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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집중이수제’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1년의 기간 동

안 편성되었던 교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한 학기에 배우는 교과목의 수는 줄었지만, 한 교과목당 편성된 수업

시수는 증가하게 되었다. 일주일동안 매일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때론 하루에 2시간의 수업이 편성되기도 한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은 매 학년 매학기에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는 다교과

분산이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한 학기 당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가 많

아 학습 부담이 크고,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으로 편성된 과목의 경우

학습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

기술부(2009b)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여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적정화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학교, 모든

과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집중이수제가 단위 학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집중이수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집중이수제도의 도입의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도입된 이후 구성원들의 인식과 교육과정 편성 내용을 분석하

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가 집중이수제가 적용된 학교의 수업을 직접

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 변화의 정당성 확보와 교육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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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를 위해서 집중이수제도와 학교 교실 수업이 기반하고 있는 맥락과

의 연결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

과 예술을 8개 교과목에서 제외함에 따라 집중이수제의 적용이 완화된 현

재에도 여전히 살펴볼 교육 현장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수업시수가 집중 편성된 학교의

교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사회과의 교육 목표인 시민성 함양과 교육 내용

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다

학문 기반이라는 특성에 비추었을 때, 사회과 교과목을 1년이 아닌 한 학

기에 모두 이수하도록 하여 수업시수가 집중된 경우, 어떻게 그리고 왜 수

업이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교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 수업의 흐름과 관련하여 수업의 조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수업의 사회적 참여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 학습주제 변환 과정은 어떠한가? 

문제 2. 문제 1에서 나타난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교실 수업은 어떻

게 이해될 수 있는가? 

문제 3. 이러한 수업이 사회과 수업 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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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Z지역 K고등학교에서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2학기로 수업시수가 집중된 『법과 정치』수업을 미시기

술적(micro-ethnographic) 연구를 활용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실 수업에 대한 미시문화기술지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수업의 조직, 사회적 참여구조 그리고 학습주제의 변환을 초점으로 작성되

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러한 수업이 나타

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 제3의 연구자

를 도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 결과, 수업시수 집중이수제는 교실 수업에 있어 또 하나의 강화된 시

간 제약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업은 시간 요소와 관련하여, 50분
이라는 수업 시간, 전체 시간표상 수업 배분 그리고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수업시수 집중이수제로 기간이 축소되었다. 기간

의 축소로 매일 매일 수업이 있고, 하루에 2번의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겼으며, 수업 진도에 대한 마감기한(deadline)이 당겨졌다. 집중이수제 도

입 전과 비교하여 수업 시간이 탈락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실질적인 수

업 시수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첫째, 학기 후반부로 갈수록 누적된 진도를 빠르게 나가려

고 하면서 교수·학습 단계에서 ‘학습 주제 분절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교사가 매일 수업이 있고, 이로 인한 학습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학기 초반부에 진도를 느리게 나가면서 복습에 시간을 많이 배분

했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 주제가 분절된 교수·학습 단계에서 교사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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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소수의 특정 학생들만 반응을 했다. 반응이 없더라도 교사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의 형태를 바꾸지 않거나,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주도해나갔다. 또한 학기 초에 학생들은 매일

수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 ‘수업시간 저항’을 하였고, 지필평가 기간이

다가올수록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것이며, 시험 문제를 찍어줄 것인지에

대한 ‘수업진도 저항’을 하였다. 셋째,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교실

수업의 학습 주제 변환은 기존의 수업과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 많은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는 학습 주제 변환을 할 때 학생들의 학

습 부담을 크게 고려하고 있었다. 수업 시수의 집중으로 학습해야할 분량

이 많았고, 과목 특성상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도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험 ‘찍어주기’가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집중이수제는 교실 수업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 작

동하는 시간 제약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제약과 학습 부담은 교사가

수업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어 수업의 순환성을 제약하였다. 이는 제도의

효과가 학교마다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교

사가 선순환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큰 요인은 집중이수제와

같은 거시적이고 획일적인 제도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의 반성적 성찰에 의

한 행위 변화였다.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에 있어서 집중이수제가 어떠한 면에서 한계를 가

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가의 교육 정

책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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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서 수업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교사의 성찰적 반성과 실

행 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주요어 : 사회과 교실수업, 집중이수제, 미시문화기술지, 수업저항, 수업의

순환성, 반성적 성찰

학번 : 2010-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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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집중이수제’이다. 

집중이수제의 도입으로 중ž고등학교에서 한 학기에 편성해야 하는 교과목

의 수가 8과목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한 교과목을 한 학기 혹은 한 학년

에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그 결과 일주일 동안 2~3시수로 수업이 이루어

졌던 과목이 5~6시수로 증가하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한 학기 또는 한 학

년 동안 수업 시수가 집중 편성되어 일주일동안 매일 수업이 진행될 수밖

에 없게 된 것이다. 때론 하루에 2시간의 수업이 편성되기도 한다. 교과목

에 따라, 학교에 따라 수업 시수의 집중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집중이수에

의해 수업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집중이수제도와

같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1945년 이후 2007년 까지 총 7차의 전면개정을 거

치고, 2007년 이후 수시개정 체제로 바뀐 이후 10번에 걸쳐 변경되어 등장

한 교육과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에

대해 국가가 큰 틀로 제시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정이 일선 학교에서 구현되는 과정과 그 내용은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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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일선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 일선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

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의 획일성이 단위 학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집중이수제의 도입도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어 모든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가진다.
집중이수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p.7)그 동안 우리 교육은 매 학년 매학기에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는

다교과 분산이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중등학생들의 경우 한 학기에

11~13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한 학기 당 이수해야 하는 과목 수가 많

아 학습 부담이 크고,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으로 편성된 과목의 경우

학습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

기술부(2009b)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여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적정화한다고 하였다. 
집중이수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적용 가능했으나, 일선 학교의

선택 사항이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

학교에서는 1년의 기간 동안 편성되었던 교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한 학기에 배우는 교과목의 수는 줄었지만, 
한 교과목당 편성된 수업시수는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기당 집중된

수업시수 편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집중이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윤리(도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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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정, 예체능과목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도입되면서 사회과 역시

집중이수제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도덕) 영역

이 사회교과군으로 통합되면서 각각의 영역별 선택과목에 학기당 집중 이

수의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의 경우 교과 집중이수제의 전

면적인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과에 비하여 집중이수제에 대한

논의가 적은 편이다. 
사회과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

도 등을 형성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사회에 요청되는 시민의 자질

을 함양하게 하려는 것이다(차경수·모경환, 2008).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

식, 기능, 가치·태도 등을 형성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념

이해와 적용이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과 교과목을 1년이 아닌 한 학기에 모두 이수하도록 하여 수업시수가 집중

된 경우,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회

과 수업 관련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수업시수가 집중 편성된 학교의

교실에 주목하였다. 교육이 가장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곳은 학교 그리고

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은 학교 그리고 교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교실 현장

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

이수제의 도입으로 주당 수업 시수가 집중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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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제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수업

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교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수업시수가 집중 편성된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을 교사와 학생

의 상호작용이란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처음 집중이수제는 중학교에

서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위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ž고

등학교 모두에 적용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화되

면서 수업 시수가 집중되었다. 사회과 수업의 경우 시주의 집중으로 학습

분량은 그대로이면서 주당 수업시수는 5~6시수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때 수업시수가 집중된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사회과 수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업 시수가 집중된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교사가 사회과 수업을 구성할 때 교사

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반영된다. 또한 학생, 교실환경, 시간적·공간적 맥

락도 고려되는 요소이다. 수업시수의 집중으로 주당 수업 시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의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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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업이 계속 있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매일 만나며, 수업에서 달성

해야할 교수학습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지는 사회과 수업의 모습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의 모습

은 수업의 조직, 사회적 참여구조, 교수학적 변환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먼저 수업의 흐름과 관련하여 사회과 수업의 조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구조, 교수학적 변환에 주목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주당 수업시수의 증가에 따른 사회과 교실 수업의 일

상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실 수업의 모습이 사회과

수업 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문제 1.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교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1) 수업의 흐름과 관련하여 수업의 조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수업의 사회적 참여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 학습주제 변환 과정은 어떠한가? 

문제 2. 문제 1에서 나타난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교실 수업은 어떻

게 이해될 수 있는가? 

문제 3. 이러한 수업이 사회과 수업 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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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수업 시수의 집중 편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과 수업의 모습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수업을 분석하

는 과정을 통해 사회과 수업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과 수업문

화(수업의 질서와 규칙)를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첫째, 수업 시수 집중 관련 기존 연구들은 집중이수제도 적용에 따른 교

과목 운영방안 연구(박순경, 2008; 홍후조외, 2008; 홍후조, 2011), 집중이수

제 운영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백경선 외, 2011; 이대성, 2011; 김재춘

외, 2012; 이수정, 2011; 강선영, 2013)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수업 자체를

바라본 연구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수업시수 집중과 관련된 수업, 그 중에

서도 사회과 수업 그 자체를 질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수업 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수업을 질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기존 연구가 놓치고 있는 바를 상

세히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새롭게 도입되는 수업 정책(집중이수제)이 고려해야 하는 수업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집중이수제

도와 학교교실수업이 기반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적·시간적·문화적 맥락

과의 연결성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수업시수가 집중된 실제의 수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어떻게 수업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

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수업 정책 결정이 교실 수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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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을 질적으로 연구하여 그 과정을 상세히 이

해하고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 사회과 교육에서 수업과

관련한 질적 연구(조영달, 1992, 1998, 2001 ; 이혁규, 1996 ; 박윤경, 2004; 
강기원, 2004; 성경희, 2012)는 점차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양적 연

구에 비해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고등학교 교

실 수업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고등학교의 사회과 수업을 대

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교실 수업과 관련된 특정 고등학교의 수업문화(수업의 질서와

규칙)과 특정 교사의 수업 행위를 통해 한국의 고등학교 수업문화, 교사의

수업 행위의 일반성과 개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부수적인 연구의

의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일반화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물

론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사례연구의 모습을 띄는

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일한 사례를 연구했기 때문에, 집중

이수제 하에서 모든 사회과 수업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일반화하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에만 집중하여 교실 상황을 그대로 기술함으로

써 생활세계에서 언어로 표현되거나 행해진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실행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의 논의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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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지만,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신빙성에 있어 한계1)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이면서 객관성을 가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게 동정적 동일시

(empathetic identification)2)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깊

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현상학적

‘판단정지(epoche)3)’를 통해 연구대상을 낯설게 보려고 노력하였다. 또

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비슷한 위치에서 학교 교실을 경험한 전문가들과

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 대상의 대표성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례교사

의 특성 및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지역, 학업 수준의 면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사회과 교사를 대표한다거나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사례가 비일상적이거나 독특

한 상황일 때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비일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상생활을 탐구하

1) 사실 내러티브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전적 연구(autobiographic research)에서는 이
미 이러한 점은 연구의 한계가 아니다.

2)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는 상황이 연계된 일상생활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일상생활 기술
적 연구자들은 연구 상황 속에서 연구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동정적 동일시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는 연구대상을 깊이 관찰하고 면담하며, 그들과 동정적 동일시를 통
하여 그들의 삶을 깊이 그리고 분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또한 그것을 삶의 언어로 표현한
다(조영달, 2011, pp.71-79).

3) 후설(Husserl)의 개념인 판단정지 epoche(또는 괄호치기)는 연구자가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갖기 위해 가능한 많이 자신의 경험을 가두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들
은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여,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착수하기 이
전에 현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고 관점을 괄호치기하곤 한다(Cresswell, 
2007,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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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비슷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있거나 전혀 다른 일상생활을 경험하

는 타자에게도 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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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집중이수제

1) 집중이수제의 개념

 
집중이수제가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 관련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 것

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II)”(박순
경 외 2006)라는 보고서이다(김재춘ž최필순, 2012, p.125). 보고서에서는 학

기를 단위로 집중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 효율성

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박순경 외, 2006, p.61). 집중이수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총론/IV/2/다/(1)/<공통지침>/(가)/④)에 반영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

중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집중이수제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1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ž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I/2/바)에서는 ‘학기

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

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편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

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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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ž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집중이수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었고, 적용 여부가 선택

적이다. 반면, 중등학교에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되어 있어 집중이수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 학기에 특정 교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pp.7-15). 집중 이수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적

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중이수제의 적용이 불가피

한 중등학교,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중이수제의 개념을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수가

제한되어 과목의 이수를 한 학기에 끝내도록 수업 시수가 집중된 교육과정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집중이수제 관련 선행 연구

집중이수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집중이수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적

용 방법에 대해 논의한 연구와 집중이수제 운영 실태와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1) 집중이수제도의 필요성과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한 연구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에서 박순경 외(2006)은 다교과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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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개선을 위해 집중이수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

영에서 학년, 학기, 분기, 월간, 일간의 시간이 교육 효과의 변수라고 보고

이수교과목 수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모든 교과를 매학년 매학기에 조금씩

이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단기집중이수 방안을 고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홍후조ž김대석(2008)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중등학교의 학기

당·일당 이수교과목수 과다와 비효율적 학교시간운영 실태를 지적한다. 
학기당, 주당, 일당 배우는 과목수 과다에 따라 학생의 학습 부담이 과다해

지고, 학습 이해도가 저하되며, 교사의 담당 학생 과다로 학생 관찰 파악, 
평가에 있어 첨삭지도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실험, 실습, 실기, 현장 답

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중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 및 주당 1~2시간 교과 수업의 실

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중이수제’를 단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

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집중이수제도의 도입의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제

도 도입의 정당성을 위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만 주목하고 있다. 실제 제

도의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제도의 실제적 운영

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후조(2011)는 중학교에서 집중이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지 그 방법과 대책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의 2009 개정 교육과

정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에서의 집중이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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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방안이라는 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기 이전의

구성원들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고등학교를 관찰하고자 한다.

