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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COVID-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시행된 원격교육은 지금까지 

해 온 교수 실행에 도전을 제기하며, 교사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

절한 실행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하여 시행된 원격교육 상황에서 과학 교사의 실행을 2개년 동안 

탐색한 질적 연구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교사가 원격교육 상

황에서 발현한 교사 행위주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이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격 교육이 시행된 첫 번째 해에 대면으로 

진행되어온 과학 교육을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탐색하였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6명의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자

신의 실행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행

을 변화시키거나, 대면으로 진행하였던 과학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행을 전개하는 세 유형의 실행을 보였다. 이러한 다양한 

실행의 모습은 교사가 인식한 긴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교사가 변화하는 교육 상황에 대하여 긴장을 인식하고 이

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발현되었으

며, 이것이 다양한 실행의 모습 속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격 교육 시행 두 번째 해에는 원격 교육 첫 번째 해의 교사 

행위주체성을 탐색하는 연구에 참여한 교사 중에서 3인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의 변화

를 추적하였다. 3인의 교사 중 2인은 원격 교육 시행 첫 번째 해

에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드러나지 않았던 교사이며, 1인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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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로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던 교사이다. 연구 결과, 원격 

교육 시행 첫 번째 해에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던 2인의 교사가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기 

시작하였다. 원격 교육 첫해의 실행 경험과 이에 대한 교사의 비

판적 성찰, 그리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이 이들의 행위

주체성 발현을 촉진하는 맥락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원격 교육 시

행 첫 번째 해부터 두 번째 해까지 행위주체성을 발현한 교사의 

경우, 원격 교육 두 번째 해에 들어서자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실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꾸준히 추진하려는 의지와 동료 교사와의 협력, 교사

에게 주어진 자율성이 그녀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는 맥락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수많은 도전을 야기하는 동시에 교수 실행이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원격 교육의 맥락에서 과학교사의 실행과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원격 

과학 교육의 방향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침

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을 분석함으

로써 학생의 과학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과학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격 교육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 행위주체

성의 발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행위주체성, 교사 행위주체성, 원격 교육

학  번 : 2019-3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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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

고 있다. 학생들은 사회 변화에 휩쓸려 수동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체

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에 부합하여 교육에서는 완성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현대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탐색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

는『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

을 발표하였다(OECD, 2018).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생 행위주체성

(student agency)을 ‘세상에 참여하려는 책임 의식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며, 행위주체성을 통하여 사람, 사건 혹은 환경 등이 더 나은 방

향으로 개선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의 목적을 구조

화하고,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연구

는 이러한 학생 행위주체성이 교사 및 공동체 구성원과의 협력적인 구성

을 통하여 함양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중에서도 특히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Leadbeater, 2017; OECD, 2018; Vaughn, 2020). 요

컨대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 내외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주체이기 때문

에 학생이 행위주체성을 함양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학습 환경을 

지원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주체성 역시 강력하게 요구된다

(Leadbeater, 2017; OEC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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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주체성(agency)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이 자

신의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에 적절한 행위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Archer, 2000; Eteläpelto et al., 

2013; Giddens, 1984).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은 행위주체

성 개념을 교사의 실행과 연계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로 교사의 주체성, 

전문성, 역량 등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Leijen, 

et al., 2020; Pantić, 2015; 소경희와 최유리, 2018). 최근에는 교사 

행위주체성과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의 학생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하여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측면(Calvert, 2016)과 학생과 동

료 교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OECD, 2018)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 시절에 자신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는 교육

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할뿐더러, 교사로서 이러한 교육 환경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 경험 역시 부족하므로 여전히 학생의 행위주체

성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게다가 지금까지 

교사의 실행은 그의 성취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왔기 때문에 교사가 창의

적이며 주체적인 실행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다(Buchanan, 2015; 

Simpson et al., 2018; Sloan, 2006). 

  교육 현장은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으며,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육 전문가

로서 상황 속의 문제를 기민하게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변화를 주도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집단 내에서의 변화(change)와 변혁

(transformation)은 전통적으로 위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활동의 협력적 발달에 참여하기 어렵다

(Haapasaari et al., 2016). 따라서,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

기보다는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행위주체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교사 실행에 대한 이해는 주로 교사

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Shulman, 1986), 교육적 신념

(Marco-Bujosa et al., 2020; Pajares, 1992), 정체성(Avraamid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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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Beauchamp & Thomas, 2009), 자기 효능감(Bandura, 1982; 

Settlage et al., 2009)과 같은 교사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교사가 위치하고 있는 맥락이 교사의 행위에 미치

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즉, 교사와 맥락의 역동적인 상호작

용과 그 과정에서의 교사의 전문적 선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때,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개념은 교사가 자신이 위치한 맥

락의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학생의 학습 경험을 구성해나가는 과

정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Emirbayer & Mische, 

1998; Eteläpelto et al., 2013; Leadbeater, 2017; Priestley et al., 

2015). 또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 어떠

한 맥락이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이를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Leijen et al., 2020).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교사 행위주

체성이 발현되며 그리고 이때의 맥락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통하여, 

교사가 자신을 교육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이 COVID-19로 인하여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에서 원격 교육을 

도입하였다(UNESCO, 2021).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서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도입된 원격 교육은 국가로부터 제안된 강제성을 띤 

변화였다. 또한, 많은 교사가 이전에 원격 교육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원격 교육을 실행해본 경험이 없었고. 사전에 원격 교육의 진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대면으로 

진행해온 과학 교육을 원격 환경에서 구현하는 것은 교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원격 환경의 특성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해온 

수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교사는 지금까지의 교수 경험을 학문적 지식, 교육학적 지식 및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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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연계하여 복잡하고 역동적인 원격 교육 환경을 관리해야 

했다(Koehler & Mishra, 2009). 

과학 과목의 경우 학생이 과학을 경험하고 과학적 실행을 통하여 지식 

및 과학적 방법을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 교수∙학습적 접근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과학 

교실에서는 교사의 주도하에 과학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어 탐구하며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교수·학습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 간의 활발한 

과학적 논의가 가능하고, 과학적 상황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이 한 

공간에 위치하여 실험이나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과학 교사에게 있어서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은 더욱 도전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입된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수∙학습 

접근은 물론이고, 물질적 환경 조성 및 운영의 제도적인 측면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 존재하였던 다른 도전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이에 대응하는 힘을 발현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은 교사들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의 변화에 도전하고, 자신의 교육적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Aagaard & Lund, 2019).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실행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전문성, 자질, 태도와 같은 

특성으로 이해되거나 반대로 제도적, 문화적 맥락에 의한 결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이나 특성은 개인의 

역량이지만 이는 구조적 혹은 문화적 요인의 작용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원격 교육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디지털 자원 역시 교사의 

실행에 새로운 방향을 제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교사의 노력과 

성과 외에 제도적, 디지털 인프라, 지원 및 안내 구조, 학생들의 기대와 

참여 등의 요인이 디지털 교수가 수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King 

& Boyatt, 2015). 따라서, 교사의 의사결정, 조직적 맥락,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학습 기술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Petterss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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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실행은 교사 개인의 역량과 교사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교사의 역할(Lukacs & Galluzzo, 2014)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Damşa & Jornet, 2016; Edwards, 

2005; Stetsenko, 2016).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교사는 자신의 

행위주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원격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을 탐색하는 것은 교사가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실행을 전개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심적인 개념이 된다.

