292). 

3) 체제적(systemic)이란 학습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의 많은 국면들을 동시에 그리

고 창의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체계적(systematic)이란 전체를 함께 구성할 상호 관

련되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로 구성되는 체제들(systems)을 창조하게끔 인간에게 허용된 과정

들이나 단계별 절차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eels & Richey, 199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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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자원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이며,

2008년 정의에 의하면, “적절한 공학적인 과정과 자원을 만들고, 활용하

고, 관리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고 실행을 증진하는 것에 관한 연구와

윤리적 실천”이다. 1994년 정의에서는 교수공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으나, 현재 교육공학과 교수공학이라는 용어는 이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eels & Richey, 1994: 22). 이와 같이 교육공

학 분야에서 테크놀로지의 정의는 학습 촉진을 위한 과학적 지식의 적

용, 더 나아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이를 둘러싼 윤리적 실천

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계적 차원과 그로 인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정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학의 ‘개발’ 영역에서 테크놀로지는 앞서 제시한 사회과

의 좁은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eels와 Richey(1994:

57-64)에 의하면, 개발영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쇄테크놀로지, 시청

각테크놀로지, 컴퓨터기저테크놀로지, 통합테크놀로지의 4가지 범주로 나

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예전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

데, 통합 테크놀로지는 컴퓨터 제어 하에 몇 가지 다른 유형의 매체들을

포함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전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는

바로 이러한 통합테크놀로지의 하위 요소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3) 디지털교과서(digital textbook)

그동안 디지털교과서는 전자교과서, e-교과서와 혼용되어 사용해왔으

나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계획

(2007. 3.)’을 발표한 이후부터 디지털교과서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임정훈 외, 2008: 12).

『2007년 교육정보화백서』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

과서의 내용은 물론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등 방대한 학습자료를 포

함한다. 또한 문서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

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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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폭넓은 학습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서책용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 밑

줄, 노트 기능과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 기능도 갖추고 있

어 학생들은 교과서만으로도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춘 개별학습을 할

수 있다(<부록 1> 참고).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학자들이 앞 다투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

의를 내리기 시작했는데(<부록 2> 참고),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 대한 대

안적 교재부터 열린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디지털교과

서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채롭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이나 기능에 따르면, 현재의 디지털교과서 체제가 전자화

된 서책형 교과서로부터 총체적인 교수ㆍ학습 지원을 위한 운영 환경으

로 그 개념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정훈 외(2008: 30)는 디지털교과서의 포맷이 다양성을 가질

경우 기존 멀티미디어 자료와 그 차이점이 명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디

지털교과서 형식이 ‘고정형’ 디지털교과서의 개념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

다. 고정형 디지털교과서란 “서책형 교과서의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구

성과 배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등과 관련하여 불

가피한 경우(가독성의 향상 등) 교과내용의 의미 전달 등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과 배치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교과

서, 참고서, 문제점,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수ㆍ학습

용 교재”를 말한다. 아직 디지털교과서 수업이 전면 실시되지 않고 있으

며 몇몇 연구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 고정형 디지털교과서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실제 수업관찰 결과, 인

터넷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과거에 불가능하였던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교수ㆍ학습 지원을 위한 운영 환경으로

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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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수행위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015년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교수행위 변화를 심

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 및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구가 효과성 입증에 주력하여 학생

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손병길 외, 2004; 변호승 외, 2006; 서순식 외,

2008; 변호승 외, 2008; 정문성 외, 2008; 류지헌 외, 2009; 송해덕, 박주

호, 2009; 강명희 외, 2010; 노경희 외, 2011; 변호승 외, 2011; 송윤희, 강

명희, 2011; McFall, 2005; Luik & Mikk, 2008; Sheppered et al., 2008),

본 연구는 단순히 효과성 측면이 아니라 그러한 효과성 발생의 중요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는 교사의 역할 및 수업행위에 주목하였다. 교수매

체의 효과성에 대한 교육공학이나 사회과 교육의 논의는 일관된 결론을

내놓지 못했으며 최근 교사의 역할이나 교과 내용, 교수 상황 등에 대해

주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을 결정하기에 앞서 교사의 역할이 강화 혹은 약화되는지를 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추후 디지털교과서 수업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교수행위

의 요소를 확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가령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효과성 결정에 교사 변인이

아니라 다른 변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반대로 교사가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면 교사 변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교사의 어떤 교수행위가

효과적인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연구에서 효과

성을 결정짓는 교수행위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초석으로 교사의 역할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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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행위를 검토하는 것은 효과성 논쟁을 넘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

의 수업에서 교사가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도 관

련된다.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능동적ㆍ주

체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테크놀로지의 성공적 통합에 교사는 주요 변

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교사가 중립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교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환경에서 교사가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와 관련하여 교사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해 교사가 능동적으로 교수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테크놀로지 활용에 있어 교사는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극단적으로 교사 역할의 불필요성을 제기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테크놀로지

가 통합된 환경에서 교사의 주체적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의 교수행위 과

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 관련 개발연구(변호승 외, 2005; 박기범, 2007; 정의석 외, 2008;

김종무 외, 2009 등)나 사용자 인식 관련연구(김미혜, 2009; 송연옥, 변호

승, 2011 등)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다. 사회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과

교사들은 교수ㆍ학습 테크놀로지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발적으

로 도입하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테크놀로지를 자신의 교육관이

나 현장의 조건에 맞춰 수업에 활용한다(Baek et al., 2008; 신원석, 2011a

등). 기존 연구들이 설계 과정에서 교사, 학생 등 사용자의 인식 및 평가

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주어진 테크놀로지를 활

용하여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꾸려나가는지 그 실행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두 번째 의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추후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교수ㆍ학습 설계 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우선 기존 연구처럼 개발과정이나 사용과정에서 사용자

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점이나 가능성을 놓칠 수 있는데 교실수업을 직접 관찰한 결과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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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사의 교수행위는 교수ㆍ학습 과

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교수ㆍ학습 설계 과정은 반드시 해당 교과

수업의 교수행위에 대한 관찰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사회과 수업을 관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교과

서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의 교수ㆍ학습 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수업연구 관련 미시문화

기술지에서 간과한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을 형식적 측면과 함께 주목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수업 상호작

용에 관한 미시문화기술지 연구들이 교실 관리 측면에 치중해왔으며 교

과 내용에 대한 학습 과정을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

수행위의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에서도 밝힌 바이지만, 교수행위를 형식적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교

과 학습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가 없으며, 역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만 살

펴본다면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모습

을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교수실행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 현장이 디지털교과서가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실이라

는 점에서 연구 사례의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교실

환경과 다른 테크놀로지-기반 교실 환경의 조성, 학교 관리자 및 참여교

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교사의 교수행위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까지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ㆍ적

용하지 않아 초등 교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활용되는 중등 사회과 교실에 대해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함의가 제약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초등 교사와 중등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실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가 한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교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수업행위가 상이

할 것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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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가 단일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

과 수업이라는 한 연구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장기간 일상적으로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사례연구의 강

점은 특정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있다. 여러 사례에 대한 연구는

사례 비교를 통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자칫 피

상적인 이해에 그쳐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담보하지 못하더라도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단일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일반화된 처방은 불가능할지라도, 한 사례를 해당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

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본 연구 현장과 유사한 맥락이 교사에게 어

떤 영향을 주는지, 혹은 본 연구 대상과 유사한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유추하여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Lincoln & Guba, 1985: 316)’을 고려한

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한 맥락의 다른 상황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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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이 설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목적을 어떻게 실

현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1)절은 테크놀로지로 인해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비판한다. 기존 연구들이 교수ㆍ학습 과정

에서의 교사의 권한 및 역할 축소, 학습자 주도의 교수ㆍ학습 활동으로

의 변화를 주장하는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테

크놀로지 활용으로 인한 교사의 역할 변화를 실제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한다.

그런데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제 수업에서 교사의 교수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

회과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이를 등한시

하였다. 1-(2)절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 즉, 기존 연구들이 사회

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함에 따라 교수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2절은 본 연구에서 수업 및 교수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관

찰 및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1)절에서는 수

업 관련 미시문화기술지 연구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교실수업과 교

수행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

토한다. 교실수업과 교수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2)절은 교실수

업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참고하여 교수행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관찰 및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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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과 교실수업과 테크놀로지

(1) 테크놀로지와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쟁

Papert: 테크놀로지는 학교와 우리가 그동안 학교를 이해해왔던 방식을 

대체할 것이다. (사람들은) 학교가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학습하

는 장소이기를 바라지만 (기존 학교제도의) 그러한 특성은 사라

질 것이다. 

Freire: 학교의 종말을 피할 수 없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과거에 현재의) 학교가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지

고 있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테크놀로지에 의

한) 도전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Papert: 학교가 어린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연령에 따라 구분하

여 교육과정을 밟게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학교는 사라질 것

이다. 학교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존속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다. (미래의) 아이들은 학교에 조용

히 앉아 교사가 잘 정리한 지식을 듣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 『학교의 미래』 중에서 -

1980년대 후반, Logo의 발명가이자 교육공학자인 Papert와 비판 교육

자인 Freire 간의 토론이 브라질 TV에서 방영되었다. 토론 주제는 “학교

의 미래”였다(Drenoyianni, 2006: 5).

Papert(1980, 1996a, 1996b 등)는 이 토론을 포함한 몇몇 인터뷰와 저

서에서 지속적으로 현재의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학교 제도와 양

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교수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들의 창조성, 자연스런 호기심, 지력을 경시한 기존 교실수업과 달리,

인터넷 환경의 컴퓨터는 학생들로 하여금 고통 없이 자발적으로 학습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현재 학교에서 성공의 보장도 없이 힘겹게

배우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어린이들이 말을 배울 때 조직적인 수업과

고통 없이 성공적으로 배웠듯이, 배울 수 있게 된다(Papert, 1980: 9).”

따라서 Papert(n.d.)는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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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웃기는 일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평가하며 테크놀로지가 학교에 대

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대체할 것이라 말

했다. Bates(1995: 380-382) 또한 기존의 학교 기구에 테크놀로지를 첨가

해 나가는 방법은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실패

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21세기의 교육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Papert(n.d.)와 Bates(1995)의 주장은 테크놀로지가 교사 중심

의 교수(teaching)를 대체하고 학습자 주도의 학습(learning)을 실현시킬

것이므로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이루어지는 교수ㆍ학습을 위

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서 학교라는 조직과 교사의 교수활동은 더 이

상 교육적 의미가 없으며 교직은 타임지의 기사 내용처럼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학교 그리고 교사란 직업의 종말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의

문을 제기한다. Cuban(1986: 129～130)은 “엄밀한 합리성과 기계적인 효

율성만을 열정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각 교실에 충분한 대수의 컴퓨터를

도입하여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개별지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

인 생활을 마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시들게 하

고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Bates(1995: 382)는 테크놀로지로 인한

원격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면대면 사회적 상호성에는 한계

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을 찾고 있다.4) 즉, 어린 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해주는 사회성을 배울 기회와 사회적 상황이 필요하므로 교

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금희(2005: 150) 역시 이러닝

(e-learning) 학습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전통적 교실 환경의 면대

면 수업에서처럼 인격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

완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테

4) Bates(1995)의 주장은 일면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

다. 테크놀로지가 학습자 주도의 학습을 실현시킬 것이므로 지식교육이나 교과교육 측면에서 

기존의 학교 조직과 교사의 기능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대면 상호작용 측

면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테크놀로지와 교사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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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로 인해 학교나 교사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들 연구자들의 반박의 논리는 한마디로 인격적 상호작용이다. 인격적

만남이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분명한데, 테크놀로지가 인간적ㆍ사

회적 접촉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격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학교와 교사의 의미를 찾는다면, 사

회과를 포함한 교과교육 측면에서 교사의 교수행위는 무의미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학교와 교사 역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

정적으로 보든 간에, 현재 교실에서 교수되고 있는 교과 내용을 테크놀

로지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학습 내용을 교수하는 측면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교사의 교수행위

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디지털교과

서 도입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 교과지도 책임자에서 건강 및 인성교육 책임자로의 변화이다(목영해,

2009). 이러한 주장에서 교사의 교과 교수활동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에 대해 테크놀로지가 수업자료를 만드는 과정으로부터 교사를 분

리시킴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을 저하시켜 ‘교사의 탈숙련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Apple, 1982, 1986, 1993; Apple &

Teitelbaum, 1986; Bromley & Apple, 1998; 박승배, 나동진, 1999: 261-263).

일부 연구자와 교육자들은 이를 근거로 테크놀로지가 교사의 교수활동을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사의 탈숙

련화’ 논의는 역설적으로 교사의 교수행위의 불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

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교사들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즉 타인의 아이디어

를 실행하는 단순 노동자 또는 수업의 관리자 정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Papert와 같은 학자들은 바로 그 때문에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

사의 주체성을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사는 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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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해석하는 교육의 주

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달리, 현재의 학교 및 교사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테크놀로지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미시적

교육정보화 차원에서 정책 실행가 및 관리자, 교육자들은 기존 교실 수

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도입한다. 그러나 1920년

대 이래 교실에서의 매체 사용은 ‘열광→ 과학적 지지→ 실망→ 교사 비

난’이라는 사이클로 순환될 뿐 수업의 모습은 여전히 동일하며(Cuban,

1986)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결론은 상이하다. 또한 ‘교사 비난’ 단계에

서 연구자 및 교육자들은 단순히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수업 실현을 교육 개혁의 목표로 지향하며, 이를 위해 학

습 조력자나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변화를 기대한다(최욱, 고영남,

1998a, 1998b; 서순식 외, 2008: 20-21; 신원석, 2011b: 543 등). 이들 연구

중 몇몇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CBI(Computer-based Instruction)에

서의 교사의 역할을 연구한 최욱, 고영남(1998a: 186-188)은 ‘교육내용의

주전달자에서 학습촉진자’, ‘학습활동의 통제자에서 함께 탐색하고 학습

하는 자’로 교사의 역할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크놀로지

활용 이후 교육활동의 변화를 연구한 신원석(2011b: 543)은 ‘수업 중 역

할 변화’ 부문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에 따라 지식 전달 중심의 교사 역할

이 축소되고 ‘학생들이 적극적ㆍ주도적으로 학습에 참가하게 하는 학습

자 중심’으로 변하였다고 보고했다.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보이는데,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서순식 외(2008: 21)는 ‘기존의 지식체계를 강의하

며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학습을 촉진하는 조력자, 안내자, 동료 학습자’

로의 교사 역할 변화를 요구하였다. 목영해(2009) 역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수업 주도자, 단일교과 수업진행 책임자로

부터 학습 촉진자, 협력 수업자’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지식 전달자, 수업 주도자, 학습활동 통제자로부터 학습 촉진

자, 조력자, 협력자로의 교사의 역할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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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학습자 주도의 수업에서 조력자ㆍ촉진자로서의 교사 역할 변화가

교사 역할의 축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기

존 연구들은 변화되어야할 수업과 교사상에 대해서만 추상적으로 언급할

뿐, 이것이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을

관찰하여 인격적 상호작용 측면 이외에 교과교육 차원에서 실제로 교사

의 주도적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력자ㆍ촉진자로서의 교사

의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며 교수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2) 사회과 교사의 인식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상호관계

테크놀로지 도입으로 인해 사회과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업에서 교사의 교수

행위를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르치는 일

이라고 할 때 학생을 가르친다는 교사의 역할은 수업 활동에서 가장 명

확히 드러난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실

행하는 곳이 수업이며 수업 속에서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가 바로 교수행

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교육 측면에서 교사의 교수행위는 학생들이

해당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테

크놀로지가 통합된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교수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교실수업에서 교사의 교수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

는 교사의 신념이나 교수법적 성향이 테크놀로지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테크놀로지 관련 교육경험이 교사의 인식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 두 가지 흐름의 연구들을 각각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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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사의 신념이나 교수법적 성향에 따라 테크놀로지의 도입 및

활용이 결정된다는 연구들은 본 연구의 사례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 테크

놀로지를 도입한 교사들의 실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가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이므로 수업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교

사의 성향이 테크놀로지-친화적이기 때문에 수업에 자발적으로 테크놀

로지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교사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테크놀로지 활용

을 결정한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은 상황에 주는 함의가 제약될 수 있다.

다음으로 테크놀로지 관련 교육경험이 교사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다는 연구들은 수업에서의 교수행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대

개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연수가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결과를 보고할 뿐 실제 교실수업에서 교사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실제 활

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교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 사회과 교사의 교수법이 테크놀로지 활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 교육에서 교사의 교수법이 테크놀로지의 도입 및 성공적 활용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는 Saye와 Brush(1999, 2004, 2006), Hofer와

Swan(2006), Swan과 Hicks(2007), Pierson(2001), Doppen(2004) 등이 있

다. 이들 연구는 다시 교사의 교수법적 성향이 테크놀로지 활용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교사의 교수법적 개입이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

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나뉜다.

우선 교사의 교수법적 성향이 수업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의사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토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Saye와 Brush(199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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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는 ‘Decision Point’라는 사전 설계된, 테크놀로지-강화 역사 커리큘

럼을 수업에 도입하였는데 도입 양상은 교사의 교수법 스타일에 의존한

다고 보고했다. Hofer와 Swan(2006)은 교사의 교수법적 성향이 신 테크

놀로지 사용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결론지었으며, Swan과 Hicks(2007)

역시 테크놀로지 사용은 교사 개인의 기술적 재능과 접근, 그리고 교사

의 교수법적 접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Doppen(2004)과 같은 연구자들은 사회과 수업에 대

한 테크놀로지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교사 연수에 주목하기도 한다. 그

는 신규교사의 역사수업을 관찰한 결과, 교사의 철학적ㆍ교수법적 신념

이 테크놀로지 사용 의사와 학생중심 수업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테크놀로지 사용 의사와 학생중심 수업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 준비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그는 교

사 준비 프로그램은 실제 교실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을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테크놀로지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은 테크

놀로지 통합 문제에 철학적, 교수법적, 그리고 교실 관리에 대한 신념들

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사회과 교사의 교수법적 개입이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의 효

과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 Saye와 Brush(1999)는

교수매체에 내재된 멀티미디어 스캐폴딩(scaffolded multimedia)이 학습

을 위한 실제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대안적 관점을 볼 수 있도

록 하며 사회문제에 대해 지식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러

나 교사에 의한 전문적 지도가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탐구력을 육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도

Brush와 Saye(2000, 2002)는 테크놀로지 통합 교육 이후 학생들의 에세

이에서 내용에 대한 더 큰 몰입도(engagement), 정보에 대한 더 향상된

역사적 맥락화, 더 설득력 있는 주장, 다양한 관점에 대한 더 잦은 언급

이 나타났지만, 프로그램에 미리 설계되어 제공된 경성 스캐폴딩(hard

scaffolding)보다 학습상황에서 역동적으로 제공되는 교사의 연성 스캐폴

딩(soft scaffolding)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9년간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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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지원 학습환경 연구 프로그램 결과, 테크놀로지가 학습자 몰입

도, 공감, 복잡한 추론, 의사결정의 증진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지만 교사

의 연성 스캐폴딩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Saye & Brush, 2007).5)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교수법적 성향이나 개입은 테크놀로지의 도

입이나 성공적 활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역으로 테크놀로지 도입이 교사의 교수법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교수활동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교수법적 성향에 따라 자발적으로 테크놀로지 도입을 결

정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본인의 의지보다 외부의 압

력이나 정책적 권고에 의해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도입하게 된다(Baek et

al., 2008; 신원석, 2011a 등). 따라서 외재적 요인에 의한 테크놀로지 도

입이 교사의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 교수실행을 변화시키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학교라는 정책적 결정에 따

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교사의 교

수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테크놀로지 관련 교육경험이 사회과 교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테크놀로지 관련 교육경험이 예비교사를 포함한 사회과 교사들의 인

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힌 연구들은 최근 10년 간 그 수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Mason et al., 2000; Dawson & Norris, 2000;

Bennett & Scholes, 2001; Zong, 2002; Bolick et al., 2003; Wilson, 2003;

Molebash, 2002, 2004; Crowe, 2004; Merryfield, 2003, 2007; Swan &

Hofer, 2008). 이들 연구는 모두 대학의 교수방법론 강의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경험을 가진 이후 수업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음을 보고한다.

그 중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Dawson과 Norris(2000), Bolick 외

5) Swan과 Hofer(2008: 311-312)의 연구를 주로 참조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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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는 예비교사들이 현장-기반 테크놀로지 통합 경험으로 인하여 역

사, 테크놀로지, 교수법에 대한 자신감, 지식, 기능이 증가되었다고 인식

하였음을 밝혔다. Wilson(2003)은 사회과 교수방법론 강의에 체계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였는데 이러한 강의를 들은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실

행을 연구한 결과,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편안함이 증가하였

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Crowe(2004)는 테크놀로지 통합에 대한 강의

가 수업에 테크놀로지 활용을 시도하려는 의지, 테크놀로지에 관해 더

배우려는 욕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예비교사의 인식 외에

도, 사회과 교실수업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워크샵 이후

에 현직교사들이 테크놀로지 사용에 자신감, 내용-구체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는 연구도 있다(Shriner et al., 201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

을 바탕으로 Swan과 Hofer(2008: 314-318)는 테크놀로지 통합에 관한

강의가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교사 및 예비교사의 태도, 자신감, 비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테크놀로지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증가시킨다

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 관련 교육경험이 교사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는 이러한 연구들은 수업에서의 교수행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못했

다.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연수가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결과를 보고할 뿐 실제 교실수업에서 교사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실제 활

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교사가 수업에서 실제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내용, 교수법 등을 포함한 교수 맥락에 대한 전반적인 판

단 및 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교수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

나게 된다. 따라서 테크놀로지가 교사의 교수행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수업에서 교수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심

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테크놀로지 활용으로 인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교수실행의 변화를 보고한 몇몇 연구가 있다(Lee, 2001; Die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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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 Duran, 2006;, Franklin & Molebash, 2007). 사회과 교수방법

론 강의에서 테크놀로지 교육의 효과를 검토한 Diem(2002)은 수업계획

부문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지식은 증가하였으나 대

부분 실제 수업에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통합시키지 못하였음을 밝혔

다. Taylor와 Duran(2006)은 사회과 예비ㆍ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테크놀

로지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교수ㆍ학습 과정과 연구를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ranklin과 Molebash(2007)는

테크놀로지-강화 사회과 방법론 강의가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에서 테크

놀로지를 사용하는 것과 이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테크놀로지 통합에 따른 교수실행의 변화보

다는 교사들의 인식 및 실행에 대한 대학 교사교육 과정의 영향력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테크놀로지 활용으로 인한 교사

의 인식 변화 연구들과 큰 차별점을 갖지 못하며, 교사의 인식이 실제

수업실행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인 디지털교과서가 교실수업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본 연구도 있다. 류지헌 외(2008)의 연구가 바로 그것인데, 이

연구는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를 수업에 적용

함으로써 기존의 수업활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미시적 관점으로 살펴

보았다. 즉 “디지털교과서가 투입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교

과서를 매개로 하여 어떠한 수업과정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책연구의 특성상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라는 다수의 교

과,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업의 맥락’, ‘수업구조’, ‘수업내용’이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실 내 수업 상호작

용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심층적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수업구

조’ 차원에서의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일제식, 모둠별

학습활동과 같은 수업유형의 운영 비율을 토대로 교과 간 상호 비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수업내용’ 분석에서는 각 교과의 실제 학습 내용이

아니라 교사 발문의 기능이나 인지전략 등 교수 전략을 분석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각 교과의 특징이라든지 학습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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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내용적 측면을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류지헌 외(2008)의 연구는 미시적 연구라 보기에 무리가 있으

며 ‘수업구조’와 ‘수업내용’ 분석은 그 용어와 달리 교수활동의 구조적(혹

은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 ‘수업내용’

분석이 ‘수업구조’ 분석보다 미시적일뿐 둘 다 형식적 측면의 분석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 통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과 수업의 교수행위를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사회과 교실수업과 교수행위 연구

(1) 교실수업, 교수, 교수행위의 의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교실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함에 따

라 교사의 교수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시문화기술지 관점에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

다. 미시문화기술지 관점에 따르면, 교실수업은 그것을 둘러싼 상황적인

맥락이나 수업전략, 교사, 학생 및 학습주제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제도화된 사회적 공간(조영달, 2001: 21)이며 그 속에서 교사와 학생은

하나의 문화적 사건인 수업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간다. 본 절에서는 미

시문화기술지를 포함하여 문화기술지 관점에서 교실수업을 어떻게 바라

보는지, 그리고 교수와 교수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 절에서 교수행위에 대한 본 연

구의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수업 및 교수를 단순히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내

용 전달6)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의의 관점, 즉 문화적 관점에서 바

라보고자 한다. Erickson(1987)과 Bloom 외(1989)는 교실수업을 이해하

6) Fenstermacher(1986: 38)는 교수의 포괄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해 교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교수란 지식이나 기능을 소유한 한 사람(전달자 혹은 소유자)이 그것이 부족한 다른 사람

(수령자 혹은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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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문화적 관점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교실수업은 학생들이 일련의 문

화적 가치와 의미들을 학습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일련의

일상 활동에 대해 의미를 정의ㆍ구성ㆍ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

서 문화제도(cultural institution)이기 때문이다(Bloom et al., 1989: 270).

따라서 ‘수업하기’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들을 재현하는 것이며, 교사와 학생들은

그들이 속한 국지적 교육 공동체에 의해 수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하나

의 사건을 구성한다. Mehan(1997: 239) 역시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게 영

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수업이나 수업 내 여러 학습활동과 같은 교실 사건

들을 협력적으로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문화적 관점에서 교실수

업을 바라볼 경우 수업은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기 위한 교사-학생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며, 교과적 지식이나 기능의 실질적 습득과 동

일하거나 필연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Bloom et al., 1989). 그러나 한

사회의 구성원이 학교교육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는 당연

히 학습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즉 학습이 수업의

결과로 반드시 일어나지 않더라도 학교 제도 및 수업 발생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7) 따라서 수업은 학습을 의도한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 과

정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과 교수의 관계에서, 본 연구는 수업(instruction 혹은

lesson)이라는 하나의 전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교사-학생의 활동 및

상호작용을 교수(teaching)라고 규정한다. 수업과 교수를 구분 짓는 방식

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한다. 수업을 교수의 부분집합으로 보는 관

점과 교수를 수업의 한 측면 혹은 구성요소로 보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

다(Anderson & Burns, 1989: 9). 그런데 수업을 교수의 일부로 바라보는

방식은 학교교육(schooling) 이외의 교수활동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가

능한 주장이다. 또는 교수행위를 수업 이외의 전반적인 학교 교육활동으

로까지 확장시킬 때 가능한 개념 규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교육

7) 교수란 학습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므로(Klauer, 1985: 5) 교수라는 용어의 사용이 학습이 반

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학습이 의도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Anderson & Burns, 198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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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제도 내에서 교실수업을 관찰하였으므로 교사-학생 간에 일어나

는 활동, 즉 교수를 수업의 한 측면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교수란 ‘학습을 의도한 교사-학

생의 활동 및 상호작용’이다. 교수행위(teaching action)는 바로 이러한 상

호작용 속에서 교사가 취하는 행동 내지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수업

내 교수 과정에 대한 연구는 교수되는 학습내용 뿐만 아니라 교사-학생

간에 발생하는 행동 패턴 및 상호작용 규칙 등을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2) 교수행위의 분석을 위한 연구

Mehan(1979: 2, 16-17)은 교실수업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가 투입-산

출 요인들 간의 관계에만 관심을 가져 교육과정에 대해 밝혀준 바가 없

고, 일반적인 현장연구들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사

회적 구조를 만드는 ‘사회적 구성 활동’이나 그 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미

시적으로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제3의 연구관점이 나타

났다. Mehan(1979: 19)은 이를 학교 구조(structure)의 구성(structuring)에

대한 분석이라는 의미로 “구성적(constitutive) 문화기술지”라 하였으며,

McDermott(1976)는 “맥락 분석”, Erickson 외(1978)는 “미시문화기술지”,

Cazden(1986)은 “사회언어학적 연구”라 지칭하였다.8)

Mehan, Shultz, Florio, Erickson, McDermott 등 학교 및 교실수업을

미시문화기술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자들은 교실수업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고 교실수업에서 발견되는 상호작용의 특

성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교실 수업 구성에서 발견되는 상

8)  Mehan(1979)이 말한 상관관계 연구는 Doyle의 과정-산출 패러다임과 일치한다 . 