(2) 집중이수제 운영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 분석 연구(백경선 외, 
2011)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인식과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을 기준단위보다 증가하여

운영한 과목은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순이었으며, 기준 단위보다 감축하

여 운영하는 과목은 미술, 음악, 체육, 기술·가정 순이었다고 한다. 또한

집중이수로 인하여 교육과정 편성시 증감에 고려하는 요소는 상급학교 진

학에 필요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사 수

급 현황이 뒤를 이었다. 
2011년 입학 고등학교 1학년의 3개년간 교육과정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클수록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 영역의 이수 단위

및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과목 집중 이수가 학생들의 학

습부담 경감, 학습 효과 증대, 평가의 용이성에는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나, 
전입학 학생의 과목 미이수 및 중복이수 발생, 교과 간, 교사 간 시수 격

차, 학습의 지속적 효과 저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대성(2011)은 집중이수제가 적용된 6개 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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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편성표를 분석하면서 교육과정 편성에서 사회과의 내부적인 복잡함(윤
리(도덕), 일반사회, 지리, 역사 간)과 교사 수급문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과 선택과목 편성 시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

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 것이다. 두 연구는 집중이수제도가 실제로 적

용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문서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김재춘ž최필순(2012)은 집중이수제 정책이 등장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면

서 그 실패원인을 분석하였다. 집중이수제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정부의

파격적이고 무리한 정책 추진, 학교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오래된 관행과

문화, 수업과 평가 방법의 집중이수제와의 불일치, 비입시교과(예체능)를
중시하지 않아 학생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교육과정 생태계를 훼손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연구는 등장과정과 실패 원인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

으나 학교에서 집중이수제도가 실패하는 작동과정을 탐색하지는 않았다. 
이수정(2011)은 학위 논문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사회과 집중이수제에 관

한 학습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서 사회과 집중이수제로 학습 부담이 감소하지 않아 학습만족도가 높지 않

다고 하였다. 그리고 집중이수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은 사회과 과목 선호도라고 하였다. 강선영(2013)은 학위 논문에서 전주 지

역 소재 중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면담하여 집중이수제가 학생 중심의 수업

을 가능하게 하고 수월성 교육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성과를 발견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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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급, 학습자의 발달 단계, 교과서 분량, 학습 의욕, 학생의 전·출입

등과 불일치한다는 한계를 발견한 질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두 연구는

집중이수제와 관련 있는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양적과 질적으로 연구했다

는데 의의가 있으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수업 자체를 연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로 집중이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하

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볼 수는 있다. 하지만, 다
수의 연구가 집중이수제가 적용된 학교의 수업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집중이수제도와 학교 교실 수업이 기반하고 있는 맥락과

의 연결성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과정 변화의 정당성 확보와 교육구성원들

의 지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도 말이다. 본 연구는 생활세계로서의 교

실 사태에 주목하면서 수업시수 집중이수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과 예술을 8개 교과목에서 제외

(교육과학기술부, 2012)하여 집중이수제의 적용이 완화된 시점에서도 살펴

볼 문제라고 본다.

2. 교실 수업 분석

1) 교실 수업의 의미

본 연구는 수업시수가 집중된 교실 환경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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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실 수업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

점은 실재는 다양하게 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 패러다임4)을 따르고 있

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은 학습 내용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지만, 이러

한 상호작용에는 교사의 경험과 인식, 학생의 경험과 인식이 반영되어 있

다. 또한 학교의 수업 환경, 가정·지역사회의 환경, 국가의 교육 정책 등

도 교실 수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의 모습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블룸 등(Bloom, Puro, & Theodorou, 1989)은 기어츠(Geertz, 1973)의 문화

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교실 수업을 문화제도(cultural institution)로 이해

하고 있다. 교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배운다는 점

에서 교실 수업이 문화제도이며, 교실 수업 자체가 일상적 행동들을 정의ž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가치를 매긴다는 점에서 문화 제도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교실 수업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기능만 하

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현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기능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Bloom, Puro, & Theodorou, 1989, p.270) 따라서 교실

수업을 통해 교실 수업의 구성원들, 넓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들이 재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교실 수업을 연구함

으로써 위와 같은 관점에서 집중이수제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

를 가지고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수업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를 이해하

4) 연구 패러다임은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실증주의, 후기 실증주의, 구성주의, 비판적
/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 문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사고를 뒷받침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Hatch, 2002,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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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한다.
교실 수업에서 교수와 수업이라는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고 다르게 사용

되기도 한다5). 본 연구에서는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수와

수업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수업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교사의

수업 전 준비, 수업 실행, 수업 후 반성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활동이다. 또한 이러한 수업은 교사의 경험과 반성이 반영된 의도적 활동

으로 구성되지만, 교사의 무의식적 활동도 발현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수

업을 관찰함에 있어서 교수와 수업을 구분하기보다는 양자를 포괄하는 개

념으로서 수업을 지칭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교실 수업에 있어서 교사의 수업활동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의 수업 활동을 미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조영달

(1992, 1998, 2001), 이혁규(1996), 박윤경(2004), 강기원(2004), 박인옥(2005) 
성경희(2012)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사회과 교실 수업

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활동을 이해하려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교사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는 왜 이러한 수업활동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교사의 내적 과정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교수(teaching)는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며, 수업
(instruction)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외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뜻한다(임규혁ž임웅, 2007, p.268). 책에 따라 teaching과 instruction의 번역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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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로 교사의 수업활동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김순희, 2008, p.231). 하지만 교사의 수업활동 분석은

교사의 행동 이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수업활동은 교사와 학생의 공동의

작업(jointly produced activity)이다. 교실수업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각

기 상대방의 범언어적 행동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

정하면서 하나의 수업 활동을 만들어 낸다(조영달, 2001, p.20). 교사의 수

업활동과 그 이유 또한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의 산

물이다.

2) 교실 수업 분석의 초점

교실 수업에 대해 위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연구 주제를 결정하고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교실 수업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해 나

갔다. 아이즈너(Eisner)는 한 학교나 교실에 미리 제시된 초점이라고 부르

는 특정한 관찰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상황 자체에서 찾는 현장

자체의 초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Eisner, 1998, p.301). 
수업을 관찰하면서 기존의 연구(조영달, 1992, 1998)에서 사용된 수업분석

의 개념틀인 교실 수업의 조직, 사회적 참여 구조, 교수학적 변환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고려하여 수업관찰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초

점의 개방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 19 -

(1) 교실 수업의 조직

교실 수업은 시간의 연속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교수학습과정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표

를 달성하는 기능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이를 미헌(Mehan, 1979)은 준비단

계, 수업단계, 마무리단계로 나누었다. 조영달(1992)은 한국의 중등학교 사

회 수업의 구조를 분석한 바 있고, 수업의 조직을 수업의식의 단계, 수업확

인의 단계, 교수·학습 단계, 교수·학습 마감 단계, 수업종료 단계로 나타

냈다. 
수업의 조직은 국가마다 다르고(Mehan, 1979; 조영달, 1992), 과목마다 다

르며, 교사마다 달라진다(박윤경 2004). 때로는 동일한 교사 내에서도 수업

의 흐름에 따른 조직이 동일하지 않기도 한다(이정선ž최영순, 2004). 또한

각 부분은 전체 수업 내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수업의 맥락 속에

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도 어느 부분에서 이

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유형과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조영달, 2001, 
p.141)
수업시수 집중이수제가 도입된 K고등학교『법과 정치』수업 조직을 재

구성하더라도 한국의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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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실수업의 사회적 참여구조

교실수업은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주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으로써 수

업 대화를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미헌(Mehan, 1979)은 교사가

대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개시(initiation)하면 학생이 응답(reply)하고, 이에

대해 교사가 평가(evaluation)하는 부분으로 수업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맥홀(McHoul, 1978)은 교실에서 사용되는 대화의 패턴이 일상적 대

화와 달리 간격과 쉼이 많고, 교사가 말을 중단했을 때 교사의 말이 질문

이 아니라면 학생에겐 말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플로

리오와 슈츠(Florio&Shultz, 1979)는 대화 상황에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상호작용적으로 배분되는지를 연구하여 대화적 상황의 5가지 유형을 밝혔

다. 조영달(1992)과 이혁규(1996)는 한국의 사회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사회

적 참여구조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참여구조(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관찰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 학교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참여구조와 수업 상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적 참여구조의 유형이 수업시수의 집중과 얼마나 조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교실 수업의 참여구조는 K고등학교 『법과 정치』수업의

‘일상생활 세계’를 반영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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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조영달, 1992)의 분류 기준을 참고로 하여 K고등학교의 사회적

참여구조를 재구성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실수업에서 누가 주된

대화자인지,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

지를 보여주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참여구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한 번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주대화자로 대화에 참여하

는가? ② 수업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 수준은 어떠한가? ③ 
한 번의 상호작용에 몇 개의 대화의 장이 존재하는가? ④ 누가 먼저 주된

역할을 하는 화자인가? ⑤ 대화의 장에 교사가 있는가? 조영달(1992)의 분

류 유형은 본 연구의 참여구조와 비교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SPS-1유형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

고, SPS-2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에 새롭게 유형을 분류<표4>하였다.

① SPS-1 유형

이 유형은 하나의 대화의 장이 존재하는 상태로 교사가 주된 화자가 되

어 대부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응을 유도한다. 이어서 반응해야할 의무를

진 많은 학생들이 화자가 되어 반응(대답)을 한다. 

② SPS-2 유형

이 유형은 교사가 주된 화자로 특정 학생 또는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상호작용을 먼저 시작한다. 이 경우는 SPS-1유형과 달리 지명된 학

생들 외의 나머지 학생들은 상호 작용의 간접적인 참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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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PS-3 유형

이 유형은 교사가 먼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주된 화자가 되고, 그 지

명된 학생이 교사의 유도에 매개물(교과서)을 통하여 반응하게 된다. 나머
지 학생은 수업 상호작용의 간접적인 참여자이지만, 교과서를 읽는 학생을

따라 같이 교과서 내용을 숙지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④ SPS-4 유형

이 유형은 교사가 주된 화자가 되어 반응을 유도하면, 교실은 각 소집단

의 학생들이 서로 대화의 장을 개설하고, 그들끼리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여러 개의 대화의 장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교사는 잠시 동안 교실의

대화의 장에서 제외된다. 교사의 통제력은 상실되지만, 학생들이 주된 화자

가 되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형이다.

⑤ SPS-5 유형

이 유형에서는 학생이 먼저 주된 화자가 되어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이
때 주된 화자가 되지 않은 학생은 부차적인 참여자이며, 수업 상호작용 참

여의 자격도 동등하지 않다. 그리고 교사는 주된 화자에 반응하기 때문에

대화의 장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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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주제의 변환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수업 내용을 어떻게 변환하는지와 왜 그렇게 변환

하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슐만(Shulman, 1987)은 교사가 지니고 있

는 교과지식과 그간 교사로서 축적한 경험과 교실수업상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수방법을 결합하는 변환(transformation)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수업을 하고 평가ž반성하여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는 과정을 제시

하였다. 변환의 과정은 준비, 재현, 선택, 적용을 거친다. 그리고 그러한 과

정을 통해 교사가 획득하게 된 지식을 교수법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Shulman, 1987, pp.8-15). 교사

가 가진 전문성은 단순히 교과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와 관련된 교수법적 내용 지식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변환의 의도와

과정은 본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이혁규(1996)는 변환의 과정을 선택과 제시로 구분하여 교사의 교과 변환

과정을 연구한 바 있다. 먼저 교사는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수 목적에 따라 가르

쳐야 할 내용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은 강조되고, 어떤 내용은

단순화되거나 배제된다. 이렇게 선택된 내용을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

시하게 된다. 내용 제시 방법에는 교사의 교실 상황에 대한 고려, 학습자의

이해도에 대한 고려, 교과 내용에 대한 인지적 수준에 대한 고려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환은 교사의 수업 지식에 영향을 받으며, 변환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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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교사 수업 지식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이혁규, 1996, p.22).
 쉔(Schőn, 1983)에 따르면 불확실성 상황에서 전문가는 반성(reflection)

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전문가로서 교사는 현장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필요하다. 교사는 실제 현장에서 행위 중 앎(knowing in action)을 습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의식적으로 검토하는 행위 중 반성(reflection in action)
을 통해 행위 중 지식을 형성함으로써 실천적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chőn, 1992; 모경환ž차경수, 2008, p.133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이혁규의 변환 개념과 쉔(Schőn)의 반성 개념을 참고로 하여

수업을 분석하려고 한다. 수업시수가 집중된 수업에서 수업의 학기당, 일당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사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새롭게 바뀐 교실 상황을

고려하여 교수방법을 실천할 것이다. 교사의 변환에는 학생과 교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다. 또한 실제 수업의 변환과정에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형성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교사가 자신의 수업

을 변환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수업시수의 집중에 따른 사회과 수업에서의

교사의 변환 의도와 반성의 과정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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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과 대상

1. 연구 방법의 특징

   
수업시수의 집중과 관련한 사회과 교실 수업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채택하고 있다. 질적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연 상

황에 있는 사물을 연구한다(Denzin & Lincoln, 2005, p3). 집중이수제는 국

가 차원의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본래 예상한 효과만 가져오지

않는다. 제도와 학교, 학교의 구성원, 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

을 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생활세계를 파악하고, 집중이수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수업시수가 집중된 것이 생활세계 참여자들의 행위에 어

떤 의미인지를 재구성하고 어떻게 수업이 나타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아이즈너(Eisner, 1998)도 질적 연구를

통해 현장에 초점을 두고, 무엇이 왜 일어나며, 그것은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의 『법과 정치』 수업

을 사례로 선택하여 참여관찰을 위주로 하는 미시기술적 연구

(micro-ethnographic research method)를 사용하였다. 미시기술적 연구는

특정 제도적 상황에서 구체화된 장면에 초점을 두며, 분석의 초점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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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직접적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에 있다(조영달, 2001, 
p.72). 본 연구는 정형화된 사회적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미시-
기술적(micro-ethnographic)연구를 통해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며 연구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교실에

학생들이 앉아있고, 교사는 교탁 앞에 서서 그 날의 교수-학습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칠판에 무언가를 쓰고,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 적고, 
대답하는 전형적인 교실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수업’
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수업’을 하는

교사에 따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학업수준·가정배경·사회적 배경

에 따라 다를 것이며, 그 ‘수업’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서도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정형화된 사회적 공간에

서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기술적 연구

를 사용하여 교실이라는 정형화된 공간에서 나타나는 K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구체적 장면을 이해하려고 한다.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연구는 2013년 2학기 인문계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

과 정치』 수업을 참여관찰하며 진행하였다. 먼저 『법과 정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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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며 필드노트로써 교사 일기를 작성해왔다. 교사 일기에는 그 날 그

날의 수업 상황 중 특기할 만한 사건(key events)이나 수업 진행과 관련된

교사 자신의 느낌과 해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건이나 잠정적인 해석이

기록된 관찰 노트는 녹화·녹음된 수업을 전사한 후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둘째로는 수업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낯설게 바라보기 위하여 비디오

녹화 작업 및 녹음을 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수업 촬영

은 9월 12일부터 시작하였다. 2학년 8반에서 7번의 비디오 녹화가 이루어

졌고, 3번의 녹음이 이루어졌다. 2학년 9반에서는 8번의 비디오 녹화가 이

루어졌고, 4번의 녹음이 이루어졌다. 9월부터 10월 초까지는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것처럼 비디오 촬영 장치를 세워놓기만 한 적이 많았다. 보다 자연스

러운 상황에서 녹화 또는 녹음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수업 전사는 연

구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기할 만한 사건이나 수업의 내용을 그

대로 전사하였다. 
셋째로는 시수가 집중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료 교사, 시수가 집중

되지 않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료 교사와 비구조적 면담을 하였다. 신
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주당 수업 시간이 6시간으로 동일한 역사와 문학

을 담당하는 교사들, 사회과 수업을 담당하는 동료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

해 K고등학교의 수업, 수업 시수의 집중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때론 다른 수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일반 사회 교사(동일한 과목

담당)와의 면담을 통해서 연구에서 해석된 바를 재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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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ⁿ

수업에서 원래부터 참여하던 특정 학생(S)외 다양한 학생들의 

발화를 표시함

(       ) 수업 전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상황 설명함

{       } 교사의 발화 자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교사의 인식과 이유 설명함

[ 화자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과 중복되는 시작을 표시함

마지막으로 제3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 모두를 공유하며 피드백을 주었

다. 
연구자는 2012년부터 집중이수제의 도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

료를 수집해왔다. 2012년 집중이수제도의 도입이 시작되었던 해에 연구자

는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사회과 교과부장의 지위를 가졌고, 학교교육과정

협의회에 참석하며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1
학기부터 현재 연구 대상 학생들에게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교과를 가르

친 경험이 있으며, 당시에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교과를 가르치던 동료교

사의 수업을 6~7회 참관하며 필드노트를 작성한 바 있다. 이는 현재 K고등

학교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 논의를 풍부하고 깊게 하는 보조 자료로 사

용되었다. 