2020학년도에 이어 2021학년도에도 역시 원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들은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자신만의 

원격 교육 방식이나 루틴을 확립하여 원격 교육 실행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으며, 원격 교육 환경 역시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교사들은 이제 원격 교육을 일상적인 수업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Pham & Ho, 2020; Xie et al., 2020), 그 결과 교사들은 

지난해의 실행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기 쉽다. 하지만 변화하는 교육 

상황 속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게다가 

과학 과목의 경우 원격 환경에서도 학생에게 과학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원격 과학 교육 실행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가 지난해의 실행을 

답습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실행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주체성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게다가 교사 

행위주체성은 개인이 가지는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는 맥락과의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출현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같은 교사여도 시간과 맥락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의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다. 요컨대 교사가 

발현하는 행위주체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고, 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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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맥락을 다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원격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주로 학생들의 경험과 

견해 혹은 그들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Demuyakor, 2020). 

또한, 교사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설문 조사를 분석한 보고이며, 이때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Slimi, 2020). 게다가 

교사의 실행을 다루는 연구는 주로 교사의 성공적인 원격 교육 실행 

사례를 소개하거나 반대로 교사가 경험한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소개하는데 그쳤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실행을 더는 이어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들의 실행을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소개하기보다는 특정한 맥락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출현한 교사 행위주체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기 위하여 설문을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과학 교사와 그가 속한 맥락의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다루는 

질적 연구로써, 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원격 교육의 도입 시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격 교육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까지 다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사의 실행을 탐색하는 것은 

행위주체성 발현의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Ketelaar et al., 2012; Ryde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우리나라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교사가 

지금까지 대면으로 진행되어온 수업을 원격 교육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자신의 원격 교육 실행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교수 

실행으로 드러난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위치한 맥락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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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많은 도전을 야기하는 동시에 교수 실행의 변화 기회를 

제공하는 COVID-19로 인한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사들의 실행과 

경험의 본질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과학 교사의 실행과 그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교사 행위주체성 개념의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를 보여주었다. 또한, 행위주체성의 관점에서 

교사가 맥락과의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교수 실행의 

차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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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과학 교사가 COVID-19로 인하여 시행된 원격 교육 

상황에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여 능동적으로 전개한 교수 실행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원격 교육의 도입은 

지금까지 실행해온 과학 교육을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변용할 것을 

요구하며, 교사가 취하는 접근에 따라 원격 과학 교육의 방향 및 질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주체성의 다양한 발현 양상 중에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변혁적인 

실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교수 실행의 변화로서 

나타난 교사 행위주체성을 2개년에 걸쳐 탐색하였고, 두 가지 연구 

주제를 포함한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지금까지 원격 교육을 실행한 

경험이 없던 과학 교사가 대면 교육에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고군분투하였던 과정을 행위주체성의 렌즈로 탐색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의 의사는 고려되지 못한 채 COVID-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원격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교수 실행을 유지하기에는 원격 

상황의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한 교사의 변혁적인 실행을 

행위주체성의 렌즈로 탐색하였다. 특히, 원격 과학 교육 도입 시기에 

지금까지 대면으로 진행해온 과학 교육을 원격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격 교육의 방식을 선택하고 원격 교육의 교수·학습적 

접근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현한 행위주체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연구 결과 및 논의의 첫 번째 장에서 상술한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원격 교육 시행 첫 번째 해에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원격 교육 두 번째 해에 자신의 실행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더 나은 과학 교육을 위하여 자신의 교수 

실행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행위주체성의 렌즈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2개년에 걸친 과학 교사의 원격 과학 교수 실행을 탐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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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격 교육 첫 번째 해의 실행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행을 개선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현한 

행위주체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연구 결과 및 논의의 

두 번째 장에서 상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격 교육 상황에서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이해하고,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격 교육 상황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의 차원에서 

교사가 학생의 과학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주제 및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주제 Ⅰ

원격 과학 교육 실행 경험이 없는 과학 교사들이 원격 과학 교육 시행 

첫 번째 해에 전개한 교수 실행과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연구 문제 Ⅰ

(1) COVID-19로 인하여 시행된 원격 과학 교육에서 과학 교사는 

어떠한 교수 실행을 전개하는가?

(2)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과학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은 무엇인가?

연구 주제 Ⅱ 

원격 과학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과학 교사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교수 실행과 교사 행위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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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Ⅱ 

(1) COVID-19에 따른 원격 과학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과학 

교사들은 어떠한 교수 실행을 전개하는가?

(2)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학 교사 행위 

주체성 발현 양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맥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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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원격 교육(Distance Education)

원격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위치하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Casey, 2008). 구체적으로 원격 

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기 위해 촉진되는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영역 내에서의 학습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Bozkurt, 

2019). Dan Coldeway에 따르면 원격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다른 장소에 위치할 때 일어나는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실시간 

원격 교육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비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은순 등, 2012). 실시간 원격 교육은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원격 교육 플랫폼에 접근하여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하며,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비실시간 원격 교육은 학생이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 혹은 수업 

영상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접근하여 학습하고, 교사가 이를 확인 및 

피드백하는 방식이다.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학습 일정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로 인한 원격 교육에서의 수업 형식을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동시적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및 과제 수행 중심수업은 대체로 

비동시적인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가 학생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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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격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정규 과학 수업뿐만 아니라 교사가 다른 공간에 

위치한 학생의 과학 학습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행위 역시 원격 교육으로 

보았다. 그리고 원격 교육으로 제공되는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정의하였다.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과 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Ilomäki et al., 2016). 또한, 

디지털 역량은 이러한 기술적 역량(technical competence)뿐만 아니라 

학습 및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및 디지털 문화에 

참여하려는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Ilomäki et al., 2016). 따라서 

디지털 역량은 교사의 원격 수업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Aagaard & Lund, 2019; Hjelsvold et al., 2020). 

EU Science Hub (2020)는 디지털 역량에 크게 다섯 가지 세부 

역량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정보 및 데이터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그것이다. 그리고 Aagaard & Lund 

(2019)는 변혁적 디지털 역량이라는 개념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교사가 

디지털 환경에서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COVID-19 상황에서 원격 

교육을 실행하게 된 교사들이 원격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반되는 디지털 기술 및 이를 활용하는데 관여하는 교사의 의사결정을 

디지털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 수업의 도입은 교육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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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적 실천을 디지털 역량과 결합하여 실행하는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량을 강조한다.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행위주체성은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위자의 역량’으로 정의된다(Archer, 2000; Basu et al., 2009; 

Emirbayer & Mische, 1998; Giddens,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행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행위주체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행위주체성은 행위자가 만들어내는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자세이며, 의지를 가진 행동 능력이다(Biesta & Tedder, 2006). 또한, 

이때 행위가 맥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개인과 사회적 

구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결과로 본다. 즉, 개인의 

행위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 촉진되거나 저해되고, 사회적 구조 역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행위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 관점은 행위주체성을 개인과 사회적 구조 

사이의 관계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출현(emergence)’하는 현상으로 

바라본다(Priestley et al., 2015). 교사의 행위주체성이 교사가 위치한 

생태학적 맥락과 교사의 관계적이고 시간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명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주체성은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행위주체성 성취를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여 이해하였기 때문에 교사 행위주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성취되고, 변화하는지 다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과거 경험, 현재 

위치한 맥락, 미래를 향한 목적의식이 어떻게 그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한 렌즈로써 사용한다.