Doyle(1977)은 교사 효과성에 대한 연구패러다임을 과정-산출 패러다임, 매개 과정 패러다

임, 교실 생태학 패러다임으로 나누었다. 이 중 교실 생태학 패러다임이 미시문화기술지 혹은 

구성적 문화기술지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생태학적 접근은 교실 환경(classroom settings)의 복잡성과 풍부함을 강조한다(Doyle, 

1977: 182). Doyle(1981)은 교실 맥락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복잡한 환경(setting)인 교실의 

독특한 본질, 교실 생활의 자연스런 규칙적 변화(natural rhythm)를 밝히는데 기여했다고 보았

다. 교수활동(teaching)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교실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관심을 보인 

Mehan, Cazden, McDermott, Erickson, Florio, Shultz 등의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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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규칙성의 문화적 의미들과 의의는 무엇인가?(Bloom et al., 1989:

271-272)”를 밝히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Mehan(1979: 1-2, 35)은 수업이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직된 사건들로 구성된다고 보고 수업의 구조

(structure of a lesson)와 그 구조를 만드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활동

(interactional activities of the participants)을 밝히고자 하였다. 상호작

용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

는 태도로 행동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데(Mehan,

1979: 129), Mehan(1979: 133)은 이를 “교실에서의 상호작용 능력(interactional

competence in the classroom)”이라 칭했다. 교실에서 유능한 학생으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을 내보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형식)을 학습해야 한다. 즉 학생들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발언하고 행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주어진 교실 상황에서 적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학

생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현재의 맥락과 맥락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Mehan, 1979; Shultz & Florio, 1979).

이는 수업이 단순히 학습 내용의 숙지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수업에서

참여자들 간의 관계 설정에 담긴 문화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고 하겠다.

그러나 손민호(2004: 87, 105-107)는 Doyle(1986)의 주장을 빌어, 수업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들이 교실수업 관리(classroom management)

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치중해왔으며, 결과적으로 교육내용이나 교과지

식의 특징, 그리고 학생들의 교과내용 학습 과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

관심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수업참여 구조(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

와 교과내용 구조(education content structure)를 구분하여 수업을 종합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Erickson, 1986), 그리고 참여구조를 교과

내용의 구조와 함께 다루어보려는 시도(Lemke, 1990)가 나타났다. 사회

과와 관련해서는 교과내용의 특성이 수업시간과 교실공간을 사용하는 방

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과와 수학과 수업이 어떻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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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있다(Stodolsky, 1988; Stodolsky &

Grossman, 1995). 이혁규(1996)도 사회과 수업에서 상호작용 양식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의 변환에 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수업 상호작용 양식과 교과내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다만 수업 상호작용의 주요 행위자인 교사와 학생 중 교사의

교수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사회과 수업에

서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거니

와 교사 관련 변인이 테크놀로지의 성공적 활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Woodrow, 1992; Pierson, 2001; Fullan, 2001;

Christensen, 2002; Bullock, 2004; Vannatta & Fordham, 2004; O'Dwyer

et al., 2004; Knezek & Christensen, 2008; Wong & Li, 2008).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수업 상호작용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검

토한 후,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의 교수행위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연구 결과 중 본

연구가 분석틀을 차용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가

참조한 분석틀은 수업의 계열적 조직, 대화배분 규칙, 맥락화 단서, 사회

적 참여구조, 학습주제의 변환 등이다.

1) 수업의 계열적 조직

수업은 시간적인 연속성을 지닌 여러 개의 구성 부분으로 나뉠 수 있

다. 각 부분은 전체 수업 내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며, 수업의 맥락

속에서 해석될 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조영달, 1992: 319).

Mehan(1979: 35)은 수업이 계열적 조직(sequential organization)과 위

계적 조직(hierarchical organization)을 가진다고 보았는데, 계열적 조직

은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수업의 흐름을

의미하며, 위계적 조직은 수업을 이루는 각 구성 요소들의 조합을 의미

한다. Mehan(1979: 36-49, 73)은 ① 수업 설정(setting up a class), ②

수업 개시(opening the lesson), ③ 교수 단계(conducting the lesson =

instructional phase), ④ 수업 종결(closing the lesson)로 수업의 계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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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파악하였다. 한편, 조영달(1999b: 334-352)은 한국의 정형화된 사

회적 공간으로서의 경제교육 교실수업의 조직을 ① 수업 의식의 단계,

② 수업 확인의 단계, ③ 교수․학습 단계, ④ 교수․학습의 마감 단계,

⑤ 수업종료 단계로 파악하였다. 이 중 수업 의식 단계는 한국 교육 현

실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서 차렷-경례로 대표되는 의식을 통

해 수업을 시작함에 있어 교사의 권위 설정을 위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수-학습 단계는 학습과제와 관련된 몇 개의 주제학습 셋트로 구성되

는데, 나머지 단계는 모두 교수-학습 단계의 원활화와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한 기능을 한다(조영달, 1992: 322, 335).

학교 교실에서 교수ㆍ학습 과정의 핵심은 교사, 학생, 학습 구조

(learning/academic task structure) 사이의 상호작용이다(조영달, 1999b:

325).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그것이 수업 전체의 어느 부분에서 이

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유형과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조

영달, 1992: 319) 디지털교과서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교수행위를 발췌하여

그것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구성한 한 차시 전

체 수업의 흐름 속에서 교사의 교수행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2) 맥락화 단서(contextualization cue)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현재의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맥락이 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일상적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런

종류의 신호를 Gumperz(1976, 1982)는 “맥락화 단서”라고 하였다

(Dorr-Bremme, 1990: 379). 사회적 맥락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는 어조ㆍ

목소리 고저ㆍ빠르기ㆍ리듬의 변화, 언어 코드ㆍ사투리ㆍ화법의 전환과

같이 언어적ㆍ준언어적 형태와 자세 형태나 위치잡기ㆍ응시방향ㆍ얼굴표

정ㆍ개인간 거리두기의 변화와 같이 동작적 형태로 나타난다. 맥락화 단

서로 나타난 변화나 전환의 중요도는 상호작용 속에서 국지적으로 결정

되며, 이러한 변화들은 일상적으로 참여구조의 변화와 동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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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r-Bremme, 1990: 381-382).9)

Shultz와 Florio(1979: 170-171)는 맥락 변화에 대한 강력한 단서로 교

사의 자세와 공간을 통한 이동에 주목하였다.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에

서 언어적 공지는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우므로, 언어적 공지뿐만 아니라

교사의 동작이 행동 결정의 중요한 신호가 된다. 따라서 Shultz와

Florio(1979: 175)는 학생들이 교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만큼 무엇을 하는

지도 주목하여 행동한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교사의 부름(calls), 움직임

(movement), 공간 사용에 담겨있는 사회적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해야만

한다(Shultz & Florio, 1979: 179-180).

Doyle(1986: 406)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맥락이 변하는 지점을 전이

지점(transitions)이라 하였으며, 소 전이지점(minor transitions)과 대 전

이지점(major transitions)라는 2가지 전이지점을 제시하였다. 소 전이지

점은 대화 차례(speaking turns)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대 전이지점은 수

업과 수업 사이에서 또는 한 수업 내의 활동이나 단계(phase)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 대 전이지점에서 다음 행위 프로그램이 작동하기까지 교사

는 수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단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적 협상이 발생한다. 만약 이 시점에서 단서

가 부재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Dorr-Bremme(1990: 389,

390, 397)은 표지의 누락 혹은 단서의 부재는 곧 의미의 부재를 뜻하며,

학생들은 단서의 부재를 교사가 지금 당장 말할 내용을 가지지 않았거나

말하기를 원하는 누구나에게 발언권이 개방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표지의 누락은 교사의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한 결과를 초래하

며, 불확실한 맥락에 대해 교사와 학생은 협상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출현으로 인한 교실 환경 변화 속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맥락화 단서에도 주목한다. 수업의 흐름에서 맥락 변화

는 계속 발생하며 학생들은 맥락 변화에 대한 단서의 의미를 파악하여

현재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맥락 변화에 대한 참여자들의

합의나 질서(혹은 규칙)가 없으면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서 수업이 구

9) Shultz와 Florio(1979: 166) 역시 자세, 개인 간 거리, 응시방향, 발화 운율, 대화 주제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의 변화가 참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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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 변화에 대한 여러 단서들

(다른 학생의 행동, 종소리, 수업의 전개 등)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교사의 맥락화 단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에서 교수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맥락화 단서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맥락 변화에 대한 교사의 강력한 단서로서 언어적 공

지(announcement)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세와 공간을 통한 이동에도 주

목하였다. 전술한 것과 같이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언어적 공지는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우므로 교사의 동작이 행동 결정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언어적 단서

외에 교사의 공간 점유 및 활용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의 대상이 초등학교인 관계로 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의 전면

강의보다 학생들의 활동 비중이 높아 교사의 움직임이 많은 편이기 때문

이다. 물론 학생 활동의 증가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도 기인한

다. 둘째, 디지털교과서를 활용으로 인해 매 수업 시간 전자칠판과 전자

교탁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사의 동선이 전통적 수업 방식보다 확

장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교실의 수업에서 교탁이 교실 앞 중앙 근처에

위치하는 반면, 본 연구의 사례에서 전자교탁은 학생 기준으로 교실 앞

왼편 가장자리에 위치하였다.

3) 대화배분(turn-taking allocation)

Mehan(1979)은 수업분석의 기본 단위로 I-R-E(교사의 개시발화 - 학

생의 응답 - 교사의 평가) 기본계열을 설정하였다. 기대한 응답이 나오

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가 응답을 촉구하거나 유도를 반복 혹은 단순화하

는 등 상호작용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확장계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Mehan, 1979: 54-62). I-R-E계열에서 I, R, E 각각은 하나의 말차례

(turn)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차례란 말하는 사람이 말할 권리를 가지고

말을 시작해서 끝맺을 때까지를 의미한다(Sacks et al., 1974; 고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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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b: 1). 대화 당사자들이 이러한 말차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끌

어가는 것을 대화배분(turn-taking; 혹은 말차례 가지기)이라 하며, 모든

의사소통과정에는 누가, 언제, 얼마동안 말할 수 있는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대화배분 규칙이 존재한다

(McHoul, 1978; 고창규, 2004: 254).

McHoul(1978: 185-187, 189)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대화는 말차례의

개방성(open-endedness) 또는 변경가능성(permutability)을 인정하고 공

백(gap)과 휴지(pause)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교실수

업의 대화는 겹침(overlap)과 말차례 순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백과 휴지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0) 이는 일상적 대화 상

황에서는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발언권이 사용되

는 반면, 수업 상황에서는 교사가 의도한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 학생들이 발언권을 통제하기 때문이다(McHoul, 1978; 손민호,

2004: 86).11) 즉 수업에서의 대화는 비교적 정형화(formal)된 대화

(McHoul, 1978: 187)로 누가 언제 무엇을 말해야하는지가 미리 정해진

배분(pre-allocation) 체계와 상황에 따라 말차례가 배분되는 국부적 배

분(local-allocation) 체계의 중간 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수업에서는 디지털교과서라는 매체가 학생들에

게 개별적으로 주어진다. 일상생활의 대화와 교실수업의 대화에서 대화

배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듯, 동일한 교실수업의 대화라 할지라도 전체

활동을 위한 매체만 주어졌을 경우와 개별 활동을 위한 매체가 주어졌을

10) 공백은 어떤 종결가능지점(possible completion point) 다음에 일어나는 침묵(Sacks et al., 

1974: 715)이며, 휴지는 적정전이지점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침묵으로서 어떤 사람의 말차

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수업 대화에서 공백과 휴지의 가능성이 최대화되는 것은 대화 관

리자인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시간을 부여하는 정형화된 대

화이기 때문이다(고창규, 2000a: 6-7).

11) McHoul(1978: 188-189)은 수업에서의 대화배분(turn-taking)에 대한 4가지 규칙들을 제시

한 다음, 이러한 규칙들이 다음과 같은 하나의 규칙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오직 교사만이 

어떤 창조적 방식으로든 말할 수 있는 권리(speakership; 말할 자격)를 지휘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현재 말하는 사람이 다음 말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말할 권

리와 의무의 관리는 교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도 말을 계속 하거나 다음

에 말할 사람으로 교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말할 자격을 관리할 수 있지만, (교사로부터) 말

할 사람으로서 선택되었을 때, 그 말차례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으

로 말할 자격을 관리하는 것은 교사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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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화배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개별 매체가 주어질

경우 교사는 학생의 개별 활동을 참조하여 학생들을 지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이 상이하여 다양한 응답이 나올 수 있어

교사의 대화배분 전략이 더 엄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기존의 교

실수업과 본 연구의 수업에서 대화배분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사회적 참여구조

Philips(1972)는 교실 활동에서 일어나는 참여를 위한 요구와 권리, 의

무를 참여자 구조(participant structure)라 하고, 교실수업에서 인디언 학

생들의 침묵과 비참여를 이를 통해 설명하였다. 인디언 공동체에 존재하

는 참여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 교실의 참여자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교

실 상호작용에서 인디언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Erickson(1982)은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과정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참여자 구조(participant structure)를 참여구조(participation

structure)로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 과제(learning task)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과업구조(Academic Task Structure: ATS)와 사

회적 참여구조(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 SPS)에 대한 지식이 모두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ATS가 교과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SPS는

교과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관례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관련된

다. 즉 참여구조란 “누가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지와 관련

된 참여자들의 권리와 의무(Cazden, 1986: 437)” 또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말하여야 하는가의 교실담화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의 함유

양식(조영달, 1999a: 34-36)”을 의미한다.

Florio와 Shultz(1979: 240)는 대화 상황에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상

호작용적으로 배분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대화의 초점(conversational

focus)이 몇 개인지, 누가 주발언자, 보조발언자, 주청자, 보조청자의 역

할을 수행하는지, 그들의 수가 각각 몇 명인지, 발언자와 청자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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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등에 따라 대화적 상황의 5가지 유형을 밝혔다. 이를 참조하여

조영달(1992)과 이혁규(1996)는 사회적 참여구조 분류 기준을 새로이 제

시하고 이에 따라 참여구조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중 조영달(1992:

343)의 기준을 예로 든다면, ① 한 번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주대화자로

대화에 참여하는가? ② 수업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 수준은

어떠한가? ③ 한 번의 상호작용에 몇 개의 대화의 장(conversational

floor)이 존재하는가? ④ 누가 먼저 주된 역할을 하는 화자인가? ⑤ 대화

의 장에 교사가 있는가? 이다.

본 연구에서도 Florio와 Shultz(1979), 조영달(1992), 이혁규(1996)의

기준들을 참고하여 참여구조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만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교수행위에만 주목하였기 때문에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대화자의 역할 측면에서는 교사의 교수행위에 반응하여 학생의

참여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살펴보았다. 교사가 먼저 화자가 되는지

아니면 학생이 먼저 화자가 되는지, 주대화자와 청자의 수가 몇 명인지 등

을 살펴보는 것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의 분석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사의 교수행위에만 주목하였기 때문에 교수행위

에 따라 학생의 참여 수준이 약화되는지 혹은 강화되는지만 파악하였다.

둘째, 대화의 장 대신에 교수ㆍ학습의 장(focus)을 살펴보았다. 본 연

구가 교사의 교수행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습 관련 내용 이외의 대

화는 포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의 장에서는 대화자의 수와

역할이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구체적인 수와 역할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교수ㆍ학습 활동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역할 및 수업 주

도권 배분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셋째,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 노트, 프리젠테이션 등을 모두

대체하기 때문에 수업 매체(혹은 매개물)는 디지털교과서에 국한시켜 살

펴보았다. 조영달(2001)의 참여구조 유형(SPS-1～SPS-5)에서 SPS-3은

교사가 먼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주된 화자가 되고 교사에 의해 지명

된 학생이 교사의 유도에 매개물(교과서)을 통하여 반응하며 나머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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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수업 상호작용의 간접적인 참여자가 된다. 오늘날 교실에서는 교과

서 외에 다양한 매개물들이 존재한다. 조영달(2001: 22)은 교사와 학생의

교실수업 참여구조는 슬라이드, 필름 스트립, OHP, TV, 컴퓨터 등의 수

업을 도와주는 기자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런 경우 직접적인 언어 교환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경우와는 다른 참여양

식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디지털교과서는 이 모든 교

수매체를 통합하며 실제로 본 연구의 수업에서 별도의 기자재나 교수매

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공간 점유 양상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참여구조 분류 기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교사의 공

간 점유 양상에 주목한 이유는 본 연구가 교사의 교수행위에 주목함으로

써 교사의 비언어적 행동이 학생들의 수업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맥락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참여수준

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교사의 언어적 공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 또

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술한 맥락화 단서에서 비언어적 측

면에 주목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구

성한 본 연구의 참여구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학생 간 역할 분담 양상은 어떠한가?

즉, 학생의 참여 수준은 어떠한가?

②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focus)이 몇 개인가?

③ 디지털교과서 매개 여부/ 활용 방식은 어떠한가?

④ 교사의 공간 점유 및 활용 양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참여구조 분류 기준은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통

해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가 참여구조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①～

④는 모두 맥락화 단서를 기반으로 파악될 수 있는 기준이다. 전술한 바

와 같이 교사의 위치잡기가 맥락화 단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

사의 공간 점유 및 활용 양식은 맥락화 단서와 연관된다. 또한 맥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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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는 디지털교과서 매개 여부나 활용 방식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이 하나에서 다수로, 혹은 다수에서 하나

로 전환되고 교사-학생 간 역할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①, ②는 대화

배분 절차를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는데, 교사는 대화배분 절차를 사용

하여 전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의 참여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

고 이에 따라 특정 유형의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

이다.

5) 학습주제의 변환

조영달(1992: 326)은 대화이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참여구조가 형성되며,

여러 개의 사회적 참여구조는 수업의 핵심인 주제학습 셋트(topically related

sets)를 이룬다고 보았다. 주제학습 셋트는 교사의 유도(elicitation) 및

반응(response)의 일련의 묶음이며 이는 인도의 단계(guide), 집중수업행

위 단계(focused activity), 압축의 단계(compression)로 구성된다(Mehan,

1979: 65). 하나의 주제학습 셋트에서는 그 시간의 과업인 하나의 개념이

나 일반화 또는 이론이 다루어지며, 그 날 수업 과제와 관련된 몇 개의

주제학습 셋트가 모여 교수ㆍ학습 단계를 구성한다(조영달, 1992: 322).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교과 내용

이 어떻게 교수되는지를 주제학습 셋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대개 한 차시의 수업에는 상위목표와 관련된 여러 개의 하위목표가 있으

며 이러한 하위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 내용은 몇 개의 주제학습

셋트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교수ㆍ학습 단계에서 교사가 학습 내

용을 변환하는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을 끊어볼 수 있는 단위로 주

제학습 셋트를 사용한다. 즉 주제학습 셋트 각각에서 내용 변환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 후, 내용 변환에 따라 어떤 학습활동들이 나

타나는지 그 유형들을 밝힐 것이다.

내용 변환은 이혁규(1996)의 변환(transformation) 개념을 참고하였는데,

이혁규(1996: 21-22)는 내용의 ‘선택’과 ‘제시’ 방식을 변환(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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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가지 하위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선택(selection)은 교육과정이나 교과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후, 교수의 목적에 비추어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강조해야 할 중심적 개념과 부차

적인 개념을 구분하여 이를 구조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의

제시(representation) 방식은 교사가 선택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유추,

비유, 예, 본보기 혹은 단순한 설명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

정에서 교사는 교실 상황, 학습자의 이해도, 교과 내용의 인지적 수준 등

에 대해 고려한다.

이러한 이혁규의 변환은 Shulman(1987)의 변환(준비, 재현, 선택, 적

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Shulman(1987: 14-17)은 ‘이해-변환-

수업-평가-반성-새로운 이해’라는 ‘교수법적 추론과 행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중 변환은 준비, 재현, 선택, 적용이라는 하위 요소를 가

진다. 준비(preparation)는 교과내용에 대한 교사 자신의 이해의 측면에

서 수업의 자료를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

수자료를 그 자신의 이해에 비추어 세밀하게 조사하고 가르치기에 적합

한지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준비 과정에는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해석

과 분석, 구조화와 분할, 교육과정 레퍼토리의 개발, 목적의 명확화가 포

함된다. 재현(representation)은 유추, 비유, 예시, 논증, 설명 등을 포함하

는 재현 레퍼토리 사용을 의미한다. 선택(selection)은 교수, 조직화, 관

리, 교실배열 양식들을 포함하는 수업 레퍼토리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선택은 강의, 논증, 암송, 개별학습(seatwork), 협동학습,

소크라테스식 대화, 발견학습, 프로젝트 방식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적용(adaption and tailoring)은 학생 특성에 맞게 교수자료 및

수업 레퍼토리를 적용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개념, 선개념, 오개념 그리고 난이도, 언어, 문화, 동기, 사회계

층, 성, 연령, 적성, 흥미, 자아 개념들, 집중력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혁규의 ‘선택’은 Shulman의 ‘준비’에 가까우며, 내용의 ‘제시’

방식은 Shulman의 ‘재현’과 ‘적용’의 혼합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이혁규

의 ‘선택’은 가르칠 내용의 선정과 관계되는데, 이는 Shulman의 변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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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서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내용을 검토하는 ‘준비’ 과정과 가장 유사

하다. 또한 Shulman의 ‘선택’은 교실 관리 및 교수법의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혁규의 그것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이혁규의 내용

‘제시’ 방식은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Shulman의 ‘적용’) 학습 내용을 어

떻게 제시할 것인가(Shulman의 ‘재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혁규의 변환 개념은 준비, 재현, 선택, 적용으로 이루어진

Shulman(1987)의 변환 개념보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할 뿐만 아니라 준비,

재현, 선택, 적용의 단계를 거의 모두 포섭하고 있다. 또한 Shulman(1986,

1987)의 변환 개념은 교사의 교수법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형성 및 발현 과정을 추론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

행보다는 인식 변화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 나타난 교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부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혁규의 변

환 개념을 내용 변환의 분석틀로 선정하였다.

이혁규의 변환 개념에서는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데,

이는 과거 강의 중심의 중등 교실수업을 관찰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의 변환 결과로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활동의 모습

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학습활동의 유형은 크게 다음 2가지 차원으로 살

펴볼 것이다. 먼저, 학습활동을 위한 교실의 배치(arrangement)나 조직

차원(organizational focus)에서 전체학습, 소집단 협동 학습, 개별학습

(seatwork)으로 학습활동의 유형을 나눠본다. 다음으로 학습활동의 내용

차원에서 읽기, 게임, 발표, 글쓰기, 정보탐색, 역할놀이 등으로 학습활동

의 유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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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 방법의 특징

본 연구는 연구 방법론으로 제도화된 공간에 대한 미시문화기술지

(microethnography)를 활용한 사례연구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절에서

는 본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을 질적 사례연구와 미시문화기술지 각각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G초등학교의 6학년 사회 수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

구에 해당한다. 사례연구 방법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

하는 것은 연구자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에 달려있다. 연구문제가 ‘왜’

나 ‘어떻게’와 같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Yin, 1994: 7-9) 하나의 사건

이나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의 과정에 관심이 있다면 사례연구가 적절한

연구설계가 된다(Merriam, 1998: 33). 본 연구의 질문은 ‘사회과 수업에

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이

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 향상과 같은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결과에 관

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인해 교사의 교수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 과

정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급의

사회 수업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질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단일 사례(G초등학교 6학

년 사회 수업)를 통해 현상(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수행위)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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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는 하나의 실례, 현상 또는 사회적 단위에 대

한 철저하고 총체적인 기술 및 분석이다(Merriam, 1988: 21).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교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들과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례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사례연구는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실생

활의 맥락 안에서 해당 현상을 조사하는 경험적 연구이다(Yin, 1994:

13). 즉 사례를 둘러싼 맥락으로부터 현상의 변수들을 분리하기 불가능

한 상황에 맞는 연구 설계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교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디지털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할 것이다. 그 날의 학습 내

용,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교사의 교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현상을 둘러싼 맥락을 통제할 수 있

다면 양적 연구처럼 실험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

를 포함하여 교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복합체이며 연구자가 교실수업의 맥락을 통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함에 따라 학습 내용 선정과

학습자의 흥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교사의 교수

행위도 왜곡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행위’라는 하나의 현상을 이를 둘러싼 맥락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사례연구의 유형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본질적이면서도 도구적인 사례

연구에 해당한다. Stake(2005: 445-446)는 사례연구의 3가지 유형을 제시

하였다. 첫째, 본질적인 연구로 이는 특정사례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

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실행된다. 사례의 특수성과 평범함으로

인해 사례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추상적인 구성물이나 일반적 현

상을 이해하는 것, 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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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도구적인 연구는 이슈,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거나 일반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행된다. 여기서 사례는 다른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집합적인 연구는 수많은 사례를 동시

에 연구함으로써 일반적인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는

도구적 연구를 몇몇 사례들로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의 통합이 가져오는 교수실행의 변화를 디지털교과서라는 특

수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사례연구와 도구적인 사

례연구의 절충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라는 특정 사례에 관

심을 가지고 이로 인한 교수실행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례연구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테크

놀로지 통합이라는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라

는 하나의 사례를 선정한 것이므로 도구적인 사례연구의 특성을 가진다

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사례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우선

연구자가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주요 도구이기 때문에 연구과정 및 결

과의 편향성, 엄밀성, 주관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신뢰도, 타당도 그리

고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쟁점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데 사례연구의 사

례는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정에 관심

을 두기 때문에 연구결과물이 너무 길거나 자세하고 복잡한 서술의 문제

가 발생하기도 한다(Merriam, 1998: 40-43).

그러나 사례연구로부터 얻은 지식은 다른 연구설계에서 나온 추상적

이고 형식적인 지식과 다르다(Stake, 1981: 35-36; Merriam, 1998: 32에

서 재인용). 사례연구로부터 얻은 지식은 우리의 일상 경험처럼 맥락에

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이 현상에 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이와 같이 한 현상에 대한 구체

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사례연구는 연구 현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

고 재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발견적’이다. 즉 독자들로 하여

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경험을 넓혀주기도 하

며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Merriam, 1998: 29-30).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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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은 미래 연구의 구조화를 돕는 일시적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

로 한 분야의 지식 기반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Merriam, 1998: 41).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

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기술함으

로써 테크놀로지 통합 사회과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교실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교사가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학습 내용

을 어떻게 선정하고 제시하는지, 그 과정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의 교

수행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교사 인터뷰, 수업 관찰을 통해

교수행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양적 연구 설계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여러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를 목표

로 교수행위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그 관계성을 검토하려고 했다

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인한 교수행위의 실제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지식만 남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교실수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

리고 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실 내ㆍ외부 요인들을 통해 수업은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죽은 지식이 아니라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식

이야말로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 G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한 사례로 선정하여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

수행위의 역동적인 모습을 풍부하게 기술한 본 연구는 미래의 테크놀로

지 활용 사회과 수업에 그러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시문화기술지(microethnography)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을 관찰하고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의 교수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 제도화

된 공간에 대한 미시문화기술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총체적 문화기술지

가 아니라 미시문화기술지를 선정한 것은 본 연구가 한 학교 전체의 문

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 수업이라는 하나의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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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속의 행위자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미시문화기술지는 의사소통 문화기술지(ethnography of communication),

사회언어 문화기술지(sociolinguistic ethnography), 구성적 문화기술지

(constitutive ethnography) 등과 서로 대체되어 사용된다(Jacob, 1987: 3,

18). Jacob(1987)은 교육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의 전

통을 생태학적 심리학, 총체적 문화기술지, 인지 인류학, 의사소통 문화

기술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의사소통 문화기술지

는 한 문화 집단 내 구성원 간의 또는 서로 다른 문화 집단들의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문화기술지

는 면대면 상호작용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에, 그리고 이러한 미시적

절차들이 더 큰 맥락의 문화적, 사회적 조직이라는 거시적 이슈들과 어

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Erickson & Wilson, 1982:

42; Erickson & Mohatt, 1982: 137-138; Jacob, 1987: 18).

살펴본 바와 같이 미시문화기술지가 면대면 상호작용의 절차와 같은

미시적 절차들을 구체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종종 민속방법론

(ethnomethodology)과 혼동되기도 한다. Bloom 외(1989)는 민속방법론과

사회언어 문화기술지의 차이점이 전자가 사회 구조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문화에 주목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즉 총체적 문화기술지처럼 사회언

어 문화기술지 연구자들 또한 문화를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하며(Erickson & Mohatt, 1982: 137; Jacob, 1987: 18-19) 문

화적 의미 체계를 성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자들이 사회 구조를 사용

한다고 보았다(Bloom et al., 1989: 269-270).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는가?’를 묻는 것은 사회적 행위, 즉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서로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것의 문화적 의미까지 기술하는 것을 포함한다(Bloom et al., 1989: 269).