<표 1> 수업전사분석의 대표적 기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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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환경

1) 연구 사례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2012년부터 집중이수제가 적용된 경기도 외곽 지역의

K고등학교의 사회과 수업이다. 얀(Yin)은 연구 문제가 실제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해 설정된 경우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리

고 사례 연구는 연구 문제가 특정 사회현상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기술

해야 하는 경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Yin, 2009, p.20). 사회과 수업에 대한

집중이수제에 대해 사례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집중이수제하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왜 그런지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이

다. 
질적 사례 연구는 사례분석의 목적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사례가 비일

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을 보여 줄 때 초점이 사례 그 자체에 맞추어진 경

우 본질적 사례연구(Stake, 1995)라고 하다(Cresswell, 2007, p.113에서 재인

용). K고등학교의 사례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 문제를 해결하

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례 학교는 집중이수제의 효과로 강

조되고 있는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이 발현하기 힘든 문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교과군보다도 사회교과군에 집중이수제가 전면

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연구자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업 수준 및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 연구 대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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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교사에 대한 심층적 묘사와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사례로 선

택하였다. 

2) K고등학교와 연구학급, 과목

경기도 Z시에 위치한 K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하여, 현재 3개 학년 총

33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K고등학교는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학교의 연혁도 자주 변경된 바 있다. 일반고등학교에서 종합고등학

교로 학칙이 변경되었다가, 순수 실업계 고등학교로 변경되었던 바가 있고, 
2000년에 다시 보통과를 개설하면서, 종합고등학교6)로 운영되고 있다. 현
재 K고등학교는 보통과 12학급, 축산생명학과 9학급, 경영정보과 12학급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정 학생들의 경우, 직업 교과군에

비해 일반 교과군의 중요성이 적고 집중이수제로 인한 교수학습 과정을 살

펴보기에 사례로 적절하지 않아 보통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Z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K고등학교는 내신·선발고사에 따라 학생

을 선발하고 있으며, K고등학교 보통과에는 Z지역 내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6) 종합고등학교란 교육법 제156조(1998. 3. 1 폐지)에 의거하여 보통과정과 직업과정을 함께 
설치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대체로 기존의 고교들이 종합고교로 개편하게 된 동기는 일정
지역 내 동일 학과만이 설치된 학교가 많아서이거나, 기존 고교가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
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수성 또는 요구에 맞는 교
육이 곤란하므로, 정원미달로 인한 학교의 유지·경영이 어려워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종합고등학교는 인문숭상의 오랜 전통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로 의도한 바대로 운영을 
못하고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왔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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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고 있다. 그러나 Z지역의 특성상 중위권 학생들의 학업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2013학년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학력미달자의 비율이 21.4%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고, 계
속해서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와 결손가정자녀의 비율이 높아 사회경제적 배경은 낮은 편이다. 
Z시는 도·농복합시로 농촌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도시적 생활양식

이 확산되고 있어, 부모의 직업군도 다양한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이거나 자영업인 경우가 많다. 
Z지역과 K고등학교는 경기도 내 공립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학교가

아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Z지역은 도심지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문화 시설7)과 생활 편의 시설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 교사가 주로 첫 발령지

로 임용되는 곳이다. K고등학교 또한 직업 과정과 보통 과정 학생들이 혼

재하고 있어 독특한 문화8)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 생활 지도가 어

렵고, 학교에서의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연계되지 않아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이다.
연구학급은 현재 보통과 2학년 인문계열 학생들로 이루어진 두 학급9)이

7) 문화 시설 중 하나로 영화관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28개 시와 3개의 군이 
있다(경기도청, 2013. 9. 30. 기준 자료). 이 중 24개 지역에 영화관이 있는데(영화진흥위
원회, 2012년 전국 영화관 현황), Z지역에는 아직 영화관이 없다.

8) 한 학교라는 내집단 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각각의 과정에 따라 서로를 외집단으로 인식
하기도 한다.

9) 보통과는 전체 학년 12학급으로 한 학년에 4반씩 구성되며, 2학년은 인문계열 2반, 자연
계열 2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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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영역

교과
(군) 과 목

기
준
단
위

운
영
단
위

선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
단위

필수
이수단

위
1
학
기

2
학
기

1
학
기

2
학
기

1
학
기

2
학
기

탐구

사회

도덕 5 3 공통 3

43

60

15

35

윤리와 사상 5 6 과정공통 3 3

사회 5 5 공통 5

한국사 5 5 공통 5

한국지리/세계지리[택1] 5 6 학생선택 6

사회·문화 5 6 과정공통 6

동아시아사/세계사[택1] 5 6 학생선택 6

『법과 정치』/경제[택1] 5 6 학생선택 6

과학

과학 5 9 공통 5 4

17 15물리Ⅰ/생명과학Ⅰ[택1] 5 4 학생선택 2 2

화학Ⅰ/지구과학Ⅰ[택1] 5 4 학생선택 2 2

다. 관찰된 교실은 남녀학생들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고, 각각 학생 수는

32명, 35명이며, 남녀의 비율은 2:3에 가깝다. 『법과 정치』 과목의 1차
지필평가 점수는 각각 59.1 점이며, 56.4 점이다.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중

학교 때에는 집중이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다가 고등학교 진학 이후 집중이

수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2012학년도 1학년 때에는 1학기에 『공
통사회』 과목을 배우고, 2학기에는 『한국사』 과목을 배웠다. 2013학년

도 2학년 1학기에는 『세계사』 과목을 배우고, 현재 2학기에는 『법과 정

치』 과목을 배우고 있다. 현재 2학년들에게 적용되는 K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는 <표2>과 같으며, 관찰된 교과의 진도표는 <표3> 같다.

<표2> 현 2학년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편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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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법과 정치』 진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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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교사

강 교사는 일반 대학의 경제학과를 전공하며 교직이수를 하여, 일반사회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발령되었다. K고등학교는 강교사의 첫 발령지로 현

재 5년째 재직 중이다. 30대 초반의 강 교사는 첫 발령지인 K고등학교에서

수업계 업무, 대학 진학 지도 및 담임 업무를 맡아왔으며, 직업과정과 보통

과정에 개설된 사회 교과목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학교 및 학생 특성을 이

해하고 있다. 근무하는 동안 『공통사회』, 『사회문화』, 『법과사회』,

『법과 정치』 과목을 가르쳐왔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법과 정치』

수업을 전담하여 가르치고 있다. 교사로 재직하면서 사범대학원에서 일반

사회교육을 전공하여 교과 전문성을 심화시켜왔다.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서는 동료교사끼리 자발적으로 형성한 교사 동아리 모임인 배움의 공동

체10) 소속 일원으로 2013년부터 동료 간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통해 교수

학습방법 연구를 하고 있다.

강 교사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면서 연구자로서 본 연구를 수행

해왔다. 강 교사가 집중이수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집중이수

제도로 인해 교육과정 편성에서 나타난 진통 때문이었다. 2012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된 집중이수제도로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얼마나 편성할 것인가와 집중 편성되면서 초기에 부담하게 된 시수의 부담

10) 도쿄대학교 사토 마나부 교수의 교육 철학인 배움의 공동체에 공감한 K고등학교 교사들
이 만든 동아리로 어떤 기관과 교육청,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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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가 맡을 것인지 그리고 집중이수제도가 안정화된 이후 교사 수가 감

축됨에 따라 누가 학교를 떠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몇몇의 선생님이 불균

형적 시수 부담을 떠맡거나, 몇몇의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거나 과목을 변

경하면서 정리되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도입 첫해는 수업시수의 집

중이 실제 수업에서 미치는 영향보다는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수업시수의 집중이수제는 교육과정의 목표·내용·방법을 변화시키는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 기존의 사회과 교육의 목표·내용·방법은 동일한 상

태에서 두 학기에 걸쳐 배우던 바를 한 학기로 축소하여 편성한다 하더라

도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달라진 바가 없을 수 있다. 본 연구

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사회』 과목의 경우는 원래 두 학기에 각각 3

시수가 배정되었던 것이 한 학기에 5시수로 배정됨에 따라 시수가 102시수

에서 85시수로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과목인

『법과 정치』의 경우는 원래 두 학기에 각각 3시수가 배정되어 있었지만,

집중이수제로 한 학기에 6시수가 배정됨에 따라 총 시수는 여전히 102시수

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수업시수의 집중이수제로 총 수업 시간, 즉 수업의

물리적 시간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년에 걸쳐 집중이수제를 경험하면서 강교사는 도입 첫해에는 시수의 지

나친 불균형과 시수 과부담11)을 겪었지만, 2년째인 올해에는 시수가 안정

11) 2012년 강교사의 1·2학기 수업 시수는 17시수·24시수였다. 2013년은 20시수ž13시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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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집중이수제도로 인한 학생 관리와 평가 운영의 효율성을 경험한 바

있다. 수업시수를 한 학기로 집중하면서 다교과, 다학년을 분산해서 가르쳐

야 하던 부담에서 벗어나 한 학기에 한 개 혹은 두 개 교과, 한 개 혹은

두 개 학년을 전담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관리가 용이해졌다12).

또한 한 학기에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모두 진행하고 끝낸다는 점에서 평

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었다. 그런데 강교사는 수업시수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업의 진도가 지체되고 수업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실 수업이 공간적 요인뿐만 아니

라 시간적 요인과도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수업시수의 집중과 학교 교실 수업에 대해 관찰을 하게 되었다.

4. 연구의 신빙성 제고 

1) 신빙성 제고 방안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미시기술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질적 연

구에서 타당성(validity)과 신뢰도(reliability) 그리고 일반화(generalizability)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연구의 결론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12) 강교사는 2013년 현재 다음과 같이 수업을 맡고 있다. 1학기에는 보통과 3학년 2개 반에
서 『사회문화』를 6시수씩 가르쳤으며, 직업과정인 축산과 2학년 2개 반에서 『사회』를 4시
수씩 가르쳤다. 2학기에는 보통과 2학년 2개 반에서 『법과 정치』를 6시수씩 가르치고 있
으며, 3학년 한 개 반에서 진로 수업을 1시수 가르치고 있다. 『사회문화』, 『사회』, 『법과 
정치』과목은 모두 집중이수제가 적용되어서 편성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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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trustworthiness)13)이 높아야 한다. 이는 질적 연구인 본 연구에 있

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과 공간 그리고 참여자들

이 만들어내는 일상 세계는 재현할 수 없으며, 그러한 세계를 연구하는 방

법 또한 항상 같지 않다. 또 연구자에 따라 때론 연구물을 읽는 독자에 따

라 동일한 현상에 대해 그 해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타

당성과 신뢰도, 일반화 문제가 본 연구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방

법의 신빙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교실 수업의 일상세계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면담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연구를 통해 본 연구문제의 실체에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체에 다가가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로 스스로

를 반성하고 연구자 자신이 진실하게 연구에 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

해보는 것을 통해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도(조영달, 2001, p.9)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 이후 필드 노트를 작성하며 수업에 대해 반추하였

다. 또한 수업에 대한 녹화와 녹음을 한 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의

문 나는 점들에 대해 다시 되돌려 분석하고,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도 하

였다. 필요한 경우 관련 대상자들과 면담을 시도하였으며, 다른 학교의 교

사들과도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내 수업에 대한 낯설음을 유지

하려고 노력하였다. 끊임없이 수집 자료와 대화하는 자세로 본 연구에 있

어 신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13) 링컨과 구바(Lincoln & Guba, 1985)는 타당도의 개념 대신에 신빙성(trustworthiness) 
개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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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 대상의 하나라는 사실은 연

구자에게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과 같았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일치하다는 점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연구의 논의를 심도 있고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최대한 배제하고

낯설게 보기 위하여 연구 초기 단계에서 현상학적 ‘판단정지(epoche)’를
시도하였다. 또한 이해와 해석의 과정이 연구 참여 대상의 행위에 다시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14)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자기 이해와 반성의

과정을 거쳤다. 

2) 제3의 연구자 선정

제3의 연구자(이소연·조영달, 2005) 또한 자기 이해와 반성의 지평을 넓

히는 과정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수업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동

일한 연구들(Heaton, 1994; Lampert, 1998; 이소연·조영달, 2005)을 참고하

여 이소연·조영달(2005)이 고안한 장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

에 도입한 것이다. 제3의 연구자는 자기 성찰적 연구에서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공식적인 장치이다. 제3의 연구자는 연구자와 자료를 공유하고

분석 과정의 상당부분을 공유함으로서 준연구자적 위치를 점하게 되고, 그

14) 이는 연구윤리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
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로 서울대 IRB로부터 심의 면제를 받았다(IRB No. 
E1311/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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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일종의 준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제3의 연

구자는 연구자와 비슷한 연구관심을 지녀야 하고, 연구대상 지역의 내/외
부에서 각기 충원되는 것이 좋다. 또한 연구자와 비슷한 경력을 경험할수

록 더욱 좋다고 한다.(이소연·조영달, 2005, p.109).
본 연구에서 제3의 연구자로 선정된 대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연구자들이다. 
첫째, S교사는 연구자와 유사한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제3의 연구

자로 선정하였다. S교사는 첫 발령지가 공업고등학교로 연구자와 유사한

수업문화를 가진 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한 바 있다. 또한 법교육 전공

자이자『법과 정치』교과서 저자 중 한 명으로 연구 대상 과목에 대해 누

구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연구자이다. 
둘째, K교사는 연구자와 유사한 배경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제3의 연구

자로 선정하였다. K교사는 약 9년 동안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쳐 왔

다. 또한 초·중학교에서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교사의 수업 행위와

그 의미에 대해 연구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이 가

능한 연구자이다.
셋째, T교사는 연구자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일

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어 제 3의 연구자로 선정하였다.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직 6년차 T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유능한 교사

로 인정받고 있다.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

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교사로 수업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가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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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
제3의 연구자들과는 먼저 수업 상황을 녹화한 자료를 공유하였다. 그리

고 수집된 자료와 연구자의 해석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

고,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제3의 연구자와의 논의는 다수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각검증(triangulation)15)의 접근이 가능하여 질적 연구

에서 논란이 되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또한 제3의 연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지평이 넓어졌다.