- 14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의 다양한 양상 중에서도 

변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변혁적 행위주체성(transformative 

agency)은 기존의 활동 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또한, 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현하고 변화한다(Haapasaari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위주체성의 개념의 연장선에서 COVID-19로 

인한 원격 과학 교육의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Tao & Gao, 2017)으로 교사 

행위주체성을 정의한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변화의 

주체로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것이 요구된다(Lukacs & Galluzzo, 

2014; Picower, 2013; Van der Heijde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위치한 상황에서 원격 과학 교육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 자신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으로 정의한다.

‘Agency’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사회과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행위주체성’, ‘행위자성’, ‘주도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Agency의 특성을 담는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성’은 교사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능동적인 실행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도성’은 교사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실행을 조명할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인식에 기반한 주체적인 판단을 강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교사의 

역할과 권위를 강조하는 느낌을 주어, 교육 공동체에 분산되어 있는 

권력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행위주체성’은 교사가 

의식을 가지고 상황에 대한 자유롭고 주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실행을 전개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행위주체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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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context)

표준 대 국어사전에 의하면 맥락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말하며,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context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을 

총제적으로 지칭한다. 교육 연구에서 맥락은 교육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흔히 사용된다(Cole, 1996). 맥락은 관계적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변화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개인의 

행동을 함께 엮어낼 수 있는 개인과 인공물의 집합(Cole, 1996; 

Cukurova et al., 2018) 혹은 개인이 ‘현상학적 

게슈탈트(phenomenological gestalt)’에 노출되는 것(Manovich, 

2006)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맥락은 개인이 

타인, 인공물 및 환경을 통하여 경험한 상호작용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Cukurova et al., 2018).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에서 교사가 교수 실행을 

전개하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 사물 및 환경을 맥락으로 정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의 배경으로써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교사의 실행이 나타나는 생태로서 맥락을 바라보며 

Biesta & Tedder (2006)가 강조한 것과 같이 개인의 노력,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이들이 모여 이루는 관계를 맥락으로 정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행위주체성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교사가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Priestley et al., 2012) 맥락이 일시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Emirbayer & Mische, 1998).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포착하고, 이때의 맥락을 

분석하여,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의 배경으로써 맥락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맥락을 개인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분석적 분리를 시도하였다. 맥락의 개인적 측면은 교사가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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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과거의 경험, 과학 교육 목표,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 등 교사의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맥락의 구조적 측면은 교사가 위치한 교육 공동체의 문화나 

가치, 그리고 사회적 담론과 같이 교사가 위치한 사회적, 문화적 구조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구조(Structure)

Hays (1994)는 행위주체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구조(structure)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구조는 ‘개인의 수준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 패턴’을 말한다. 구조-행위주체성 

관점은 학교의 구조와 교사의 교수 실행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게 

하며(Holland & Lave, 1991), 특히 과학 교육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교육 규범에 대항하기 위해 

어떠한 실행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논의되어왔다(Marco-Bujosa & 

Levy, 2016; Moore, 2008; Rivera Maulucci et al., 2015; 

Rodriguez, 2015). 학교 구조에는 교육 및 학습 작업을 ‘구조화’하는 

역학을 반영하는 물질들 또는 스케쥴, 루틴, 문화적 규범, 가치 및 정책 

등이 포함된다(Wenner & Settlage, 2015). 행위주체성은 학생 학습 

경험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 내에서 혹은 이에 

반하여 실행을 전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oore, 2008; 

Picower,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가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맥락적 요소 및 우리나라 교육 맥락의 

요소들을 구조로 정의하였다. 

한편, 행위주체성 발현의 관점에서 교사와 구조의 협상(negotiation)은 

교사들이 교사의 교육적 자유를 제한하는 학교 구조에 직면했을 때 

발생한다(Coldron & Smith, 1999). 협상은 복잡한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과정으로 교사들은 불공정한 정책에 순응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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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고, 도전한다(Gutiérrez,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맥락적 요인에 의하여 도전받았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실행을 변용하거나 구조를 변화시키는 변증법적인 행위를 협상으로 

정의하였다.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교수(teaching)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복잡하고 제도화된 학교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실제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교사에게 유용한 지식은 특정 환경에서 해당 교사에게 효과적인 실행, 

전략 및 아이디어의 레퍼토리 형태로 구성된 실천적인 형태의 

지식이다(Sanders & McCutcheon, 1986). 즉,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교수 상황의 맥락에서 발전시키는 지식, 개념, 신념 및 가치의 통합 

집합을 의미한다(Van Driel et al., 2001). Sanders & McCutcheon 

(1986)에 따르면 교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이를 맥락에 

시도해보며 자신의 실행을 보강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사는 개인적으로 효과적인 실행을 발현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수 이론을 개발하며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켜 나간다. 또한, 실천적 지식은 교사의 실행을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의 교수 실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개혁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실천적 지식이 교사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한 신념, 그들의 교수 경험에 대한 

결과로써 교사들이 교육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Van Driel et al., 2001). 

실천적 지식은 행위 지향적인(action-oriented) 지식으로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혜이며, 그들의 교수 실행에 

사용된다(Beijaard & Verloop, 1996). 또한, 학생, 학습 자료, 

커리큘럼, 학교 문화에 맞게 조정된다는 점에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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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이다(Stigler et al., 2000). 그리고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출처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지식이다(Van Driel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원격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교사의 

지식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의 실행 경험을 통하여 재구성된 경험과 

실제적 지식 및 가치를 실천적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교사는 원격 

수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출처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실행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 결과로 형성된 실행은 다시 교사의 경험적 지식이 

되어 그들의 실천적 지식을 풍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한 

행위주체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주체성의 발현 결과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풍부하게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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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교사가 형성한 주관적인 의미, 신념, 의도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주체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 접근을 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표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는 현상을 심층적이고 풍부하게 설명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배경이나 연구의 맥락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Strauss & Corbin, 1998)하며 교사의 실행 및 의도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고자 인터뷰 과정에서 교사의 발화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피하였으며, 의미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되묻는 과정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였으며, 연구자의 이해 및 

분석을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주된 데이터 출처로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와 교사가 제작한 

교육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상을 파악하는데 교사의 시각을 

따랐다. 이러한 접근은 현상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해석을 전제로 

한다. 교사가 상황에 대하여 형성한 의미나 교사의 과학 교육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교사의 실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를 주된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으나, 교사와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학생이나 동료 교사의 의사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행위주체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교사의 

행위주체성이 개인적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교사가 위치한 맥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교사와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출현하는 

현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의 시각에서 맥락을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실행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주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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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인 교사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교사의 주체적인 해석과 실행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실제 맥락 속에서 교사가 전개한 사회적 실행을 

객관적으로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담화 속에서 맥락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해석과 이에 대응하여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주체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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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행위주체성(agency) 개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인지심리학적 접근에서는 행위주체성을 개인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역량으로 보았으며,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의 내부에 

위치한 개인의 행위로 보았다. 특히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행위주체성에 

대하여 개인의 의도나 의사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개인주의적(individualist) 관점과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개인의 

행위가 형성된다는 전체론적(holistic)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행위주체성을 이 두 요소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발되는 현상으로 보는 접근이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언급한 개인의 특성 혹은 구조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이원론적인 입장을 

극복하고, 여러 차원의 행위주체성을 포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과학교사의 실행으로 드러난 

행위주체성을 포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의 개인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절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의 정의와 그 이론적 배경 및 접근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논의되어온 행위주체성 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행위주체성 및 과학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하여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고자 한다. 