이러한 미시문화기술지 특성을 교실수업 연구에 적용시켜 본다면, 교

실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조

직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미시문화기술지 수업연구의 주요 목적이 될

것이다(Garcez, 2007: 257). 따라서 사회과 수업연구 역시 그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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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이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의 특성, 그리고 참여자의 사회적 위치

와 문화적 배경 등의 맥락과 독립적일 수 없으며 행위의 의미는 그 행위

가 일어나는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조영달, 1992: 315-316; 조영달, 2001:

16-17). 그렇다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이라는 사회적ㆍ문화

적 맥락의 변화가 참여자들의 행동양식, 특히 교사의 교수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살펴보는 것은 교수행위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뿐만 아

니라 그것의 문화적 의미까지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

에서는 교수ㆍ학습 과정에서의 교사의 주도적 역할 변화에 대한 해석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수업 관찰 및 분석의 틀

질적 연구 방법은 귀납적으로 현장에서 연구 결과물을 찾아낸다. 그러

나 연구자가 아무런 관점이나 문제의식 없이 현장에 진입할 수는 없다.

설사 가치중립적으로 그 어떠한 관점도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다하더라

도, 그럴 경우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거나 혹은 낯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보여 현장에 매몰될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연구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을 미시문화기술지

관점에서 어느 정도 미리 설정하고 현장에 들어갔다. 물론 연구의 분석

틀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현장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계속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분석틀이란 세부적 유형을 가진 분석틀

(framework)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관찰하기 위한 관점 혹은 시

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수업이라는 하나의 총체적 사

건을 분석적으로 보기 위해 조영달(1992)의 ‘사회적 참여구조’라는 개념

12) Erickson(1984)은 현장작업이 매우 귀납적인 것이지만, 순수한 귀납은 없다고 하였다. 물론 

연구관점과 연구문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

는 이론적 관점과 일련의 연구문제들을 현장에 가져가야만 한다. 가령 잘 훈련된 인류학자들은 

여행자와 달리,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민족지적 관점과 (행위에 대한 국지적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문화기술지적 관심을 현장에 가져간다. 여행자는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의 설명은 비교의 관점이 부족하고 국지적 의미를 밝히는데 실패할 것이다(Erickson, 198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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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틀로 선정한 것이지, 그의 사회적 참여구조 5가지 유형(SPS1～

SPS5)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1)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름, 대화배분 규칙, 맥락화 단서,

사회적 참여구조라는 관점에서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 즉 교수적 형식

을 분석하였다.

첫째, 교수행위는 그것이 수업 전체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유형과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조영달, 1992: 319)는 점에

서 디지털교과서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교수행위를 발췌하여 그것만 이해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구성한 한 차시 수업의 전

체 흐름 속에서 교사의 교수행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조직(Mehan, 1979; 조영달, 1992)’이라는 기존 용어가 자칫 시간

의 흐름이 아니라 수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의 조직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수업의 시간적 흐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둘째, 교사가 수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맥락화 단서를 어

떻게 사용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미시문화기술지적 수업연구에서는 맥락

변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 변화를 매우 중시

하는데, 맥락 변화에 대한 참여자들의 합의나 질서(혹은 규칙)가 없으면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서 수업이 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러한 맥락 변화에 대한 여러 단서들(다른 학생의 행동, 종소리, 수업의

전개 등)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교사의 맥락화 단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에서 교사의

교수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맥락화 단서에 주목하였다.

Shultz와 Florio(1979: 170-171)는 맥락 변화에 대한 강력한 단서로 언

어적 공지(announcement)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세와 공간을 통한 이동

에도 주목하였다.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언어적 공지는 의사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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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우므로 교사의 동작이 행동 결정의 중요한 신호가 된다. 본 연

구에서도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언어적 단서 외에 교사의 공간 점유 및

활용 양상에 주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인 관계로 중

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활동 비율이 높아 교사의 움직임이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 활동의 비율이 높은 것은 디지털교과

서를 사용하는 것에도 기인한다. 둘째, 디지털교과서를 활용으로 인해 매

수업 시간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사의 동선

이 전통적 수업 방식보다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맥락화 단서와 더불어 교사가 교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사-학생 간 대화배분(turn-taking allocation) 규칙을 살

펴보고자 한다. McHoul(1978)과 Mehan(1979)은 일상생활의 대화와 교실

수업의 대화에서 대화배분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수업

에서의 대화는 교수ㆍ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정

형화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

서라는 매체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데, 이로 인해 기존의 교

실 수업과 달리 본 연구의 수업에서 대화배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양상을 토대로 “누가, 누구에게, 언

제, 무엇을 말하여야 하는가의 교실담화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의 함유 양

식(조영달, 1999a: 34-36)”인 사회적 참여구조를 살펴본다. 즉 맥락화 단서

와 대화배분 절차를 바탕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참여구조의 유형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자 한다. 사회적 참여구조는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 과정(본 연구에서는

교수 과정)에 대한 미시문화기술지적 수업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미시

문화기술지에 기반한 본 연구도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인해 교사의 교수행위가 어떤 참여구조를 설정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Florio와 Shultz(1979)의 기준을 참조하여, 조영달(1992)과 이혁규

(1996)는 사회적 참여구조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참여구조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들 연구에 나타난 공통적인 기준을 열거하자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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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숫자와 역할(예: 화자와 청자, 주대화자와 보조대화자), 한 번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는 대화의 장(conversational floor)의 개수, 수업

매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참여

구조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① 교사-학생 간 역할 분담 양상은 어떠한가?

즉, 학생의 참여 수준은 어떠한가?

②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focus)이 몇 개인가?

③ 디지털교과서 매개 여부/ 활용 방식은 어떠한가?

④ 교사의 공간 점유 및 활용 양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교수행위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①에서는 교사의 교수행위에 반응하여 학생의 참여 수준이 어떻

게 변하는지만 확인하였으며, ②에서는 대화의 장(conversational floor)

대신 교수ㆍ학습의 장(focus)을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 노트, 프리젠테이션 등을 모두 대체하기 때문에 ③에서 수업 매

개물은 디지털교과서에 국한시켜 살펴보았다. 이 외에 ④에서 교사의 공

간 점유 양상에 대한 기준도 설정하였는데 이는 비언어적인 맥락화 단서

에도 주목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참여구조 분류 기준은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통해 이해될 수도 있다. 즉,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가 참여

구조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

면, ①～④는 모두 맥락화 단서를 기반으로 파악될 수 있는 기준이다. 교

사의 위치잡기가 맥락화 단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공간

점유 및 활용 양식은 맥락화 단서와 연관된다. 또한 이러한 맥락화 단서

는 디지털교과서 매개 여부나 활용 방식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이 하나에서 다수로, 혹은 다수에서 하나로 전환

되고 교사-학생 간 역할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①, ②는 대화배분 절차

를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는데, 교사는 대화배분 절차를 사용하여 전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의 참여 수준을 결정짓고 이에 따라 특정

유형의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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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교과 내용

이 어떻게 교수되는지를 주제학습 셋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학습 셋트는 교실수업을 분석한 Mehan(1979)이 교수ㆍ학습 단계에

서 확인한 것으로 그 날의 학습목표와 관련된 하나의 개념이나 일반화가

하나의 주제학습 셋트가 된다. 대개 한 차시의 수업에는 상위목표와 관

련된 여러 개의 하위목표가 있으며 이러한 하위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 내용은 몇 개의 주제학습 셋트로 나타나게 된다. 교수ㆍ학습 단계

에서 한 차시의 학습 내용 전체를 교사가 어떻게 변환시키는지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을 끊어볼 수 있는

단위로 주제학습 셋트롤 사용한다. 즉, 여러 개의 주제학습 셋트 각각에

서 내용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 후, 내용 변환에 따라 어

떤 학습활동들이 나타나는지 그 유형들을 밝힐 것이다.

내용 변환은 이혁규(1996)의 변환(transformation) 개념을 참고하였는데,

이혁규(1996: 21-22)는 내용의 ‘선택’과 ‘제시’ 방식을 변환(transformation)

의 2가지 하위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선택(selection)은 교육과정이나 교

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후, 교수의 목적에 비추어

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의 제시

(representation) 방식은 교사가 선택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유추, 비

유, 예, 본보기 혹은 단순한 설명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이혁규의 변환 개념은 준비, 재현, 선택, 적용으로 이루어진 Shulman(1987)

의 변환 개념보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할 뿐만 아니라 준비, 재현, 선택,

적용의 단계를 거의 모두 포섭하고 있다. 또한 Shulman(1987)의 변환 개

념은 교사의 교수법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형

성 및 발현 과정을 추론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인식 변화

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 나타난 교수행위를 분석하기 위

한 틀로는 부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혁규의 변환 개념을 내용 변환

의 분석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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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규의 변환 개념에서는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데,

이는 과거 교사 강의 중심의 중등 교실수업을 관찰했기 때문이라 여겨진

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의 변환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활동들의 모습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학습활동의 유형은 크게 다음 2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학습활동을 위한 교실의 배치(arrangement)나 조직 차원

(organizational focus)에서 전체학습, 소집단 협동 학습, 개별학습

(seatwork)으로 학습활동의 유형을 나눠본다. 다음으로 학습활동의 내용

차원에서 읽기, 게임, 발표, 글쓰기, 정보탐색, 역할놀이 등으로 학습활동

의 유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인 G초등학교의 사회과 수업

이다. 사회과 수업에 대한 테크놀로지 통합의 사례로 디지털교과서를 활

용하는 G초등학교의 사회과 수업을 선정한 이유는 비교적 장기간 일상

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G초등학교는

2011년을 기준으로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4년차에 접어드는 학교이며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일상화되어 교사와 학생은 디지털교과서

를 익숙하게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관찰한 G초등학교의 사회과 수업이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볼 수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나 WBI(Web-based Instruction), IIE(Internet

in Education) 등과 같은 테크놀로지 통합 교육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

어 전형성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전형성은 표본의 대표성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연구사례

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사례를 전형적 사례라고 보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례를 전

형적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Patton(1990)에 따르면, 질적 연구에서는 연

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사례(information-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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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를 선정하는 유의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주로 사용한다. 이를

LeCompte 외(1993: 69-77)는 이상적-전형적 사례선정(ideal-typical selection)

이라고도 말한다. 이는 연구자가 가장 최선이고 효과적이거나 가장 바람

직한 사례를 위한 프로파일 혹은 모델을 개발한 후, 그 프로파일과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실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초등학

교의 사회과 수업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사의 수업행위를 알려주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사례로 선정하였다.

(1)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G초등학교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G초등학교는 1987년에 개교하여, 현재 6개 학

년 총 52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관찰

대상 학급이 속해있는 6학년은 총 9개 반으로 남녀합반이다. 교사 인터뷰

와 학교 교육계획서를 통해 볼 때, G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

경은 중간 정도이며 학교를 둘러싼 주변 환경 또한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니까 원래 남부, 여기 교육청이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런데 여기 □□ 1동, 저희 여기만 그나마 좀 이렇게 수준이, 생활수준이 조

금 괜찮아요.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20년 전에 아파트 단지가 생

기면서,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좀 이렇게 사는, 소위 사는 사

람들이 이 지역에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그 때 이후로, 여기만 정말, 딱 여

기만 그… 그래서 보면 학력 수준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 갖는 수준도 강남

이나 그런데 보다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기, 이 지역 일대에서는 그래도 

아이들 수준도 높고, 학부모도 관심도 많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많고 또 

학력 수준도 남부지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상위권에 속하는… 

(6/1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학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학력에 대한 인식을 지적 능력으로만 

판단하는 편임 / 90% 이상이 고졸 이상으로 학력이 높은 편이며, 

점차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고 있음 / 맞벌이 부모가 

많아 가정 학습 지도가 곤란함

지역여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학교로 아동의 정서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편이나 녹지 공간이 부족함 

        (2011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서, p. 6. 

본교 실태 및 여건 조사 中 학부모 및 지역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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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4년 ICT교육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을 시작으로 2006년 학교

홈페이지 최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08년～2009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디지털교과서 적용 연구학교, 2009년 ICT활용교육 최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2010～2011년 서울시교육청지정 디지털교과서 적용 연구학교까지

학교 연혁에서 테크놀로지 관련 활동 및 수상이 두드러졌다.

2011년 학교 교육 목표는 “학습 능력과 정보화 소양을 두루 갖춘 자

율적ㆍ창의적ㆍ도덕적인 인간 육성”이며, 이러한 교육목표 아래 특색 교

육 활동으로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5감 깨우기 프로젝트, 독서ㆍ토론ㆍ

논술 교육이 운영되고 있었다.

G초등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관련 연구 주제는 ‘디지털교과서

의 현장적합성 연구’인데, 이를 위해 5, 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연구학급

2학급만을 운영하고 나머지 학급은 비교학급(5학년 9학급, 6학년 7학급)

으로 운영하고 있다. 적용 교과는 사회, 과학교과이며, 교과별로 교환 수

업을 실시하여 한 명의 교사가 한 교과를 전담한다. 본 연구의 참여 교

사는 6학년 1반 학급 담임교사이면서 연구학급인 1반과 2반의 사회 교과

를 전담하고 있다.

(2)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급

연구학급에서는 디지털교과서가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태블릿PC가 사

용되고 있었다. 키보드 입력 방식뿐만 아니라 ‘디지털잉크’라 불리는 펜

기반의 인터페이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모니터가 360〫회전되고 무선

랜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학생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점이 대표적인 특

징이었다.

<그림 1>을 참고로 교실 환경의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 전면 중앙에 전자칠판이 부착되어 있고 그 아래 태블릿PC 충전이

가능한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교사는 디지털교과서를 전자칠판에서

도 조작할 수 있지만, 디지털교과서에 접속하고 종료하거나 보다 세밀한

조정을 위해서는 전자교탁에 있는 PC를 사용해야 했다. 전자교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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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태블릿PC와 데스크 탑 PC 2대가 있었는데, 태블릿PC는 주로 원

격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태블릿PC 활동을 감시하는데 사용되었다. 2대

의 데스크 탑 PC 중 한 대는 디지털교과서를 보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

용되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교사가 주로 업무를 보는데 사용되었다. 기

타 나머지 교실 환경의 모습은 일반 학급과 유사하였다.

<그림 1> 교실 단면도

(3)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

K교사는 32세의 남교사로 교육대학교 졸업 직후인 2003년, G초등학교

에 처음 교사로 부임하였다. 총 경력은 3년 6개월 간의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약 5년이다. 2010년부터 디지털연구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하였

고 2010년과 2011년 모두 6학년 담임교사였다. 교육대학교에서 교육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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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하였으나 디지털연구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주로 사회과를 전

담해 가르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에 협조적인 교사로 디지털연

구학교 프로젝트에도 크게 거부감 없이 참여하였다. 디지털교과서 자체

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자신의

교수․학습관에 변화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전에는 어, 과가 교육학과를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대학원도 그 쪽이

라서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 좀 보수, 전통적인 방법이 가장 좋다

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가장 인상 깊고, 지

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가장 인상 깊은 말이 교사, 교육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

에 있어서도 교사가 항상 위에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지식이 흘러 내려간

다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

어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중략) 음, 교사 입장이 조금,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것을 

애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 제가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에서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

쳐주지 않은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게 더, 더 많다고 생각

이 들어요.                              (7/13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는데, 본 연구자

가 수업 관찰을 요청했을 때도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흔쾌히 수락하였다. 수

업 개방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는 것이 K교사의 생각이었다.

K교사가 6학년 1반과 2반의 사회 수업을 전담하는 대신에 6학년 2반

담임교사가 과학 수업을 전담한다. 따라서 1반과 2반의 사회와 과학 수

업은 짝으로 묶여 교환 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자가 관찰한 1반

사회과 수업은 화요일 5교시, 수요일 1교시, 목요일 6교시에 진행되었다.

6학년 1반은 5학년 때부터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급에서 공부한 총 27

명의 학생들(남학생 13명, 여학생 14명)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를 2년째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

해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였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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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양호한 편에 속하였

으며 수업 태도나 학업 수행 능력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발

견되지 않았다.

(4) 교수학습 내용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2011년 6학년 학생들이 교육과정 상 역사 관

련 내용을 배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표 1>, <표 2> 참고).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1학기 동안 역사 관련 학습을 교육

과정 이외에 별도로 보충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현행 6학년 1학기

내용이 기존의 5학년 교육과정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K교사는 3, 4월 동안 해당 내용을 서책형 교과서로 빠르게 학습하고 5

월부터 2010년용 6학년 디지털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 때

까지 2011년용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6월 1일, 2011년용 사회과 디지털교과서가 출시되었는데 K교사는 이

를 2학기부터 일반사회와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실

제 9, 10월 동안 일반사회 정치 영역을 2011년용 디지털교과서로 교수하

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1학기에는 ‘1. 우리 민족과 국가의 성

립’, ‘2. 근대 사회로 가는 길’을, 2학기에는 ‘1.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로

진행되는 수업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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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년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인간과 시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사회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5학년

ㆍ인간 생활과 과

학 기술의 관계

ㆍ조상들의 공동

체 의식

ㆍ자연 환경과 주

민 생활의 관계

ㆍ국토의 개발과 

환경 보전

ㆍ도시 지역의 생활

ㆍ촌락 지역의 생활

ㆍ우리 나라의 경

제 성장

ㆍ정보화 시대의 

생활

ㆍ하나 된 겨레

ㆍ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ㆍ유교 전통이 자

리 잡은 조선

ㆍ조선 사회의 새

로운 움직임

ㆍ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ㆍ대한민국의 발

전과 오늘의 우리

6학년

ㆍ국가의 성립과 

발전

ㆍ근대화와 민주 

국가 건설

ㆍ역사적 인물과 

사건

ㆍ우리 나라와 관

계 깊은 나라들

ㆍ지구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ㆍ민주 정치의 기

본 원리

ㆍ민주 시민의 권

리와 준법 정신

ㆍ평화 통일과 민

족의 미래

ㆍ아름다운 우리 

국토

ㆍ환경을 생각하

는 국토 가꾸기

ㆍ세계 여러 지역

의 자연과 문화

ㆍ우리 경제의 성

장과 과제

ㆍ우리나라의 민

주 정치

ㆍ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 2011년 6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이수한 내용

: 교육과정 상 2011년 6학년 학생들의 학습에서 누락된 부분 

<표 1> 5, 6학년 교육과정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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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년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5학년

ㆍ우리 나라의 자연 환경

과 생활

ㆍ우리가 사는 지역

ㆍ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ㆍ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ㆍ정보화 시대의 생활과 

산업

ㆍ우리 겨레의 생활 문화

ㆍ하나 된 겨레

ㆍ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

ㆍ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ㆍ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

직임

ㆍ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자주독립

ㆍ대한민국의 발전과 오

늘의 우리

6학년

ㆍ우리 민족과 국가의 성

립

ㆍ근대 사회로 가는 길

ㆍ대한민국의 발전

ㆍ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ㆍ함께 살아가는 세계

ㆍ새로운 세계에서 우리

가 할 일

ㆍ우리 국토의 모습과 생

활

ㆍ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

제

ㆍ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ㆍ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ㆍ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

과 문화

ㆍ정보화ㆍ세계화 속의 

우리

: 2011년 6학년 학생들의 학습 내용

: 2010년용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통해 K교사가 보충한 역사 학습 단원 

<표 2> 6학년 교과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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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10년 10월 7일 K초등학교 연구학교 운영보고회 및 수업 참관

10월 13, 20, 27일 G초등학교 예비 수업관찰

2011년 3월 22일 

~ 4월  8일

연구 현장 진입 가능성 타진 및 진입 허가

(6학년 1반 사회 수업: 화 5교시/ 수 1교시/ 목 6교시)

4, 5월 행사 및 휴무일이 겹쳐 첫 현장방문이 5월 13일 

금 4교시(11시 30분)로 연기

5월 13일 1차 수업관찰

5월 17일 2차 수업관찰

5월 24일 3차 수업관찰

5월 31일 4차 수업관찰

6월  1일 수업 실행 교사 인터뷰 1차

6월  7일 5차 수업관찰

6월 14일 6차 수업관찰

6월 15일
연구과학부장(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담당) 교사 인터뷰 

(경력 10년, 여교사)

6월 21일 7차 수업관찰

6월 28일 8차 수업관찰

7월  5일 9차 수업관찰

7월 13일 수업 실행 교사 인터뷰 2차 

7월 22일
매체 관련 석사학위 논문 준비 연구자 교사 인터뷰

(경력 4년, 여교사)

<표 3>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일정

4. 연구의 절차

2006년에 처음으로 5개 초등학교가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디지털교과

서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2010년 기준 총 132개교가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인 K초등학교 2차년도 운영보고회 수업을 참관하고 2010년 10

월 13, 20, 27일 본 연구의 대상인 G초등학교 수업을 예비 관찰하였다.

2011년 3월, 4월 G초등학교 K교사에게 재접촉하여 연구 현장의 진입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

는 5월부터 수업관찰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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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수업 실행 교사 인터뷰 3차

9월  8일 10차 수업관찰

9월 15일 11차 수업관찰

9월 22일 12차 수업관찰

9월 29일 13차 수업관찰

10월 13일
14차 수업관찰

수업 실행 교사 인터뷰 4차

수업일시 전체 수업시간 학습내용

5월 13일 11:30~12:10(40분) 신석기 시대의 생활

5월 17일 13:00~13:48(48분) 청동기 시대의 생활

5월 24일 13:00~13:40(38분) 철기시대와 삼국의 형성

5월 31일 13:00~14:00(60분) 삼국의 형성과 고구려의 발전

6월  7일 13:00~15:10(71분) 백제의 성장과 발전

6월 14일 13:00~13:40(45분) 삼국의 문화재

6월 21일 13:00~13:45(45분) 조선 시대의 신분과 생활모습

6월 28일 13:00~13:40(43분) 조선 후기 농업의 변화

7월  5일 13:00~13:40(47분) 실학이 생겨난 배경과 실학자들의 주장

9월  8일 13:50~14:35(45분) 정치 참여 방법

9월 15일 13:50~14:35(45분)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

9월 22일 13:50~14:32(42분) 시민단체의 종류와 역할 및 기능

9월 29일 13:50~14:32(42분) 행정부의 의미와 행정 각 부가 하는 일

10월 13일 13:50~14:31(41분) 인권 침해 사례, 인권을 보호의 필요성

<표 4> 관찰 수업 일정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여러 미시문화기술지적 수업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마련하였다. Mehan(1979: 19-24)은 수업장면

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적은 양의 자료로 시작하여 잠정적인 분석틀을

만들고, 이러한 잠정적인 분석틀을 자료 전체에 적용하는 ‘분석적 귀납법

(analytic induction)’을 사용했다. 그는 Erickson과 Shultz(1977), Shultz(1976),

Erickson(1975), McDermott와 Aron(1977), Florio(1978), McDermott 외(1978)

등의 분석 방법을 참조하였는데, 이들 연구 모두는 적은 양의 데이터로

시작하며, 종합적인 기술을 얻을 때까지 양을 늘려 데이터를 둘러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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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검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귀납적으

로 발견된 것을 다시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식은 특정 이론을 검증

하거나 일반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질적 연구 방식에 부합한다. 질적 연

구 방식은 가설-연역적 방법으로 기존 이론을 검증하여 일반화된 법칙

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국지적 이론을 생성해내고자

하기 때문에, 특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현장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활용이라는 새로운 사회과 수업 현상 및 교수행위

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본 연구에서도 예비관찰이나 관찰 초기 단계에서

귀납적으로 발견한 것을 전체 자료에 적용하는 미시문화기술지적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Bloom 외(1989: 274) 또한 미시문화기술지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하

여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소개하였다. 먼저 핵심사건(key event)을

확인한다. 여기서 핵심사건이란 교실 게이트키핑 절차와 관련된 것이거

나 교실 내에서 반복되는 사건 또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 중 중요한 교

수 사건이라고 확인한 것이 된다. 다음으로 장기간의 녹화ㆍ녹음을 활용

한 집중 연구 단계가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발견한 의미를 다시 확인하

기 위한 인터뷰 단계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체계적으로 관

찰하기 위해 예비관찰과 관찰 초기 단계에서 먼저 핵심 사건을 확인하였

으며, 이러한 핵심사건에 부합하는 분석틀을 기존 교실수업 연구들의 결

과에서 선정하였다. 수업의 계열적 조직, 맥락화 단서, 사회적 참여구조,

내용 변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Mehan(1979)과 Bloom 외(1989)가 정리

한 미시문화기술지 연구 절차를 참조하였는데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비관찰과 관찰 초기 단계

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의 핵심 사건을 먼저 귀납적

으로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이러한 핵심 사건에 주목하여 분석틀을 선

정하여 전사된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분석틀은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적용 과정에서 수정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 분석 결과를 교사와의 집중 인터뷰, 즉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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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member checking)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분

석 절차의 체계성을 강조하는 미시문화기술지 성격에도 부합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절차

<그림 2>에 제시된 분석 단계의 부호화 과정(coding process)을 도식

화하면 <그림 3>과 같다. 맥락화 단서의 부호화 과정은 먼저 오디오ㆍ

비디오 전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맥락화 단서로 작용하는 교

사의 발언을 모두 표시하였다. 그런 다음, 각 발언이 의도하는 맥락 변화

의 의미에 따라 총 7가지의 발언 유형을 확인하였다.13) 마지막으로 수업

의 초점이 교사와 학생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7가지 유형을 크게 교

사 주도 유형과 학생 주도 유형으로 나눠보았다. 대화배분 절차의 부호

화 과정 역시 오디오ㆍ비디오 전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대화

배분이 나타나는 단락을 모두 표시한 후, 총 3가지의 교사-주도 대화배

분 절차 유형을 확인하였다.

13) turn it / stop & freeze / start / look at… / limited time / open the page / do 

something이 이에 해당된다. 7가지 유형의 맥락화 단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Ⅳ-1-(2)절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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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화 단서

1차(단서 찾기)⇩
2차(교사의 발화 내용에 따른 유형화)⇩

3차(수업 권한에 따른 유형화)

⇨ 사회적 
참여구조

▶ 대화배분 절차
1차(대화 배분이 나타나는 단락 찾기)⇩

2차(유형화)

▶ 학습주제 변환
1차(선택된 주제학습셋트 확인)⇩
2차(제시 방식 확인, 유형화)

▶ 학습활동 유형
1차(학습활동 유형)⇩

2차(학생의 참여도에 따른 재유형화)

<그림 3> 부호화 과정

최종적으로 확인된 맥락화 단서의 유형과 대화배분 절차의 유형, 그리

고 사회적 참여구조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총 7개의 테크놀로지-기반

사회적 참여구조(Technology-based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 T-SPS)

를 확인하였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T-SPS ①b는 교수ㆍ학습의 장

이 하나로 수업의 초점은 교사에게 있다. 이러한 참여구조에서는 stop &

freeze와 같이 교사 권위가 재설정되는 맥락화 단서와 정형화된 대화배

분 절차가 자주 나타난다. 반면 T-SPS ③은 수업의 초점이 학생에게로

넘어가고 따라서 교수ㆍ학습의 장이 여러 개가 된다. 이러한 참여구조에

서는 교사의 공간 이동을 포함하여 학생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맥락화

단서가 자주 사용된다.

◆ T-SPS ①b

T: 자, 손 내리고.〔맥락화 단서 stop & freeze〕 (자세 확인) 네, 여러

분이 찾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하거든. 보면은 시민단체 뜻

은 뭐니 여러분. 다 거의 다 똑같애. 자기가 찾은 거 보고 얘기할 사

람? (손짓하지 않고) 진수, 얘기해 봐.〔대화배분 절차 유형 3〕

S: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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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것.

T: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정치나 뭐 다른 것에 참여하는 거. 