15) 삼각검증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관점, 척도, 기법, 시간, 공간, 상황 등을 
활용하거나 고려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조용환, 1999,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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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업시수 집중이수제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 대한 분석

이 장에서는 K고등학교의 『법과 정치』수업을 관찰한 결과 나타나는

수업의 조직, 사회적 참여구조, 학습 주제의 변환을 보여주려고 한다. 수업

시수 집중이수제에 따른 K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수업의 전

반적인 모습은 기존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러한 모습을 가지

게 된 과정과 원인은 복잡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1. K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조직

본 연구에서 관찰된 사회과 수업에서 50분이라는 시간적 흐름의 연속성

을 가지면서도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수업의 조직을 찾을 수 있었다. 다
수의 수업 관찰과 반성적 해석을 통해 발견한 수업의 조직은 수업 준비 단

계, 전시 학습 확인 단계, 교수·학습 단계, 수업 종료 단계이다. 

1) 수업 준비 단계

수업

준비

단계

전시 학습

확인

단계

교수·학습 

단계

수업

종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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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업 준비 단계의 특징

수업 준비 단계는 교사가 입실한 후부터 학습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

기 전 나타난다. 수업 준비 단계가 진행되는 시간은 때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지만, K고등학교의 강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은 교사 입실 후 비디오를

설치한 이후16)부터 2분에서 3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K고등학교의 교실 공

간은 시간마다 다른 교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매 시간마다

사회과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 수업 준비 시간은

디지털 매체(TV,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5분 이상 길어졌다. 교
사가 입실 후 바로 디지털 매체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 학습 단계

중간에 수업 준비 단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사는 입실 후 『법과 정치』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학습지를 나누어주고, 멀티미디어 연결을 하고, 칠판에 제목을 쓰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행위가 끝났음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임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교사는 “자리에 앉자”라는 말로 학생들에게 수업이

시작했음을 알린다. 때로는 교사는 교실에 들어와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경

우 출석을 점검하면서 수업 준비 단계에서 생활지도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6) 수업준비 단계의 시간은 동영상 또는 녹음기에 녹화·녹음 된 부분보다 더 길게 나타난다. 
연구자 본인이 수업교사인데, 먼저 교실에 입실해서 비디오를 촬영하기 보다는 실제로 수
업에 들어가서 준비단계를 시작하면서 비디오를 촬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비
디오 촬영으로 연구자가 실제보다 일찍 입실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와 다르다는 생각 때문
에 촬영기기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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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업의식의 부재

K고등학교의 사회과수업에서는 조영달(1992)의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났던 수업의식단계의 “차려-경례” 의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의식

단계는 박윤경(2003), 이소연(2005)의 연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경희(2012)의 연구에서는 수업 의식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구자는 그 이유를 디지털교과서를 셋팅하는 수업 준비 단계의 존재 때문

이라고 하였다. 
K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위한 권위설정의 단계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의식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연구에 비해 2013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상 전통적 교사의 권위 붕괴, 교사 스스로 의식에 부여하는 의미, K고등학

교의 수업문화의 원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K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종이 친 사실로는 수업이 시작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교사가 입실

하고 수업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부터가 수업의 시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단계는 학생들이 수업에 임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

는 단계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교사가 그날 배울 학습 주제를 칠판에 판서하거나 학습 프린

트를 나누어줄 때서야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때론 준비단

계가 끝나고 수업확인의 단계, 교수·학습 단계에 들어섰는데도 소란스러

워 다시 수업 준비 단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의식을 진행하기란 어려웠다. K고등학교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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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경우17)에도 수업 종이 치더라도 학생들이 교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들을 자리에 앉히느라 시간이 지나고”, “애들 잘 들어오지

도 않고 막 떠들고 있는데” 수업의식의 단계를 진행하기 어렵고, “왠지

대접 받는다”18)는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강교사는 수업 의식을 2009년과 2010년에는 사용하였으나, 의식에 대한

부담과 의식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K고등학교 수업문화로 인해

2012년부터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다인수 학급에서

교사 1인에 의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전략으로 출석을 부르거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업장면 1> 수업 준비 단계 : 2013. 10. 29. 수요일 4교시 2-9 

(교사 입실 후, 컴퓨터와 노트북을 연결하고, 학습지를 2장 나누어준다)

T : 뭐가 모자라? 갖다 줄래, XX야. 모자라는 것 좀 갖다 줄래?

S1 : 2장 누구꺼라고? (학생들 웅성웅성 거린다) 

T : 자, 총 2장 받으면 돼, 얘들아, 여기 (프린트물의 분배가 다 끝나가고 있는 상

황에서 아직 일어나 있는 학생 OO를 발견한다) OO야 얼른 앉자, 자리에. (교

사는 칠판에 배울 내용들 판서하기 시작한다)

S2 : 선생님 여기 19, 20

T : 여기 앞에서 좀 가져갈까? 왜 이렇게 모자라지 (교사 다시 제목과 내용을 판서

하기 시작한다) (중략)

17) 2012년에 관찰한 경력 15년 이상의 남교사 수업에서도 수업준비 시간은 2분 40초로 나
타났고, 교사 입실 후에도 1/3가량 학생들의 자리가 비어 있고, 교사는 전시간 수업 내용
이 적힌 칠판을 지우며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기를 기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이 계속 소란스럽고 수업에 임할 준비를 하지 않자, 뒤에 관찰자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
지시켰다. #2012.06.12. 수업촬영동영상

18) 사회과 교사와의 면담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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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장면 2> 수업 준비 단계 : 2013. 11. 15. 금요일 1교시 2-8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칠판에 수업의 제목을 판서하였다. TV와 노트북 연결, 카메라 

설치 등으로 인해 수업 준비 시간이 길어졌다, 원래 설치를 돕는 학생이 있는데, 학

교에 자주 지각하거나 결석을 하여 교사 스스로 설치를 하곤 한다.)

T : 얘들아,  얘들아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 좀 해볼게. (웅성웅성) 얘들아. 

(교사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 얘들아. (구체적으로 학생의 이름을 부른다) OO

아. (조용해지길 기다린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민사

사건에 있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에 있어가지고 무언가 채무를 불이행했던

가 문제가 생긴거야.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어.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민사재

판 절차....(중략)

2) 전시 학습 확인 단계

수업

준비

단계

전시 학습

확인

단계

교수·학습 

단계

수업

종료 

단계

 (1) 전시 학습 확인 단계의 특징

전시 학습 확인 단계는 수업 준비 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인 교수·학습

단계가 진행되기 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거나, 오늘의 학습

내용과 연결시키는 단계이다. 전시 학습 확인 단계는 확인하는 내용과 본

수업과의 관계의 긴밀성에 따라 축소되거나 생략되었다. 관찰된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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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학습 확인 단계는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8분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의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한 경우 지난 시간의 내용이 미처 끝나지 않아 전

시 학습 확인 단계를 거쳐 교수·학습단계에서 연장해서 가르치는 경우에

는 교수·학습 단계의 비중의 상당 부분을 전시 학습 내용과 연관된 주제

가 차지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교수·학습의 단계보다 전시 학습 확

인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2) 전시 학습 확인 단계가 나타나는 이유

전시 학습 확인 단계는 강교사에게 있어 의식적인 활동이자 무의식적

활동의 교차점으로 나타나는 수업 단계로 볼 수 있다. 교사는 교육학에서

의 수업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사 스

스로도 수업에 있어서 수업확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

고 있다. 또한 K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이

많고, 학습 이해력이 낮은 편이다. 교사는 지난 수업의 내용을 학생들이 학

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개념ž일반화를 가르치기 수월하게 할 것으

로 생각한다. 이는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전시 학습을 확인하려고 노력하

는 의식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전시 학습 확인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었다. 진도상

의 이유 등으로 교수·학습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가운데, 그날의 학습 내

용을 이야기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지난 학습 내용이 연결되는 경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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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이 모르겠다는 표정이거나 수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지난 수

업 내용을 상기시키며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위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수업장면 3> 전시 학습 확인 단계 : 2013. 09. 12. 목요일 4교시 2-8 

T : 자, 우리나라 정부형태 오늘 볼라고 하는데, 얘들아. {교사는 본래 지난 학습 내용

을 상기시킬 생각이 없었으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할 겸 여기서 지난 시

간에 배운 내용을 오늘 배울 내용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정부형태 두 가지 형태 배웠어, 짬뽕과 짜장. 뭐랑 뭐 배웠지?

S1 : 대통령제하고, 

S2 : 그 뭐지? [의원내각제

S3 :          [의원내각제

T :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짬뽕이다? 짜장이다?

S1 : 짬짜면

T : 그렇지 짬짜면.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러한 정부형태를 어떻게 

갖게 되었나에 대해 배우려고 해. 짬짜면이라는 것을 왜 갖게 되었냐.

<수업장면 4> 전시 학습 확인 단계 : 2013. 11. 18. 월요일 6교시 2-9

T :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좀 하고 넘어갈게.(판서하며) 우리 지난번에 계약이라는 거에 

대해 배웠어. 어떤 계약이 있지?

S : 집, 구두계약

T :  집을 살 때, 구두계약은 어떤 걸 구두계약이라 하지?

S :  말로

T :  그렇지 말로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 (학생들 대답이 없다, 그 때 교사는 수업이 

시작했는데도 앞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학생을 발견하고, 학생에게 물었다) 나온 김

에 한마디 하자

S  n:  을사조약

T : {처음에는 학생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야 할지 망설였다. 수업은 민법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약이 왜 개인 간 계약이 아닌지 설명하면 의미 있을 것

이라 생각하였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칠판에 판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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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조약, 좋아, 좋아

S  n: 강화도조약

S  n: {장난으로 말한 것 같은 대답도 적느냐는 투의 질문이었다}다 쓰는 거예요?

T :  어 이것도 계약이야.

S :  핸드폰 살 때 계약이요.

T :  {원했던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자 조금 더 다양한 반응을 기대하였다} 또 어떤 거의 

계약이 있을까?

S :  신장

T :  어, 장기 매매 (학생들의 발언을 모두 교사는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발

언이 이어진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던졌고, 교사는 적절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도 활발해지면서 

전시학습 확인단계는 길어졌다.)

S  n: (계속해서 학생들이 대답하였다) 노예 계약, 이혼, 대출, 유언, 집

T :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자세해졌다. 이제 그만해볼게. 다양한 계약의 종류가 나왔는데,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것은 민법상의 계약이야.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을 다룬댔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일을 다룬댔어? 

S : 개인?

T :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지워야해. 조약은 국가 간에 맺는 계약이야. 

그러니까 지우고.(칠판에서 을사조약과 강화도 조약을 지운다) 요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룰 관계만 배울 거야. (중략)

3) 교수·학습 단계

수업

준비

단계

전시 학습

확인

단계

교수·학습 

단계

수업

종료 

단계

 (1) 교수·학습 단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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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단계는 전시 학습 확인 단계 이후부터 수업이 종료되기까지

나타난다. 교수·학습 단계는 50분의 수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며, 해당 수업의 가장 주된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이다. 교수·
학습 단계는 보통 34분에서 37분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전체 수업

시간이 70%에 해당한다. 또한 수업의 진도 나가기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는 Mehan(1979)의 수업 단계와 조영달(1992)의 교수·학습단계와 기능적

으로 동일한 단계에 해당한다. 
특징적인 점은 진도가 지체될수록 교수·학습 단계에서 지난 시간에 미

처 끝내지 못한 내용과 이번 시간에 배울 새로운 내용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다. 교수·학습 단계 중간에 주제가 전환되어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지필평가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 잘 나타났다.

<수업장면 5> 교수∙학습 단계 : 2013. 11. 15. 금요일 1교시 2-8

    {교수·학습 단계 시작 후 10분이 지나서 주제가 전환되었다}

T : (강제집행 절차는)국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아까 여기(개인 간의 

분쟁 해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오늘 7쪽으로 넘어가서 생활 속의 법, 가족관계

와 법, 가족관계와 법을 볼게. 가족관계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인간의 삶을 생각해보면 돼.

 (2) 학습지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

교사의 수업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은 교사의 강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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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업 진행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는 교사가 만든 학습지를 활용하

여 진행되었다. 학습지는 교사가 스스로 작성했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고

자 하는 내용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구조화되어 있다. K고등학교

의 다른 교사들도 학습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어 가끔 학생들이 “쓰지도

않는 교과서는 왜 돈 주고 샀는지 모르겠다”라는 푸념을 들을 때가 있다. 
강교사의 수업에서 교과서는 강의 초반에만 학습지에서 배울 내용을 복습

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3) 학생 중심 활동 수업

강교사는 주로 강의식 수업 방법을 활용하지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대표선출방식(소수·
다수·비례대표제)을 직접 투표하며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인식

하는 수업,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유산 상속 문제 등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수업이 그 예이다.
강교사의 학생 중심 활동 수업학습은 귀납적이기 보다는 연역적인 방법

이 많다.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기본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이끌어내는 경우 너무 빈약한 수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 중심 활동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학습에 동기화되지 않고, 주의·집중을 시

키기 어려운 학생들이라 학생 중심 활동 수업을 할 때에 소리와 행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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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본 개념 학습 - 학생 중심 활동 수

업 – 정리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 1차시면 끝날 내용이 3차시까지 연속되는

경우가 생겼고, 시간 제약으로 너무 빨리 학생 중심 활동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무엇을 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4) 수업 종료 단계

수업

준비

단계

전시 학습

확인

단계

교수·학습 

단계

수업

종료 

단계

 (1) 수업 종료 단계의 특징

수업 종료 단계는 교수·학습 단계가 끝나고 수업 끝 종이 울리기 전까

지를 말한다. 수업 종료 단계에서 교사는 그 날 배운 수업 내용을 다시 정

리하거나, 새로운 수업을 예고한다. 그리고 ‘도장찍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확인한다. 이는 Mehan(1979)의 종료 단계, 조영달(1992)의
교수·학습 마감 단계와 기능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수업 종료 의식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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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장 찍기’의 의미

‘도장 찍기’는 강교사가 K고등학교에 부임하여 3년 째 되는 해부터

교수·학습 마감 단계에서 나타났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집중도가 낮은

K고등학교에서 그날 배운 내용을 필기함에 따라 주어지는 도장이라는 보

상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한다. 학생들은 ‘도장 찍기’를
자신의 수업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도 여기고 있다.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수업에서

‘도장찍기’는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 교사는 집중도가 떨어진 학생

들에게 ‘도장찍기’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끝까지 수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도장 찍기’는 수행평가의 한 요소인 학생의 수업 태도 혹은 수업 참

여도를 평가하는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수행평가를 권장하는 분위기 속

에서19),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K
고등학교에서 도장의 개수를 학생의 수업참여도로 전환하여 평가하는 것은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꽤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다. 교사 입

장에서는 학습지나 공책을 걷을 필요 없이 도장의 개수로 점수화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19)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2013)에 따르면, 창의지성교육을 위하여 학습 수행과정 등
을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K고등학교의 『법과 정치』 수업의 수행평가 
비율은 52%로 수업참여도 5%, 서술형·논술형 평가 35%, 사회참여활동 기술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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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장면 6> 수업 종료 단계 : 2013. 09. 16. 월요일 6교시 2-9

T : 그런데 소선거구제가 상대적으로 지역이 작고,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를 

여러 개를 합친 거와 비슷하다. 그럼 뭐가 장점과 단점으로 생기는지 실제로 

다음번에 투표를 해보고 결정해보자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S : 도장 찍어요? {평소 수업 참여의 정도가 간헐적인 학생으로 이날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날이었다}

T : 어, 선생님 도장 찍어야겠다.