1.1 행위주체성의 정의

행위주체성(agency)은 사회학을 비롯하여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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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철학 분야에서 행위주체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발휘하는 

능력 혹은 자신의 의지를 행위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Reed, 2001). 이는 개인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율성을 지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심리학 분야에서 행위주체성은 한 사람의 통합된 자아에서 나오는 

동기 부여된 행동(Ryan & Deci, 2006)을 말한다. Bandura (2001)는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주체성은 현상적(phenomenal)이며, 의식을 통해 작용하는 몇 가지 

핵심 기능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말하였다. 즉, 개인이 행위주체(agent)가 

된다는 것은 그의 행동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개인이 변화에 적응하게 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위주체성을 위하여 특정 목적을 위한 

행동의 의도성(intentionality),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여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사전 숙고(forethought), 이렇게 계획한 

행동을 실행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 반응성(self-reactiveness),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타당성을 반성하는 메타 인지적 측면인 자기 

성찰(self-reflectiveness)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모두 

행위주체성을 인간의 정신적 사건의 측면에서만 강조하였기 때문에 

맥락은 인간의 정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만 여겨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활발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사고와 실천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Emirbayer & 

Mische, 1998). 구체적으로 계몽주의 시기의 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나 도덕 혹은 규범에 근거한 행위가 과연 

인간의 자유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논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구주의자들은 개인을 이성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주체(free agent)로 정의하였으며(Lukes, 2004), John Lock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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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익(self-interest)에 기반을 둔 자유를 지지하며,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창조해내는 역량인 행위주체성(agency)을 

개념화하였다(Emirbayer & Mische, 1998). 이처럼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인 주체이며, 따라서 

개인이 내리는 선택은 모두 통제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며 인간의 선택이 인간의 의지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 아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Karl Marx는 인간의 행위는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된다고 말하였으며, Emile 

Durkheim은 인간의 행위가 사회 구조에 종속된다는 구조 결정론적인 

입장을 펼쳤다. 그 이후 논의의 쟁점은 행위주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의 의도나 특성인지, 아니면 사회적 구조인지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행위주체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 구조가 행위주체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변증법적인 관점이 지지를 얻었다(Giddens, 1984). 즉, 사회의 구조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의 행위는 구조를 형성하거나 

변형시킨다. 개인은 일상적인 실행을 통해 선택을 하고, 이를 지속해서 

창조하거나 재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구조적으로 

가용한 대안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이것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적 결과를 낳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은 

행위주체로 역할한다고 말할 수 있다(Hays, 1994).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의 행위에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또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인정하며, 두 요소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를 펼친 대표적인 학자는 Anthony Giddens와 Margaret Archer가 

있다. Giddens (1984)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 

구조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개인과 사회 구조는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서로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Archer (2000) 역시 

행위주체와 사회적 구조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행위가 



- 24 -

구성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서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행위주체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요소를 분석적 

수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위주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구조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rcher (2000)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위주체와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의 세 단계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구조적 

조건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행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구조가 

선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구조는 행위를 어느 정도 조건 지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상호작용’ 단계이다. 이때, 

행위주체와 집단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한다. 세 번째 

단계는 ‘구조적 정교화’ 단계이다. 이전 두 단계에서의 개인과 집단의 

행위의 결과로써 구조적 조건들이 어느 정도 변화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 세 단계가 한 주기를 이루며, 한 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그다음 주기의 ‘구조적 조건화’, 즉 새로운 주기의 시작단계가 되는 

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사회문화적 관점(sociocultural 

perspective)에서는 행위주체성을 인간이 행(act)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상정하며(Engeström, 2008), 이때 행위주체성은 목표 

지향적(goal-directed)이며 유목적적(purposive)으로 행동하는 능력과 

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하여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Wertsch et al., 1995). 

따라서, 행위주체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창의성과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바탕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Emirbayer & Mische (1998)는 행위주체성을 인간이 기존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선택적으로 재활성화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행동 경로(trajectory)를 창조적으로 

생산하며, 가능한 행동 선택지에 관하여 실용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주체성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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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조적 환경에 처해있는 행위자들에 의하여 시간상으로 구성되는 

참여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최근의 사회학에 기반한 

행위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구조적 측면의 영향력과 개인의 역량을 모두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1.1.1 변혁적 행위주체성(transformative agency)

교사들은 국가 혹은 학교 수준의 통일된 교육 계획을 충실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받는 동시에 그들이 위치한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실행을 펼칠 것을 기대받는다. 이는 기존의 실행에서 나아가 

창의적인 실행을 할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행위주체성의 변혁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에서 변혁적 행위주체성(transformative 

agency)을 논의할 수 있다. 

변혁적 행위주체성은 개인이 기존의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Virkkunen, 2006). 

즉, 이는 활동 시스템의 모순에서 비롯되며, 그것의 현상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동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행동을 포함한다(Haapasaari et 

al., 2016). 

또한, 변혁적 행위주체성은 개인을 넘어서 집단의 변화를 위한 노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때문에 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적으로 행위를 주도할 때, 공유된 변혁적 

행위주체성(shared transformative agency)에 대해 말할 수 

있다(Edwards 2005; Haapasaari et al., 2016). 따라서, 변혁적 

행위주체성은 개인의 특성으로만 정의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다(Engeström, 

2008). 변혁적 행위주체성은 집단 활동(collective activity)에서 교란, 

갈등 및 모순에 대한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행위주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구별된다(Haapasaari et al., 2016). 변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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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설명하고 구상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공동 

활동(joint activity)을 전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McNicholl, 2013).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현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비전의 복잡한 

토론과 단계적 결정화를 통해 상황적 행동을 넘어선다(Edwards 2005; 

Haapasaari et al., 2016).

Haapasaari et al., (2016)은 변혁적 행위주체성을 포착하고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기 위하여 변혁적 

행위주체성의 표현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저항(resisting)은 변화, 새로운 제안 또는 이니셔티브에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비판(criticising)은 현재의 활동과 조직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 지향적이고 현재의 작업 방식에서 문제를 

식별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설명(explicating)은 활동에서 새로운 

가능성 또는 잠재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새로운 실행 양식을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이전의 잘 시도된 실행과 관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상(envisioning)은 활동에서 새로운 패턴 또는 모델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으로 새로운 작업 방식의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말한다. 

행동을 공표하는 것(committing to actions)은 활동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이고 새로운 행동을 자세하게 계획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명확하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taking action)은 자신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이것을 집단에 보고하면서 재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1.2 교사 행위주체성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개념은 행위주체성(agency) 

개념을 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으로(Eteläpelto et 

al., 2013; 소경희와 최유리, 2018), 교사가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서 

주체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Tao & Gao, 2017).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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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변화에 대한 교사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실행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소경희와 최유리, 

2018). 지금까지 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사의 개인적인 

신념, 가치, 교육적 목표, 전문적 지식, 교사의 성향과 같은 개인적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해왔으며(Beauchamp & Thomas, 2009; Sloan, 

2006),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실행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사 교육의 중점적인 과제로 

삼아왔다. 하지만 교사의 실행에는 교사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교사가 

위치한 맥락의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교사의 실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행위주체성 개념은 교사의 실행을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렌즈를 제공한다.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행위주체성을 기반으로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Lukacs & Galluzzo, 2014; 

Priestley et al., 2013; Toom et al., 2015), 따라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한 교사의 대응에 대한 모델이 수정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델에서는 교사가 외부로부터 제안된 변화를 수용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이는 교사를 전문적 주체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로 위치짓는다. 하지만 교실 혹은 학교와 같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혁신이 가능함을 고려하면 이러한 