비슷한데 수지가 찾은 거는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기위

해 시민들 스스로 만든 단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라는 말이 공통

적으로 들어가죠? 이 말은 시민단체라는 것은 국가나 다른 기관이 만

들어준 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만든 단체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왜 만들었을까? 답이 뭐야?〔대화배분 절차 유형 2〕

S: 정치하려고                                  (9/22 교실수업 관찰)

◆ T-SPS ③

T: 그러면 이 4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서 그 당시, 그 당시에 사회 모습

을 생각을 해서 (전자교탁으로 이동하면서) 글로 써 보세요. 메모장

에〔맥락화 단서 do something〕

SS: (TPC를 자기 쪽으로 돌림)

T: 그 당시는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까…

SS:(활동 중) (교사는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님)    (7/5 교실수업 관찰)

다음으로, 학습주제 변환의 부호화 과정은 전사 내용에서 그 날 수업

과제와 관련된 주제학습 셋트들을 모두 확인한 후, ‘Showing &

Prompting’과 ‘Making & Expressing’이라는 2가지 유형으로 내용 제시

방식을 분류하였다.14) 예를 들어, 9월 22일 수업에서 ‘시민단체 만들기’

주제학습 셋트는 학생의 창작 활동과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Making & Expressing’ 제시 방식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학습활동 유형의 부호화 과정은 우선 전체학습, 소집단

협동학습, 개별학습과 같은 조직 차원(organizational focus), 그리고 읽

기, 게임, 발표, 글쓰기, 정보탐색, 역할놀이 등과 같이 활동의 내용 차원

에서 실제 관찰된 학습활동의 유형을 모두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확인

된 세부적인 학습활동들을 다시 학생의 참여도와 역할 비중에 따라 3개

의 셋트(① 전체학습+교사진행, ② 전체학습+퀴즈․발표, ③ 개별ㆍ조별

학습+검색(읽기)ㆍ저작활동)로 재유형화하였다.

14) 내용 제시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Ⅳ-2-(1)절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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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행위에 대한 분석과 이해

1. 교수적 형식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은 교수ㆍ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들고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준비와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데 연관된 교수법을 제외하고 이를 교수적 형식

이라 지칭했다. 본 장에서는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름, 교수 전략 행위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 사회적 참여구조를 통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에서 교수적 형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름은 교사가 한 차시의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꾸려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수업분석의 기초가 된다. 맥락

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는 교사가 교실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매순간마

다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적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참여구조

는 수업 참여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함유 양식인데, 이는 교수

전략 행위(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통해 구성된다.

(1)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름

교사-학생 간 수업 상호작용은 그것이 수업 전체의 어느 부분에서 이

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유형과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조영달, 1992:

319). 따라서 교수행위를 포함하여 수업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어떤 수업이든 간에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교과서가 통합된 초등 사회과 수업의 전체 흐름은 ① 수업준비 단

계, ② 수업시작 단계, ③ 교수ㆍ학습 단계, ④ 수업마감 단계로 나타났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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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일시
수업준비 수업시작 교수-학습 수업마감 총시간

5 / 13 
1분(2.5%) 

+ 시종 전 10분
3분(7.5%) 35분(87.5%) 1분(2.5%) 40분

5 / 17 
0분(0%) 

+ 시종 전 7분 
4분(8.3%) 43분 50초(91.3%) 10초(0.4%) 48분

5 / 24 3분(7.9%) 4분(10.5%) 29분(76.3%) 2분(5.3%) 38분

5 / 31 
5분(8.3%) 

+ 시종 전 3분
2분(3.3%) 51분(85%) 2분(3.3%) 60분

6 /  7 3분(4.2%) 1분(1.4%) 64분(90.1%) 3분(4.2%) 71분

6 / 14 
1분(2.2%) 

+ 시종 전 4분
5분(11.1%) 37분(82.2%) 2분(4.4%) 45분

6 / 21 1분(2.2%) 10분(22.2%) 33분(73.3%) 1분(2.2%) 45분

6 / 28 
0분(0%) 

+ 시종 전 5분
3분(7%) 39분 40초(92.2%) 20초(0.8%) 43분

7 /  5 0분(0%) 2분(4.3%) 43분(91.5%) 2분(4.3%) 47분

<표 5> 전체 수업의 시간 배분

<표 5>, <그림 4>는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름에서 수업의 각 단계가

차지하는 시간 및 비율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종 전에 이미 수

업준비 단계가 시작되는 수업이 총 14회 중 5회로 나타났다(5/13, 5/17,

5/31, 6/14, 6/28). 다만, 2학기 수업에서는 시종 전에 수업준비 단계를 거

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 간에 수업 질서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2학기 수업 관찰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과학 수업 바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1학기 때는 과학수업 전에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수업을 준비하고 과학 2

교시가 되는 거고, 지금은 과학을 하고나서 준비가 어떻게 보면 다 된 

상태에서 쉬는 시간 쉬고 6교시(연구자: 사회수업)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준비하는 시간이 없는 것이고. (중략) (연구자: 학생들이) 더 빨리 

준비를 하긴 해요.                       (10/13 수업실행교사 인터뷰)

15) Mehan(1979: 36-49, 73)은 ① 수업 설정(setting up a class), ② 수업 개시(opening the 

lesson), ③ 교수 단계(conducting the lesson = instructional phase), ④ 수업 종결(closing 

the lesson)로 수업의 계열적 조직을 파악하였다. 반면, 조영달(1999b: 334-352)은 한국의 정

형화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경제교육 교실수업의 조직을 ① 수업 의식의 단계, ② 수업 확인

의 단계, ③ 교수-학습 단계, ④ 교수-학습의 마감 단계, ⑤ 수업종료 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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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 2분(4.4%) 6분(13.3%) 33분(73.3%) 4분(8.9%) 45분

9 / 15 1분(2.2%) 30초(1.1%) 41분 30초(92.2%) 2분(4.4%) 45분

9 / 22 1분(2.4%) 30초(1.2%) 39분 30초(94%) 1분(2.4%) 42분

9 / 29 2분(4.8%) 30초(1.2%) 39분 20초(93.7%) 10초(0.4%) 42분

10 / 13 0분(0%) 1분(2.4%) 39분 50초(97.2%) 10초(0.4%) 41분

*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초 단위를 반올림으로 절사하여 분으로 대략적으로 나타냄16)

*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참고사항: 5월 31일, 6월 7, 14, 21, 28일 조별 자리 배치 

                 6월 21, 28일 전자칠판 고장

<그림 4> 전체 수업의 시간 배분

16) 수업 관찰 및 분석의 특성 상, 수업의 단계를 특정 시점에서 명확히 끊어내기는 사실 불가능

하며 상당부분은 경계 부분에서 모호하게 겹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수업의 각 단계를 양

화시켜 비교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업에서 차지하는 대략적인 비중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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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조직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인 조영달(1999b)의 사례, 즉 서책

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 수업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수업에

서는 ‘수업 의식의 단계’와 ‘교수ㆍ학습 마감 단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교과서를 셋팅하는 수업준비 단계가 별도로 존재하

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업준비 단계의 확보로 인해 수업의 시작을 알

리는 별도의 의식이 필요가 없었으며 수업시작 단계에서 바로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교사가 그 날의 학습 내용을 일목요연

하게 정리하는 ‘교수ㆍ학습 마감 단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업

마감 단계는 대부분 1-2분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K교사의 수업이 학생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강의 중심의 수업만큼 교사의 정리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에 기

인한다. 각 수업 단계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준비 단계’란 Mehan(1979)의 ‘수업준비(setting up the class)’ 단

계와 매우 유사한 단계로 디지털교과서가 탑재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켜

고 인터넷 접속 상태를 확인하는 등 수업을 시작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

다. 전 과목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관찰된 수업 중 절반 이상의 수업에서 시

종 전에 수업준비 단계를 확보하였다. 때로는 이 단계에서 해당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지사항이 전달되거나 과제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수업시작 단계’는 대개의 경우 시종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조영달

(1999b: 334-352)에 의하면 시종 직후 수업 의식의 단계에서 교사의 권

위가 공식적으로 확보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사의 권위가 이미 수업준비 단계에서 확보되었다. 따라서 수업의 시작

을 알리는 별도의 의식(ritual)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수업이 시작

되었다. 수업시작 단계에서 교사는 전시 학습내용을 정리하거나 해당 수

업시간에 학습할 내용이나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

실은 학습내용, 학습목표 제시가 사실상 해당 시간에 학생들이 하게 될

학습활동을 개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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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업 의식의 단계가 부재한다는 사실이 한 명의 교사가 전체

교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급의 특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관찰한 수업은 점심시간 이후 오후 일정이 새로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다른 교사가 전담하는 과학 시간 이후에 배정된 시간에 이루어졌

다. 따라서 매 교시 다른 교과 전담 교사와 새로이 교실 상호작용을 구

축해야하는 중등 교실의 수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었다.

‘교수ㆍ학습 단계’에서는 교사의 강의가 이루어지거나 학생의 적극적

인 참여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학습활동이 진행되었다. 때때로 학생들의

흥미나 동기유발을 위한 수업활동이 수업시작 단계에서 제공되어 교수ㆍ

학습 단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수업시작 단계와 교수ㆍ학습 단계가 명

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업마감 단계’는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조

영달(1992)의 ‘교수ㆍ학습의 마감 단계’와 ‘수업종료 단계’를 결합한 형태

라 할 수 있다. 수업 종료를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차시예고, 과제 제시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조영달(1992: 335)에 따르면, 수업을 위한 ‘교수ㆍ학

습 마감 단계’는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되며, 그것은 수업 전체의 환경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교실에서는 ‘교수ㆍ학습의 마감 단

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수ㆍ학습 마무리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 않은 이유는 학생 활동을 독려하는 수업 실행으로 인해 교사가 학습

내용 정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힘든 것에 기인한다. 실제 K교사와

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하면 지금 옆, 옆 반 선생님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하시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수업을 하면 불안하대요. 끝나고 

나서. 왜, 뭐가 불안하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과연 알까. 정리, 내가 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니까. 정리를, 

옛날에는 수업을 똑같이 했어도 정리를 예를 들면 10분이면 이렇게 원하

는 대로 했을 텐데, 지금은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활동 시간을 더 많이 

주니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아지잖아요. 해도. 

(7/13 수업 실행교사 인터뷰)

17) 이는 K교사가 학습활동 위주로 수업을 구성한다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 본 장의 2절 ‘학습주

제 변환과 학습활동 유형’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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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초기에는 내용 전달 부족이 학

생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자신의 교수ㆍ학습관에 변화가 생겼으며 더 이상 이에 대해 고민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교사가 알려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알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변하게 되었고 학생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신뢰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 올해하고 작년을 봤을 때는, 음, 교사 입장이 조금, 교사 입장에서

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것을 애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 제가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

니라 가르쳐주는 것에서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

은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게 더,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했고

(중략)

1차년도, 어, 작년에는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하다보니까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되게 잘 한 수업이 있었어요. 

되게 만족한 수업. 만족한 수업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어, 좀 돌아보니까 뭘 했나 싶더라구요. 내가 뭘 

했나. 애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뭐 하게 시키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다 시키고 정말 계획대로 다 됐고 애들도 다 열

심히 다 참여하고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과연 애들이 어, 알고 

있을까 되게 불안했던 적이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불안

하다고. 이게 맞는 수업인지 되게 불안하다고.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

은, 작년에는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굳이 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7/13 수업 실행교사 인터뷰)

가끔 학습내용 마무리를 위한 교사 발언이 보이기도 하였지만 수업

시간의 중반에 나타나 또 다른 학습활동의 시작으로 넘어갔다. 수업 시

간의 후반에 나타나더라도 내용 정리 혹은 교수ㆍ학습 마무리 단계라 하

기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교사의 훈화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디지털교과서가 통합된 초등 사회과 수업의 시간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특징적인 점을 되짚어보자면, 수업준비 단계를 따로 확보하

기 때문에 수업시작 단계에서 수업을 알리는 별도의 의식(ritual)이 나타

나지 않고 곧바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교수ㆍ학습 단계에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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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비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학습활동이 제

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수ㆍ학습내용 마무리가 별도로 나타나지 않은

채 수업마감 단계가 상당히 짧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 활동의 증가로 인

해 교사가 별도의 강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는데 교사는

이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2) 교수 전략 행위

본 연구는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통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

하는 교사의 교수 전략 행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교실수업에서는 ‘질서유지’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주는 학습의 가능성과 별도로 디지

털교과서에서 비롯되는 수업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K

교사와의 인터뷰와 디지털교과서 활용 초기 교실수업 관찰에서 이러한

점이 잘 포착된다.

T: 선생님 보고. 선생님 봐봐.

SS: (자세 정리/ 일부 학생 TPC 모니터 돌림)

T: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선생님이랑 약속하자. 선생님 말을 

하면 어떡해야 돼?

SS: 돌려야/ 돌려야 돼요.

T: 네. 어떤 걸 하던 간에,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면 모니터를 돌리라고 

그랬어요.

S: 네.

T: 지훈아.

S: (해당 학생 자세 수정)

T: 모니터는 돌리고 손은 어떻게 해야 돼?

SS: 무릎 위에 놓고… 

T: 손을 내리세요. 밑으로.

SS: (학생들 손을 내리거나 의자를 당겨 앉음)

T: 선생님이 돌리라는 말을 하기, 안 하더라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돌려서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넣

으세요. 책상 위에 필요 없는 것은 다 넣어.

SS: (학생들 정리 중/ 교사는 지켜보고 있음)     (5/17 교실수업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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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는데, DT(연구

자: 디지털교과서)가 초반, 중반이 좀 다른 게,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

지만, 애들은 처음 선생님이 봤을 때 처음 DT로 수업을 한 거예요. 그니

까 기본적인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DT를 다루는 것들을 애들한테 

교육하는,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DT 활용 기술에 대해서 초반에는 제

가 신경을 쓰면서 수업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좀 중반이 되거나 좀 이

제 애들이 됐다 싶을 때는 다양한, 애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직접 하고 찾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능숙해지

면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죠. 

(중략)

그게 원래 어... '돌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런 걸 해야 되… 그니

까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그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기계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할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튼 DT도 훌륭한 교과서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를 

봐야되는데, 아이들은 서책보다는 이걸 할 때 좀 문제점이 DT를 너무나 

이제 잘, 이것만 하려고 하고 몰입해있고 뭔가를 찾으려고… 그렇기 때

문에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

금 한 20-30% 정도? 제가 말을 할 때는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돌리고 자

기가 할 때는 하고 딱 멈출 때를 알아야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멈출 때

를 몰라요. 그리고 어, 불필요한 걸 너무나 많이 찾아요. 제가 원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훈련이 조금 필요해요.

(6/1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히 학기 초 수업질서 확립은 교사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였다. 이는 교실질서의 관점에서 학년 초기의 수업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한 Doyle(1986: 411)의 연구와 일치한다.

Doyle에 따르면, 수업활동 체계(work system)를 효과적으로 성립시키는

데 성공한 교사는 학생집단 전체를 조율하는데 시간을 덜 사용하게 되고

개별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수행위에서 나타난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

으로 사회적 참여구조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1) 맥락화 단서

본 연구의 K교사가 수업(instruction)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실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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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맥락화 단

서였다. 맥락화 단서는 교실수업 관리의 수단으로 교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지들(markers)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로 인해

새로이 나타나는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태블릿PC(이하 TPC) 통제

에 관련된 맥락화 단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전자칠판이 고장났을 때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자칠판 주변에서 맥락화 단서가 주어졌다.

유 형 내 용

turn it
Ÿ 돌려. TPC 돌려. 자, 돌리세요. 그만하고 돌려. 멈추고 돌려. 

지금 돌린 상태야. 

stop & freeze

Ÿ 손 내리세요. 손 내려. 

Ÿ 딴 거 하지 마. 잠깐 멈춰. 멈춰봐, 이제. 찾는 것 멈춰. 

Ÿ 똑바로 앉아, 의자 당기고. 

Ÿ 그만, 닫아. 그만 해. stop. 네, 끝. 자, 그만, 안 해도 되요. 

네, 됐어요, 이제. 자, 덮어. 자, 잠깐.

Ÿ 선생님 쪽으로 돌려, 아예. 손 내리고 자세는 선생님 보고. 의

자를 바로. 자세 바로 해. 몸을 돌리라고 그랬죠? 자, 그만, 

똑바로 앉아. 자, 의자를 똑바로. 

start Ÿ 시작. 네, 시작.

look at …

Ÿ 자기 것 보세요. 이제 책을 보세요. 

Ÿ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봐. 

Ÿ 칠판 보세요. 이걸 하나하나 보자. 앞을 보세요. 자, 이제 앞

을 보세요. 앞에 봐, 다시. 네, 자 봐. 예진이 거 보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한 거 보자.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애들아, 

그럼 이제 보자. 

limited time
Ÿ 자, 30초 준다. 3초만 줄 거야. 3, 4분 줄 거예요. 아니, 1분. 

자, 시간이 없으니까. 5분 줄 거야. 5, 4, 3, 2, 1 땡. 시간은 

5분. 시간은 2분만 줄 거야.

open the page
Ÿ 자, 4-2페이지 펴세요. 6-1페이지이죠? 62쪽에 보면. 여러분 

디지털교과서 보면, 48-1 페이지에… 

do something

Ÿ 메모판에다가 쓰세요. 메모하세요, 그림판에 그리거나, 그림판

이나 메모. 글로 써보세요, 메모장에. 이걸 적으세요. 표현하

세요. e-portfolio가 있죠? 뭔지 찾아가지고 메모를 해 두세

요. 줄쳐보세요. 발표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

Ÿ 지금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찾아

보세요. 조사를 하세요.

Ÿ 71쪽에… 모듈 들어가시면 돼요. 멀티미디어, 이걸 한번 해보세요. 

<표 6> 다양한 유형의 맥락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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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관찰한 수업 전체에서 나타난 맥락화 단서들을 교사의 발

화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물론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맥락화 단서

가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구체적 발화 내용은 다양하나 동

일한 단어가 자주 사용되며 담겨진 메시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turn it / stop & freeze는 학생 개별 활동 혹은 학생중심의 참여구

조에서 교사중심의 참여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교사

의 권위가 다시 회복된다. 반대로 start / look at… / limited time /

open the page / do something은 학생에게 활동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

을 의미하며, 학생들은 교사가 이러한 단서를 보여줄 때 TPC로 개별 활

동을 시작한다.

맥락화 단서에서 교사의 발화가 가지는 직접적인 의미는 중요하지 않

다. 가령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돌려”라는 맥락화 단서는 TPC 화면을 돌

리라는 직접적인 행동을 지시하기 보다는 교사 권위의 재설정을 위해 교

사에게 집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어떤 학생이 실제로 TPC

화면을 돌리지 않더라도 개별 활동을 멈추고 교사에게 집중했다면 그 행

동이 교실 질서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사는 이를 지적하여 교정하

지 않는다.

또한 맥락화 단서에서 교사의 위치잡기(positioning) 혹은 동선은 교사

의 발화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18) turn it / stop & freeze

가 선언될 때 교사는 전자교탁(C 구역)에 서 있다가도 전자칠판 주변(A,

B, D 구역)으로 옮겨갔다. 반대로 start / look at… / limited time /

open the page / do something이 선언될 때 교사는 A, B, D 구역에서

C 구역으로 또는 학생들 책상 사이 여기저기로 이동하였다(<그림 5>,

<그림 6> 참고).

18) 맥락화 단서에서 공간 분석이 지니는 의미는 Ⅲ장 연구설계의 2-(1)절의 설명을 참고하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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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적인 교실 배치에서 교사의 동선

<그림 6> 조별 교실 배치에서 교사의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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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29일의 수업은 수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교사의 맥락화 단

서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T: 자, 시민단체가 뭔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면 시민단체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두 

가지야.

SS: (돌리기 시작하자마자) 

T: 잠깐. 시민단체가 뭔지 하고 시민단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뭐

가 있는지. 각각을 찾아서 메모에 적어놓으세요.(대부분 학생은 돌리지

만, 일부 학생은 돌리려다가 다시 지시를 기다림)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시민단체가 나올 거야. 그러면 거의 요즘 시민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찾아보세요. 알겠지? 

(거의 대부분 학생 돌림) 세 가지야. 시민단체가 뭔지. 두 번째는 시민

단체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뭐가 있는지 또는 외국에 시민단체는 뭐

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찾은 시민단체 중 어디 하나

를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야. 질

문 있어요? 하는데… 

SS: (무응답)

T: 자 그거를, 1번이 시민단체 정의. 2번이 시민단체 종류. 3번이 구체적

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알아보는 거. 그거를 여러분 혼자 다 해야 되고

SS: 헉~~ 

T: 학급 홈페이지 우리들의 이야기에 올리세요. 시간은 10분 줄 거예요. 

S: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올려요, 따로 올려요? 

T: 네 한꺼번에. 그냥. 글에다가 1: 뭐, 2: 뭐, 3: 뭐.

S: 아이고~ 

SS: (웅성거리며 활동 시작)                     (9/22 교실수업 관찰)

T: 네, 15개가 있는데. 이 각 부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더 자세히 

하나를 골라서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는데~ 어디다가 하냐면, 사회과 

탐구 19쪽, 20쪽 있죠. 여기 보면, 행정 각 부의 조직도를 보고 관심 있

는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적으시면 되요. 

SS: (일부 학생 돌린다.) 

T: 조사방법은 인터넷을 할 건데. 여기 교육과학기술부를 먼저 보자. 교

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을 비롯해서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어린이와 

관계'. 교육과학기술부와 여러분, 어린이와의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 우리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

런 것처럼 어떤 부서를 하나 설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위와 같이 작성

을 하시면 되요. 질문?

SS: (일부 학생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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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그런데 너희가 다 비슷한 걸 할 거기 때문에~ 여기 1모둠은 4개 중에 

하나, 여기 이렇게. 2모둠은 이렇게 4개에 하나. 3모둠은 이렇게 4개 중

에 하나. 4모둠은 이렇게 4개 중에 한다. 그 다음에 5모둠은, 잘 보세

요. 5모둠은 이렇게 가로로. 이것 중에 하나. 6모둠은 이렇게 하나. 7 

모둠은 이렇게 하나. 그 중에 하나. 알겠죠?

SS: 네.

T: 조사를 해서 거기다 올리세요.

SS: (나머지 학생 돌린다.)

T: 인터넷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앞에, 여기 앞에, 디지털 교과서 학

습자료 모음에~ (S: 선생님 인터넷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SS: (교사가 관련 페이지 띄우는 동안 설명 기다리는 중)

T: 학습자료 모음에 '정부 조직도'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본 

거. 이거 누르시면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있어요. 단, 그거는 안 나

와. '어린이와 그 부서의 관계'.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쓰시면 되

요. 자, 시작. 

SS: (모든 학생 활동 시작)                      (9/29 교실수업 관찰)

활동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면서 교사가 사용하는 맥락화 단서가 다양

해지고 빈도가 잦아지자 학생들은 교사 강의에서 학생 활동으로 맥락이

언제 변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사용하는 맥

락화 단서는 학생들이 수업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으로 조별로 책상을 배치한 5월 31일의 수업은 교실 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맥락화 단서의 출현과 기존 단서의 의미 변화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

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은 K교사의 조별 배치 의도가 소집단 협동학

습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학생들에게 동료학습(peer teaching)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이다.19)

19) 국가수준(연구자: 성취도평가)을 보고 시험은 중간 중간 안 보는데 애들이 체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

를 시켜야 되는데 아 그냥 이런 것들을 행사나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4, 5월은 

얘네들이 원하는 걸 했어요. (중략) 6월은 어, 애들한테 얘기한 것도, 학생의 신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

요한 것은 공부다, 단 성적은 아니다. 애들이 다 박수치고 그랬는데, 6월에는 정말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니

네 열심히 공부를, 후회 없는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6월은 행사가 이제, 애들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예요. 지금 모둠별로 자리를 다른 때와 다르게 바꿔놓았잖아요. 모둠별로 제가 원하는 대로,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성적을 고려해서 모둠을 나눠 놓았어요. (중략) 지금은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저도 경험상, 제가 가

르쳐주는 것보다도 또래한테 배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빈도도 많으니까 그걸 이제 이용을 하려고 

이번에는 이렇게 모둠의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6/1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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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배치로 인해 5월 31일 수업에서는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

운 맥락화 단서들이 등장하였다. 가령 “(몸을) 선생님 쪽으로 돌려, 아

예”, “선생님 보고. 의자를 바로”, “자세 바로 해”, “몸을 돌리라고 그랬

죠?”, “자, 그만, 똑바로 앉아.”, “자, 의자를 똑바로”가 새로 나타난 맥락

화 단서에 해당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별 배치의 주목적은 소집단 협

동학습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하나의 개별 활동이 종료되고

다른 개별 활동이 시작되는 사이에 교사의 공지 혹은 설명이 있을 때마

다 교사가 있는 방향으로 자주 몸을 돌려야 했다.

T: (전자교탁 옆에 서서) 얘들아~ 선생님 봐

SS: (일부 학생들 화면 돌리고 약간 조용해졌으나 전체적으로 집중하는 

편은 아님)

T: 스톱! 수업 시작하기 전에 (2모둠 앞쪽으로 와서 한 학생 화면 돌리

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SS: (4모둠 쪽의 딴 짓하는 한 학생을 교사가 손으로 가리킨다. 학생들 

여전히 소란스럽다.)

T: 손 내려, 손 내려. 수영아, 손 내리라구요. 자세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SS: 바르게

T: (두 손짓으로 돌리는 표시하며) 돌리라고 그랬잖아. 아예 돌리라구요.

SS: 혜원아. (학생들 몸을 교사 쪽으로 돌린다.)

T: 자세를 아예 돌리라고. 수영아. 

S: 네?

T: 돌리라고 아예

S: (다른 학생) 자세를...

T: 자세를 (S: 네 몸을) 몸을 (S: 돌리라고) 네. 세진이 돌려. 수업 시

작하기 전에, 저번에 니네 신화 적은 것 있죠? 여러분 나라. 

SS: 네.  

(중략)

T: 선생님 보세요.

SS: (학생들 자세가 약간 흐트러지자)

T: 지금 돌린 상태야. (S: 맞아, 지수야) 지수야, 지금 돌린 상태라고.

SS: (학생들 다시 자세 정비)

T: 손 내리고. 자세는 선생님 보고. 

SS: (학생들 다시 자세 정비)

T: 몸을 돌리라고 그랬죠?                       (5/31 교실수업 관찰)

또한 기존과 동일한 단서인 “돌려”가 선언됐을 때도 교사는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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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존과 다른 행동을 요구했다. 즉 학생들이 TPC를 돌릴 때 자신의

반대편이 아니라 교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야 했던 것이다. 기존 수업

에서는 “돌려”가 선언될 때 학생의 반대편과 교사가 있는 곳이 동일했지

만 조별 배치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학생의 반대편에는 다른 학생이 앉

아 있으므로 학생들이 상대편 학생의 TPC 화면을 보고 주의가 산만해

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사는 자기가 있는 방향으로 TPC를 돌리

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단서의 출현, 기존

단서에 담긴 의사소통 규칙의 재정비는 교사와 학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패턴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요구했는데 이에 따라 5월 31일 수업

에서는 유난히 맥락화 단서의 사용이 많았다.

이 외에도, 5월 31일의 수업은 교사의 위치잡기가 맥락화 단서에서 얼

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잘 보여준다. 교사가 예외적으로 전자교

탁(C 구역)에서 “돌려”라는 신호를 주었을 때, 교사가 있는 방향이 아니

라 평소 교사가 주목 단서를 내렸던 A, B 구역으로 몸을 돌리는 학생들

이 존재했다. 학생들은 교사가 없는 빈 공간(A, B 구역)을 응시하면서

자세를 가다듬었는데 이는 맥락화 단서에서 교사의 위치잡기나 동선이

가지는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하겠다. 즉 학생들에게 교사가 전

자칠판 주변(C 구역)에 위치하는 것은 개별 활동 중지와 교사 권위 재설

정이라는 신호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맥락화 단서에서 언어적 공지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세와 공간이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Shultz와

Florio(1979: 170-171)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는 언어적 공지로 의

사소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동작도 행동 결정의 중요

한 신호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Shultz와 Florio(1979: 175)는

학생들이 교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만큼 무엇을 하는지도 주목하여 행동

한다고 주장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교사의 위치잡기가 맥락화 단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6월 28일과 9월 22일 수업을 들 수 있다. 6월 22일 수업에서

는 전자칠판이 고장 난 관계로, 9월 22일 수업에서는 전자칠판에서 인터

넷 검색의 미세 조정이 불편한 관계로 교사는 계속 전자교탁(C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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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6월 22일 수업에서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리모트

클래스 기능(학생 TPC 제어 기능)’을 사용하였는데, C 구역에서 선언되

는 맥락화 단서가 잘 작용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또한 9월 22일 수

업에서는 수업 규칙이 어느 정도 잡힌 2학기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맥락화 단서가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디지털교과서가 통합된 초등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

하는 맥락화 단서를 살펴보았다. 교사는 TPC로 비롯될 수 있는 수업 방

해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TPC로 인해 가능한 학습활동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TPC 통제에 관한 맥락화 단서를 특히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의 맥락화 단서 사용에서 언어적 공지뿐만

아니라 교사의 위치잡기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화배분 절차

K교사의 수업실행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규율(discipline) 전략은 대화

배분 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교실수업에서 나타나는 대화

배분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유형 1

ㆍ 교사 질문→ 학생 손들기→ 승인 신호→ 응답

                                ⇓
                   (“네”/ 호명/ 시선ㆍ손짓/ 호명 & 시선ㆍ손짓)

유형 2

ㆍ 교사 질문→ 응답 개방→ 자율 응답

유형 3

ㆍ 교사 질문→ 호명→ 응답 

ㆍ 질문 예고→ 지명→ 질문→ 응답 

이 중, 유형 1이 가장 기본적인 대화배분 전략으로 사용된다.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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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차례(turn) 사이에 규칙적인 공백이 존재하며 발언의 겹침이 최소

화되는 유형이다. 이는 Mehan(1979: 84-95)의 대화배분 전략 중 ‘발언권

신청하기’와 유사하다. 이 유형에서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 대화의 리듬타기가 특징적이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교사

는 이러한 절차를 어긴 학생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제지하는 전략을 취하

였다. 이는 소수의 학생이 발언 기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수업 참여의 기

회를 공평하게 배분하려는 교사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T: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볼 거야.