<수업장면 7> 수업 종료 단계 : 2013. 11. 11. 월요일 1교시 2-8

교수·학습 단계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하나둘 자는 학생이 증가하였다. 심지어 평

소에 필기라도 열심히 하던 학생들조차 엎드려서 필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T : 자면 도장 안 찍어줄 꺼야. 안 잔 사람만 찍어줄 거야.

2.  K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사회적 참여 구조

K고등학교의 『법과 정치』 수업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참여구조의 유형

은 <표4>와 같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영달 연구(1992)에서 교사가 주된 화자가 되어 대부분의 학생을 대

상으로 반응을 유도하는 SPS-1유형을 T-S와 T-Sⁿ로 구분하였다. 구분 기

준은 교사의 발화 이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주 대화자로 대화에 참여하

는지이다. T-S와 T-Sⁿ유형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에서도 차이가 나지

만, 어떤 학생이 참여하는지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구분되

는 유형이다. T-S보다 T-Sⁿ유형에서 보다 많은, 그리고 평소 수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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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주된 화자는 교사이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반응을 유도하지만, 소수의 

특정 학생만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유형

T-t

주된 화자는 교사이며, 매개물(책 또는 교과서)을 통해 전체 학생들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유형

T-0

주된 화자는 교사이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반응을 유도하지만, 어떤 

학생도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는 유형

T-Sⁿ

주된 화자는 교사이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반응을 유도하고, T-S보다 

다양한 학생들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유형, 이 때 대화의 장은 하나 이상임. 

T-G

주된 화자는 교사이며, 교사의 유도 이후 교사는 대화의 장에서 제외되고, 

학생들끼리 대화의 장에서 상호작용하는 유형

S-T

학생이 주된 화자가 되어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교사가 이에 반응하는 

유형

하지 않던 학생들까지도 수업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참여구조의 유형은 각각의 수업의 조직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주로 교사가 많은 양을 설명해야 하는 교수·학습 단계에서는 T-S, 
T-t, T-0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충분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전시 수업

확인 단계에서는 T-Sⁿ의 비율이 높아졌다. <수업장면 8>은 사회적 참여구

조가 잘 드러나는 수업의 전사(轉寫) 부분이다. 

<표 4> 사회적 참여 구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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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장면 8> 사회적 참여구조 : 2013. 09. 24. 화요일 6교시 2-9

T-S

T : 우리가 무얼 하려고 정당 이야기를 했느냐, 13쪽. 우리 13쪽 보자. 정

치에서, 사회 속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보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정당, 이익직단, 그리고 시민단체-

를 우리가 한번 볼 거야. 정당,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의 공통점은 

무얼까?

S : 정치에 참여해요

T : 어, 그래 정치에 참여해 그리고 또?

S : 활발하게 해요

T-0 T : 그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또 무엇이 있을까?

    (대답이 없고, 웅성거림. 학습지를 뒤적거리는 학생도 있음) 

T-S

T : 또 하나 또 하나 든다면 예를 든다면 얘들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애

들일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얘들일까?

S : 집단

T : 그렇지,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애들일 거야.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겠

네. 

<관련된 학습 내용>

* 활동 학습 : 정당 ? 이익 집단 ? 시민 단체 ? 뭐가 다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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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T : 자, 그럼 오늘 먼저 첫 번째 정당부터 봐 볼게. 자 13쪽에 보면. 거

기에 집단적 정치 참여의 개요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예, 아니요 라고 표시해볼 거야. 예, 아니오를 괄호 안에 

채워넣어야 해. 화살표 위에다 채워 넣어야 해. (교사는 교실을 다

니면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

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였고, 짝끼리 문제를 해결하다가 

모르겠거나 답을 확인하고 싶으면 교사를 불렀다. 학생들의 질문은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도 있었고, 프린트가 없다던가하는 

이유로 교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S : (한 집단에서 자신들이 쓴 답이 정답인지를 물었다) 선생님 이거요?

T :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잡담이나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교사가 다시 한번 크게 반 전체를 향해 이야기했다)

T : 자 거기 괄호 안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 채워넣는거

    (교사, 다시 개인적인 질문들을 받으며 교실을 돌아다닌다)

T-t

T : 첫 번째 빈칸에 이익집단 적고.

S : 1번에 1번이요?

T : 응. 1번에 1번. 이익집단. [자신들

......(중략)......

T-t

T : 자 그다음에 정당,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거기에 밑줄 치자 정

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그 다음에 거기에 쓰자, 얘들도 여전히 공익을 

추구해. 쓰자, 공익추구 

......(중략)......

S-T

S : {수업 시작 후 22분이 경과한 상태이다} 선생님 그만하면 안 돼

요?

T : 어 이거 조금만 더하고

S : 아, 아까 천천히 한다면서요 아.

T : 그런건 잘 기억하네 수업 안 들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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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그럼 이익집단 중에 한 군데 들어가 볼게. 노동조합 말고. (인터넷을 

통해 이익집단과 관련된 집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교사가 컴퓨

터를 조작하는 중)

S-T

S : 이익집단이 안 좋은 거예요?

T : 어, 안 좋은 건 아니야. 본인들의 의견을 서로 모여서 주장하기 위해 

만들었으니까 본인들에겐 좋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있겠지. 

(S-T)

S :                          [1번이요?

T : 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통의 목표나 관심을 위해 사람

들이 만든 집단이야.

1) T-S 유형

관찰된 수업에서 교사가 먼저 주된 화자가 되고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화자가 되길 바라나 특정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는 참여구조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강의식 수업에서 교사는 교실의 모든 학생을 향해 질

문을 하지만, 특정 학생 한 두 명만이 이에 대답을 한다. 교사는 K고등학

교의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교실 수업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하였지만, 
특정 학생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은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수업에서 발언권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교실에서 상호작

용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 58 -

2) T-t 유형

교사가 판서 또는 학습지에 받아 적을 내용을 불러주고 학생들이 이를

필기하는 모습은 관찰된 수업에서 자주 나타났다. 교사는 학습지를 통해

수업을 하고 학습지에는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에 빈 칸이 만들

어져 있다. 이를 채우고, 중요 부분에 밑줄 긋는 행위는 학습지를 매개로

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행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

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각인시켜 학생들이 평가에 대

비하도록 한다. 빈 칸과 밑줄 친 부분은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

과 정치』과목의 개념이나 설명이다. 교사는 밑줄 친 부분과 강조한 부분

을 정기 고사 문제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학생들의 필기 상태는 수업 종

료 단계의 도장 찍기를 통해 확인된다. 

3) T-0 유형

교사의 다수 학생들에 대한 질문이 대답 없는 질문으로 끝날 때도 있다. 
이런 유형을 T-0라고 하였다. T-0 유형은 교사의 질문이 모호하거나 적절

하지 않을 때, 학생들이 적절한 대답을 알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빠르게

진도를 나갈 때 나타났다. 교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에는 T-0 유형이 나타나더라도 재차 교사가 질문의 내용을 바꾸거나 학생

들이 대답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T-S 유형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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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도를 나갈 때 교사는 질문을 하고 난 후, 학생들의 반응을 충분히 기

다리지 않고 교사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T-0 
유형이 나타났다. 

<수업장면 9> T-O 유형 : 2013. 12. 05. 목요일 4교시 2-8 

 2학년 8반은 진도가 지체되어 있어서 기말평가를 앞두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있었고, 아래 장면은 교수·학습 단계에서 마지막 학습 주제를 다루는 중이다.

T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뭘까?

S : 뭘요

T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바로 반복함)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됐

어.

S : 계약서

T : 그렇지 해고되는 경우가 그래. {적절하지 않은 응답에 교사는 바로 발화하며 

수업을 주도하였다}

T : 두 번째,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 뭐라고 하느냐, (응답기다리지 않고 바로) 퇴직

4) T-Sⁿ유형

교사가 교실의 모든 학생을 향해 질문을 하고, T-S 유형보다 넓은 범위

의 다양한 학생들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교사가 허용적인 분위

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었을 때, 다양한 학생들이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의견을 말했다. 이 유형의 상호작용은 전시수업확인 단계에서 많이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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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G 유형

교사가 주된 화자가 되어 처음의 반응을 유도하고, 학생들은 여러 개의

대화의 장을 개설하고 그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참여구조를 조영달(1992)은
SPS 4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T-G 유형은 SPS 4 유형과 비슷하며 주로

소집단 학습, 개인별 학습에서 나타났다. 교사는 교수·학습 단계에서 배웠

던 내용을 복습하는 경우 해결해야할 문제를 활동지로 만들었다20). 수업에

서 2명당 1장의 활동지를 나누어주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해결하는 과정

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 때 교사는 통제력을 읽고 학생들 간 상호

작용이 시작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6) S-T 유형

학생이 먼저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교사가 이에 반응하면 대화의 장이 열

리는 경우를 S-T로 보았고, 조영달(1992)의 연구에서는 SPS 5 유형으로 분

류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이러한 유형의 참여구조는 중학교의 경제 교

실에서는 자주 발견되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제수업에서는 자주 발견되지 않

았다고 한다.
S-T 유형으로 나타나는 학생의 상호작용 유도는 그 이유와 교실 상황에

따라 교사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고, 무시되기도 하였다. 수업 내용과

20) # 2013. 11. 26. 금요일 3교시 2-9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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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질문이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여 이후 전개될 수업을 풍부하게 하

는 경우 교사는 학생의 발언에 반응하였다. 학생들은 종종 어디를 수업하

는지 찾지 못하거나 어느 부분을 필기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S-T의 상호작용을 유도했다. 또한 연속된 수업, 증가하는 학습 진도에 대

한 부담을 S-T 유형의 상호작용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교사는 학생의 상

호 작용이 수업의 맥락을 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인수 학급을 대상으로 분량이 많은 교과 내용을 제한된 시간

내에 다루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수업장면 10> 학습 주제 – 민사소송 : 2013. 11. 15 금요일 1교시 2-8

S-0

S : (큰소리의 혼잣말) 상속포기하면 그만이야가 뭐예요?

(교사는 이를 들었지만 상속포기는 후에 배울 수업 내용에서 

의미 있는 질문이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대답을 하지 않음)

(중략)

T : 가압류가 뭐랬어,

S1 : 빨간 딱지, 딱딱딱딱

S-T

S2 : 선생님 저, 스티커 떼면 어떻게 되요?

T : 스티커? 떼면 처벌받아

S3 : 안 걸리면 되잖아요

T : 안 걸릴 수가 없어, 스티커 붙이면서 적어.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빼돌리면 어쩔수야 없지

S4 : 근데 그 공무원이 잘못 적으면 어떻게 해여

S5 : 아 그런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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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학습 주제의 변환

1) 교사의 선택 과정

강교사는 교과서보다는 학습지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습지는

교사가 지식을 재구성하여 전달하기 쉽게 재구조화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K고등학교 학생들은 빈 칸을 채우는 행

위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로 수업을 할 때보다 학습지로 수업

을 할 때 수업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교사는 교과서, 참고 자료, 문제집, 모의고사 등을 활용하여 학습지를 작

성한다. 하지만, 교사가 학습지를 작성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교

과서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을 그런대로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수업에서 이를 모두 다루어야만 교사의 책임을 다한다

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외부의 평가도 고려하고 있다. K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외

부의 평가 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절 반 이상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기도 전에 답을 체크하는 모습

을 보여주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학생들 중에는 대학 진학을 목

표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시라도 해주어야겠다는 생

각으로 학습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업 때 이러

한 내용을 모두 다루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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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략한 설명으로 대신하거나 건너뛰기도 하였다. 수업에서 어려운 부분

을 다루었을 때에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느

꼈고, 교사도 설명을 급하게 얼버무리기도 하였다.

2) 교사의 내용 제시 방식

 (1)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빈 칸 채우기’, ‘밑줄 긋기’, ‘찍어주기’

강교사는 수업에서 ‘빈 칸 채우기’와 ‘밑줄 긋기’를 통해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강교사는 K고등학교에서 학생

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체화해 왔다. 학업 수준이 낮고, 학습에

대한 동기가 잘 부여되지 않은 K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교사의 내용 제시를 선호한다.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해 표, 그래프 등을 그려주는 경우에 “필기해라”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K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를 필기하지 않는다. 학습지에 제시되지

않은 교사의 판서이라면 당연히 필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강교사는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해왔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강조할 부분을 학습지의

빈 칸으로 제시하고, ‘빈 칸 채우기’와 ‘밑줄 긋기’라는 행위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수업이 집중되어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가르치게 된 교사는 시험을 준비시

키는 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찍어주기’를 하며 시험 출제 범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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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었다. 교사는 ‘찍어주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올 부분을 알

려주면 그 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분절화된 지식만 학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중이수제 도입 이후 지나친 학습 부담에 일찌감치 포

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적극적으로 ‘찍어주기’를 하였다. 시험에 나

올 부분을 알려주면 그 부분이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찍어주기’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다. 

 (2) 되풀이해서 ‘반복하기’

강의식 수업에서 강교사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계속해서 말을 반복

하고 있었다. ‘반복하기’는 교사의 발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

다. 교사에 의해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나타나는 ‘반복하기’는 동일한 말을 되풀이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사

례로 풀어서 나타나기도 한다. 
‘반복하기’는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오게 하는 유인 전략으로도 사용된

다. 관찰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가끔씩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어디를

필기해야 하는지 정보를 놓치곤 한다. K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놓친 부

분에 대해 옆의 친구에게 묻기보다는 교사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이로 인해 교사는 자주 수업의 맥락이 끊기는 것을 경험한다. 이를 학

생들에게 주의를 준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여전히 질문이 계속되어 온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필기할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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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채우기

밑줄 긋기

T : 자, 첫 번째, 글, 일기, 시 이런 것들은 뭐냐?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가 

돼. 저작권. 

S : 이거 써요?

T : 응. 네모 칸 안에 저작권. 그리고 저작권의 가장 네 번째 줄. 줄 쳐볼

게. 자,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에다가 너희들이 막 시나 글 같은 걸 썼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수업을 흐름을 끊지 않고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3) ‘동영상’ 활용

때때로 강교사는 ‘동영상’을 통해 수업 내용을 제시하였다. “오늘은

뭐 안 봐요?” K고등학교 학생들은 강교사가 컴퓨터를 들고 오지 않으면

실망하곤 한다. 학생들은 영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강의식 수업이

진행되다가 동영상을 틀고, 영상과 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지자, 이제껏

누워서 필기를 하거나 잘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고개를 드는 모습을 수업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적절한 동영상 제시는 학생들의 주의집중

을 유도하는 것을 교사는 경험했다. 특히 사회과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살

아가고 있는 현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교과이다. 『법과 정치』과

목을 가르치면서, 교사는 뉴스, 드라마, 신문기사 등이 다양한 학습자료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과 관련된 적절한 동영상을 찾고

이를 편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업장면 11> 학습 주제의 변환 : 2013. 11. 29. 금요일 4교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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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를 누군가가 다른 책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 그럼 너네는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어. 저작권에 의해서. (중략)

반복하기

T : 아래로 내려와서. 자, 구체적 원리 볼게. 구체적 원리. 자, 첫 번

째. 빈 칸에 들어갈 말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칠판에 내용 판서 하고 끝낸 뒤 혼잣말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S : (20초 지나서) 앞에(써)요?