모델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변화의 주체(agent of 

change)가 되어야 하며,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행위주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학교 공동체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주창한 변화를 자신의 교실을 넘어선 교육 개혁으로 추진할 때, 

변화의 주체로서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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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최근에는 행위주체성을 개인과 사회적 구조 사이의 관계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출현(emergence)’하는 일종의 현상으로 보는 ‘행위주체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이 주목받고 있다. 교사의 

사회적 실행으로 드러난 행위주체성은 교사가 위치한 생태학적 맥락과 

교사의 관계적이고 시간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명명되었다(Priestley et al., 2013).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주체성은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때 

개인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과거로부터의 영향, 미래를 향한 지향, 

그리고 현재 개인이 위치한 맥락의 제약 혹은 지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 행위주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성취되고, 변화하는지 조명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많은 학자들이 교사 행위주체성의 성취 방식을 이해함에 있어 시간적 

요인의 영향을 다루었으나(Archer, 2000; Emirbayer & Mische, 

1998; Pantić, 2015)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Priestley et al., (2015)이 

제안한 생태학적 관점은 Emirbayer & Mische (1998)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교사들의 성취를 시공간적 맥락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그림Ⅱ-1>과 같이 행위주체성을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조건이 세 가지 시간적 차원 속에서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출현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먼저 교사가 과거에 경험한 요인들은 반복적 차원(iterational 

dimension)의 측면에서 논의되며, 교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사와 

교사로서 경험한 전문적 경험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따라서 이 

차원에서는 교사가 지식과 실천의 이미 존재하는 실체를 회상하고,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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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Pristely et al., 2015)

또한, 교사가 미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요인은 투영적 

차원(projective dimension)의 측면에서 논의된다. 이 차원에서는 

미래에 대한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지향이 분석의 핵심 요소가 된다. 

투영적 차원의 요소들은 교사가 단순히 지금까지 실행해온 일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다시 고려하고 재조정하여 

문제에 대한 변화와 대안적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를 향한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대한 교사의 장·단기적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현재 위치한 맥락의 요인은 실천적-평가적 

차원(practical-evaluative)에서 논의된다. 이 차원에서는 행동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행동이나 

관계를 변화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실천적-평가적 

차원은 다시 문화적, 구조적, 물질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문화적 

요소에는 교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가치, 신념, 담론, 언어가 

속한다. 즉, 교사가 말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 형성하는 

개인의 내적·외적 대화 역시 포함된다. 구조적 요소에는 사회적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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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데, 예를 들어, 교사가 학교 구성원과 맺는 관계, 공동체에서의 

역할, 권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교사가 자신이 위치한 맥락이 

반영하는 사회적 구조와 가용한 무형의 자원이 이에 해당한다. 물질적 

요소에는 물리적으로 가용한 자원과 환경이 포함된다.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은 교사 행위주체성의 성취가 

교사가 과거에 한 개인적, 전문적 경험의 영향을 받으며, 미래를 위한 

장,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는 교사가 현재 위치한 맥락의 문화적, 구조적, 물리적 요인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교사 

행위주체성의 성취는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차원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Priestley et al., 2015). 따라서, 교사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경험하고 인식한 요인들을 시간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의 맥락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에 어떤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1.3 과학 교사 행위주체성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과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이 지식 구성의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적 접근이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행위주체성을 

바탕으로 이를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 교육의 오랜 과제인 모든 학생을 위한 공평한 과학 학습 참여를 

위한 학습 환경 조성 역시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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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다. 따라서 과학 교육 분야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실행을 통하여 포착되었으며,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과학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교사 행위주체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책 혹은 교육 혁신에 대한 

주체로서 교사의 실행이다(e.g., Andrée & Hansson, 2021; Priestley 

et al., 2012; Ryder et al., 2018).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교사가 

제안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주어진 변화를 따르거나 

거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개인적 요인 및 맥락적 특성을 

다루었다. 특히 교사의 신념이나 가치가 행위주체성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편, 과학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이 공평하지 못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룬 연구 역시 

이루어졌다(e.g., King & Nomikou, 2018; Moore, 2008; Windschitl 

et al., 2021; Wray & Richmond, 2018).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가 

교원양성 과정에서 다루었던 상황과 괴리가 있는 도전적인 맥락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상황에 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교사가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로 교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불공평을 개선하려는 실행으로 

드러나는 행위주체성을 조명하였다. 특히, Moore (2008)와 Wray & 

Richmond (2018)는 교사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다루며, 

정체성과 행위주체성의 관계를 다루기도 하였다. 그 이외에도 Balgopal 

(2020)와 같이 교사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육 개혁의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교사의 행위주체성을 다룬 연구 역시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 연구가 취하는 이론적 접근은 크게 심리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연구는 주로 

교사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교사 전문성을 조명하고 

있다(Birt et al., 2019; Fu & Clarke, 2019; Martin, 2020). 

사회학적 접근에 따른 연구는 개인과 구조 사이의 변증법을 통해 구성된 

교사의 사회적 실행을 탐색하거나(Buxton et al., 2015; 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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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2018; King & Nomikou, 2018; Park et al., 2015; Rivera 

Maulucci et al., 2015; Roth et al., 2004), 교사의 실행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과 교사의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다루었다(Fu 

& Clarke, 2019; Kang & Martin, 2018; Ryder et al., 2018). 또한, 

비판 이론에 따른 접근 역시 이루어졌는데, 과학 학습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과학 교사의 

실행을 다루거나(Kang & Martin, 2018; King, & Nomikou, 2018; 

Moore, 2008; Nguyen & Dang, 2020), 지배적인 담론에 의해 교사의 

실행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Park et al., 2015; Rivera 

Maulucci, 2015; Ryder et al., 2018)을 다루기 위해 취해졌다.

과학교사의 행위주체성은 주로 인터뷰 상황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실행을 보고하는 담화를 통해 포착되었으며, 그들이 사용한 교육 자료나 

수업 영상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사용되었다. 일부 연구의 경우 담화 

심리학적 접근(discursive psychological approach)을 

취하였는데(Martin, 2020; Martin & Carter, 2015), 이 경우에는 

교사의 발화가 더욱 면밀히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발화에서 

행위의 주체로 자신을 표현한 경우 혹은 실행의 책임을 자신 혹은 

자신을 포함한 집단에 귀속하여 표현한 경우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적 접근의 결과 행위주체성은 교사가 

기존의 구조나 실행에 배태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노력 혹은 

새롭게 도입되는 변화의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과학 교사 행위주체성은 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의 협력이 

활발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적 대화가 풍부하게 일어난 맥락에서 

나타났다(Andrée & Hansson, 2021; Marco-Bujosa et al., 2020; 

McNicholl, 2013; Nguyen & Dang, 2020; Wray & Richmond, 2018). 

특히 실천 공동체의 존재는 같은 맥락을 공유하는 교사들이 직면한 

상황에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였다(Andrée & Hansson, 2021; B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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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9; Marco‐Bujosa et al., 2020; Martin, 2020; Martin & 

Carter, 2015; Rodriguez, 2015). 또한, 이렇게 협력과 소통이 활발한 

문화는 교사들이 맥락 및 자신의 실행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위한 

시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교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정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에 도전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었다(Balgopal, 2020). 따라서, 교사들이 동료와의 전문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실행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는 것이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또한, 전문성 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는데, 특히 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도전적 

맥락에서의 교수실행을 지원하는 연구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졌다(Buxton, 2015; Martin & Carter, 2015; McNicholl, 

2013; Rivera Maulucci, 2015; Wray & Richmond, 2018). 특히, 

도전적인 맥락에서 교수를 진행하게 된 예비교사(Martin, 2020; 

Windschitl et al., 2021)나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Rodriguez, 2015; Wray & Richmond, 2018) 맥락과 

참여자의 요구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였고, 이는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였다. 이는 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교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새로운 교육 변화나 혁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교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일치하는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Andrée & Hansson, 2021; Birt et al., 

2019; Priestley et al., 2012; Rodriguez, 2015; Wild et al., 2018). 