S: 와우

T: 왜 청동기 시대일까? (SS: 청동을 써서/ 청동을 쓰기 시작해서/ 청동

을 어떤 사람들이 발견해서 청동을 쓰기 시작해서) 

T: 청동기 시대가 왜 청동기 시대야? (S: 청동을 쓰기 시작해서/ 청동을 

발견해서)

T: (손을 반쯤 드는 제스처와 함께) 네. 손을 들고 얘기하라고 했죠?

SS: (손을 든다.)

T: 소희

S: 청동을        

T: 네. 청동을 사용했기 때문에 청동기야. 그런데, 어… 청동기 이전에

는 어떤 시대였지?                              (5/17 교실수업 관찰)

T: 백제 성왕, 성왕. 

SS: (손을 든다.)

T: (손짓으로 가리키며) 박지석

S: 위례성

T: 위례성

SS: (손을 들며) 저요

T: (손짓으로 가리키며) 김해진

S: 사비성

T: 사비성. 

SS: (손을 든다.)

T: 이은철

S: 웅진성

T: 웅진, 네, 웅진성.

SS: (손을 든다.) 

T: (손짓으로 가리키며) 세민이

S: 개로왕                                       (6/7 교실수업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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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주정치 얘기를 하면서 왜 선생님이 반값 

등록금 시위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을까? 민주정치와 시위가 무

슨 관계가 있을까?

SS: 시위도 민주정치/ 정치에…

T: (손을 들고 발표하라는 손짓) 민주정치와 시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S: (손을 든다.)

T: (손짓으로 가리키며) 네.

S: 어, 우리 같은 시민들이 할 수 있으니까        (9/8 교실수업 관찰)

유형 2는 이미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거나 시간 제약으로 수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때 주로 나타난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의 응답을

개방함으로써 수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발언의 겹침이

인정되고 공백이 최소화됨으로써 시간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는 Mehan(1979: 84-95)의 대화배분 전략 중 “바로 대답하도록 하기”와

유사하다.

T: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한강에서, 한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SS: 네.

T: 삼국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한강 유역은 매우 중요했어

요. 그런데 맨 처음에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한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SS: 교류/ 배 타고…

T: 네?

S: 배 타고 다른 나라로 갔었어요. 

T: 네. 지금의 운송 수단은 비행기나 기차나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있

었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가장, 어쩌면 중요한 운송 수단이 뭐였을까?

SS: 배                                          (6/7 교실수업 관찰)

유형 3은 Mehan(1979: 84-95)의 대화배분 전략 중 “개인 지명”에 해

당하는 것으로, K교사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

거나 평소 발언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의 발표를 독려하기 위해 사용하

였다. 유형 1과 달리, 유형 2와 유형 3의 대화배분 전략에서는 “네”라고

응답하거나 손짓으로 해당 학생을 가리키는 교사의 정형화된 제스처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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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손 들지 않은 학생에게) 홍성호

S: 네?

T: 어디와 어디 지방까지 진출을 하였나요?

S: 요서 지방이랑...

T: 요서와?

S: (무응답)

T: 안지원. 요서와 어디?

S: (무응답)

T: 곽소정, 어디?

S: 요서 지방...

T: 요서와 어디?

S: (무응답)

T: 이정현, 어디?

S: (무응답)                                     (6/7 교실수업 관찰)

T: 네, 활을 쏘고 있었어. 그러면 이, 이게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고구

려인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5모둠

의 딴 짓하는 학생에게) 그렇다면 소연아. 고구려 문화재의 특징은 뭐

니? 이 그림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고구려 문화재의 특징은 뭐니?

S: (무응답)                                    (6/14 교실수업 관찰)

때로는 몇몇 학생만 계속 발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방관하거나,

전체 학생 모두의 수업참여도가 떨어져 발언권 신청이 저조한 경우에도

유형 3 대화배분 전략이 나타났다. 이 때 교사는 전체 학생 모두에게 의

무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 또한 학생의 발언권을

공평히 분배하고 발언 규칙을 정형화시켜 학생의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전자칠판이 고장 나 전자교탁에서 주로 수업을 진행한 6월 21

일, 28일의 수업에서 교사 지명에 의한 대화배분 전략(유형 3)이 평소보

다 더 자주 나타났다. 교사가 전자교탁(C 구역)에서 수업을 진행함으로

써 학생의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참여구조를 다루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평소 교사

가 C 구역에 위치할 때는 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전개되고 학생들의

학습 자율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학생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교사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지명에 의한 대화배분 전략을 자주 사

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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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네, 그렇죠. 이것도 모르냐고 무시하니까 '아, 이것도 알아?'하면서 

칭찬하는 거. 또? 또? 요 앞에 있는 거 응용해도 돼.

SS: (손을 들지 않는다.)

T: 지금부터 다 질문한다. 이제?

SS: (탄성) 아~

T: 앞에 나와 있는 거 해도 돼. 그러나 이제 똑같은 건 못한다. 지금부

터 시작                                       (10/13 교실수업 관찰)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 1을 중심으로

교사의 대화배분 전략이 3가지로 유형화되는 사실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교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유형 1은 교사-학생 간 발언 사이에 규칙

적인 공백이 존재하며 겹침이 최소화된다. 또한 학생의 발언을 승인할

때 교사는 정형화된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며,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 교사와 학생 간 대화의 리듬타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유형

2는 수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때 주로 나타나는데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의 응답을 개방함으로써 발언의 겹침이 인정되고 공백이 최소화된

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은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발표를 독려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 테크놀로지-기반 사회적 참여구조

교사의 교수 전략 행위(즉,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통해 교

사-학생 간 상호작용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교과

서를 사용하는 교실수업에서 교사, 학생, 매체(디지털교과서)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회적 참여구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사회적 참여구조란 “누가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권리와 의무(Cazden, 1986: 437)” 또는 “누가, 누구에

게, 언제, 무엇을 말하여야 하는가의 교실담화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의

함유 양식(조영달, 1999a: 34-36)”이다.

교수 전략 행위와 더불어, Florio와 Shultz(1979), 조영달(1992), 이혁규

(1996)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만든 본 연구의 참여구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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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사-학생 간 역할 분담 양상은 어떠한가?

즉, 학생의 참여 수준은 어떠한가?

②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focus)이 몇 개인가?

③ 디지털교과서 매개 여부/ 활용 방식은 어떠한가?

④ 교사의 공간 점유 및 활용 양식은 어떠한가?

위 분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교실수업에서는 총 7개의 테크놀로지

-기반 사회적 참여구조(technology-based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

이하 T-SPS)가 나타났다. 조영달(1992: 344-346)의 연구에서처럼 본 연

구에서도 가상적인 유형의 참여구조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며 관찰된 교

실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회적 참여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분석단위는 Mehan(1979)의 ‘I-R-E 확장 계열’을 기본으로 하되,

대화의 내용 변화를 제외하고 동일한 계열이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 한

번으로 묶어서 구간화하였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T: 이번 시간부터는 처음으로 디지털 교과서 전부 다 해서 수업할 건데, 

기본적으로 서책하고 똑 같애요. 여러분 작년에 했잖아? 그래서 크게 어

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거에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역사죠? 

SS: 네.

T: 우리나라 역사인데…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잘 생각해보면, 역사를 

왜 배우느냐 맨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했었죠?

SS: 네.

T: 오늘은 구석기 다음부터 배울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 (#S: 했는데.) 왜 하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에 구석기에 대해서 배운 거지? (#S: 네.) 왜 하냐면, 왜 하는 

거야? 지금. 안 보고 있지? 

☞ 분리: 이전 T-SPS ①a, 이후 T-SPS ①b

T: 뿅~ (전자칠판에서 DT 내용 작동)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어디였지?

SS: 고조선.

T: 네. 그래서 이 고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DT 효과음: 디디디 딩딩

딩) (S3: 이건 한 거 같은데…) 저번 시간에 한 거에요. 고조선이 세워

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살펴보는 거지 지금? (DT 

효과음: 디디디 딩딩딩) 그거의 일환으로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한 거구요. 

이제 이어서 신석기 시대를 볼 거예요.           (5/13 교실수업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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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PS ①은 교사가 주된 화자가 되어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유형이

다.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개만 존재하며, 교사는

주로 전자칠판 주변인 A, B, D 구역(<그림 7>, <그림 8> 참고)에 위치

한다. T-SPS ①은 다시 T-SPS ①a와 T-SPS ①b로 구분될 수 있는데,

T-SPS ①a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가 전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학생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참여구조이다. 전통적인 교실수업

의 상호작용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T-SPS ①b 역시 교사 위

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디지털교과서의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

다. 이 유형의 참여구조에서 디지털교과서는 주로 프리젠테이션이나 학

습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때로는 디지털교과서 외 다른

프로그램이 활용되기도 한다. ①a와 마찬가지로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개만 존재하며 교사는 주로 전자칠판 주변(A, B, D

구역)에 위치한다. 대개의 경우 학생의 응답 비율과 역할 비중이 ①a보

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제시한 대화배분 절차 유형

1, 2, 3은 주로 이 참여구조에서 나타난다.

T-SPS ②는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로 학습한 결과를 전자칠판을 통

해 발표하는 참여구조이다. 교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학습 내

용 제공에 있어 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

수ㆍ학습 활동의 장은 발표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개이며 교사는 주로

E 구역에 위치한다.

T-SPS ③은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TPC로 개별 학습활동을 진

행하는 참여구조이며, 따라서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은 학생의 수만큼 존

재한다. 이 참여구조는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가 어

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T-SPS ③a와 T-SPS ③b로 나뉜다. T-SPS ③a

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개별 학습활동을 감시하면서 학생들 자리 사이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반면, T-SPS ③b에서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안

교사는 주로 전자교탁(C 구역)에 머무른다.

T-SPS ④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소집단 모둠별 학습

을 진행하는 참여구조이다. 따라서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은 소집단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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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다수가 된다. 모둠별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가 학생들 사이 여기

저기로 이동하는 T-SPS ④a와 전자교탁(C 구역)에 머무르는 T-SPS ④

b로 나눠질 수 있다.

T-SPS ①에서 교사의 역할 비중이 크고 학생의 참여가 소극적이라

면, T-SPS ②, ③, ④에서는 학생의 역할 비중이 교사의 역할보다 크고

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나타난다. 또한 T-SPS ①에서 교사가 주로 A, B,

D 구역에 머무른다면(예외적으로 학생들이 발표를 할 경우에는 E 구역,

교사가 판서를 할 경우에는 F 구역), T-SPS ②, ③, ④에서 교사는 주로

C 구역에 머무르거나 학생들 자리 여기저기로 이동한다. 결국 교사가 전

자칠판 주위 A, B, D 구역에 위치할 경우, 학생들의 개별 학습활동은 중

단되고 교사의 권위가 재설정된다. 반대로 교사가 전자교탁 또는 학생들

자리 쪽으로 이동하거나 전자교탁에 계속 머무를 경우, 교사의 수업 통

제권은 양도되며 학생들은 학습의 자율권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교사

가 전자교탁(C 구역)에서 종종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모든 학

생들이 청자로서 여기에 주목할 의무는 없다.20)

사실 디지털교과서의 조작이나 공간 이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교사가 C 구역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A, B 구역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 인터뷰에서 잘 나

타난다.   

어, 저기서, 어 그러니까 앞에서(연구자: 전자칠판) 하면 수업을 할 때

는 애들이랑 저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전자교탁(연구자: 전자칠판과 혼동하여 말한 것임)이 아니라 그냥 저기 

왼쪽 구석에서 하면, 저도 앞에를, 화면을 봐야 되고 시선이 조금, 애들

이 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하면은 그래도 제가 돌아보거나 하

면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 쪽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

고 이 쪽에서.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뭐 큰 불편은 없으니까 사용을.

 (7/13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20) 단, 전자칠판 고장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C 구역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주목할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미 ‘교사가 C구역에 머무른다.’라는 맥락화 단서를 통해 설정된 상호작용 

규칙으로 인해 학생들의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따라서 이 때 교사는 언어적 공지와 같은 

맥락화 단서를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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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일시
T-SPS ①a T-SPS ①b T-SPS ② T-SPS ③ T-SPS ④

5 / 13 
1회
(6분) 

15%
4회

(14분)
35%

3회
(14분)

35%
3회
(6분)

15% ㆍ 0%

5 / 17 
1회
(3분) 

6.7%
4회

(15분)
33.3%

1회
(6분)

13.3%
3회

(11분)
24.4%

1회
(10분)

22.2%

5 / 24 
5회

(14분)
36.8%

2회
(6분)

15.8%
1회
(3분)

7.9%
2회

(15분)
39.5% ㆍ 0%

5 / 31 
5회

(12분)
24.0%

7회
(14분)

28.0%
2회
(5분)

10.0%
3회
(8분)

16.0%
1회

(11분)
22.0%

6 /  7 
2회
(7분)

10.9%
5회

(33분)
51.6%

1회
(6분)

9.4%
4회

(18분)
28.1% ㆍ 0%

6 / 14 
5회
(9분)

20.9%
3회

(12분)
27.9%

1회
(2분)

4.7%
2회

(17분)
39.5%

1회
(3분)

7.0%

6 / 21 
2회
(5분)

11.1%
7회

(28분)
62.2%

1회
(4분)

8.9%
3회
(8분)

17.8% ㆍ 0%

6 / 28 ㆍ 0%
3회

(12분)
31.6%

2회
(10분)

26.3%
3회

(16분)
42.1% ㆍ 0%

7 /  5 
3회
(6분)

12.8%
4회

(19분)
40.4%

1회
(6분)

12.8%
4회

(16분)
34.0% ㆍ 0%

9 /  8 
2회
(6분)

15.0%
2회

(14분)
35.0%

1회
(15분)

37.5%
1회
(5분)

12.5% ㆍ 0%

9 / 15 
1회
(2분)

4.4%
1회
(7분)

15.6%
2회

(15분)
33.3%

3회
(21분)

46.7% ㆍ 0%

<표 7> 각 테크놀로지-기반 사회적 참여구조의 비중

실제로 전자칠판이 고장 나 전자교탁(C 구역)에서 수업을 진행한 6월 21

일과 28일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는 낮았다.

다음으로 K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난 T-SPS 각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

자. <표 7>, <그림 7>에 따르면 T-SPS ①과 T-SPS ②+③+④의 출현

비중이 수업마다 부침이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T-SPS ①이 교사 주도의 수업이라면 T-SPS ②,

③, ④는 수업 진행에 있어 학생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참여구조이

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의 참여도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기존 교실수업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개별 TPC가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참여

를 높이는 학습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된 결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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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2 ㆍ 0%
2회
(8분)

20.0%
3회
(8분)

20.0%
4회

(24분)
60.0% ㆍ 0%

9 / 29 
1회
(2분)

5.1%
2회
(6분)

15.4%
1회
(6분)

15.4%
3회

(25분)
64.1% ㆍ 0%

10 / 13 
2회
(7분)

17.5%
3회

(11분)
27.5%

3회
(15분)

37.5%
2회
(7분)

17.5% ㆍ 0%

* 초 단위를 반올림으로 절사하여 분으로 대략적으로 나타냄. (외부인 방문 등으로 수

업 중 참여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총 수업시간과 차이가 존재함.)

*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T-SPS ③과 ④에서, 학생들이 하나의 개별 및 조별 학습활동 동안에도 교사는 전

자교탁과 교실 전체를 자주 번갈아가며 위치하므로 함께 카운팅함. 

* 기타 참고사항: 5월 17일 수업 중간 임시 조 편성

                 5월 31일, 6월 7, 14, 21, 28일 조별 자리 배치 

                 6월 21, 28일 전자칠판 고장

<그림 7> 각 테크놀로지-기반 사회적 참여구조의 비중

지금까지 디지털교과서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나타난 참여구조인

T-SPS를 살펴보았다. 교수 전략 행위와 더불어, 학생의 참여 수준, 교수

ㆍ학습 활동의 장(focus)의 개수, 디지털교과서 활용 양상, 그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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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 점유 양상을 기준으로 총 7가지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T-SPS

①a가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 유사한 형태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지 않

는 참여구조라면 T-SPS ①b는 디지털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교사 중심

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T-SPS ② 역시 디지털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교

사가 수업을 이끌어가긴 하지만 학생들 발표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T-SPS ③과 ④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개별 혹은 조별로 이루어져 교

수ㆍ학습 활동의 장이 여러 개로 나타난다. 교사가 전자교탁에 머무는지

아니면 학생들 자리 사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지에 따라 각각 T-SPS

③a, ④a와 T-SPS ③b, ④b로 나뉜다.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일반

수업과 비교해볼 때,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이 분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은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학습주제 변환과 학습활동 유형

교수적 형식이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을 일컫는다면 학습주제 변환

은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교사가 교수행위를

통해 교과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내용의 변환 과정

을 살펴볼 것이다. 단, 교수ㆍ학습 단계에서 학습 내용은 한 덩어리가 아

니라 몇 개의 작은 주제학습 셋트로 나뉘어 교수되기 때문에 학습주제의

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학습주제의 변환 과정은 교사가 자신의 교

과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에 비추어 어떤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지 그

리고 선정한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여 가르치는지, 이 두 측면에 주목하

여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주제의 변환 과정 혹은 그 결과로 나타

나는 학습활동들의 양상에도 주목하여 그 유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습주제 변환

본 연구의 교실수업에서 나타난 주제학습 셋트(topically related sets)

는 <표 8>과 같다. 하나의 주제학습 셋트에서는 그 시간의 과업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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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나 일반화 또는 이론이 다루어지며, 교수-학습 단계는 그 날의

수업 과제와 관련된 몇 개의 주제학습 셋트로 구성된다(조영달, 1992:

322). 본 연구에서는 전체 수업의 흐름 중 교수ㆍ학습 단계 전체를 한

단위로 하여 내용 변환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주제학습 셋트를 내용 변환의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일시 주제학습 셋트(topically related sets)

5 / 13
신석기시대 생활모습 전반/ 주거생활/ 간석기/ 농사/ 빗살무늬토기/ 신석

기와 구석기 생활 비교(농사와 정착생활 중심)/ 유적지/ 간석기의 종류

5 / 17
청동기시대 생활모습 전반/ 부족사회ㆍ족장ㆍ계급사회/ 주거/ 청동기가 철기보

다 먼저인 이유/ 청동기의 주요 사용(지배자의 칼, 거울)/ 반달돌칼/ 고인돌

5 / 24 삼국의 건국/ 자신만의 건국신화 만들기

5 / 31 삼국의 건국신화/ 광개토대왕릉비, 장군총/ 고구려 수도 국내성(지안)

6 /  7
백제의 문화재(정림사지5층석탑, 백제금동대향로), 백제의 해외진출(요서, 

산둥지방)과 근초고왕/ 백제의 천도/ 백제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역사

6 / 14
대표적 문화재를 통해 살펴본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의 특징/ 삼국의 

문화재 조사

6 / 21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네 계급의 생활모습과 사

회적 역할

6 / 28
근대사회의 의미/ 근대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조선 후기 서민 문화와 민간 

신앙, 천주교와 동학, 조선후기 농업과 상업의 변화 등)/ 농업변화(모내기) 

7 /  5 
실학자들의 주장과 활동/ 실학의 의미/ 실학이 생겨난 배경/ 구체적 실학

자들의 주장 

9 /  8 민주주의와 군주제 비교/ 정치 참여 방법/ 각 정치 참여 방법의 장단점

9 / 15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의 주요 사건들(민주정부수립, 4ㆍ19 혁명, 5ㆍ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요건 및 시민의 자세

9 / 22 시민단체의 종류, 역할 및 기능/ 시민단체 만들기

9 / 29 행정부의 의미/ 행정 각 부가 하는 일

10 / 13
인권 침해 사례/ 인권이 침해 되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 주변(교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표 8> 주제학습 셋트(topically related sets)

학습주제의 변환은 크게 내용의 ‘선택’ 측면과 ‘제시 방식’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선택(selection)이란 교육과정이나 교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후, 교수의 목적에 비추어서 가르쳐야 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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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중심적 개념과 부차적인 개념을 구분하여 이를

구조화․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의 제시 방식(representation)이란

교사가 자신이 선택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유추, 비유, 예, 본보기 혹

은 단순한 설명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이혁규, 1996: 21-22).

먼저 학습주제의 선정 측면을 살펴보자. 선정된 학습주제나 수업내용

의 범위는 디지털교과서에 담겨진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내용이 교과서 내용에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학습하기 위한 정

보 획득의 범위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교과서 혹은 교실 밖으로 확장

되었다. 이는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한

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디지털교과서가 기존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추가적으로 담

고 있거나 연동하고 있으므로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없이 교

과서 내용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

선정된 학습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흥미로운 사실은 교사가 교

과서 본문의 글보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흥미

를 불러일으킬 만한 삽화나 멀티미디어 자료 위주로 학습주제를 선정한

다는 점이다. 여기서 삽화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의 삽화가 디지털교과서

에 그대로 구현된 것을 의미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는 디지털교과서가 독

자적으로 삽입한 자료로서 모듈21),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림, 관련 웹사

이트 등을 포함한다.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여기에, 교과서는 일단 똑같거든

요. 교과서는 똑같기 때문에 좋은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보는데, 그런데 

일단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모듈이라고 하는 멀티미디어 기

능, 뭐가 있는지를 보고 이게 활용할 값어치가 있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아 이거 이거 써야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활동을 하는 거죠. (6/1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21) 모듈(Module)이란 특정 기능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단위를 의미한다. 즉, 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중 비교적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주 프로그램은 논리적으

로 몇 개의 모듈로 나뉠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에서 모듈은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림, 웹사이

트를 제외한 나머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데, M으로 표현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학습을 위한 

독자적인 페이지가 새로 제공된다. 내용은 주로 해당 내용에 관한 일목요연한 정리, 보충 설명 

및 자료, 학습활동, 간단한 형성평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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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글로 된 자료보다 이미지 위주의 자료를 주로 선정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초등 사회과(역사ㆍ정치) 교수에 대한 교

육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에 기인한다. 둘째, 디지털교과서 통합으로

인해,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과업(academic task/ academic

work) 및 활동(activity) 부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기인한다.

우선 K교사는 초등학교 역사 교육에서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형성, 역사에 대한 흥미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교육과정을 해석하였다. 즉

초등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의 세부적인 내용 전개나 계통적ㆍ계열적

인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들이 지금 역사관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애들이 

어떻게 머리 속에 그려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부분

을 좀 천천히 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처음 시작, 삼국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좀 애들이 역사적 관심

을 갖게끔 하려고 하는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죠. 

(중략)

네. 그렇죠. 아이들은 역사를 되게, 사회를 대부분 싫어하는데 처음부터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크게 좋아하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중략) 왜냐

면 지루하고 외우고, 외워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재미, 어느 정도 흥미를 두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

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6/1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다음으로, K교사는 정치 내용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 학생들이 사회문

제나 정치현상에 대해 맹목적으로 찬성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균형적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K교사는 수

업 시간에 인터넷 검색 및 글쓰기, 의견 공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

습을 보였다.

자기 생각이 있다면 비판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주려고 많이 하고, 기사나 자료를 찾을 

때도 이왕이면 다양한 것을 찾아서 애들이 다양한 것을 찾으면 그 중에

서 다른 시각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해서 수업하기에는 정치가 이렇게 

오히려 저는 더 편하긴 편해요. 뉴스를 검색하거나 현재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략) 숙제를 냈어야 됐어요. 숙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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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대부분 애들은 한 두개 기사를 

(조사해와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한 두개나 협소한 걸 찾아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찾는 것 보다 제가 얘기를 해 주는 게 더 많았죠. (중략) 지금 같은 경

우에는 숙제는 거의 없고 그냥 수업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

고. 그런 것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원하는 기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10/13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따라서 K교사의 역사 수업에서는 역사적 사실들 간의 인과관계나 계

열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 수업에서는 정치학적 내용, 정치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이나 가치판단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K

교사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ㆍ문화재ㆍ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상상하

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보거나 하나의 정치적 에피소드에 대해 여러 의

견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본문의 글보다는 내용

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삽화나

멀티미디어 자료 위주로 학습주제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초등 사회과에 대한 교과관 외에도 디지털교과서 출현 그 자체가 이

미지 중심의 학습주제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K교사는 학습주제를 선정

할 때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고민

하였다. 즉 학생들마다 개별 TPC가 주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과업(academic task/ academic work) 및 활

동(activity) 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담감은

교육적 측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비록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외부

적 압력에 의해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계기

로 테크놀로지의 이점을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A: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계획을 안 하

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항상 수업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수업은 못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Q: 그러니까 교사가 다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해

야 돼, 이런 식으로…



- 97 -

A: 네. 

Q: 아이들이 매번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A: 네. 

Q: 어떤 점에서?

A: 어, 일단은… 아이들의, 교사가 얘기를 하면, 얼마만큼 아이들이, 정

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교사로는 일단 얘기를 했

으니까 옛날에는 자기만족이 있었거든요. 나는 애들한테 잘 가르쳤어.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일단 시키면, 첫 번째는 어, 일단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보

다는 더 어떤 점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제가 가르치는 것보

다 더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구요.         (7/13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실제 K교사 수업시작 단계에서 제시하는 학습목표를 보더라도, ‘～을 배

울 것이다.’라는 표현만큼이나 ‘～을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났다.

구석기 다음부터 배울 거야. (5/13) 

고대 국가에 대해서 배울 거야. (5/31)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거예요. (6/21) 

근대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6/28)

--------------

신석기 시대를 볼 거예요. (5/13)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 거야. (5/17) 

먼저 이 그림을 보자. (6/21)

--------------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5/24) 

이제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5/31) 

이제 백제에 대해서 조사할 거야 (6/7)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할 일은 뭘 하거냐면. / 지금부터 뭘 할거냐면요. 

(6/14) 

실학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중에서 뭘 할 거냐면… 여기까지만 할 거

예요. 그러면 활동을 거꾸로 할 거야. /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게 뭐

냐면… (7/5)

자, 이렇듯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10/13)

K교사 이외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경험이 있는 다른 교사들도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하는 자율적 학습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학습주제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수업 참여도를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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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들은 보여주고 구경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뭐라도 해보는 것 좋

아하니까 제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화산 같은 거, 사진을 보여주는 것

보다 애들은 너희들이 찾아봐라 이러면 짜릿하잖아요? 좋아하니까. 그러니

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의 어떤 꺼리들을, 활동 꺼리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주면 되고, 아이들은 보면 그 인터넷이라는, 그 무한한 세계 안에서 

그걸 찾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덜 필요한 거죠.

(중략)

음. 그렇죠.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의 참여를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을 많이 생각하죠.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장난감이잖아요.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 서책형으로 수업

을 할 때는 아이들의 참여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뭐랄까…(8초 

쯤 생각) 어 뭐라고 말해야 될까… (2초쯤 생각) 참여가 아무래도 조금 

덜 고려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목표를 추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

으로. 디지털교과서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아이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활동을 더 많이 하게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죠. 

(6/15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담당교사 인터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K교사는 이미지 중심으로 학습주제를 선

정한 후 다음 2가지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를 제시, 전개하였다.

Showing & Prompting

ㆍ 보여주기 → 질문하기 → 학생응답 

   → 학생응답을 바탕으로 교사의 설명 혹은 내용 정리

Making & Expressing

ㆍ (보여주기) → 과업부과 → 학생 제작활동 → (학생응답) 

   → 학생의 활동 결과물을 바탕으로 교사의 설명 혹은 내용 정리

‘S&P’ 제시 방식은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삽화나 멀티미디어 자료

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후 학생들의 응답을 참조하여 교사

가 정리하는 방식이다. 가령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이 담겨있는 삽화를

보여준 후, 무엇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질

문하고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 자신들이 본 것과 그에 대한 해석을 담아

응답한다. 학생들의 응답이 어느 정도 누적되었거나 더 이상 새로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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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을 때, 교사는 학생 응답들을 바탕으로 청동기 시대의 생활 특징

에 대해 정리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의 추가 설명이 이루어지

기도 한다.