T : 응, 맨 앞에. 자, 이 얘기는 뭐냐? 법률에 없는 관습에 의해서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어머, 우리 동네는 옛날부터 

이렇게 간통을 저지른 남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막 돌

로 쳐서 죽여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관습형법금지라는 

것이. 두 번째,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법효력 불소급의 

원칙. (칠판에 내용을 판서하며) 말이 어렵지? 형법효력 불소급의 

원칙. 형법효력 불소급의 원칙.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 저작권을 오늘날에 있어서 중요해졌다고 했잖아. 근데 저작권법

이 생기기 30년 전에 누군가가 남의 글을, 남의 일기를 무단으로 

퍼서 쓴 일이 있어. 그건?

S : 효력이 없어요.

T : 그치? 그건 법이 있기 전에 한 행위지?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법이 있기 전에 한 행위지?,

동영상

활용

T : 자, 4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볼 거야. 

(학습지의 문제를 풀던 중,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교사는 미리 연결시켜놓은 컴퓨터를 조작하며 

동영상을 틀 준비를 하고 있다)

S : 답이 몇 번이예요? 

T : 어느거? 3번? ㄴ하고 ㄷ.

(TV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자, 앞 자리에서 잠을 청할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 2명이 영상 소리가 나자 일어났고, 누워서 

필기하던 2명의 학생들도 고개를 들고 집중하기 시작하였

다. 동영상이 끝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사가 설명하는 

동안까지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였다)

<수업장면 12> 학습 주제의 변환 : 2013. 11. 15. 금요일 4교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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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업시수 집중이수제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 대한 해석

수업을 분석하면서 교실 수업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할 수 있었

다. 교실 수업은 교실 구성원, 구성원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맥락, 교실 환경, 교실 환경을 둘러싼 공간적·시간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수업의 조직, 사회적 참여구조, 학습 주제의

변환 또한 다수의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K 고등학교에서 수업시수

집중이수제에 따라 나타나는 수업과 그 맥락에 내재된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수업 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수업의 조직 : 학습 주제 분절

현상

전체 수업의 시간적 흐름에서 특징적인 것은 학기 초반과 후반의 진도

나가기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기 초반에는 진도 나가기를 천

천히 실행하였다. 『법과 정치』과목의 경우, 교과서의 앞부분은 정치에 해

당하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정치 관련 용어와 내용에 익숙하지 않아 학습

을 어려워한다. 또한 학기 초에는 집중된 수업시수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저항이 심하다. 교사는 학습의 어려움과 수업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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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하게 수업을 구성했다. 교수·학습 단계에서 되도록 연결된 주제만을 다

루려고 노력하였다. 
학기 중반이 넘어서서 복습해주어야 하는 양도 많고, 전달해야할(또는 진

도표상 남아있는) 수업의 내용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오늘 배울 내용이 주제를 달리하더라도 중첩해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어서

수업을 한 뒤, 하나의 주제가 끝나면 이질적인 새로운 주제를 수업하게 되

었다. 진도 누적은 학생중심의 활동을 하는 경우 더 심화되었다. 학생중심

의 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반응, 문제해결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는데,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다보면, 계획한 시간 분량보다 늘어나 수업

진도를 나가기 힘들었다.
이러한 학습 주제 분절 현상은 시간 제약이 심해질수록 더 잘 나타났다. 

집중이수제로 매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수업 시간 탈락이 일

어나는 경우, 배정된 시수보다 실제 수업할 수 있는 시수가 줄어들 가능성

이 늘어났다. <표 5>는 학생 중심 활동과 예상치 못한 수업 시간 탈락으로

교수ž학습 단계에서 학습 주제 분절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업 장면 3 : 2013.09.12>을 보면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를 학습하고

있어 <표2> 진도표의 진도보다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업 장면 5 : 
2013.11.15>에서도 여전히 진도표의 진도보다 늦어진 것을 볼 수 있어 나

가지 못한 진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시험이 다가

올수록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누적된 진도를 한꺼번에 다루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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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복습)계약

(새로운 내용)미성년자의 계약/불법행위/손해배상/특수불법행위

11/19(1)

(복습) 특수불법행위

(학생중심활동) 특수불법행위와 관련된 활동지 1, 2, 3 해결

11/19(2)

(전시수업 내용이어서) 특수불법행위와 관련된 활동지 4, 5 해결

(새로운 내용) 사망/유산상속/유언

11/20~11/22 학교 축제 준비와 정리로 인한 예상치 못한 수업 시간 탈락

11/24 (학생중심활동) 사망/유산상속/유언과 관련된 활동지 1, 2, 3 해결

11/25

(전시수업 내용이어서) 사망/유산상속/유언과 관련된 활동지 4, 5, 6 해결 

(새로운 내용) 부동산계약/등기와 등기부

을 보여 준다. 진도를 맞추기 위해 누적된 진도를 한꺼번에 다루게 되면

<수업 장면 5 : 2013.11.15>에서처럼 교수ž학습단계에서 이질적인 학습 주

제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질적인 학습 주제가 한 수업에서

같이 다루어지는 경우,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낮추고, 이해가 어려워 학

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나가기를 위해서는 불

가피하게 이질적인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표 5> 교수·학습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습 주제 분절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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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수가 집중된사회과 수업의 사회적참여구조 : 수업저항

1) 수업의 조직과 수업의 사회적 참여구조

 (1) 전시 학습 확인 단계, 학생중심 교수·학습 단계

     : T-Sⁿ유형, T-G 유형

“아는 것에 대해 맞추면 자신감이 생기고, 지난 시간과 수업을 이어주

면서 이번 시간에 대한 흥미도 주고, 공부를 못하는 학교일수록 확인 학습

이 중요한 것 같다.21)”교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할 때 충분한

시간을 준 경우 수업의 사회적 참여구조 유형 T-Sⁿ가 많이 나타났다. 교
수·학습 단계에서 나타났던 T-S유형에서는 소수의 특정 학생들만 참여했

다면, 전시 학습 확인 단계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나타났다. 
학생중심 활동으로 수업한 경우 T-G유형이 나타나는 동시에 수업에서

발언하지 않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는 등 활발한 상

호작용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활동을 고려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다 넓

은 범위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수업을 통

해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더 깊은 수준의 상호 작용

이 가능한데, 수업 후 활동을 하고, 이를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 또한 충분한 상호작용 없이 급하게 마무리된 활동 중심 수업은 학

21) 동료 교사와의 면담 중 # 2013. 12. 3 교사노트 및 녹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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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무엇을 왜 했는지 모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학생중심 활동수

업은 이후 진도나가기에 지장을 주곤 했다.

 (2) 학습 주제가 분절된 교수·학습 단계 : T-S 유형, T-0 유형

수업의 진도가 지체되어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경우 수업에서 사회적 참

여구조 T-S, T-0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새로운 개념과 주제를 배우는 교

수·학습 단계에서 교사는 강의식 설명을 하는 가운데, 설명의 암묵적 동

의를 얻거나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이러한 교사의

질문에 대해 특정 학생 몇몇이 대답하는 경우 T-S유형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은 반응이 없다. 이런 경

우 교사는 질문의 형태를 바꾸면, 학생들은 대답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

만 교사가 수업 진도를 빠르게 나가려는 경우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학생의 응답이 없더라도 교사는 자신이 대답을 제시하며 수업을

이끌어 나갔다. 
이는 이정선·최영순(2004) 연구의 늦은 진도 나가기 대화 이동 양식과도

비슷하다. 초등학교에서 진도가 늦어진 경우 2-3차시의 학습 분량을 한꺼

번에 하면서 교사 주도적인 수업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발문에 응답하는

빈도가 감소했다. 발표할 기회나 학생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할 경험의 장

이 없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참여 공간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관찰된 수

업에서도 2차 지필평가를 앞둔 수업에서는 교사 주도적인 수업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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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은 감소하고, 교사의 발화가 수업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2) S-T 유형으로 나타나는 수업 저항

 (1) 수업시간 저항(resistance of class time) : “그만 해요”

수업시수 집중이수제로 학기 초부터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대한 저항이

관찰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수업의 시간을 측정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심리안적 근시안성

(psychological myopia)은 경제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학생

들은 그들의 판단에 즉각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 ‘오늘 『법과 정치』 수
업이 한 번 더 있다’와 ‘내일 『법과 정치』 수업이 있다’에 초점을 맞

춘다. 그에 반해 다른 정보 ‘『법과 정치』 수업은 이번 학기에 종료 된

다’와 ‘1년 동안 배우는 양과 1학기동안 배우는 수업의 양이 같다’는
간과한다. 당장 오늘 하나 더 있는 수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효용이

더 크다고 여긴다.
학생들의 수업 저항은 하루에 2시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더 크게 나타

났다. 하루에 2시간의 수업이 있는 날의 『법과 정치』 수업은 연달아 있

지 않고,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 사이에 3시간 이상의 시간적 차이

를 두고 있다. 블록타임제와 같은 수업 운영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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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K고등학교의 다른 과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6
시수로 편성된 문학, 영어 수업 모두 수업을 연강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왜
냐하면 과거 집중이수제 도입 전에도 수업교환으로 연달아 수업이 편성된

날은 두 번째 수업 시간에 학생들로부터 거센 수업 시간 저항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앞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놀아야 한다는 것이 학

생들이 내세우는 수업시간 저항의 이유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간 차이를 둔 시간표가 형성된 것이다.
수업 저항은 특히 학기가 시작한 초반에 강하였다. 후반부로 갈수록 교

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 저항이 별로 효과 없음’을 알게 되어 점

차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업저

항 한번 시도해봤자 잃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수업 중에 나타나는 수업저항은 통제하지 않으면 진도나가기를 방해하는

우발적 사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학생을 통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또한 하루에 2번 수업이 있는 경우, 학생들의 수업 저항이 예상

되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 준비에 부담을 느껴왔다.

<수업장면 13> 수업시간 저항 : 2013.09.03. 화요일 2교시 수업 후 6교시 2-9 

6교시 수업, 개학 후 9번째 수업이었다. 에어컨이 망가져서 나오지 않는 상태, 교실 

상태는 더웠고, 학생들의 표정이 지쳐있었음. 수업 시작 전 강력한 반발 시작, 수업

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주일에 6번이나 들어있는 거 알아요? 하루에 

2번 수업이 들은 날은 한 시간은 쉬는 것이 원칙이예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더워요. 이제 진도 많이 나갔잖아요. 수업 못나가서 시험문제 틀려도 책임은 저희가 

질께요. # 교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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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장면 14 > 수업시간 저항 : 2013.09.24. 화요일 6교시 2-9

화요일은 2-9 수업이 두 번 있는 날이다. 수업 전부터 이번 시간에도 수업을 하느냐

고 물었고, 교사는 조금만 하겠다는 피상적 답변을 하며, 계속되는 질문을 잠재웠다. 

그러고 나서 수업을 시작한지 24분이 지났을 때이다.

S : 선생님 그만하면 안 돼요?

T : 어 이거 조금만 더하고

    (2분 지나고)

S : 선생님 그만하면 안 돼요?

T : (목소리 톤이 전보다 높아졌다) 조금만 더, 다했어. 이제.

(2) 수업진도 저항(resistance of class lesson) :“어디까지 나갈꺼예요?”

수업시수 집중이수제로 K고등학교 지필평가는 더 이상 만만치 않은 시

험이 되었다.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가 2주 남은 시점에서 강교사가

받았던 질문은 “어디까지 나갈꺼예요?”, “시험범위까지 얼마나 남았어

요?”이다. 학생들의 메시지에서 보듯 학교의 지필 평가는 학생에게 중요

한 기준과 목표이다. 모의고사 시간엔 잠을 자더라도 학교 지필 평가는 K
고등학교 학생들에겐 대학진학이나 취업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평가

이며, 자신들이 도전할 수 있는 평가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을 투자하는 편이다. 그런데 집중이수제로 1차 지필평가의 범위는 I단원에

서 III단원까지이며, 2차 지필평가의 범위는 III단원에서 IV단원까지 낼 수밖

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범위가 학생들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을 준다. 
그래서 수업에서 공부해야 할 분량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은 교사의 진도 나

가기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시험 관련 진도를 나가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 75 -

3.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수업의 학습 주제의 변환

: 학습 부담에 대한 고려

1) 여전히 중요한 진도나가기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과정을 전달하려고 한다. 모의고사와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외부의 평가도 고려한다. 집중이수제 도입 이후에도

교육과정의 내용 분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K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수준은 너무 어렵고, 대부분이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긴 하다. 외부의 평가도 고려하면서, 방대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모두 다루

려고 한다. 집중이수제가 도입된 사회과 교실 수업에서도 교사는 여전히

진도나가기를 한다.
학기 초에는 계속되는 수업에서 누적되는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업 저항

에 대응하여 느슨하게 수업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남

은 진도가 누적되었다. 진도를 다 나가기 위하여 교사는 학습주제를 선택

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지에

서 심화된 부분을 제외하거나 간략화시켜 가르치는 것이며, 지필평가에서

는 찍어주기를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교과서 활용에서도 나타났다. 강교사의 경우 학기 초에

교과서 활용을 하였지만 학기 말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학기 초에는

학습지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과서의 설명·그림을 연결시키거나 다시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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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학기 말에는 진도 나가기에 급급해

진 것이다. 이는 2012년 1학기에 동료 교사의 관찰에서 발견된 점과도 비

슷하다. 동료교사의 수업에서도 학습 초기에에는 학습지로 개념을 배운 뒤, 
교과서의 그림을 살펴보곤 하였다22). 그러나 1차 지필 평가가 끝나고 2차
지필 평가가 다가올 때에는 교과서보다는 학습지 위주로 빠르게 진도를 나

가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이러한 교사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제시가 집중이수제의 영향으로

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확인의 단계나 학습주제를 다룬 후의 교사에 의

한 압축행동은 한국의 교수학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조영달, 
2001, p.243). 사회과 수업 내용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고, 다양한 학

문 영역을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다인수 학급에서 교

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압축

의 행위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찍어주기’의 경우는 집중이수

제 전과 비교하여 더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변한 교사의 수업행위이다. 