이는 교사가 정책 수립의 내부자로 위치하였을 때 실행에 있어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하며(Ryder et al., 2018), 교육 

혁신 및 교육 변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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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교육(Distance Education)

원격 교육(distance education)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위치하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형태의 교육을 의미한다(Casey, 2008). 

원격 교육에 사용되는 매체의 발달에 따라 원격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개별 학습자에게 맞춰진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Bozkurt, 2019). 또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목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원격 교육은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거나 정규 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하여 전국의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원격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원격 교육을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 발현된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격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격 교육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원격 교육의 역사 및 원격 교육의 정의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COVID-19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원격 교육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수 역량에 

대하여 기술한다.

2.1 원격 교육의 역사

Bozkurt (2019)에 따르면, 원격 교육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세대는 우편 원격 교육(Correspondence 

distance education)의 시대로 그 기원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의 원격 교육 수단은 우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신이었다. 이 시대의 지배적인 기술은 인쇄 기술이었기 때문에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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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필기 혹은 인쇄된 자료였으며, 우편 서비스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전달되었다. 원격 교육은 주로 전통적으로 정규 교육에서 제외되었던 

여성, 노동자 및 농부를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즉, 일반인의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비판적 교육학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두 번째 세대는 시청각 원격 교육(Visual-auditory distance 

education)의 시대로 190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 라디오, TV, open 

university, teleconference 등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시대의 원격 

교육에서 주로 사용된 기술은 라디오나 TV 방송과 같이 다수의 

대중에게 전달이 가능한 형태였으며 이는 많은 사람에게 학습이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원격 교육의 증가를 촉발하였다. 이전 

시대의 원격 교육의 한계였던 시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즉, 학습 과정에 있어서 즉시성을 증가시켰다.

세 번째 세대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 원격 교육(ICT-based distance 

education) 시기로 1990년대부터 주로 이루어졌다. 컴퓨터 및 웹 

기반의 원격 교육은 디지털 지식 시대와 네트워크 사회의 시작을 

알렸는데, 특히 이 시기부터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중요성을 잃었다. 

오히려 이전 시대의 원격 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개인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전 시대에 

사용되었던 미디어 자료들을 인터넷 기반 기술들이 대체하였다. 이러닝, 

모바일 러닝, 유비쿼터스 러닝 등 새로운 학습 모델이 다양하게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공통으로 학습자와 교사의 대화형 콘텐츠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날의 원격 교육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업의 형태 및 교수∙학습적 접근 역시 다양해졌다. 

또한, 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의 양상 또한 풍부하게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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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격 교육의 정의

다양한 연구에서 원격 교육은 원격 교수(distance teaching), 원격 

학습(distance learning), 확장 학습(extension study), 독립 

학습(independent study), 가정 학습(home study), 

외부학습(external study), 유연 교육(flexible education) 등의 용어로 

지칭되어 왔으며(Demiray & Regution, 2003), 전통적인 대면 교육과 

구분되어왔다. 이들 용어는 공통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시간 

혹은 공간에 위치하지 않아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Moore & Tait (2002)는 원격 교육이 ‘대부분 교수는 학습자로부터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누군가에 의해 수행되며, 이는 학습, 

교육과정 또는 기타 구조적 요소에 대하여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차원’을 제공한다고 말하였다. 요컨대, 원격 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기 위해 촉진되는 형식적, 

비공식적, 비형식적 영역 내에서의 학습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Bozkurt, 2019). 하지만, 원격 교육에 대한 역사 및 다양한 

접근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원격 교육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학문에 걸친 실행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고정된 정의를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관점을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특히, 원격 교육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술의 발달은 

장벽을 낮추고,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는 원격 교육의 본질 

혹은 궁극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교수를 위한 수단으로써 

받아들여져야 한다. 게다가 정보통신 기술과 교육학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원격 교육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가 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두 요소 사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Dan coldeway는 <표Ⅱ-1>과 같이 교육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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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구분하는데(조은순 등, 2012),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이 다른 장소에 위치하면서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교육이 일어나는 행위를 원격 교육으로 정의하였다(Simonson et al., 

2011). 즉,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시간 원격 

교육(synchronous distance education)이라고 정의하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비실시간 원격 

교육(asynchronous distance education)으로 정의하였다.

2.3 COVID-19로 인한 우리나라 원격 교육

전 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한 원격 교육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팬데믹으로 인하여 집합 수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면적으로 원격 교육을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교과의 성취 기준 및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원격 교육의 운영 형태 및 

운영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0).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안한 원격 수업에 대한 대 원칙은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분 같은 시간 다른 시간

같은 

장소

전통적인 교육 특정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개별 학습 또는 

분반 수업

다른 

장소

실시간 원격 교육

(synchronous distance

 education)

비실시간 원격 교육

(asynchronous distance

 education)

<표 Ⅱ-1> 시공간에 따른 교육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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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격 교육의 운영 형태는 <표Ⅱ-2>와 같이 제시되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수업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 간의 화

상 수업을 실시한다.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

드백이 가능하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 콘텐츠로 학습하

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강의와 활동형) 학습 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사는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

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

드백을 제시할 수 있다.

기타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표 Ⅱ-2> 우리나라 원격 교육의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 원격 수업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는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업의 진행에 요구되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콘텐츠 활용 중심수업은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학생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하여 학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교사가 수업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는 장점과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여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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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성취 기준 및 학습 내용에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과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의 학습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며, 학생들의 학습 태세에 따라 

학력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2.4 원격 교육과 교수 역량

지금까지 대면 상황으로 실행되어온 교육을 원격 교육 상황에서 

전개하는데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높은 디지털 역량이 

원격 교육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격 교육은 대면 교육을 단순히 매개수단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 이상이며, 수업 설계에서부터 진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원격 교육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Thach & Murphy, 1995). 

Thach & Murphy (1995)는 교사가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 기획 능력, 협업 능력, 언어적인 유창성, 작문 

능력, 원격 교육 관련 지식, 원격 교육의 기술에 대한 지식, 공학적 

지식, 조직화 능력, 피드백을 주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oodyear et al. (2001)은 교사는 원격 교육을 통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며, 학습을 탐색하고 평가하며 기술을 이용하여 수업을 

설계하며, 행정적인 부분과 학생의 생활에 대한 상담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격 교육의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면 수업 상황과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Ascough, 2002; Tsai & 

Machado, 2002).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사가 가르쳐야 할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격 교육 상황에 적절한 수업을 설계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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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상황에서 학생과의 풍부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ICT 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하며, 학습의 결과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2.4.1 교사의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원격 교육의 진행에는 특히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는 교사가 대면으로 이루어져 온 교육을 원격 

환경으로 전환하는 디지털화 과정(process of digitalization)과 교사의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을 다루었다(Calvani et al., 2012; 

Lund et al., 2019). 디지털 역량은 기술적 역량(technical 

competence)뿐만 아니라 학습 및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및 디지털 문화에 참여하려는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Ilomäki et al., 

2016). 따라서, 디지털화는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화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한다(Aagaard & Lund, 2019; 

Damşa & Jornet, 2016). 교사들은 원격 교육 및 디지털 역량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Buchanan et al., 2013).