‘M&E’ 제시 방식은 일정 시간 동안 특정 내용에 대해 인터넷 검색,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여러 가지 개별 및 조별 학습활동을 하게 한 후,

학생들의 작품 혹은 활동 결과물을 바탕으로 교사가 내용을 확인ㆍ정리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시민단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

지, 그 중 한 시민단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

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한다. 그런 다음 교사는 학생들의 조사 결과

및 발표를 바탕으로 최종 정리를 하게 된다. 활동을 위한 과업이 부과되

기 전에 드물게 보여주기 단계가 선행되거나 학생 제작활동 이후 학생응

답 단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S&P’ 제시 방식과 ‘M&E’ 제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학생들에게 활

동을 위한 개별 시간을 부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M&E’ 제시 방식

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개별 활동 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

하더라도 매우 짧은 시간을 부여한다. 반면 ‘M&E’ 제시 방식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긴 자율 학습 시간을 부여한다. ‘S&P’ 제시 방식과

‘M&E’ 제시 방식의 공통점도 있다. 둘 다 학생의 발표 및 활동이 먼저

선행된 후, 교사의 정리가 뒤따라가는 일종의 “(학생)활동-(교사)정리 셋

트”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가 전적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제시

하는 강의식 수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미지 중심, 활동 중심의 학습주제 선정과 제시 결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K교사의 수업에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형

적 내용 전개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여러 학습주제들 간의 비선형

적 혹은 비순차적 수업 진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교사

는 서책형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학습목표를 달

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꼈으며 사회과 전체의 학습

목표라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자신의 교수행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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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은 사회 수업을 예로 들면, 교과서는 똑같거든요. 저는 사회가, 

똑같이 역사 부분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야기로 풀어가

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은 듣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간단한 

학습지에 괄호 넣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중략) 처음

부터 끝까지 어, 수업을 하고 칠판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뭐 낙서

가 항상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거든

요. 지금은 음, 글씨는 안…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변한 것 같

아요. 네. (중략)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물론 그 수업 한 시

간에는 학습 목표가 있고 또는 학습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달성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더 큰 것에서 보면, 사회과에서 더 큰 것에서 보면, 

사회과의 목표가 뭐 민주주의의 뭐, 아무튼 바람직한 인간상을 실현하고 

뭐 정보를 수집하고,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

만. 그런 것 측면에서, 더 큰 면에서 보면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7/13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실제로 K교사의 수업에서 한 학습주제가 다른 어떤 학습주제보다 꼭

먼저 진행될 이유가 없었으며, 학습주제들 간의 순서가 바뀌어도 아이들

의 학습에 큰 지장이 없었다. 가령, <표 8>의 5월 13일 수업에서 ‘청동

기가 철기보다 먼저 나타난 이유’ 주제학습 셋트가 ‘청동기의 주요 사용

(지배자의 칼, 거울)’ 주제학습 셋트보다 꼭 먼저 전개되어야 할 필연적

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0월 13일 수업에서도 ‘인권 침해 사

례’가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이유’보다 꼭 선행되어야만 하는 이유

가 교사의 수업 계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한 차시의 학습목표를

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한 것이 아니라 흥미나

참여, 활동 중심으로 주제 영역을 설정하고 학습활동을 구성했기 때문이

다. 즉 서책형 교과서의 수업 전개가 목차가 있는 서적의 순차적 읽기

흐름과 같다면, 디지털교과서의 수업 전개는 링크(link)가 여기저기 맞물

려 있는 웹사이트, 전자문서 등의 비약적인 흐름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K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난 학습주제의 변환 과정에 대해 살

펴보았다. 내용 선정 측면에서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학생

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삽화나 멀티미디어 자료 위주로 학습주제

가 선정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해석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디지털교과서로 인해 교사가 학습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선정된 학습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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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학습활동의 전개

5/13
전체학습+전자칠판에 함께 그리기(9분), 전체학습+교사강의(5분), 개별학습+글쓰기

(3분), 전체학습+교사강의(5분), 개별학습+인터넷 검색(2분), 전체학습+발표(3분), 

전체학습+교사강의(7분)

5/17
전체학습+교사강의(2분), 개별학습+그리기(5분), 전체학습+전자칠판에 함께 그리기

(3분), 전체학습+교사강의(8분), 개별학습+읽기(3분), 전체학습+교사강의(7분), 개

별학습+정보검색(5분), 전체학습+게임(9분)

5/24
전체학습+교사진행(7분), 전체학습+애니메이션(2분), 개별학습+쓰기(18분), 전체학

습+발표(3분)

5/31 
전체학습+교사진행(9분), 개별학습+읽기(3분), 전체학습+교사강의(9분), 조별학습+

댓글쓰기(11분), 개별학습+정보검색(7분), 전체학습+발표(4분)

6/ 7
전체학습+교사문답(3분), 개별학습+정보검색(5분), 전체학습+교사강의(11분), 개별

학습+읽기(2분), 개별학습+그리기(5분), 전체학습+발표(7분), 개별학습+퀴즈 만들기

(5분), 전체학습+퀴즈(10분), 전체학습+교사강의(6분), 개별학습+읽기(3분)

6/14
전체학습+교사문답(3분), 전체학습+동영상(3분), 전체학습+교사강의(6분), 개별학습+

정보검색(9분), 조별학습+검색내용채점(4분), 개별학습+컴퓨터 기반 테스트(10분)

6/21

전체학습+동영상(3분), 전체학습+교사문답(2분), 전체학습+발표(8분), 개별학습+쓰

기(3분), 전체학습+교사강의(2분), 개별학습+읽기(2분), 전체학습+퀴즈(4분), 전체

학습+교사강의(4분), 개별학습+정보검색(3분), 전체학습+퀴즈(3분), 전체학습+교사

강의(1분), 전체학습+퀴즈(2분)

<표 9> 학습활동의 전개

학생의 발표 및 활동이 선행되고 교사의 정리가 뒤따라가는 일종의 “(학

생)활동-(교사)정리 셋트” 형태로 나타났다.

(2) 학습활동 유형

학습활동의 유형은 크게 다음 2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실의 배치(arrangement)나 조직 차원(organizational focus)에서 전체학

습(whole class lesson), 소집단 협동 학습(small-group work), 개별학습

(seatwork)으로 학습활동의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읽기, 게

임, 발표, 글쓰기, 정보탐색, 역할놀이 등과 같이 활동의 내용에 주목하여

학습활동의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 실제 교실수업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유형은 이 두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교실수업의 관찰 결과 실제로 나타난 유형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표 9>는 이를 담고 있다.



- 102 -

6/28
전체학습+교사강의(9분), 개별학습+쓰기(5분), 전체학습+발표(4분), 개별학습+정보

검색(5분), 전체학습+교사진행(3분), 개별학습+읽기(2분), 개별학습+쓰기(3분), 조

별학습+발표(5분)

7/ 5 
전체학습+교사문답(5분), 개별학습+쓰기(6분), 전체학습+발표(2분), 전체학습+교사

강의(10분), 개별학습+쓰기(5분), 전체학습+발표(7분), 개별학습+읽기(2분), 전체학

습+교사강의(2분)

9/ 8
전체학습+교사문답(6분), 전체학습+동영상(4분), 전체학습+교사문답(4분), 개별학습

+쓰기(5분), 전체학습+발표(14분), 전체학습+교사강의(5분), 개별학습+컴퓨터 기반 

테스트(5분)

9/15
전체학습+교사문답(6분), 개별학습+읽기 및 요약하여 쓰기(12분), 전체학습+발표(10

분), 개별학습+빙고완성(2분), 개별학습+쓰기(5분), 전체학습+빙고맞추기 및 발표(4분)  

9/22
전체학습+교사문답(2분), 개별학습+정보검색(2분), 전체학습+교사강의(3분), 개별학

습+정보검색(13분), 전체학습+교사문답(3분), 개별학습+정보검색(2분), 전체학습+발

표(3분), 전체학습+교사강의(2분), 개별학습+쓰기(7분), 전체학습+발표(3분)

9/29
전체학습+교사문답(3분), 전체학습+교사강의(3분), 개별학습+문제 만들기(16분), 전

체학습+문제풀기 및 강의(6분), 개별학습+정보검색 및 쓰기(10분)

10/13
전체학습+교사문답(3분), 개별학습+정보검색(4분), 전체학습+발표(6분), 전체학습+

교사문답(8분), 개별학습+컴퓨터 기반 의견 표시(3분), 전체학습+의견 수렴(3분), 

전체학습+교사정리(2분), 전체학습+발표(6분), 전체학습+교사강의(3분)

* 각 수업의 활동들은 시간 순으로 제시된 것임.

<표 9>에서 나타난 학습활동은 교사의 역할 비중이 높은 것과 학생

의 역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양분될 수 있다. 똑같이 전체학습으로 진행

될지라도 교사가 강의하는 것과 학생이 발표하는 것은 학생의 참여와 역

할 수준이 각각 다르다. 물론 글쓰기와 검색 등의 개별 활동은 학생에게

훨씬 더 큰 수준의 수업 참여도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K교사의 교실수업에서 학생의 참여도와 역할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표 9>에 나타난 세분화된 학습활동을 ①전체학습+교사진행, ②전

체학습+퀴즈․발표, ③개별ㆍ조별학습+검색(읽기)ㆍ글쓰기라는 3개의 셋

트로 묶어 각각의 비중을 조사해보았다(<그림 8>, <표 10> 참고). ①의

교사진행 학습활동에는 교사의 주도 하에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시청하

는 것이 포함된다. ②의 경우에는 전체 학습활동일지라도 학생들의 발표

가 이루어지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 진행되므로 학생의 참

여 비중이 높은 편이다. ③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글을 쓰게 할 것인

가, 아니면 교과서 읽기를 통해 글을 쓰게 할 것인가는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검색을 통해 결정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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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유형

일시

전체학습
+

교사진행

전체학습 
+

퀴즈ㆍ발표

개별ㆍ조별학습 
+

검색(읽기)ㆍ글쓰기

총 수업시간 
중

총 학습시간

5 / 13 2회 12분(35.3%) 3회 17분(50%) 2회 5분(14.7%) 34분

5 / 17 3회 17분(40.5%) 2회 13분(31%) 3회 12분(28.6%) 42분

5 / 24 2회 9분(30%) 1회 3분(10%) 1회 18분(60%) 30분

5 / 31 2회 18분(41.9%) 1회 4분(9.3%) 3회 21분(48.8%) 43분

6 /  7 3회 20분(35.1%) 2회 17분(29.8%) 5회 20분(35.1%) 57분

6 / 14 3회 12분(34.3%) ㆍ 3회 23분(65.7%) 35분

6 / 21 5회 12분(32.4%) 4회 17분(45.9%) 3회 8분(21.6%) 37분

6 / 28 2회 12분(33.3%) 1회 4분(11.1%) 5회 20분(55.6%) 36분

7 /  5 3회 17분(43.6%) 2회 9분(23.1%) 3회 13분(33.3%) 39분

9 /  8 4회 19분(44.2%) 1회 14분(32.6%) 2회 10분(23.3%) 43분

9 / 15 2회 10분(25.6%) 1회 10분(25.6%) 3회 19분(48.7%) 39분

9 / 22 4회 10분(25%) 2회 6분(15%) 4회 24분(60%) 40분

9 / 29 3회 12분(31.6%) ㆍ 2회 26분(68.4%) 38분

10 / 13 5회 19분(50%) 2회 12분(31.6%) 2회 7분(18.4%) 38분

* 초 단위를 반올림으로 절사하여 분으로 대략적으로 나타냄.

*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참고사항: 5월 31일, 6월 7, 14, 21, 28일 조별 자리 배치 

                 6월 21, 28일 전자칠판 고장

<표 10> 학생의 참여도로 살펴본 학습활동의 유형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색어로 검색한 후 검색 결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교과서의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과서 내용을 읽고 요약

하게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쓰게 하였다.

민주화과정이나 그런 것들 수업을 준비할 때, 아이들한테 찾아보라고 했

을 때 키워드를 분명히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 이렇

게 치면 별로 이렇게 책에서 요구하는 거만큼의, 교과서만큼 잘 정리되

어 있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교과서를 일단 찾으라고 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

기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뉴스검색보다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0/13 수업실행 교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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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생의 참여도로 살펴본 학습활동의 유형

<그림 8>에서 볼 때, 수업 진행에 있어 학생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②전체학습+퀴즈ㆍ발표, ③개별ㆍ조별학습+검색ㆍ글쓰기라는 2가지 학습

활동 셋트가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학생의 활동을 고려하여 학습주제를 선정한다는 교사의 학습주

제 선정 기준이 수업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학습활동이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학습주제의 변환 과정과 연관지어 생각해본

다면, 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는 수업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내용 선정과 제시 방법에 대한 교사의 의사결정이 실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05 -

Ⅴ.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행위에 대한 해석

1. 교수행위 변화에 대한 요구와 교사의 인식 변화

본 연구의 교실수업에서 교사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서 교수․학

습 방법 또는 교수행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디지털교과

서 도입이라는 수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

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를 계속 고수한다면 디지털교과서를 활

용하는 수업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K교사는 디

지털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바로 기존 수업에서 볼 수

없었던 ‘수업 방해요인’과 ‘새로운 학습 가능성’의 출현이다.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볼 수 없었던 수업 방해

요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

서 발생하는 수업 방해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기

술적 문제로, 수업 관찰 내내 전자칠판의 터치패드가 멈추거나 학생들의

네트워크 접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디지털교과서 관련 기기

에서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이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다.22) 두

번째 수업 방해요인은 학생으로부터 발생한다. 학생이 디지털교과서의

내용 및 기능에 몰입하여 학습내용이나 활동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기술의 제약이 아니라 기술의 혜택으로 인한 것이라는 아이

러니가 발생한다.

요컨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발생하는 수업 방

해요인은 기술의 한계로부터 오는 것과 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오는 것으

로 다시 정리될 수 있다. 류지헌(2008: 288-290)의 연구에서도 태블릿PC

22)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노경희 외(2011)의 연구에서도 사용편의성 하위영역 

중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가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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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디지털교과서 수업에서 나타나는 수업 방해 맥락으로 ‘디지털교

과서 자체 및 운영환경의 기능적 오류’와 ‘학습용 도구보다는 오락도구로

인식하는 학습자의 인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교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수업 방해요인에 당면한 결과, 교사는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과 학습의 가능성이 교수ㆍ학습 활동에 대한 교

사의 인식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는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개별 TPC가 학생마다 주어지기 때

문에 기존 사회과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학습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곧바로 관련 자료 및 뉴스를 검색하거나 학습 결과물을 급

우와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교사는 만약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과 수업을 진행한다면 개별 TPC 부여(디지털교과

서 활용)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일종의 부

담감을 느꼈다. 따라서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로 무엇

을 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

다. 즉 교사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차별화된 사회과 수업이 무엇인

지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이와 같이,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사용으로부터 비롯된 수업 방해요인

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과 학습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자신

이 기존에 해왔던 교수행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교사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볼 때, 테크놀로지 도입에 대해서 교사가 수동적으

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교사는 사회과 교수ㆍ학

습 과정에서 테크놀로지가 무엇을 할 있고 할 수 없는지, 그에 따라 교

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 인식이 실제 교수행위를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 다음 절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으로 인해 교사의 교수행

위가 어떻게 변하였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

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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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행위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함에 따

라 교사는 교수행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실제 교사의 교수행위에 반영되었다. 대략

적으로 말하자면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방해요

인을 통제하기 위한 질서유지 전략이 두드러졌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학생 활동 증진을 위한 내용 선정과 제시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적인 교수행위를

본 연구에서는 “관리적 방목”이라 이름 붙였으며 이러한 교수행위를 보

이는 교사를 “관리적 방목자”라고 명명하였다. “관리적 방목”이란 학생들

의 학습활동이 증가하고 학습 내용이 교실 밖까지 확장되는 동시에 수업

질서 구축을 위한 행동 통제는 더욱 엄격해지는 교수실행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본 장의 3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

이다.

여기에서는 교수적 형식과 학습주제 변환 각각에 대한 개별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 또는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사회과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관리적 방목”이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1) 교수적 형식

1)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름 : 교수․학습 마무리 단계의 부재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수․학습 마무리

를 위한 단계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업마감 단계에서는

주로 수업 종료를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차시 예고, 과제 제시가 나타났

으며, 학습 내용 마무리는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마무리



- 108 -

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독려하는 수업

실행으로 인해 교사가 학습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교수․학습 단계에서 학생들은 개별

TPC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적극

적으로 조력하였다.

교사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초기에는 학습 내용을 마무리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압박감을 느꼈고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강의 위주의 수업 때보다 학생들의 학습 내용이 확장 혹은

심화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학습 내용을 총정리하여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 마무리 단계의 부재가 반드시 학습 마

무리를 위한 교사의 활동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학습주제에 따라서는 교사의 정리 단계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 내

용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간이 더 확보될 수 있었

다면 교사는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교사의

정리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내용 숙지에 당연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정문성 외(2008: 37)는 내용의 적합도와 시간의 적절한 배분을

고려한 디지털교과서 활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

라서 교수ㆍ학습 마무리 단계의 부재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K교사가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교수

적 결정을 통해, 시간적 제약 속에서 우선순위를 교사의 내용 정리보다

학생들의 활동에 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수 전략 행위(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 : 질서유지 전략

K교사는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이용하여 디지털교과서로 인

한 방해요인을 극복하고 교실 질서를 창출하고자 노력했다. 즉 본 연구

에서 교사는 교수 전략 행위를 통해 교실질서 창출자 혹은 조직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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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하는 기존 수업보다 더 강하게 드러냈다.

우선, 학생들이 오락적 목적으로 디지털교과서 내용이나 기능에 몰입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는 TPC 통제에 관련된 맥락화 단서를 두드러

지게 사용했다. turn it / stop & freeze는 학생 개별 활동 혹은 학생중

심의 참여구조에서 교사중심의 참여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교사의 권위가 다시 회복된다. 반대로 start / look at … / limited

time / open the page / do something은 학생에게 활동의 권한이 주어

지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들은 교사가 이러한 단서를 보여줄 때 TPC로

개별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이러한 맥락화 단서에서 언어적 단서뿐만

아니라 공간적 단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활동 중심의 수업이 전개됨

에 따라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전자교

탁과 전자칠판이 분리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 진행의 의도에 따라 공간적

위치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화배분 전략에서 교사는 학생 활동의 장려로 인해 수업의

흐름이 자칫 산만해지거나 몇몇 학생의 참여 독주를 막기 위해 상당히

정형화된 방식으로 참여 기회를 배분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 1을

중심으로 교사의 대화배분 전략이 3가지로 유형화되는 사실에서 질서유

지를 위한 교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유형 1은 교사-학생 간 발

언 사이에 규칙적 공백이 존재하고 겹침이 최소화되며, 학생의 발언을

승인할 때 교사는 정형화된 제스처를 보인다. 이러한 대화배분 전략은

마치 수업을 하나의 정형화된 절차(process)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통해 성립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과 그 속의 규칙적인 행동 패턴은 디지털교과서에서 비롯되

는 ‘딴 짓’, 시선 혼란, 일부 학생의 참여 독주를 방지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로 딴 짓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stop & freeze, limited time이라는 맥락화 단서를 선언하고 학생들은 여

기에 담긴 규칙의 의미를 포착하여 행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짓

을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교사는 맥락화 단서를 거듭 제공하거나 대화

배분 절차를 통해 직접적으로 호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학생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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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주된 화자가 되고 나머지 학생들이 청자로 일관되게 참여할 경우, 대

화배분 절차를 통해 발언의 기회를 공평히 부여함으로써 참여 독주를 막

았다. 물론 이러한 질서유지 전략은 그 날의 수업 상황, 학생들의 학습

태도, 교사의 경험 등에 따라 그 형태와 출현 빈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교과서 등

장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수업 방해요인이 교사로 하여금 수업 질서유

지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일반 수

업에서도 ‘딴 짓’, 시선 혼란, 참여 독주는 나타난다. 하지만 디지털교과

서를 사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는 학생마다 주어지는 개별 TPC로 인해

이들 문제가 단순히 교사-학생 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사-매

체-학생 간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학생의 몰입을 끌

어내는 문제가 교사에게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교사는

학기 초 교수 전략 행위(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통해 교실 질

서를 창출하고 매 수업마다 지속적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데 노련한 교사의 수업에서는 질서유

지를 위한 맥락화 단서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맥락화 단서를 포함하여 질서 유지를 위한 교수 전략 행위가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숙련된 교수행위로 인해 학기 초에 수업 질서가

빠르게 정착되어 이후 수업에서는 맥락화 단서가 자주 그리고 명시적으

로 사용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교사의 질서

유지 전략이 주효했음을 반증한다. 아주 적은 수의 맥락화 단서로도 학

생들은 이미 구축된 상호작용 패턴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 교수 전

략 행위의 강력한 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3) 테크놀로지-기반 사회적 참여구조 : 학생중심의 참여구조

본 연구에서는 교수 전략 행위(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와 더불

어, 학생의 참여 수준,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focus)의 개수, 디지털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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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 양상, 그리고 교사의 공간 점유 양상을 기준으로 총 7가지의 유

형을 확인하였다.

교수․학습의 장의 초점이 교사에게로 수렴하는지 학생들에게로 분산

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수준이 결정될 때, 즉 참여구조가 변

환될 때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가 개입된다. 예를 들어 turn it /

stop & freeze라는 맥락화 단서가 선언되면 교수․학습의 장의 초점은

교사 중심으로 모아지게 된다. 이러한 참여구조에서는 교사가 주도적으

로 발언하거나 발언의 기회를 배분하여 상당히 정형화된 대화패턴이 나

타나고 학습활동 측면에서 학생의 참여 수준은 약화된다. 이처럼 참여구

조 전환은 교수 전략 행위(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통해 교사가

전적으로 주도한다. 하나의 참여구조 내에서, 예를 들어 T-SPS ③에서

는 학생의 참여 수준이 높을지라도 학생이 이러한 참여구조를 주도하여

시작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수 전략 행위를 통한 참여구조 전환이나 전

개 양상을 볼 때에도 교사의 질서유지 전략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개별 TPC가 주어지는 디지털교과서 수업으로 인

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참여구조가 기존 수업보다 더 자주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제수업을 관찰한 조영달

(2001)의 연구에서 교수 매체가 개입된 참여구조는 SPS-3 유형밖에 없

었다. 조영달(2001: 22)은 오늘날 다양한 교수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경우 직접적인 언어 교환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경

우와는 다른 참여의 양식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의 관찰 수업에서 참여구조 결정에 비언어적(공간적) 맥락화 단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조영달(2001)의 참여구조 유형에서 미

미한 비율을 보였던 학생 중심의 참여구조가 본 연구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T-SPS ①을 제외하고 T-SPS ②, ③, ④는 모두 디지

털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참여양식이었는

데,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일반 수업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는 디지털교과서라는 매체의 도입이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실현에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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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주제 변환과 학습활동 유형

1) 학습주제 변환 : 활동-중심의 내용 선정과 비선형적 내용 제시

K교사는 교수 전략 행위를 통해 교실질서 창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

다면, 학습주제의 변환 과정에서는 학습 촉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

기서 학습 촉진자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자가

아니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교수자를 의미한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는 기존 수업과 다른,

상당히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제시하였다. 우선, 교사는

교과서 본문의 글보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흥

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삽화나 멀티미디어 자료 위주로 학습주제를 선정

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주제를 교사가 정리하여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 아니라 몇 개의 학습활동을 구성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된

다. 이에 따라 학생의 발표 및 활동이 선행된 후, 교사의 간단한 코멘트

나 정리가 뒤따라가는 일종의 “활동-정리 셋트”가 본 연구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학습주제 제시 방식이다.

이는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을 계기로, 교사가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

한 과업(academic task) 및 활동(activity) 부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기인한다. 학생마다 각자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지고 개별

학습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교사는 교육

적 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

였다. 그 결과 교사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

닌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고민하게끔 만드는 학습 방식이 유익하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장려

할 수 있는 학습내용 선정과 내용 제시 방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제시하기 때문

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에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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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 내용 전개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여러 학습주제들 간의 비

선형적 혹은 비순차적 진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즉, 서책형 교과서의

수업 전개가 목차가 있는 서적의 순차적 읽기 흐름과 같다면, 디지털교

과서의 수업 전개는 링크(link)가 여기저기 맞물려 있는 웹사이트, 전자

문서 등의 비약적인 흐름과 유사하다.

2) 학습활동 유형 : 학생 활동 강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기존의 수업과 비교해 볼 때, 디지털교과서

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의 학습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실제로 수업 진행에 있어 학생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전체학

습+퀴즈ㆍ발표’, ‘개별ㆍ조별학습+검색ㆍ글쓰기’라는 2가지 학습활동 셋

트의 비중이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학습

주제를 선정한다는 교사의 학습주제 선정 기준이 수업에서 그대로 실현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는 학생에게 개별로 주어

지는 디지털교과서를 교과교육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그 결과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가 잘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강의하는 수업 방식을 버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정

리하게 할 수 있는 과업이나 활동을 부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료 검

색이나 이를 통한 발표, 글쓰기 활동 등과 같은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학습활동 강화는 테크놀로지-기반 사회적 참여구조에서 학생

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유형(T-SPS ②, ③, ④)이 비중 있게 나타나

는 것과 상호 연관된다. 교사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T-SPS ①을 제

외하고 T-SPS ②, ③, ④는 모두 학생 활동이 중심이 되는 참여구조이

다. 실제로 수업에서 각 참여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T-SPS ②,

③, ④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이상을 차지하며 9월 22일 수업의

경우에는 무려 8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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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는 서책

형 교과서를 활용하는 기존의 수업에 비해 학생 활동이 상당히 강화되었

다. 교수내용의 형식적 측면에서 교사의 질서유지 전략이 강화된 것과

동시에 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학습활동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교사의 역할 변화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 교사의 역할 변화: “관리적 방목자”로서의 교사

테크놀로지 지지자들은 테크놀로지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고 교

사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 말한다. 앞서 타임지가 21세기에 사라질

직업 2위에 교사를 선정하였다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실제로 교육

현장의 일부 교사들은 단순 플레이어로 한 시간의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데, 이러한 교수활동은 교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테크놀

로지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시뮬레이션을 넘어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이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이 교육 현장

에 도입될 수도 있다. 현재의 테크놀로지 활용에서는 교사가 플레이어로

서라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속에서 교사

는 프로그래밍화된 가상 인물로도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상과학처

럼 들리는 소리지만 현재의 학교 체제에 실망한 테크놀로지 지지자들은

이러한 미래를 꿈 꿀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

가한다.