2) 수업 저항을 감소시키는 동영상 제시

교사가 학습주제의 변환을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수업시간 저항이라는

우발적 사건은 감소하였다. 법을 만드는 곳이 법원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

22) #2012.03.19. 필드노트 참고. 동료 교사의 수업은 2012년 1학기 5시수로 집중된 『사회』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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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법원의 조직과 기능, 재판의 종류와 원칙, 심급제도를 수업하는 것은 교

사에게나 학생에게나 매우 버거운 경험이다. 법원에서 하는 일을 영상으로

시청하는 것은 이러한 버거운 경험을 감소시킨다.  동영상 제시는 학생들

의 수업 저항을 줄이면서도 학습한 내용을 영상으로 재반복한다는 점에서

정보사회에서의 ‘반복하기’의 새로운 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업 주제와 적절한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학생들은 수업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동영상이 너무 긴 경우에는 오

히려 주의집중이 떨어지거나, 진도 나가기에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계속되는 수업 진도나가기에 지친 학생들은 지루한 영상은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흥미 있는 영상이 자주 선택되었다. 동영상의 선택에도 학습

부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3) 학습 부담에 대한 고려

집중이수제의 도입 이후에도 교사에게 진도나가기는 여전히 중요한 목표

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계속된 진도나가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
는 수업저항으로 나타나 교사가 수업을 조직하고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 결과 교사는 진도나가기를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제시를 하였고, 동영상을 통해 수업 저항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행위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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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의 순환성23)을 제약하는 수업시수 집중이수제

1) 교실수업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간 제약으로서 수업시수

집중이수제

 
 (1) 교실 수업과 시간의 관계

교실 수업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는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교사의 통제

밖의 일이 대부분이다. 먼저,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은 50분이다. 초중등학

교 교육과정 총론(2012-31호, II.3.나.(1).표1.②)에 따르면 고등학교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원칙에 해당하는 50분의 수업 시간으로 시간표를

편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블록타임제의 도입으로 수업을 연달아 하는 경우

에도 본래의 수업 시간을 1차시, 2차시로 나누었을 뿐, 기존의 수업의 물리적

시간인 50분은 유지되었다(박선운ž조영달, 2011). 이는 한 수업을 80~90분 수업

후 10~20분의 휴식을 갖는 블록타임제로 운영할 경우, 다른 수업들도 이에 맞

물려 시간을 바꾸어야 하는 시간적 맥락이 수업시간 뒤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23)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일직선
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다. 순환성이라는 용
어는 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개념 중 순환적 시간의 개념에서 비롯되었고, 슐만
(Shulman)의 교수법적 추론과 행위 모델(A Model of Pedagogical Reasoning and 
Action), 쉔(Schőn)의 반성(reflection)의 과정에서 수업의 순환성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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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0분의 수업 시간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가 수업을 언제 몇 교시에 하는 것도 다른 교과목과의 수업과 관련

이 있다. 한 과목의 수업 교환은 필연적으로 다른 과목의 수업을 교환하도

록 만든다. 수업 교환으로 불가피하게 연속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

우도 존재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수의 교사와 다수의 과목은 서로 맞

물려 돌아가고 이는 시간표로 작성이 된다. 또한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을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야 한다. 교사에게 배정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교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교과목의 진도 나가기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처럼 교실 수업은 시간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시간 제약 추가 : 수업시수 집중이수제

집중이수제는 교실 수업의 시간이라는 요소와 연구 대상 학교에서 다음

과 같은 맥락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집중이수제의 도입 이후에도 50
분이라는 수업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집중이수제의

도입으로 『법과 정치』 수업은 일주일에 6시수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날마다 1시수의 수업이 『법과 정치』 수업으로 편성되어 있으

며, 5일 중 하루는 2번 『법과 정치』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

막으로, 집중이수제의 도입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1학
기로 줄였다. 50분의 수업 시간과 과목에 편성된 전체 수업 시간은 변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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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법과 정치』 수업을 1년이 아니라 1학기에 마쳐야 한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집중이수제로 인한 시간 변화이다. 
기간의 제한은 사회교과군의 경우 더 큰 제약이 될 수 있음도 알게 되었

다. 국·영·수 과목의 경우 교과군 안에서 다양한 과목이 있지만, 상호 밀

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집중이수제가 적용되더라도 기간적 융통성

이 유지되곤 한다. 영어I이 1학기 집중이수이고 영어II가 2학기 집중이수라

면, A교사는 두 과목을 모두 담당하면서 1학기에 미처 배우지 못한 부분을

2학기에 융통성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것이다24). 하지만 사회

교과군은 과목 간 서로 다른 학문을 기반으로 하고 그 목표와 내용도 다르

고, 과목 담당 교사도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과목 간 기간적 융통

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3) 시간 제약 강화 : 진도표에만 존재하는 102시수

앞에서 집중이수제의 도입 후에도 수업 시수는 기존과 동일한 102시수로

물리적인 시간의 변화가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관찰된 결과 실제로

나타난 수업 시수는 문서화된 시수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학교에는 다양

한 사건이 있다. 학교의 다양한 행사 준비 및 정리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

는 상황인 경우, 수업 시간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일주일동안 매

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시수가 탈락되었다. 관찰 기간 동안 대

24) #2013. 12. 03. 현재 같은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교사와의 면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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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학교의 사건은 수학능력시험장 준비와 정리, 학교 축제 준비, 학생

들 대상 학교폭력대책방지연수였다. 수업 시간 탈락률은 일주일에 3번 수

업이 편성되어 있을 때보다 매일 있을 때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업 시수의 탈락 현상은 학기말에도 예상된다. 1년 동안 수업이 편성되

어 있을 때에는 1학기 2차 지필 평가 이후의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기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2학기에도 수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

업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학기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평가가 다 치룬 학기 말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별로 없다. 교사들이 물질적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라도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지만, 학습의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나리라 기대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학기 말 탈락되는 수업 시간은 매일 매일 한 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진다

는 것을 고려했을 때, 탈락되는 정도가 집중이수제 적용 전보다 많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집중이수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50분이라는

수업시간은 변경하지는 않으면서, 매일 매일 수업이 있고, 하루는 2번의 수

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1학기 내에 『법과 정치』 과목의 이수가 끝나야

한다. 또한 수업 시간의 탈락으로 진도상의 시수보다 물리적 시수 자체도

감소하였다. 이는 집중이수제가 교실 수업에 있어 큰 시간 제약으로 작동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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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의 순환성을 제약하는 수업시수 집중이수제

 (1) 집중이수제와 교사

교사는 수업 전과 수업 중에 그리고 수업을 하고 나서도 의사 결정을 한

다. 교사는 수업 전 진도와 수업 방법을 미리 결정한다. 하지만 수업은 상

황 맥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환경 변인에 의해서

미리 정한 수업 방법이 사용되지 않기도 하고25), 진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한다. 50분이라는 수업 시간 내에서도 계획과는 달리 얼마나

진도를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계속해서 발문의 내용과 수업방법을 바꿔

야 한다. 
수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이라는 기간 동안에서도

일어난다. 학기 초 미리 정한 진도표와 수업과정안이 있지만, 다양한 요

인26)에 의해 수업이 계획대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또한 교사는 항상 똑

같은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전체 교육과정에

서 어떤 부분을 학습하고 어떻게 내용을 제시할 것인지 맥락을 고려하여

반성적(reflective)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쉔(Schőn)의
행위 중 반성(reflection in action)과 행위 후 반성(reflection on action)처럼

25) 교사는 관련 학습 자료를 보여주려고, 수분을 소요하며 TV와 컴퓨터를 연결하려고 하였
지만, 연결선의 접촉 불량으로 자료를 보여주는데 실패하였다. 그 반은 이후 수업과 직접
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해당 자료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26)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학교의 행사, 예기치 못한 학급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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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간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루어진다. 이는 수업이 계속

적으로 순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수업은 순환성

(cyclical lesson)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은 교사의 수업 행위에 있어 고려되는 중요 요인이

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 요인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사에겐

없는 것이 보통이다. 집중이수제의 도입 또한 교사의 시간 사용에 대한 제

약이면서 교사 스스로에겐 결정 권한이 없도록 하였다. 한 학기에 8과목

이수라는 제한과 교사 수와 시수 문제 때문에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 것인

가의 문제는 교육과정 상의 필요나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되었

고, 교사 또한 이를 결정할 수 없이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상의 조율

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집중이수제로 인해 시수가 집중된 것은 교사의 수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매일 매일 수업이 있음으로 인해 교사가 학생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전 진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

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집중된 수업 시수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저항을 경

험하고 있고, 교사는 수업에 구성할 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했다. 그
결과, 학기 초에는 느슨한 수업 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지치지

않게 하려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진도나가기는 천천히 하면서 교사는 전

시학습 확인단계의 비중을 늘리고 전시 수업 내용을 귀납적 활동지로 구성

했다. 학생들의 상호작용도 이 때 활발하게 나타났다. 
학기 후반부로 갈수록 교사는 지체된 진도를 의식하고 한 학기라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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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때문에 한 차시의 수업에서 두 개 이상의 이질적인 학습 주제를 다

루었다. 또한 전시학습 확인단계를 줄이고, 교수학습단계를 늘렸다. 빠르게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교수학습단계에서 T-0유형의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

났다. 기간의 감소로 수업 시수는 동일할지라도 교사가 진도 나가기를 끝

내야 하는 마감시간(deadline)이 짧아진 것이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부

담을 느끼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교사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제시, 특히 ‘찍어주기’를 하였다. 또한 동영상을 보여줄 때에도

주제와 내용을 결정할 때 학습 부담은 줄이고, 흥미는 높은 영상을 선택하

였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는 교사의 반성(reflection)이 수업에 환

원(feedback)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가 반드시 좋은 수업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2) 집중이수제와 학생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를 배우는 기간이 1년에서 1학기로 줄어들었다. 
기간 당 수업시수가 증가하여 『법과 정치』과목의 중요비중은 높아졌다. 
하지만 배우는 양은 동일한데, 기간이 줄어들면서 기간 당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늘어났다.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은 수업시간 부담과

수업진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학생들은 수업저항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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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매일 누적되는 수업진도로 학업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더 빨리

학습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기간이 짧아지면서 과목을 공부하는 기간은 감소했다. 1학기에 과목을

끝내면, 다시 그 과목을 배우지 않는다. 두 차례의 지필평가가 끝나고 나서

는 학생들은 부담되었던 과목이 끝났음에 안도한다. 더 이상 학습을 지속

하려는 의지가 사라지는 시기이다. 기간 내에서는 배움의 속도가 빠르지만, 
짧은 배움의 기간이 끝나면, 배운 내용을 지속시키고 환원(feedback)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이다. 이는 모경환 외 연구(2012)에서 지적하고 있는

집중이수제에 대한 평가와도 일치한다. 시민적 자질은 장기적이고 꾸준한

교육적 노력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이수제 도

입으로 인해 시민성 학습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모경환 외, 
2012, p603).

(3) 집중이수제와 수업

본래에도 학교의 교육과정은 과목별로 교육과정 상 학습 기간이 제한되

어 있었다. 시수의 집중으로 기간을 줄이면 빠른 진도와 효율적인 시간 활

용으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학업 수준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학교와 학생에

따라 정책의 적용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K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수업 저항으로 표출하였고, 교사의 수업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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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시간제약에 따른 학습 부담이 수업에 고려되면서 수업의 순환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 저항은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

(new comprehensions)27)가 되었다.

27) 슐만(Shulman)의 교수법적 추론과 행위 모델(A Model of Pedagogical Reasoning and 
Action)에 따르면 교사는 이해-변환-수업-평가-반성-새로운 이해의 과정을 거친다
(Schulman, 198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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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수업 정책에 주는 함의

1. 요약

본 연구는 집중이수제의 도입 이후 사회과 교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수업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첫 번째 연구 질문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교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서 시작된다. 세부적으로 “수업의 흐름과

관련하여 수업의 조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업의 사회적 참여구조

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학습주제 변환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두 번

째 질문은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교실 수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

는가?”이며, 세 번째 질문은 “이러한 수업이 사회과 수업 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이수제가 2년 째 적용되고 있

는 K고등학교 2학년 『법과 정치』수업을 대상으로 미시문화기술지

(microethnography)를 활용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분석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K고등학교의 사회과 수업은 수업 준비 단계, 전시 수업 확인 단계, 

교수·학습 단계, 수업 종료 단계로 나타났다. 전시 수업 확인 단계와 교

수·학습 단계는 시간의 제약 정도에 따라 시간 배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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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도가 누적되어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하는 경우 교수·학습 단계에

서 서로 이질적인 학습 주제를 한번에 다루는 경우가 나타났다.
둘째, K고등학교의 사회과 수업은 총 6개의 사회적 참여구조 유형이 나

타났다. 시간 제약으로 교사가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경우 T-S 유형, T-t 
유형, T-0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이 때 T-S는 수업에서 특정한 학생 1~2
명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배분이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T-0유형은 교사가 학생들이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수업을 진행할 때 나타났다. 그에 반해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고 기

다렸을 때 T-Sⁿ유형이 나타났고, 이 유형은 특히 전시수업 확인단계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T-S보다 넓은 범위의 학생들이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참여구조 유형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 부담을 S-T유형의 수

업 저항으로 종종 표출하였다.
셋째, K고등학교의 사회과 수업은 교사가 내용을 재구성한 학습지를 통

해 이루어졌다. 교사는 K고등학교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빈 칸 채우

기’, ‘반복하기’를 통해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내용을 제시하였다. 수

업시수의 집중으로 학생들의 수업 진도 저항을 경험하는 교사는 학습주제

를 변환할 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집중이수제 도입 전과 달리 지필평가 기간 전에 ‘찍어주기’를 통해 평가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는 동영상 제시를 통해 수업 시간 저항을 감

소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집중이수제가 교실수업에 있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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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간제약이기 때문이었다. 시간적 요소는 교실 수업과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고, 시간제약은 교사의 수업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의 경

우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면서 수업시간 부담과 수업진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학기 초반 계속되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저항이 있었다. 시
간이 지날수록 수업시간 저항 빈도는 낮아졌지만, 지필 평가 기간이 다가

올수록 수업진도 저항이 나타났다. 
 교사는 느슨한 수업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저항에 대응했다. 학기

초반에 교사는 진도 나가기를 천천히 하면서 전시 학습 확인 단계의 비중

을 늘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귀납적 활동지를 구성했다. 활
동지로 배운 내용을 복습할 때 학생들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학기 후반부로 갈수록 교사는 지체된 진도를 의식하고 빠르게 진도

를 나갔다. 
수업시수가 집중되면서 시간의 제약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제

약은 교사와 학생 그 누구의 선택도 아니었다. 교사는 수업에 대한 반성적

실천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학생들의 입장에

서는 학습 부담이 증가한 과목에 대한 수업이 끝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

지 않았다. 배움에 대한 반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수
업시수 집중이수제는 수업의 순환성(cyclical lesson)을 제약하는 외부적 요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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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정책에 주는 함의

1) 교사의 변화와 무관한 집중이수제

집중이수제의 도입으로 동시에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가르치는

교과의 비중은 높아지는 장점은 있다(홍후조, 2001) 하지만 수업을 보다 밀

도 있게 진행하거나 실험·실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었다. 동시에

공부해야 할 과목 수는 줄었지만, 한 과목당 학습해야 하는 분량은 늘어났

다. 한 교과목에 대해 단 기간에 몰입할 수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환류와

복습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교수ž학습의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지지도 않

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집중이수제로 진도표상의 물리적 시수와 실제로 나타난 시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수업구성의 데드라인을 짧게 만들었다. 시간

이 걸리는 수행평가도 단 기간에 성적으로 환산해야 했다. 그리고 학생들

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배워야 하는데, 기초 학습 수준이 낮은 학

생들은 수업시수 집중으로 인한 수업 부담에 학기 초부터 저항하였다. 둘
째로 집중이수제의 도입 자체는 교육과정의 목표·내용·방법을 변화시키

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과 교육의 목표·내용·방법은 동

일한 상태에서 두 학기에 걸쳐 배우던 바를 한 학기로 축소하여 편성한 것

일 뿐이다. 집중이수제는 오히려 시간 상의 제약 요소를 만들어 수업의 고

려 요소가 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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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09b)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해 학습 부담