Gudmundsdottir & Hatlevik (2018)은 전문적 디지털 

역량(professional digital competence)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디지털 

자원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역량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일반 디지털 역량(generic 

digital competence)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포함하여 교사들이 ICT를 

자신의 실행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적 기술, 지식 및 태도를 

수반한다. 둘째, 교과-물질 디지털 역량(subject-matter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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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은 모든 교과의 세부 사항과 ICT를 통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셋째, 전문성-관련 디지털 

역량(professional-related digital competence)은 지식과 기술을 교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교수 모델, 활동, 자료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과목 혹은 직업과 관련된 디지털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디지털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지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Aagaard & Lund (2019)는 

변혁적인 디지털 역량(transformative digital competence)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수 실행을 개혁하고 새롭게 교체하는 

능력을 포착하고, 교사들이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필수 요소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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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접근에 따라 중등학교 과학 교사가 

COVID-19로 인한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현한 교사 

행위주체성을 탐색하고, 교사의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참여자, 연구가 수행된 구체적인 상황,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맥락

본 연구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총 16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COVID-19로 인한 원격 과학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중등학교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맥락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COVID-19로 인한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한 경험이 있는 6인의 중등학교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Ⅲ-1>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며 교사의 이름은 가명이다. 이들의 성별은 남교사 2인, 여교사 

4인이었으며, 교육경력은 2020년을 기준으로 3~7년이었다.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 및 학교가 위치한 지역, 학교 특성은 다양하였다. 

또한, 이들이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지도한 교과목 역시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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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교육경력(년)* 학교 2020학년도 

지도 과목

2021학년도 

지도 과목

교사 A 여 3 중학교 중학교 과학 3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

교사 B 남 7 고등학교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생명과학 Ⅰ

생명과학 Ⅰ

생명과학 Ⅱ

생명과학 실험

교사 C 여 6 중학교 중학교 과학 2 중학교 과학 1

주제 선택 과학

교사 D 남 6 고등학교 과학 교양

과학탐구 실험

생명과학 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

교사 E 여 5 고등학교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생명과학 Ⅰ

생명과학 Ⅰ

생활과 과학

교사 F 여 3 고등학교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생명과학 Ⅱ

생명과학 Ⅰ

생활과 과학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 2020학년도 기준

연구자가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그중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6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성별, 교육경력,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 위치 및 

학교급, 최종 학력은 특정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는 교사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다른 학교에 

근무하였으며, 교사 C와 교사 E는 같은 교원 양성 기관을 경험하였으나 

이 두 교사를 제외하고는 참여 교사 중 누구도 공유하고 있는 집단 및 

배경이 없었다. 

2020학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 교사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세 번째 인터뷰 진행 후 참여자들을 상대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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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의사를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 6명 중 교사 A와 교사 D가 

개인적인 사유로 연구 참여를 중단하였으며 교사 B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교사 B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2021학년도에 원격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자료는 수집하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2 연구 맥락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원격 수업과 관련하여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교사들이 위치한 개별적인 맥락을 

소개한다. Bourdieu (1990)에 따르면 사회의 구조는 다수의 분화된 

장(field)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의 장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를 생산해 내는 상징적 공간까지 포함한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그가 속한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이때의 맥락은 사회 구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가 실제로 교육 활동을 펼치는 

교실이나 학교의 구조는 관련된 장의 중첩 및 재구조화의 결과물이 

된다. 즉, 교사들이 위치한 미시적인 맥락은 다양하지만, 이는 거시적인 

구조가 재구성된 결과이다. 행위주체성은 교사가 자신이 위치한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행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Riveros et al., 2012; Wei & Chen, 2019). 따라서,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속한 사회의 구조 및 공유하고 있는 수준의 맥락 역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 모여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20). 구체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격 교육을 준비하고,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원격 교육을 도입하며, 일주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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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고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에게 원격 교육을 도입하였다. COVID-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자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등교 수업을 

재개하였으나, 팬데믹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격 학습을 통한 정규 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 교육 준비 및 점검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거나‘원격 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하고, 일반 학교의 원격 수업 성적처리 기준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다. 또한, 원격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원격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기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 EBS 및 관련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안내 및 지원은 원격 수업 출결, 수업 일수, 학생부 

기재, 평가 그리고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급하는 부분에 

집중되었다. 반면, 실제로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델이나 원격 교육 진행을 위한 기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으며, 상당 부분 학교나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동일한 원격 수업의 진행 일정 및 수업 출결 기준, 평가 

기준 등을 따랐다. 또한, 교사들은 원격 교육 도입 초기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이 최선의 방식으로 다루어진 사회적 담론, 원격 수업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 잦은 학사 

일정의 변화와 같은 문화적 차원과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같은 물질적 차원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공통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 학교의 특성, 학교의 지배적인 문화 등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미시적인 맥락에 위치하였다(표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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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 특성 학생들의 

학업 수준

학교 공동체 

분위기

학교에서

의 역할

학습공동체 

활동

교사 A 농어촌 

소재의 

공립중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

학교장의 

민주적인 

공동체 운영과 

구성원 간의 

활발한 협업

저 경력의 

담임 교사

학교 내 

원격 수업 

TF팀 참여

교사 B 중소도시 

소재의 

자율형 

공립 남자 

고등학교

과학 중점 

과정 운영

학생들의 학

업 성취도가 

높고 학업 

및 과학에 

대하여 관심

이 높음

교사들의 협

조적이고 활

발한 의사소

통 문화

영재 과학 

부장

(2020년)

정보부장

(2021년)

지역 교육청 

주관의 원격 

수업 사례 

공유 활동에 

참여

교사 C 신도시 

소재의 

대규모 

공립 

중학교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평균적인 

수준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음

변화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이며, 

자발적인 

협력과 

학습이 

활발한 문화

원격 수업 

운영을 위

한 소통 

조직의 과

학과 대표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참여

교사 D 대도시 

소재의 

공립 남자 

고등학교

과학 중점 

과정 운영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관심은 

양극화되어 

있음

교사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일부 주제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통일된 

방식이 

제안되는 

문화

과학 중점 

과정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

시 단위 

교과 연구회 

소속

<표 Ⅲ-2> 연구 참여자가 위치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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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경력 3년 차에 들어서는 저 

경력 교사이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교육경력의 모든 기간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교사 A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농어촌 소재의 중학교로 교사당 학생 수가 평균보다 조금 많은 

학교이다. 학교에서 공개한 2020학년도 학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학습에 대한 열의 

역시 그다지 높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율 

역시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장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업하였다. 또한, 학교 조직이 학습을 위한 

공동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들이 학교 현장 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모든 교사는 한 해에 자신의 수업을 1회 이상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교내 자율 장학 지도를 받는 등 수업의 개방과 

구분 학교 특성 학생들의 

학업 수준

학교 공동체 

분위기

학교에서

의 역할

학습공동체 

활동

교사 E 대도시 

소재의 

사립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음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문화

과학부장

(2021학

년도)

학습 조직에 

속하지 않음

교사 F 신도시 

소재의 

공립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운영 시범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관심은 

평균 수준

활발한 소통 

및 협력이 

일어나며,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

저 경력의 

담임 교사

학교 내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소속

<표 Ⅲ-2> 연구 참여자가 위치한 맥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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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갔다. 