이와 반대로 학교교육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인성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

다. 이러한 주장은 학생이 교실수업 이외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를 배울 수는 있지만 이를 교육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에 기반한다. 즉

학습과 교육은 별개이며 지적 학습, 정의적 학습, 사회․도덕적인 학습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대면의 ‘상호관계의 전체성’ 속

에서 진행되는 것이다(정범모, 1998: 13-14).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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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그 자체보다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 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실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 학습, 정의적 학습, 사회․도덕적인

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지적 학습만 분리하여 본

다면 학생들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

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교실 환경이라 할

지라도 사회과 내용을 교수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지위는 여전히 강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역할이 전통적 수업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어도 교사는 여전히 사회과 수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언급한 맥락화 단서, 대화배분 절차, 사회적 참여구조 그리고 학

습주제 변환에 대한 해석들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먼저, 교수적 형식에서 질서유지 전략이 두드러졌다는 것은 결국 디지

털교과서 활용에 있어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학

생들은 디지털교과서와 관련 기능에 유희적으로 몰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였다. 물론 그러한 몰입이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은 아닐지라도 다른

학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관찰 결과, 학생들이 보

이는 대부분의 몰입은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학습적인 내용이나 오

락적 기능에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

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제어한다. 디지털교과서 관련 시스템

상 기능을 사용하여 개별 TPC를 통제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기술

적 문제와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여 교사는 이를 선호하지 않았다. 따라

서 교사는 수업의 맥락 변화에 맞춰 행동이 자동적으로 전환되고 수업

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사

용하여 수업 상호작용의 규칙을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학습주제 선정과 제시 방법이 전통적 수업과 달리 활동 중

심으로, 그리고 비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

단 외형적으로 보자면, 교사의 역할이 강의자(sage on the stage)에서 안

내자(guide on the side)로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의자란

Freire가 비판한 은행적금식 교육 체제의 교실수업에서처럼 강의를 통해



- 116 -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반면 안내자란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업 자료와 활동들을 마련

하여 안내하고 측면에서 조력하는 구성주의적 교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 학생들의 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교사의 역할

이 안내자나 조력자로 변하였다고 하여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이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에서 차지하는 학

생 활동의 비중만 본다면 본 연구의 관찰 수업은 분명히 학습자 중심의

수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견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고 교사는 이를 보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교하게 수업을 이끌어갔다. 유의미한 학습활동을 구성하기 위

해 학습주제를 숙고하여 선정하고 제시하였으며, 활동 그 자체에서 끝내

지 않고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

의 학습활동 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활동에 몰입하지 않거나 다

량의 정보 속에서 헤매는 경우 적절히 개입하였다. T-SPS ②, ③, ④과

같이 학생 활동 중심의 사회적 참여구조라 할지라도 교사가 맥락화 단서

를 통해 이를 개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활동이 시작될 수 없다는 점도

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가 조력자ㆍ촉진자로 기능한다고

하여 수업의 주도권이 반드시 학생에게 이양된다거나 이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혹은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과 학습자 주도의 수업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 수업이나

학습자의 학습 자율성이 학교나 교사 역할의 불필요성을 의미하지 않는

다. 테크놀로지 활용에 따라 교실 밖의 수많은 정보가 유입되는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안내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학생들이 정보와

각종 기능의 홍수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

서는 결국 교사가 교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능동

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는 디지털교과서가 주는 수업 방해요

인을 극복하기 위해 맥락화 단서나 대화배분 절차와 같은 교수 전략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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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교실수업보다 더 통제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학습주제 선정과 제시 방법(수업의 내용 및 학습방법)에 있어서는 전통

적인 사회과 교실수업과 달리 학생 활동이 수업의 중심이 되었다. 교사

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주는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습의 촉진자로 기능하였다. 즉 교사는 자신이 지닌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를 통해 여러 가지 학습주제와 유의미한 학습활동을 세심하게 마련하고

측면에서 이를 조력하였다.

이는 수업에서의 교사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

라고 볼 수 있다. 활동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구성은 결국

테크놀로지 도입이라는 새로운 수업환경 속에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협상

하고 조율한 결과이고 그에 따른 교육적 결정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

미 앞서 반복적으로 설명한 바이지만, 교사는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주

어진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기존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활동을 전개하고

자 하였다. 이는 디지털교과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몰입은 학습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기술적 문제, 학습 내용의 난이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수업 조건이 학습에 대한 학생의 몰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에서 교사는 학습에서 벗어나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몰입을 방해하는

여러 수업 조건과 학습 활동 사이에서 협상하고 조율한다. 즉 학생의 참

여도가 굉장히 높거나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업 활

동을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약 조건에서 이를 가장 잘 실

현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일단 학생들이

가장 흥미롭게 여길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그것에 맞는 학습활동을 제공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에서 이탈하려는 학생들의 활동 과정에 지

속적으로 개입하여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결국 학

생 활동 중심의 수업 전개는 교사의 주도면밀한 교육적 판단 및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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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있었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나타난 이러

한 교사의 역할을 가리켜 “관리적 방목자”라고 지칭한다.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는 지식의 목초지를 마음껏 활용한다. 다만 방목이 방임

과 다르듯, 교사는 학생들이 목초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

고 길을 안내하며 소화하기에 벅찬 경우 다시 불러들여 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관리적’이라는 의미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경계

를 설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목적 및 의도 하에 교실 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시 소환이 가능하

도록 질서있게 방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교실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전달자ㆍ통제자 등으로 지칭되는

것에 반하여 정보사회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은 조력자ㆍ촉진자ㆍ안내자

ㆍ동료 학습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런데 조력자ㆍ촉진자와 같

은 용어들은 자칫 수업에서의 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용어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과 수업

에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관리적’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활동 수준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하는

기존의 사회과 수업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생

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교실 밖 여기저기로 정보를 찾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방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요컨대 ‘관리적 방목’이란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기존의 사회과

교실수업과 비교해볼 때,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강화되고 학습 내용이 교

실 밖까지 확장되는 동시에 교실 질서의 확립은 더욱 엄격해지는 양면성

을 지닌 교수실행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양면성은 교사의 주체적인 교육 결정에 따른 것으로

수업의 주도권은 어느 경우에서든지 교사에게 있다. 우선 교수행위의 형

식적 측면에서 교사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기존의 수업에 비해 교

실 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디지털교과서가

학습에 대한 학생의 몰입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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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강력한 권위

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에서 교사는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

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불가능하였던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디지털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학생 활동이 강화된

수업을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는 다시 한 번 강력한 권위를 발

휘하였다. 학생 활동의 개시는 오직 교사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수ㆍ학습 활동의 장의 초점이 학생에게로 넘어

갈지라도 여전히 전체 수업의 흐름과 활동 시간의 배분 및 내용에 대한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사회과 교실에서도 교과교육 주

체로서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주도적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방해요인을 극복하려는 교실질서 조직자로서의

교사, 그리고 디지털교과서가 주는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활용하려는

학습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모습은 테크놀로지-통합 사회과 수업에서도

교수ㆍ학습 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이 교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교사의 이러한 주도적 입장을 보여주는 개념을 ‘관리적 방목

자’라고 명명하였다. 물론 ‘관리적 방목자’로서 교사가 보여주는 주도적

입장은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교사가 보여주는 그

것과는 다르다. 기존의 사회과 수업에서처럼 강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

식을 전달하기 위해 교사가 권위를 확보하고 주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의 주도

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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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함의

1.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 매체의 등장 이후 사회과 수업에

서 교사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본 연

구의 주 연구문제는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인

G초등학교 6학년 사회 수업을 대상으로 미시문화기술지(microethnography)

를 활용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미시문화기술지적 교실수업 연구에서

는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양식으로 수업 조직, 대화배분 절차, 사회적

참여구조 등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을 분석하

기 위해 이들을 참고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주제의 변환과 학습활동 유형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먼저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 즉 교수적 형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디지털교과서가 통합된 초등 사회과 수업의 전체 흐름은

수업준비 단계, 수업시작 단계, 교수ㆍ학습 단계, 수업마감 단계로 나타

났다. 한국의 고등학교 수업(조영달, 1999b)과 달리 ‘수업 의식의 단계’와

‘교수ㆍ학습 마감 단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준비 단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별도의 의식이 필요하지 않았으

며, 학생 활동의 강조로 인해 교수ㆍ학습 마무리를 위한 별도의 교사 정

리 시간이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교수 전략 행위(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통해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질서유지’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교과

서 활용에서 비롯되는 수업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교사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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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통제에 관련된 언어적, 공간적 맥락화 단서를 두드러지게 사

용하였다. 맥락화 단서 사용에 따라 학생중심의 참여구조에서 교사중심

의 참여구조로 전환되거나 그 역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교사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 대화의 리듬타기가 특징적인 대화배분

절차를 사용하였다.

셋째, 맥락화 단서와 대화배분 절차를 바탕으로 총 7개의 테크놀로지-

기반 사회적 참여구조(technology-based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가

나타났다. 교사 주도의 참여구조인 T-SPS ①과 학생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참여구조인 T-SPS ②+③+④의 출현 비중이 전반적으로 비슷

하게 나타나 기존 교실수업에 비해 학생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음으로 교사-학생 간 수업 상호작용 속에서 교과 내용이 어떻게 교

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주제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어떤 종류의

학습활동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

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주제의 변환 측면에서 교과

서 본문의 글보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삽화나 멀티미디어 자료 위주로 학습주제가 선정되었

다. 교사가 글로 된 자료보다 이미지 위주의 자료를 선정한 것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해석, 그리고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과업(academic

task) 및 활동(activity) 부과의 필요성 인식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선정

된 학습주제는 교사가 주도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활동이

선행된 후 교사의 정리가 뒤따라가는 일종의 “활동-정리 셋트”라는 방식

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학습활동의 유형에서는 ‘전체학습+퀴즈ㆍ발표’, ‘개별ㆍ조별학습+

검색ㆍ글쓰기’라는 2가지 학습활동 셋트의 비중이 전체 수업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생의 활동을 고려하여 학습주제를 선정한다는

교사의 선정 기준이 수업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수업에서의 디지털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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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교사의 교수행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

교과서의 출현으로 교사는 교수방법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

다. 디지털교과서로 인해 발생하는 방해요인을 극복하고자 교수적 형식

에서 질서유지 전략이 두드러졌으며, 그 결과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활

용하는 사회과 수업에 비해 학생 행동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하게 나타

났다. 또한 교사는 디지털교과서가 주는 새로운 학습 가능성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개별 학습활동을 독려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한 차시

의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습주제들을 논리정연하게 설

명하는 것과 같이 선형적으로 수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여러 학습주제들을

학생 활동 위주로 재편성하여 이를 학생의 흥미ㆍ요구에 맞추어 제시하

는 것과 같이 비선형적으로 수업을 전개하였다. 학생 활동 중심의 비순

차적 수업 진행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로서 기

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 역할의 변화가 수업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교사는 학습주제 선정과 학습활동 조

직에 있어 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테크놀로지 활용 방식을 능동적으로 해

석하고 결정한다.

본 연구는 교사의 이러한 주도적 입장을 보여주는 개념을 ‘관리적 방

목’이라고 명명하였다.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기존의 사회과 수업에

서 나타나는 교수실행과 비교해볼 때, ‘관리적 방목’이란 교사가 교실 질

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업 통제 전략을 더욱 엄격하게 사용하는 한편 학

생들의 학습활동을 강화하고 학습 내용을 교실 밖까지 확장시키는 교수

행위를 의미한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업 방해요

인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의 교수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

다. 또한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

해 학생 활동을 강화한다. 따라서 학생 활동의 강화가 수업에서 교사의

주도적 역할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는 교과교육 주체로서 여전히 교수ㆍ학습 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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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교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테

크놀로지 활용에 직면했을 때, 수업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혹은 자기-주

도적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를 교수행위에 반영했다. 즉 ‘관리적 방목

자’로서의 교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 함의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실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 결과, 본 연구는 사회과 교실수업의 테크놀로지 통합

에 대해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론적 차원

1) 사회과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논쟁

본 연구는 교육 환경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이 사회과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과 그 과정에서 교수활

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과 교실수업에서 나

타나는 교사의 역할을 ‘관리적 방목’이라고 지칭하였으며, ‘관리적 방목

자’로서의 교사가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밝혔다. 이는 사회과를 포함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과

수업에서 최소한 교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생

의 학습활동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학생들이 자기-주

도적 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력하는 사람은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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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t(1980, 1996a, 1996b)나 Bates(1995) 등 거시적 교육정보화론자

들은 테크놀로지가 기존 학교 체제나 교사중심의 교수ㆍ학습 과정과 양

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교실수업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도

및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그

러나 이들의 주장은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를 간과하였다. 교사를 매우 중립적인 변인 혹은 객관화된 대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수업의 주체로서 교사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테크놀로지 도입과 관련된 외부 압력은 교사들이 테크놀로지-관련 연

수에 참석하고 자신들의 수업에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O’Dwyer et al., 2004). 반대로 이러한 외부 압력

이 교사가 지닌 교육적 신념에 반한 변화를 강요할 경우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Ertmer, 2005). 결국 교실에서 테크

놀로지 활용의 성패는 교사 관련 변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Woodrow, 1992; Pierson, 2001; Fullan, 2001; Christensen, 2002;

Bullock, 2004; Vannatta & Fordham, 2004; O'Dwyer, Russel, & Bebell,

2004; Knezek & Christensen, 2008; Wong & Li, 2008). 실제로 본 연구

의 결과는 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교실수업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교수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미시적 교육정보화 입장의 연구자들이 말하는 조력자

ㆍ촉진자ㆍ안내자로서의 교사 역할 변화(최욱, 고영남, 1998a, 1998b; 서

순식 외, 2008; 목영해, 2009; 신원석, 2011b 등), 그리고 학습상황에서 역

동적으로 제공되는 교사의 연성 스캐폴딩(Brush & Saye, 2000, 2002;

Saye & Brush, 2007)이 반드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밝혔다. 오히려 ‘관리적 방목자’로서의 교사는 학생의

학습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테크놀로지, 학습 내용, 교수법 사이에서 끊

임없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즉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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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는 방목자이긴 하되 학생들이 학습이라는 목초지에서 벗어나지 않

도록 지속적으로 제어하고 개입하는 통제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습

자 중심 혹은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과 학습자 주도의 수업이 동일한 의

미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교사의 역할이 필요없는 학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

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촉진자ㆍ조력자로서

의 교사 역할이 자칫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거시적 교육정보

화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교사 역할의 불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로 인해 제기된 교사의 역할 및 주체성에 대한 논쟁은 테크놀

로지에 매몰되지 않는 사회과 교사상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크놀로지가 교사들의 전문성을 저하시켜 ‘교사의 탈숙련화’를 초

래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Apple, 1982, 1986, 1993; Apple & Teitelbaum,

1986; Bromley & Apple, 1998; 박승배, 나동진, 1999: 261-263)는 이러한

논쟁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능동적ㆍ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에서 ‘클릭 교사’나 ‘플레이어 교사’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신기술 매체가 넘쳐나는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 되

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교육적 결정에 대해 자율성과 능

력을 보유한 교사를 길러낼 수 없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교사

들은 결국 주어진 매체에 대한 단순 플레이어로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

는 교사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거시적 교육정보화의 입장에 선 이들은 교사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시적 교육정보화의 입장에 선 이들은 조력자ㆍ촉

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두 입장 모두 교사

가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실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여 수업에 반영하는

지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에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통합 수업에서 앞으

로 교사의 정체성ㆍ전문성이 무엇이 되어야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제

수업에서 교사의 실행을 검토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주체로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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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교사의 주체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역

할에 대한 논쟁은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가, 필요없는가?’, 혹은 ‘조력자

ㆍ촉진자로 그 역할이 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끊임없는 순

환 고리에 갇히게 될 것이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교사의

주체성을 밝힌 본 연구는 그러한 순환 고리를 끊고 앞으로 교과 교사의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 교수적 형식 측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수행위의 교수적 형식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 두 가지의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의 교실수업 연구(Shultz & Florio, 1979; Doyle, 1986;

Dorr-Bremme, 1990)에서 주목한 맥락화 단서를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사회과 수업에서 새로이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맥락화 단서들은 교

수ㆍ학습의 초점이 교사에게 있는지 혹은 학생에게 있는지, 그리고 전체

수업의 흐름에서 현재 단계가 무엇이며 다음 단계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리는 데 집중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맥락

화 단서 외에도 디지털교과서라는 새로운 교수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이를

통제하는 맥락화 단서들이 새로이 나타났다. 물론 디지털교과서를 통제

하기 위한 맥락화 단서는 교수ㆍ학습의 초점이 교사와 학생 중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맥락화 단서들이 “그렇지.”, “좋

아.”, “다음”, “그만” 등과 같이 비교적 간략한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 중

에 암묵적으로 사용되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발언과 위치잡

기 등을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날의 학습주제 등 수

업 상황에 따라 맥락화 단서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디지털교과서

가 교실이라는 물리적 환경 이외에 가상공간이라는 제2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이탈하는 학생들을 재소환하는 등, 교실 상호작

용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통합 교실에서 새로운 교수매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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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공간적 맥락화 단서를 포착하고, 이것이 교실 질서 구축에 상

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Shultz와 Florio(1979)의

연구를 제외한다면, 기존 미시문화기술지 연구들이 사회언어학적 연구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맥락화 단서에서 동작이나 자세, 공간 점유 등 비언

어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기존의 전통적 교실수업과

달리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에서는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에

교수매체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교사의 행동이나 활용 공간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적 맥락화 단서 이외에 비언어적 맥락

화 단서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적 담화 중심의 수업분석이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새로운 교실 환경

에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일반 교실의 사회적 참여구조를 밝힌 연구들(Philips, 1972;

Florio & Shultz, 1979; Erickson, 1982; 조영달, 1992, 2001; 이혁규, 1996)

과 달리,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적 참여구조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테크놀로지-기반 사회적 참여구조

(T-SPS)’라고 명명하였다. 일반적인 교실 환경과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실 환경의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양상은 동일할 수 없다. 물

론 기존 교실에서도 여러 가지 교수매체가 존재하고 SPS-3(조영달,

1992, 2001; 이혁규, 1996) 유형과 같이 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참여구조

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매개일 뿐이며 수업 상호

작용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가 수업 상호작용에서 보조적 역

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적 역할을 하며 교사와 학생의 수업참여는

대부분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업 사

례와 같이 교수매체의 기능이 확장된 수업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구

조를 요구한다. 기존의 사회과 교실수업 연구들이 교사-학생 간 상호작

용에서 매체를 수업의 부분 요소로 간주하고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

았지만 이는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환경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분석이

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바탕을 둔 참여구조의 유형들은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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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수업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실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참여구조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3) 내용 변환 측면

본 연구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교과 내용 변환

이 학습활동 중심의 비선형적인 전개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는 테크놀

로지-통합 사회과 교실수업의 내용 변환이 기존 사회과 교실수업의 내

용 변환의 양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혁규(1996)는 전공배경이 다른 교사들의 사회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내용 변환을 내용 선정과 내용 제시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핵심은 교사가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 영역을 가르칠 때, 내용 변

환에서 비전공성(교과 내용 재구성 능력 결여)이 증가하고 자신의 전공

배경에 맞춰 설명이 이루어지는 전이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

공배경이 다른 교사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발견되었는데, 모두 교과서 중

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대부분 교사의 설명으로 내용이 제시된다는 것

이다.

이와 달리,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는 교과서 이외

의 정보가 적극 활용되었으며, 내용 선정의 기준에서는 학습목표의 달성

여부보다는 학생들의 흥미와 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우선되었다. 내

용 제시방식에 있어서는 교사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활동을 진행하거나, 이러한 학습활동의

결과를 가지고 교사가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 조직순서에 따라 교사의 설명이 순차적으

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주체학습 셋트에 기반한 학생 활동

이 비순차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학습주제 변환 양상은 기존 사회과 교실수업에서 나타난 내용

변환의 양상과 상당히 대비된다. 이혁규(1996)와 조영달(2001)의 연구에

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내용을 숙달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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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내용을 근간으로 교사가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강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 변환 방식은 중등학교의 사회과 교실수업이라는 이유 때문

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책형 교과서라는 고정된 매체를 주로 사

용하는 수업에서 교사가 주요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수업에서는 테크놀로지의 활용으로 인

해 정보의 원천이 교실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주요 정

보 제공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로서 학습주제를 변환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2) 실천적 차원

1) 교사 연수 및 수업 개선

본 연구의 결과,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사회과 수업에서도 교과

내용을 교수하는데 있어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이론적 함의에서도 말한 바이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교사 관련 변인이 교실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다.

이는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 연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만 아니

라, 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무시한 채 기능 중심의 테크놀로지 연수를 제

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사회과 교사 연수에서 테

크놀로지 그 자체가 아니라 교과 내용과 교수법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테크놀로지 관련 사회과 교사 연수는 학생

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가 학습 내용과 자신

의 교수ㆍ학습관을 고려하여 테크놀로지 활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들이 디지털교과서에 탑재된 각종 자료나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

다. 이는 디지털교과서로 가능한 사회과 학습활동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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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이를 적용하게 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매뉴얼을 참고하되 자

신의 수업 맥락에서 이 활동이 왜 의미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

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의 의미와 관련 기관’을 학습한다고 할 때, 시사자료 검색, 시뮬

레이션, 게시판을 통한 토의ㆍ토론,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등 다양한 형

태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미있는 사회과 연

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학습활동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즉 자신의 수업환경에서 테크놀로지를 활

용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당 단원

의 내용과 목표,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테크

놀로지 활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요컨대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교수법적 결정이 테크놀로지 그 자체

를 다룰 수 있는 능력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원의 내용,

학습 목표, 학습자 수준 등 다양한 사회과 교실수업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용 플래시를 만들어보자는 식의 연수가 아니다. ‘주민자치의 의

미와 관련 기관’ 단원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는 어떤 것들

이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가 있다고 가

정할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학습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해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사회과 교과 교실제와 블록 타임제가 더욱 강화ㆍ확산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관찰 수업은 초등학교급이었으나 만약 중등학교에

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다면 현행처럼 교과별로 교사가 이동할 경우

자료 관리나 수업 준비를 위한 기술적 셋팅에 불편함이 클 수 있다. 각

교과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실제의 확산

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의 관찰 결과,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40～50분

의 한 차시 수업은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았다. 교수․학습관의 변화로

인해, 시간 제약 상 학습 내용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하나 학습활동이 채 마무리가 되기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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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이 칠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교사는 종종 2차시를 묶어 수업을 진행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과 수업에서 심충적인 학

생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블록 타임제의 도입 및 확산이 필수적이라

고 하겠다.

2)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관리

본 연구의 결과,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디지털교과서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술적 문제들

은 원활한 수업 흐름에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

구들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테크놀로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실수업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K교

사와 연구학교 담당 교사는 기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소모하

는 시간과 노력이 가장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술적 문제

로 인해 교사가 교수ㆍ학습 준비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면 디지털교과

서의 효과적 활용은 그만큼 미흡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교과서가 모든

학교급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에 앞서 이러한 기술적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들이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완

전히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관련 기술적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의 하드웨어적 개발 측면에서 전자교탁과 전자칠판

의 공간적 분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전자교탁과 전자칠판의 공간적 분

리는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에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전

자칠판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자교탁이 교실의 한쪽에 배치되어

있어 교사의 불가피한 이동으로 인해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

았다. 교사는 학생들의 TPC 사용을 통제하면서 전자칠판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전자교탁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학생들은 교사의 맥락화 단서에 따라 수업의 초점이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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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수업의 흐름을 쫓아가야

한다. 이처럼 전자교탁과 전자칠판의 공간적 분리는 교사와 학생들로 하

여금 많은 맥락화 단서를 만들어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혼란을 가져

왔다. 따라서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동선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전자교탁과

전자칠판을 어떻게 일체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교실에서 전자

교탁의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교과서의 소프트웨어적 개발 측면에서 서책형 교과

서의 선형적 전개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디지털교과서는

‘고정형’ 디지털교과서 개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목차가 제시되고 교과

내용도 목차에 따라 전개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활동 중심의 수업 전개는 교사의 설명이 핵

심적인 역할을 하는 순차적 흐름을 가진 수업 전개와 다르다. 본 연구에

서 교사는 여러 가지 학습활동 주제를 제시한 후 한 발짝 물러서 있다가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활동들 간에는 필연

적인 순서는 없기 때문에 학습활동 주제는 비순차적으로 제시된다. 물론

현재의 목차 제시가 이러한 활동 중심의 수업 전개에 반드시 문제가 되

지는 않는다. 다만 Web 2.0이 사용자가 직접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처럼 디지털교과서도 사용자 참여중심의 플랫폼을 가진다면

활동 중심의 비순차적 수업 전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교사

가 학습활동 구성에 따라 범위와 계열을 조절할 수 있도록 목차 및 본문

을 개별 맞춤식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

으로 현재 하이퍼링크 기능의 활성화가 제안될 수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개인 파일, 인터넷 사이트와의 하이퍼링크 기능뿐만 아니라 단원

간, 교과 간 링크 기능을 보완ㆍ확충해야 하며, 교사가 이러한 링크 기능

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목차가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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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교육계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증가하고 그것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쟁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학교 교육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

으키기 못하였으며 학교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테크놀로지가 교수ㆍ학습 과정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학교교육 제도를 고수하고자 하는 이들은 신중한 교육적 결

정 없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반

면에 테크놀로지로 인한 혁신의 가능성을 경험한 이들은 조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교사의 주도적 교수활동과

역할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육 환경에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쟁

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가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했다. 물론

Cuban(1979, 1986, 1993)과 같은 이들은 테크놀로지가 학교 교육활동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사의 해석과 반응에 주목하

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 테크놀로지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교사 변

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Cuban의

주장에서 교사는 혁신의 의지가 없는 매우 보수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

으며, 테크놀로지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교사 변인에 주목한 연구들은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해 어떤 교육적 결정을 내리

고 실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교사는 외부적 요인으로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였다. 그러

나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의

미한 학습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

고 이를 교수행위로 실행했다. 즉 ‘관리적 방목자’로서의 교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주는 학습의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수업을 주도적

으로 이끌었다. 테크놀로지로 인한 학습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업



- 134 -

질서는 기존 수업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었으며 학습활동의 선정과

진행에 있어서도 교사의 주도적 역할은 강하게 드러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서 교사는

수동적 존재이고 기껏해야 보수적 입장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을 거부할

뿐이었다. 교사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

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다. 테크놀로지의 성공

적 통합을 위해서 교사가 변해야 한다고만 하였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능동적ㆍ자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육 주체로서 교사가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에서도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정체성이나 전문성

이 무엇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테크놀로지가 교육 환

경에 있어 객체라면 교사는 교육 환경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테크놀로지를 인격화시키거나 교사를 객체화시킬 것을 요구하므로 불가

능한 주장이다.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전한다하더라도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결정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

수ㆍ학습 과정에서 능동적ㆍ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검토

하지 않는다면 교육적 결정에 대해 자율성과 능력을 보유한 교사를 길러

낼 수 없을 것이다.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환경에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밝힌 본 연

구는 미래교실에서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이 단순히 학습 내용 전달이나

관리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미래교실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테크놀

로지, 학습 내용, 교수법에 대한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결정권에 달려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테크놀로지 활용과 그에 따른 교사 역할의 필

요성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해서 교

사가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면 교사의 역할 논쟁은 단순히

불필요성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 교실에서 사회과 교사의 정체성ㆍ전문성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야할 것



- 135 -

이다. 본 연구는 교사의 정체성ㆍ전문성 설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실 그리고 사회과라는 교과에 한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적 형식, 내용 변환에서 나타난 교수행위의 특징이 초등

학교급의 영향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등학교급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교과를 전공한 교사가 사회 수업을 전담

하여 가르치는 중등학교급과 달리 초등학교 교실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교과의 내용을 교수하기 때문에 내용 변환 방식이 교과별로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 초등학교급은 중등학교급에

비해 사회적 압력을 적게 받는 편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 선정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에서 비롯되는 영향력과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교과

서를 활용하는 중등 사회과 교실수업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교과 내용의 특성이 테크놀로지 통합 양상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당연하므로 다양한 교과의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사회과에서

최신의 시사 정보나 실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과학

과나 수학과에서는 이보다 모의실험 환경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처럼

교과마다 각기 다른 테크놀로지 통합 양상에서 교사의 역할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모의실험 환경과 같이 닫힌 환경에서는 내용 변환(학습 내용의

선정과 제시 방식)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교수적 형식에서도 교사

가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적 방목자’로서의 사회과

교사와 달리, 다른 교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교사가 나타날 수 있는

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러 교과 수업에서 교사의 교수행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에서의 교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리적 방목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다

른 사회과 수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관련 문항을 개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함의가 더 커질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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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에는 맥락화 단서, 대화배분 절차, 사회적 참여구

조라는 교수행위의 형식적 측면과 학습주제의 선정과 제시방식, 그리고

학습활동의 유형이라는 교수행위의 내용적 측면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통합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교수

행위에 대한 현상 분석에 머물렀으며 테크놀로지-통합 수업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교수행위의 요소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교수ㆍ학습 과정에

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였으나 미래교실에서 사회과 교사의 전

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사회과 교수ㆍ학습방법 개발 차원에서 효과적인 교수행

위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테크놀로지-통합 교실 환경에

서 사회과 교사의 정체성ㆍ전문성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137 -

참 고 문 헌

강명희, 송윤희, 이지은, 구진아 (2010).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초등영어

수업에서 학습성과를 예측하는 요인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6(2), 197-221.

고창규 (2000a). 초등학교 수업의 말차례 가지기(Turn-taking) 기법.

『교육인류학연구』, 3(3), 1-18.

고창규 (2000b). ‘바다’초등학교 수업의 말차례 가지기(turn-taking) 규칙.

『교육사회학연구』, 10(1), 1-20.

고창규 (2004). 한국과 일본 초등학교 수업의 말차례 가지기 규칙과 기

법의 비교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1), 253-274.

김미혜 (2009). 디지털교과서 내용 구성에 관한 사용자 선호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2), 900-911.

김종무, 금미숙, 김명호, 김성남, 김정호, 우이구, 육주혜, 이효자, 홍경순,

박선아 (2009). 특수교육용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설계ㆍ평가 지침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 2009-1.

노경희, 김병진, 이원희 (2011). 2010년도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

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CR 2011-1.

류지헌, 한승연, 김민정 (2008).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수업 상호작용

분석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CR 2008-14.