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

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수업은 기존의 사회과 수업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 제약이 생기면 더 분절적으로 나타날 뿐이었다. 결국
집중이수제 도입 자체로는 학교 수업을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을 보여준다. 교사는 시간 제약과 수업 저항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수업

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조영달은 ‘일상적 최적화’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조영달, 1998). ‘일상적 최적화’란 교사가 시간의 제약 아래에서 교과서

의 진도를 맞추고, 방대한 교육과정을 다루고, 학교 내·외의 시험과 대학

입학 시험을 대비하게 하는 ‘일상적 수업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주

어진 수업환경 내에서 내적 자기 조정을 거치는 것이다. 집중이수제의 도

입으로 수업시수가 집중된 사회과 교실 수업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최적화’는 결코 최선의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교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적 자기 조정 과정이 교사의 자율적 역량이 발휘되고 있

는 부분이며 중요하다고 하였다(박선운ž조영달, 2011, p.176). 이러한 내적

자기 조정 과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관찰

된 수업에서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외부적 제약(집중이수제로 인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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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과 진도 나가기 부담, 수학능력시험)에 따라 교사의 행동이 제약되고

는 있지만, 교사는 학생중심활동 수업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도장찍기’와 같은 전략을 이용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내적 자기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
다면 교사는 왜 이러한 내적 자기 조정을 거치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2)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되는 교사의 변화

관찰된 수업 분석에서 보듯이 교사의 수업 조직과 사회적 참여구조, 학
습주제의 변환과 같은 수업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한 학

기 동안에도 주제에 따라 수업 조직의 구성이 달라지고, 사회적 참여구조

와 학습주제의 변환이 달라졌다. 때론 학생들의 반응과 요구에 따라 수업

방식을 바꾸기도 하였다28). 계속해서 강의식 수업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의 흥미가 감소하는 것을 느꼈고, 그 때마다 교사는 수업 방식

에 대해 고민하였다.
『법과 정치』과목은 기존의 『법과 사회』와 『정치』과목이 통합된 과

목이다. 처음 강교사는 K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2년 동안 가

르쳤다. 이 때 강교사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28) 법적 쟁점과 관련된 활동지로 학생중심학습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한번 
더 활동지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였다(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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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수업은 퀴즈 수업 정도 였다. 그러나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

로는 지식과 기능을 전달할 뿐, 가치ž태도를 형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 시민의 자질 함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 고민을 하며 수업을 고안하려고 노력한다. 
쉔(Schőn)의 행위 중 반성과 행위 후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반성의 과정에는 외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의 수업 문화도 수

업에 영향을 미친다. 수업 의식 단계가 사라지기도 하였고, 수업 종료 단계

에서 ‘도장 찍기’의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K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 등장하는 S-T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의 대처도 유연해졌

다. 이를 통해 볼 때 외부적 제약과 스스로의 준비 부족, 생각지 못한 이변

들로 인해 본래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교사는 자신의 위치를

변환하며 내적 자기 조정 과정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수업이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업의 선순환성은 국가의 제약적 교육정책(집중이수제)때문이 아니라 K

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학생과 수업을 이해하려는 교사의 반성적 성

찰(reflective inquiry)에 의해서 나타났다. 강교사는 본인이 겪어온 경험과

문화와 다른 Z지역, K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변화하기 시작

하였다. 처음 K고등학교에 부임했을 때 강교사는 교사 교육을 통해 습득한

교육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경험한 교육 현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적 지식을 이론과 연결시켜서 반성적으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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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실제 수업의 모습이다. 평소 학교에도 잘 안 나오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던 학생(S¹)이 교사의 설명 중 불쑥 끼어들었다. 4년 전의 강

교사라면 학생의 발언을 중간에 가로막고 원래 진도 나가기를 계속 했을

것이었다. 처음 K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적응이 안 되었던 것 중 하

나가 교사의 말 중간에 끼어드는 학생들의 발화였기 때문이다. 이는 맥홀

(McHoul)이 말한 교실 대화의 패턴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이제 이러한 학생의 행위를 무조건 무시하려고 들지 않는다. 학생들의 이

러한 행위가 교사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배
움의 또 다른 의지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교사가 학

생(S¹)의 발언을 중지시켰다면, 또 다른 학생(S5) 그리고 잠재적으로 모르

고 있을 또 다른 학생들(Sⁿ)조차도 자신들이 뽑아야 할 대표의 구성 원리

와 역사에 대해 모르고 졸업했을지도 모른다.29) 그러나 역시 이러한 행위

로 수업이 지나치게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 나름대로의 전략

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업장면 15> 2013.09.12. 2학년 8반. 수업주제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T : 그래서 장기집권[이...

S¹ :              [선생님 저 궁금한거 있어요 대통령 하고요. 4년 동안 해요? 5년 

동안 해요?

T : 우리나라? 5년 동안

S¹ : 그거하고 나서요. 대통령 다른 사람 뽑잖아요. 전 대통령이 다시 나갈 수 있어

29) 법과 정치는 2013년 1학기면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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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Sº : 이제 안 되지, 이승만 이후부터 안 되잖아.

S³ : 우리나라 못 나가지

T : 우리나라는 안 되지

S¹ :몇 년 있다 나가면 안 되요?

T : 안 돼.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통령은 중임을 할 수 없다고 

했어. 중임이라는 거 자체가 연임도 아니고 중임은 한번하면 끝이야.

S¹ : 연임이 다른 사람 물려주는 거죠?

T : 연임은 한번 하고 또 하는 거야.

S5 : 무식의 끝을 보여준다. 

T : 아니야,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S³ : 선생님 그것도 안 되지 않아요? 아들이나 딸 주는 것?

T : 당연하지

S³ :선생님 그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도 못시켜요?

T : 어 못시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 바꾸자는 얘기가 있

고. 선생님이랑 필기, 앞에 것 하면서 할 껀데. 우리나라가 왜 중임을 안 하게 했

냐면 지금부터 그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를 통해 교사마다 내적 자기 조정이 다른 이유와 원인은 교사가 기존

에 가지고 있는 교육 이론, 교사가 경험한 학교 현장의 상황 그리고 현장

에서의 경험을 통한 반성적 성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

성적 성찰을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학

교 현장에서 교사의 주체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수업 정책에 주는 함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집중이수제와 같은 교육 정책은 교육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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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 보듯 수업의 순환성을 제

약했다. 산출 투입식 교육 정책은 그 과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정책이 도입되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은 학교마다, 교사마다, 학생마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적 변화는 교육 정책이 아닌 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가란 결론이 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학교의 수업은 교실 외부 환경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한

현실은 집중이수제와 같이 교사에 의해 변경할 수 없는 외부적 제약이 대

부분이다. 그러므로 교실 수업 정책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언한다.

(1) 교사의 반성적 성찰 필요 : 비디오 녹화와 교사 일기장

교사는 교실수업의 전문가이다. 가르치는 일에 있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서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쉔(D.A. Schon, 1983)은
전문가는 독특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실천하는 사

람(모경환ž차경수, 2008, p.133에서 재인용)이라고 하였다. 교실수업은 일반

적인 현상과 달리 독특하고, 다양한 상황과 교사ž학생에 따라 달라지는 불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ž학습방법을 선택하고 수행한다. 그런데 실제 수업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본래 의도했던 학습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도 한다. 이 때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관찰하고 반성(reflection)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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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례 수업에서도 교사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예를 들어 민주정치

과정에서 활동하는 집단들에 대해 배우면서, 이익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

내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부모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이 지역의 특

성상 부모님들은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하시거나, 자영업이거나, 시간제

계약직이신데,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의

질문 또한 학생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질문이었던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개념 설명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이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지

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하였다. 그리고 다음번 수업에

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쉔(Schon, 
1983, 1987)은 ‘행위 중 반성’과 ‘행위 후 반성’이라고 제시하였다(모
경환ž차경수, 2008, p.133에서 재인용).
반성적 성찰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비디오 녹화

와 교사 일기장 작성을 제언한다. 수업에 대한 행위 중 반성과 행위 후 반

성은 찰나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으며 잊혀지기 쉽

다. 또한 수업 중에는 교사의 의사결정이 무의식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것이 반성적 성찰에 의한 행위였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을 녹화하고 이를 관찰하면서 수업을 되돌이키며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교사 일기장에 적는 것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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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2) 집단 지성으로서 교사 동아리 활성화

두 번째로 교사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K고등학교는 경기

도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 관리가 힘들어 교사 근무지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초임교사가 주로 발령되고,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곤 하였다. K교사 또한 초임 발령 시기에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겼었지만,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없어 조언을 얻기 힘들었다. 단지

형식적인 연구수업에 참여할 기회만 있었지만 연구수업은 일종의 연극과도

같을 뿐이어서 실천적인 지식을 얻기는 힘들었다. 각 교과별로 협의회가

있지만, 과목도 다르고, 함께 모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

했다.
강교사가 처음 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수업 방

식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은 퀴즈 수업 정도였다. 새롭게 수업을 시도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고,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잘 참

여할지 우려스러웠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과 함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율적으로 만든 동아리가 배움의 공동체였다. 서로 과목도 다르고 발령

시기도 다르지만, 수업에 대해 고민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 것이다. 
협의회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진짜 수업을 공개하기도 하였고, 학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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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수업을 고안하고 이를 공개 수업으로 공유하기도 하였다. 일주일에

한번 씩 모여 수업과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경험을 공유했다. 활
발한 의사소통은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발굴하기 힘든 새로운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학교 내에서의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교사 연수

및 타 학교와의 연계 동아리를 활성화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경험을 더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

발적인 모임이 활성활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수록 더 많은 교사의 수

업 전문성 향상이 도모될 것이다.

(3) 실행연구

세 번째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탐구하고 개선을 모색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실행연구란 현장 교육가가 현장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활동을 연구하

고 반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이다(차경수ž모경환, 2008, p.139). 반성

적 성찰과 교사 동아리를 통해 형성된 지식은 실천되면서 수정되어 현장에

적합할 때 의미가 있다. 현장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가 실행연구인 것이다. 반성적 성찰과 교사 동아리를 통해 형성된 지식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면서 교사는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 연구의 실행 여부가 교사마다 내적 자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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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교사의 변화 지지하는 교육정책 수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는 스스로 반성하는 성찰적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은 나와 다른 타자 즉 학생과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좋은 수업과 수업의 전문성은 단순히 교육 정책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

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정책이 오히려 교사의 성장을 제약하

는 방해 요인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지지하는 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가 자율적일 때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학교와 교사의 자

율성을 제약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교와 교사를 불신하고 있다

는 오해를 낳게 한다. 집중이수제와 비슷하게 학생인권조례, 서술형·논술

형 평가 35% 의무화, 성취기준평가, 학교폭력예방교사 승진가산점 부여제

는 모두 교사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장을 좁게 만든다. 학교단위 책

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a)에도 모순적이

다. 또한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은 주로 평균적인 표본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소외된 지역의

소외된 학생들은 국가 정책에 의해 더 소외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소외

된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 또한 소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므로

교사를 신뢰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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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Implementing Focused Course-Taking 
Policy on Social Studies Class in High School

Kang, Byunghe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er: Cho, Youngdal, Ph. D.

Core of the curriculum revision of the 2009 curriculum revision is a 
“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 In the 2009 curriculum revision, was 
to be organized in guidelines of within 8 subject-matters per a semester 
in middle and high school. Thus, in high school, it is the only organization 
to focus one subjest on the one semester. As a result, the number of 
subjects to learn in one semester has decreased, but was supposed to be 
learning time organized one in each subject to increase. During the week, 
lessons take place every day. Sometimes lessons of 2 hours are organized 
in the on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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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education, distribution of multi-subject to take the subject of all 
in each grade for each semester was charged in it. Learning burden is 
large number of subjects the number of units to take of each semester. 
If the class time of the subject are organized in one to two hours in one 
week, there is the learning efficiency is lowere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2009b) was to be to optimize the 
burden of learning to be able to have a significant learning experience 
by reducing the number of subject toward each semester.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 to be 
applied uniformly all schools, in all subjects.

The existing research associated with the “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 there are study showing the fea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and recognition of 
members.

For the support of members of education and ensure the validity of the 
change of curriculum,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and 
the classroom of the school is important. Although in the 2012 revised 
curriculum the policy is abolished, it is still necessary to understand of it.

Based on this idea, I paid attention to the classrooms of 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 in this study. And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how the class works within 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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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ocial studies class. Main research question for this purpose is 
below.

1. How does the class works in the social studies?
     
  1) How does the organization of classroom discourse in connection 

with the flow of the class? 
  2) How does the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
  3) How do the subject matter transformation process?

2. What can be understood how the class works in the social studies?

3. What is the implication to be given to the class policy of social 
studies?

 
To answer these question, the research conducts qualitative case study, 

adopting microethnography, on social studies class『Law and Politics』at 
‘K’ high school in the local ‘Z’. In a microethnography of classroom 
lessons, structure of a lesson,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 and the 
transformation of subject matter were found as a pattern of interaction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s. And I am possible to investig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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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of teacher. In this study investigated experiences of researcher as 
a teacher. So this study has the researcher of a third person.

The main results are that“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is to be 
enhanced constraints time. In connection with the element of time, class 
is associated with a class time of 50 minutes, allocation of class time and 
period. However, the completion times of subject-matters is decreased. 
Thus there is a every day lesson and is performed twice a day. Deadline 
has been moved up. In comparison with the policy before the 
implementation, actual class time was reduc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first, ‘segmental phenomenon of learning 
themes’ for teaching and learning stage as it goes to the latter half of 
the semester has occurred. Teachers consider that there is a lesson of 
each day and learning burden. So teacher were allocated a lot of time to 
review while slowly progress. Second, in the‘segmental phenomenon of 
learning themes’ for teaching and learning stage, only a few specific 
students was the reaction to the speech teacher. Even without the 
reaction, the teacher did not change the form of questions to elicit 
answers or give enough time to answer. Also students act "resistance of 
class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nd “resistance of lesson 
progress”at the evaluation period. Third, it is not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However teacher is taking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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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the interest of the student because of learning burden. Because 
the contents of the subject is abstract and difficult. Teacher notified 
example question as ‘picking-up’at the evaluation period.

Based on thes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research interprets below. In 
the classroom, 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 was the time constraints 
without consent of the members. And 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 
constraints cyclical lesson.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policy that the 
effects of the system is different for each student and each school. 
Major factor in changing teacher makes up the lessons, was the change 
of action by the teacher's own reflection.

In this study, it shows us vividly that there is a limit in 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 in social studies class. Education system of the 
countr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ole of teacher. By changing the 
system, do not expect that the change occurs in class. System that is 
able to support a action research and reflective inquiry of the teacher is 
required

Keywords : social studies classroom, the focused course-taking policy,  
Micro-ethnography, resistance of class time and lesson 
progress, cyclical lesson, reflective inquiry

Student Number : 2010-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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