류지헌 (2008). 태블릿PC 기반의 디지털교과서 수업에 대한 교실생태학적

분석. 『교육공학연구』, 24(2), 271-297.

류지헌, 변호승, 서정희 (2009). 성별에 따라서 사전지식과 ICT활용능력이 디

지털교과서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0(2), 51-75.

목영해 (2009).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 연구. 『교

육과학연구』, 15, 139-153.

박기범 (2007).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개발 논리와 설계 전략. 『사회과교육』,

46(2), 115-144.

박성익, 왕경수, 임철일, 박인우, 이재경, 김미량, 임정훈, 정현미 (2001).



- 138 -

『교육공학 탐구의 새 지평』. 서울: 교육과학사.

박승배, 나동진 (1999). 교육정보화가 학생 및 교사에게 미칠 영향에 관

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 26(2), 255-277.

변호승, 유관희, 유재수, 최정임, 박시현 (2005). 2005년 전자교과서 개발

표준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CR 2005-22.

변호승, 조완영, 김남균, 류지헌, 이기서, 김진태, 송재신 (2006). 2006년

전자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CR

2006-38.

변호승, 서정희, 류지헌, 양승호, 최선영, 정문성, 방정숙, 이종연, 서순식,

조규복, 박미희, 송연옥, 임지현, 김영권, 김영애 (2008). 2008년 디지

털교과서 효과성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CR 2008-13.

변호승, 류지헌, 송연옥 (2011). 디지털교과서의 연구동향과 학업 성취 효

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2011년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

121-135.

서순식, 서정희, 황소희 (2008).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초등학생의 문제해

결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자료 RM 2008-18.

소영진 (1998). 정보사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최성모(편). 『정보사

회와 정보화 정책』. 나남출판. 55-82.

손민호 (2004). 수업 분야에서의 질적연구. 김영천, 조재식(편)(2판), 『교

과교육과 수업에서의 질적연구』. 문음사. 75-117.

손병길, 서유경, 김혜숙, 김해영 (2004). 2004년 전자교과서 학교 시험적

용 결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RR 2004-4.

손병길, 서유경, 변호승 (2004). 국내외 전자교과서 사례 조사 연구.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RR 2004-5.

송연옥, 변호승 (2011).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 교사의 테크놀로지 리더

십 인식수준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4(1), 147-158.

송윤희, 강명희 (2011). 초등사회과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효과 비교. 『교육공학연구』, 27(1), 177-211.

송해덕, 박주호 (2009). 교수 가이던스 관점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용유형이

수학과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5(2), 29-46.



- 139 -

신원석 (2011a). ICT 활용 수업 이후 교사의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교육공학연구』, 27(3), 625-652.

신원석 (2011b). 테크놀로지 활용에 따른 교육활동의 변화와 교사의 심

리적 배경의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536-545.

양금희 (2005).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학습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교수학습법 연구논문집』, 1, 149-181.

이인숙 (1996). 교육공학의 역할 재규명을 위한 연구. 『교육학연구』,

34(5), 487-504.

이혁규 (1996). 중학교 사회과 교실 수업에 대한 일상생활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정훈, 임병노, 정문성, 임희준, 심창용, 김세리, 백현기 (2008). 디지털교

과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 2008-12.

임정훈, 임병노, 김세리 (2008). ‘활동’ 중심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수ㆍ

학습 방법 탐색.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4(4), 27-52.

정문성, 이종연, 서정희, 조규복 (2008).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사회과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자료 RM 2008-21.

정범모 (1998). ‘교육공학에 관한 몇 가지 제안’: 교육공학 탐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3-14.

정의석, 송윤희, 채정병 (2008). 디지털교과서 개발전략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5(1B), 230-235.

조영달 (1992). 정형화된 사회적 공간에서의 한국적 상호작용유형의 이해:

어느 고등학교 경제수업의 TURN-TAKING과 사회적 참여구조 연구.

『사회와 교육』, 16, 309-363.

조영달 (1999a). 교과 교실수업 연구의 학문동향과 학술연구 발전 방향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조영달(편), 『한국 교실수업의 이해』. 집

문당. 11-50.

조영달 (1999b). 정형화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교실 -어느 고등학교 경

제수업의 조직과 구성 연구-. 조영달(편), 『한국 교실수업의 이해』.

집문당. 319-360.



- 140 -

조영달 (2001). 『한국중등학교 교실수업의 이해』. 교육과학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2007 교육정보화 백서, 특집 미래교육을 선

도하는 디지털교과서.

최욱, 고영남 (1998a). 교육에서의 컴퓨터 활용에 따른 교사의 역할 전환.

『교육문제연구』, 10(1), 183-200.

최욱, 고영남 (1998b).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 유형에 따른 교사의 역할.

『교육공학연구』, 14(1), 187-209.

Anderson, L. W., & Burns, R. B. (1989). Research in Classrooms:

The Study of Teachers, Teaching and Instruction. NY: Pergamon

Press Inc.

Apple, M. W. (1982). Education and Power. NY: Routledge.

Apple, M. W. (1986). Teachers and Texts: A Political Economy of

Class and Gender Relations in Education. NY: Routledge.

Apple, M. W. (1993). Official Knowledge: Democratic Education in a

Conservative Age.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Apple, M. W., & Teitelbaum, K. (1986). Are teachers losing control of their

skills and curriculu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8(2), 177-184.

Baek, Y., Jung, J., & Kim, B. (2008). What makes teachers use

technology in the classroom?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facilitation of technology with a Korean sample. Computers &

Education, 50(1), 224-234.

Bates, A. W. (1995). Technology, E-learning and Distance Education.

한정선 역 (1997), 『테크놀로지, 개방학습 그리고 원격교육』. 이화

여자대학교출판부.

Bennett, L., & Scholes, R. (2001). Goals and attitudes related to

technology use in a social studies method course. Contemporary

Issues in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1(3), 373-385.

Bloom, D., Puro, P., & Theodorou, E. (1989). Procedural display and

classroom lessons. Curriculum Inquiry, 19(3), 265-291.

Bolick, C., Berson, M., Coutts, C., & Heinecke, W. (2003). Technology



- 141 -

applications in social studies teacher education: A survey of

social studies methods faculty. Contemporary Issues in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3(3), 300-309.

Bromley, H., & Apple, M. W. (1998). Education/Technology/Power.

Albany, NY: SUNY Press.

Brush, T., & Saye, J. (2000).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student-centered learning unit: A case stud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8(3), 79-100.

Brush, T., & Saye, J. (2002). A summary of research exploring hard

and soft scaffolding for teachers and students using a multimedia

supported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Interactive

Online Learning, 〔Online serial〕1(2). Retrieved June 15, 2011,

from http://www.ncolr.org/jiol/issues/pdf/1.2.3.pdf

Brush, T., & Saye, J. (2009). Strategies for preparing preservice social

studies teachers to integrate technology effectively: Models and

practices. Contemporary Issues in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9(1), 46-59.

Bullock, D. (2004). Moving from theory to practice: An examination if

the factors that preservice teachers encounter as they attempt to

gain experience teaching with technology during field placement

experiences. Journal of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12(2), 211-237.

Cazden, C. (1986). Classroom Discourse. In M. C.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3rd ed.) (pp. 432-463). New

York: Macmillan.

Clark, R. E. (1983). Reconsidering research on learning from media.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3(4), 445-459.

Clark, R. E. (1985a). Confounding in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1(2), 137-148.

Clark, R. E. (1985b). The importance of treatment explication: A reply



- 142 -

to J. Kulik, C-L. Kulik and R. Bangert-Drown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1(4), 389-394.

Christensen, R. (2002). Effects of technology integration education on

the attitudes of teachers and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34(4), 411-433.

Crowe, A. (2004). Teaching by example: Integrating technology into

social studies education course. Journal of Computing in Teacher

Education, 20(4), 159-165.

Cuban, L. (1979). Determinants of curriculum change and stability,

1870~1970. In J. Schaffarzick, & G. Sykes (Eds.), Value conflicts

and curriculum issues. Berkeley, CA: McCutchan.

Cuban, L. (1986). Teachers & Machines : The classroom use of

technology since 1920. 박승배 역 (1997), 『교사와 기계: 1920년대

이래 교실에서의 기계 이용』. 양서원.

Cuban, L. (1993). Computers meet classroom: Classroom wins.

Teachers College Record, 95(2), 185-210.

Dawson, K., & Norris, A. (2000).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s in a

K-12/University technology-based field initiative: Benefits,

facilitators, constraints, and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ors.

Journal of Computing in Teacher Education, 17(1), 4-12.

Diem, R. A. (2002, April). An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technology

instruction in social studies methods class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65 691).

Doppen, F. H. (2004). Beginning social studies teachers’ integration of

technology in the history classroom.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2(2), 248-279.

Dorr-Bremme, D. W. (1990). Contextualization cues in the classroom:

Discourse regulation and social control functions. Language in



- 143 -

Society, 19(3), 379-402.

Doyle, W. (1977). Paradigms for research on teacher effectiveness.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5, 163-198.

Doyle, W. (1981). Research on classroom context.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2(3), 3-6.

Doyle, W. (1986). Classroom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 M. C.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3rd ed.) (pp.

392-431). New York: Macmillan.

Drenoyianni, H. (2006). ICT in education: The opportunity for democratic

schools? European Journal of Vocational Training, 39(3), 5-20.

Ehman, L., & Glenn, A. D. (1991). Interactive technology in the social

studies. In J. P. Shaver (Ed.),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pp. 513-522).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Erickson, F. (1982). Classroom discourse as improvisation: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task structure and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

in lesson. In L. C. Wilkinson (Ed.), Communicating in The

Classroom (pp. 153-182). New York: Academic Press.

Erickson, F. (1984). What makes school ethnography ‘ethnographic’?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15, 51-66.

Erickson, F. (1986). Qualitative methods in research on teaching. In

M. C.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3rd

ed.) (pp. 119-161). New York: Macmillan.

Erickson, F. (1987). Conceptions of school culture: An overview.

Educational Administrative Quarterly, 23(4), 11-24.

Erickson, F., & Mohatt, G. (1982). Cultural organization of

participation structures in two classroom of Indian students. In

G. Spindler (Ed.), Doing the Ethnography of Schooling:

Educational Anthropology in Action (pp. 132-174).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144 -

Erickson, F., & Shultz, J. (1978). Talking to the Man: Social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Communication in Counseling Interviews.

New York: Academic Press.

Erickson, F., & Wilson, J. (1982). Sights and sounds of life in

schools: A resource guide to film and videotape for research and

education (Research Series No. 125). East Lansing, MI: Institute

for Research on Teaching, College of Education.

Ertmer, P. A. (2005). Teacher pedagogical beliefs: The final frontier

in our quest for technology integrat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3(4), 25-40.

Fenstermacher, G. D. (1986). Philosophy of research on teaching:

Three aspects. In M. C.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3rd ed.) (pp. 37-49). New York: Macmillan.

Florio, S., & Shultz, J. (1979). Social competence at home and at

school. Theory into Practice, 18(4), 234-243.

Franklin, C. A., & Molebash, P. E. (2007). Technology in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lassroom: Teacher preparation does matter.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5(2), 153-173.

Fullan, M. G. (2001). Leading in a Culture of Chan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Garcez, P. (2007). Microethnography in the classroom. In K. A. King,

& N. H.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ume 10: Research Methods in Language and

Education (2nd ed.) (pp. 257-271). Springer.

Gentry, C. G. (1991). Educational technology: A question of meaning. In

G. J. Anglin (Ed.), Instructional Technology: Past, Present, and

Future (pp. 1-10). Englewood,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Hammond, T. C., & Manfra, M. M. (2009). Giving, prompting,

making: Aligning technology and pedagogy within TPACK for

social studies instruction. Contemporary Issues in Technology



- 145 -

and Teacher Education, 9(2), 160-185.

Hofer, M., & Swan, K. O. (2006). Standards, firewalls, and general

classroom mayhem: Implementing student-centered technology

projects in the elementary classroom. Social Studies Research

and Practice, 1(1). Retrieved June 22, 2011, from

http://www.socstrp.org/issues/viewarticle.cfm?volID=1&IssueID=1

&ArticleID=13

Jacob, E. (1987). Qualitative research traditions: A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1), 1-50.

Klauer, K. J. (1985). Freamework for a theory of teach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 5-17.

Knezek, J., & Christensen, R. (2008).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ttitudes and competencie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J. Voogt, & J. Kneze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ection 4: IT Competencies and Attitudes (pp.

321-332). New York: Springer.

LeCompte, M. D., Preissle, J., & Tesch, R. (1993).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2nd ed.). CA:

Academic Press.

Lee, J. K. (2001). Pre-service social studies teachers’ reckoning with

historical interpretations and controversy arising from the use of

digital historical resourc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H istory

and Computing. 4(2), Retrieved July 13, 2011 from

http://quod.lib.umich.edu/cgi/t/text/text-idx?c=jahc;view=text;rgn=

main;idno=3310410.0004.212

Lemke, J. (1990). Talking Science. Norwood, NJ: Ablex.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Publications.

Luik, P., & Mikk, J. (2008). What is important in electronic textbooks



- 146 -

for students of different achievement levels? Computers &

Education, 50, 1483-1494.

Mason, C., Berson, M., Diem, R., Hicks, D., Lee, J., & Dralle, T.

(2000). Guidelines for using technology to prepare social studies

teachers. Contemporary Issues in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Online serial] 1(1). Retrieved June 21, 2011 from

http://www.citejournal.org/vol1/iss1/currentissues/socialstudies/arti

cle1.htm

McDermott, R. P. (1976). Kids Make Sense. Ph. 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McFall, R. (2005). Electronic textbooks that transform how textbooks

are used. The Electronic Library, 23(1), 72-81.

McHoul, A. (1978). The organization of turns at formal talk in the

classroom. Language in Society, 7, 183-213.

Mehan, H. (1979). Learning Lessons: Social Organization in the

Classroo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ehan, H. (1997). Students’ interactional competence in the classroom.

In M. Cole, Y. Engeström, & O. Vasquez (Eds.), M ind, Culture,

and Activity: Seminal Papers from the Laboratory of Comparative

Human Cognition (pp. 235-240). Cambridge Univ Press.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Merryfield, M. (2003). Like a veil: Cross-cultural experiential learning

online. Contemporary Issues in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Online serial], 3(2). Retrieved June 21, 2011 from

http://www.citejournal.org/vol3/iss2/socialstudies/article1.cfm

Merryfield, M. (2007). The web and teachers’ decision-making in

global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 147 -

35(2), 256-275.

Mishra, P., & Koehler, M. J. (2006).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 framework for integrating technology in teacher

knowledge. Teachers College Record, 108(6), 1017-1054.

Molebash, P. E. (2002). Constructivism meets technology integration: The

CUFA technology guidelines in an elementary social studies methods

course.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0(3), 429-455.

Molebash, P. E. (2004). Preservice teacher perceptions of a technology-enriched

methods course. Contemporary Issues in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3(4), 412-432.

O’Dwyer, L. M., Russel, M., & Bebell, D. J. (2004). Identifying

teacher, school and district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lementary teachers’ use of technology: A multilevel perspective.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48(12), 1-33.

Papert, S. (n.d.). The future of school [1980s]. In Works by Seymour Paper

[website]. Retrieved June 21, 2011 from http://www.papert.org/works.html

[cited 30.12.2010].

Papert, S. (1980). M indstorms: Children, Computers, and Powerful

Ideas. New York: Harper.

Papert, S. (1996a). Why school reform is impossible. In Works by

Seymour Paper [website]. Retrieved June 21, 2011 from

http://www.papert.org [cited 30.12.2010].

Papert, S. (1996b). School’s out? In Works by Seymour Paper

[website]. Retrieved June 21, 2011 from http://www.papert.org

[cited 30.12.2010].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Philips, S. U. (1972). Participant structure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Warm springs children in community and classroom. In C. B.

Cazden, V. P. John, & D. Hymes (Eds.), Functions of Language in



- 148 -

the Classroom (pp. 370-394).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Pierson, M. E. (2001). Technology integration practice as a function

of pedagogical expertise. Journal of Research on Computing in

Education, 33(4), 413-430.

Robertson, E. (1987). Teaching and related activities. In M. J. Dunkin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p. 15-18). Oxford: Pergamon.

Sacks, H., Schegloff, E. A., & 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4), 696-735.

Saye, J. W., & Brush, T. (1999). Student engagement with social issues

in a multimedia supported learning environment.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7(4), 472-504.

Saye, J. W., & Brush, T. (2004). Scaffolding problem-based teaching in

traditional social studies classroom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2(3), 349-378.

Saye, J. W., & Brush, T. (2006). Comparing teachers’ strategies for supporting

student inquiry in a problem-based multimedia-enhanced history unit.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4(2), 183-212.

Saye, J. W., & Brush, T. (2007). Using technology-enhanced learning

environments to support problem-based historical inquiry in

secondary school classroom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5(2), 196-230.

Seels, B. B., & Richey, R. C. (1994). Instructional technology: The

definition and domains of the field. Bloomington. I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김영수 외 역

(1995), 『교수공학 -정의와 영역-』. 교육과학사.

Sheppered, J. A., Grace, J. L., & Koch, E. J. (2008). Evaluating the

electronic textbooks: Is it time to dispense with the paper text?

Teaching of Psychology, 35, 2-5.



- 149 -

Shriner, M., Clark, D. A., Nail, M., Schlee, B. M., & Libler, R. (2010).

Social studies instruction: Changing teacher confidence in

classrooms enhanced by technology. The Social Studies, 101, 37-45.

Shulman, L. S. (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14.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 1-22.

Shultz, J., & Florio, S. (1979). ‘Stop and Freeze’: The negotiation of

social and physical space in a kindergarten/first grade classroom.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10(3), 166-181.

Stake, R. (1981). Case study methodology: An epistemological advocacy.

In W. W. Welsh (Ed.), Case study methodology in educational

evaluation. Proceedings of the 1981 Minnesota Research and

evaluation Center.

Stake, R. (2005). Qualitative case studie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443-466). Thousand Oaks, CA: Sage.

Stodolsky, S. S. (1988). The Subject Matters: Classroom Activity in

Math and Social Stud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todolsky, S. S., & Grossman, P. L. (1995). The impact of subject

matter on curricular activity: An analysis of five academic

subjec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2), 227-249.

Swan, K. O., & Hofer, M. (2008). Technology and social studies. In

L. S. Levstik, & C. A. Tyson (Eds.),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pp. 307-326). New York: Routledge.

Swan, K., & Hicks, D. (2007). Through the democratic lens: The role

of purpose in leveraging technology to support historical thinking

in the social studies classroo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21(2), 142-168.

Taylor, J. A., & Duran, M. (2006). Teaching social studies with



- 150 -

technology: New research on collaborative approaches. The

H istory Teacher, 40(1), 9-25.

Vannatta, R. A., & Fordham, N. (2004). Teacher dispositions as predictors

of classroom technology use.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36(3), 253-271.

Wilson, E. K. (2003). Preservice secondary social studies teachers and

technology integration: What do they think and do in their field

experiences? Journal of Computing in Teacher Education, 20(1), 29-40.

Wong, Emily M. L., & Li, S. C. (2008). Framing ICT implementation

in a context of educational change: a multilevel analysis.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9(1), 99-120.

Woodrow, J. E. (1992). The influence of programming training on the

computer literacy and attitudes of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on Computing in Education, 25(2), 200-219.

Yin, R. K. (199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Zong, G. (2002). Can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help to

prepare global teachers? An analysis of preservice social studies

teachers’ experience.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0(4), 589-616.



- 151 -

부 록

주요 기능 기능 설명

교과서 기능

기존 교과서가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 수행

→ 기존 교과서와 같은 교육적 목표 달성

(필기, 메모, 노트. 책갈피, 페이지 넘기기 등)

멀티미디어 기능
멀티미디어 자료가 임베드/하이퍼링크로 연계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음성/음향, 애니메이션, 3D등)

참고자료 기능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문제집 제공

학습사전 기능
각종 학습/용어사전 기능 제공

(국어사전, 영어사전, 한문사전, 백과사전 등)

자료검색 기능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의 용이한 검색

(동일 교과 다른 학년, 타교과의 텍스트/멀티미디어 검색)

하이퍼링크 기능
자기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부가 연계

(개인교수형, 시뮬레이션형, 게임형, 반복학습형 등)

상호작용 기능
웹을 통한 전문가, 외부기관과의 상호교류

(전자메일, 웹전자 게시판, 웹사이트 연계 등)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

학습자의 학습진도 관리

학습자의 수준 진단

학습자 포트폴리오 관리

평가도구 기능

디지털교과서 체제 내/외부 평가도구 연계

→ 학습목표 성취 여부에 대한 평가자료 활용 

수준별 보충/심화학습 자료 제공

저작도구 기능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을 제작/편집/출력

→ 텍스트, 그림, 음악, 동영상 편집 등 

다양한 정보자원과의 

연계 기능

엄선된 국가지식 DB 연계

정치/경제/사회/문화 기관이 소유한 학습용 콘텐츠 연계

기타 기능 상기 기능에 불포함된 교수학습에 필요한 기능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8; www.dtbook.kr

<부록 1>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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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교과서 개념

손병길 외
(1997)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디지털책으로, 컴퓨
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자기디스크(테이프)나 
CD롬 등에 보관한 디지털책

곽병선 외
(1997)

기존의 인쇄물로 된 교과서, 컴퓨터 보고 학습(CAI), 교육용 데이터베
이스,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학습자 관리 프로그램(CMI) 등의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는 총제적인 교수ㆍ학습 도구

강숙희
(1999)

현행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인쇄매체 교과서와 동일한 교육목표와 내
용을 추구한다. 그러나 인쇄매체와는 달리,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학습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ㆍ통합하여 입체적, 동적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학습자(또는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에 맞게 필요한 
자원들을 선택하여 상호작용을 하도록 지원하는 열린 학습 환경

여운방 외
(2000)

학교 또는 가정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형태의 도서

조난심
(2000)

학교 교육 과정 내용을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전자화된 형
태로 전달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기능을 갖춘 주교재 또는 보조 교재

Texas 
Education
Agency
(2000)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호작용 비디
오디스크, 자기 매체, CD롬, 컴퓨터 코스웨어, 온라인 서비스, 디지털 
매체 또는 여타의 정보 전달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 의한 학습 과정에 
대한 지원

강신천
(2002)

초∙중등학교 교과와 관련된 디지털화한 모든 형태의 학습 보조물

손병길 외
(2004)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또는 가
정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학습교재로서,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과 기술을 동원하여 학습자와 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도서

변호승 외
(2005)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전자화하여 서책이 가지는 장점과 아울러 검색ㆍ네
비게이션 등의 부가편의기능 그리고 애니메이션, 3D 등 멀티미디어, 학습 
기능을 구비하여 편리성과 학습 효과성을 극대화한 디지털 학습교재

김정원
(2006)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또는 가정
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학습교재로서,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과 기술을 동원하여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자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7)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 매체에 
수록한 뒤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
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

정의석 외
(2008)

디지털교과서는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교수ㆍ학습을 촉진하는 지원, 관
리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활동에 참여, 새로운 지
식을 생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교과서

이지영
(2008)

기존의 서책 중심의 교과서 개념을 그대로 따르면서, ‘전자’가 갖는 
기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교과서

류지헌 외
(2008)

내용적 측면에서는 ‘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탑재하여 학교학습의 기
본이 되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
서는 ‘디지털화된 관리기능’을 갖춰야 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임정훈 외, 2008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부록 2> 디지털교과서 개념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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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utilization of

technology has been increased in the field of education. Nevertheless,

it is unclear what teachers’ role should be with this change. Current

role of teacher as a transmitter of knowledge can not help being

reduced as long as citizenship in information society means rational

decision-making skills 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ith information.

However, the role of teacher can be emphasized more than ever in

that we require an elaborate teaching action for the self-directed

learning.

Thus,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into social studies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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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a debate about the change of teachers’ role. Nevertheless, it is

rare for studies to inquire how teachers make decisions on the use of

technology. Recently there have been claims that teacher variable is

worth noting, but these studies do not examine thoroughly what

educational decisions are made by teachers on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with classroom activities.

Therefore, this research attempts to investigate teacher action with

digital textbook in the social studies classes to understand what

teachers’ role should be after the emergence of educational media

related to digital technology

Main research question for this purpose is that “How does the

teacher’s teaching action appear in the social studies with digital

textbook?” In this context, specific question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how do the formal aspects of teaching action (i.e.

instructional forms) appear? Second, how do the content aspects of

teaching action appear? In other words, how is the subject matter

taught? Third, how is the teacher’s role understood through teacher’s

teaching action shown in the formal/ content aspect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current research conducts

qualitative case study, adopting microethnography, on 6th-grade social

studies class at ‘G’ elementary school. In a microethnography of

classroom lessons, structure of a lesson, turn-taking allocation

machinery, and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SPS) were found as a

pattern of interaction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s. Considering

these findings, the present research prepared suitable analytical lens

to figure out instructional forms. Besides, to analyze the contents

taught by a teacher, this research used analytical lens such as the

transformation of learning topic and the types of learning activitie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followings have appeared as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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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First, ‘order-maintaining strategy’ through contextualization

cues and turn allocation machinery was prominent. This strategy was

adopted so as to overcome the disturbing factors arose from digital

textbook. The teacher frequently used spatial contextualization cues

as well as verbal contextualization cues related to Tablet PC control.

Depending on teacher’s use of contextualization cues, participation

structure kept changed between student-centered and teacher-centered.

Also, for the seamless flow of class, the teacher used highly formal

turn-allocation machinery. Based on contextualization cues and

turn-allocation machinery, 7 types of technology-based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T-SPS) were identified.

Second, in terms of transformation of learning topic which is one

of the content aspects of teaching action, the teacher chose learning

topic based on illustrations or multimedia materials instead of text.

This results from the teacher’s necessity to add academic tasks to

promote students’ participation or activities with digital textbook, as

well as the teacher’s interpretation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his view of education. Next, learning topics were presented in the

way of ‘student activity-teacher summary sets’. Under this way,

students’ activities preceeded the teacher’s explanation, and

teacher-centered way of presentation was hard to find.

Based on thes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research interprets

teaching action utilizing digital textbook in the social studies classes

as follows. The teacher recognized the need for a change in teaching

method with the emergence of digital textbook. The order-maintaining

strategy of instructional forms stood out to overcome the disturbing

factors to instruction arose from digital textbook,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lassroom lesson. Besides, the teacher developed the lesson

emphasizing students’ learning activities due to new chance b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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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igital textbook. Therefore, nonlinear development among various

subject matters was shown more often than linear development to

accomplish learning goals. When the teacher led the lesson

nonsequentially with students-centered activities, he played a role of

learning facilitator, not a knowledge transmitter. However, this change

in the teacher’s role does not mean that the initiative is transferred

from the teacher to students, and the teacher actively interprets and

decides the selection of contents and the organization of learning

activities with the authority.

The current study refers to the idea of teacher’s leading role as

"managerial grazier(shepherd)". Compared to the existing instruction

using traditional textbook, "managerial grazing" means teaching action

that students’ activities are strengthened and the contents are

expanded out of classroom, while teaching actions for maintaining-order

is tightened. However, even when students’ learning activities is

strengthened, the initiative of class is on the teacher’s hand. This is

because the teacher actively interprets potentiality of digital textbook

for learning and strengthens students’ activities to promote

participation in the social studies class for realizing the potential.

As seen above, in the social studies class with new technology, the

teacher still has a power to decide the process of instruction, so the

leading role of teachers is still valid. So far, studies have implied

passive role of teachers and have described teachers as rejecting the

utilization of new technology with conservative attitude. However, the

teacher confronted by a sudden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n this

study practiced teaching action reflecting his consideration for th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The teacher as a "managerial

grazier(shepherd)" did not accept technology passively but appreciated

the potentiality of a given technology and actively led the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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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an have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on teachers’ role

or identity in the class full of technology. Further this study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an exemplary teacher model not

being overwhelmed by technology. In this study, teacher’s identity as

a key agent of educational activity, who can decide actively and

spontaneously, is confirmed by finding out the leading role of teacher

in the technology-integrated class. From this, it can be said that

teacher professionalism does not exist in the management and

transmission of subject matters merely, but in the complex and

holistic decision on technology, content, and pedagogy. Therefore, now

it is time to get away from the dispute over the need for teachers’

role. If a teacher is active decision-maker in the use of technology,

the debate over teachers’ role should be about how teachers’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will be set in the future class. The present

research, from this point of view, has significant implication that it

provides a place for discussion to establish teachers’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required in the information society.

keywords : digital textbook, social studies instruction, teaching

action, managerial grazing, technology-based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T-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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