원격 교육이 도입되자 교사 A의 학교에서는 원격 교육의 도입과 진행을 

위한 TF팀을 개설하여 원격 교육과 관련된 학교 차원의 운영 

방안에서부터 교사들이 이용 가능한 교수·학습 전략을 학습하여 

교사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원격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조직은 연구부장, 학년부장 등 주요 부서 부장들과 각 

학년 담임 중 젊은 편에 속하는 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사 A 역시 

이 조직에 속하였다. 교사 A는 이 조직에서 주로 원격 교육 플랫폼의 

종류 및 이들의 장, 단점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였다. 이 조직 안에서의 

소통에 대하여 교사 A는 팀의 추구하는 목적 및 수단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였으며, 교사 A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 A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2020학년도의 중심 화제를 “언택트 시대의 

창의적인 수업 방법과 교육과정 설계”로 설정하고, 원격 교육 상황이 

가지고 오는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행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사 B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경력 7년 차에 들어섰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서 가장 긴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다. 교사 B는 

지금까지 교육경력을 주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광역 모집을 

통하여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나 과학 중점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교사 B가 2020학년도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공립 남자 고등학교로 교사당 

학생 수가 평균보다 많은 학교로 해당 지역 권역에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높은 과학 

성취도와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는 과학 심화 

교육과정을 활발하게 운영하였으며, 교사 B는 과학 영재 부서의 

부장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과학 활동을 

제공하였다. 교사 B는 학교의 분위기가 학생들의 성과를 지향하기보다는 

학생의 배움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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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분위기 역시 매우 민주적이며, 각 업무 

간의 협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교사 B는 2020학년도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기에 원격 교육 도입을 위한 교내 임시 조직에 

속하거나 교내 연구부서에 속해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평소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다양한 원격 교육 방식을 시도해보았고, 이를 

동료 교사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자청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 그는 

교내 정보과학부서의 부장이 되어 원격 교육의 진행 및 원격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교사 C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경력 6년 차에 들어섰으며 

지금까지의 교육경력을 같은 지역의 중학교에서만 근무하였다. 교사 C가 

2020학년도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신도시 소재의 대규모 중학교이다. 

그리고 교사당 학생 수 및 학급 평균 학생 수가 평균보다 많은 

학교이다. 교사 C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학부모의 민원이나 제안이 

잦은 환경이라고 평가하였다. 학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는 

대규모 학교로서, 많은 인원이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교사 

C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교사 C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혁신 교육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를 다방면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학교의 관리자나 대부분의 교사가 혁신 교육의 가치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변화에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제안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전 과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거나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전폭적으로 제공하는 

등 변화에 개방적이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장려하였는데, 학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교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가입하였으며, 학습공동체 활동의 필요성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체로 높았다. 교사 C는 과학과 교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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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였으며, 공동체 활동은 주로 교과 연구를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교사 C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 평가 보고서에서 대면 교육에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되자 학교 

차원에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방향성을 교육 주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수립하고 실천하며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은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원격 교육에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나 교수·학습 전략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며, 정보 교과 교사의 

제안으로 과학-수학-정보 융합 프로젝트 연수를 진행하는 등 

자발적이고 활발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는 원격 교육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소통 조직을 만들어 구성원 사이의 협력과 소통을 

장려하였다. 교사 C는 원격 교육을 위한 학교 내의 소통 조직의 과학과 

대표로서, 과학과에서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나 

원격 교육의 진행 노하우를 전달하고, 소통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사항을 

과학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사 C는 전반적으로 학교 교사들의 

연령대가 낮은 편이고, 이로 인해 분위기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직에 임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교사 D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경력 6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같은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교사 

D가 2020학년도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대도시 소재의 공립 남자 

고등학교로 교사당 학생 수가 평균 수준이다. 교사는 과학 중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으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교사 D는 과학 성취도가 낮으며, 과학 

학습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학생이 과학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 D는 평소에 같은 지역의 교사들이 활동하는 교과 

연구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을 고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저술 활동을 하였다. 또한, 

교사 D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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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대한 항목이 다른 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학교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이를 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면 교육에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교사 D가 근무하는 학교는 감염증의 확산을 막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였으며, 학생 활동 역시 

방역 활동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교의 관리자와 교무부 교사들은 학교의 맥락에 

적절한 원격 교육 제공 방식을 논의하였으며, 의사결정 결과를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안하였다.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 과정은 주로 저 

경력의 젊은 교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었으며, 젊은 교사들은 고경력 

교사들의 원격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교사 D는 전반적인 학교의 

분위기는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일부 주제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의사결정이 우선시 되는 문화라고 평가하였다.

교사 E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경력 5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지금까지 학습 성취도가 높은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교사 E가 

2020학년도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대도시 소재의 사립 여자 

고등학교로 교사당 학생 수 및 학급 평균 학생 수가 평균보다 높은 과밀 

학급이다. 또한,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및 과학에 대한 성취도가 높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과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관심이 높은 학교이다. 

교사 E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의사결정이 비교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교사 E는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많은 교사들은 

지식의 전달과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원격 교육이 도입된 

시기에 교사 E의 학교는 출석 기준이나 평가 기준과 같은 수준의 원격 

교육의 기준을 제공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수업 진행에 대하여 교사의 

자율에 맡겼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원격 교육에 요구되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원격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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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F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교육경력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대학 학부 과정에서 생명 공학을 전공하였으며, 교직과정 이수를 

통하여 교사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석사과정에서 과학 교육을 전공하였다. 교사 F는 지금까지의 교육경력을 

모두 같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학교는 신도시 소재의 공립 

고등학교로 교사당 학생 수 및 학급 평균 학생 수가 평균보다 높은 과밀 

학급이다. 그녀는 학생의 성취도나 학습에 대한 관심이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교사 F의 학교에서도 교사 C와 마찬가지로 

혁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이 

활발하였다. 교사 F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직을 통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원격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격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일부 

교사에게 업무가 쏠리거나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 운영을 하게 되며 한 

교사가 다양한 과목을 지도하는 상황이었다. 원격 교육이 도입된 시기에 

교사 F의 학교에서는 하나의 수업 플랫폼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였고, 

구체적인 수업의 방식이나 원격 수업에 사용하는 기기는 교사의 자율에 

맡겼다. 교사 F는 교사들이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다른 

교사의 원격 수업에 관여하지 않는 문화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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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원격 과학 

수업을 실행한 중등학교 과학 교사 6인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이다.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포착하고,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로 교사와의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교사의 실행 및 의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교사가 수업에 

활용한 교육 자료 역시 수집하였으며, 교사가 위치한 학교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공개한 학교평가 보고서 역시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 실행과 그 의도를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교사 스스로 형성한 의미와 발현된 행위주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Biesta et al., 2017; Ryder et al., 2018). 또한, 교사의 발화를 

통하여 그의 실행을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행위주체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심층 인터뷰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e.g., Bergh & & Wahlström, 2018; Biesta et al., 2017; 

Buchanan, 2015; Priestley et al., 2012; Ryder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주된 분석 자료로 교사와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선택하였으며, 교사가 사용한 교육 자료 및 관련 문서들은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고 보충하는데 사용되었다. 

  인터뷰는 본 연구의 저자가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진행 이

전에 연구 참여자 중 누구와도 사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교

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도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의 실행을 해

석하고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교사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생긴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시작하였다. 이후 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이후, 2020학년도 종료 시기, 2021학년도 준비 시기,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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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까지 총 5회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학기의 말, 정기 고사 이후와 

같이 교사가 자신의 실행을 성찰하고 학생의 학습을 점검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에 진행하였다. 1회의 서면 인터뷰를 통하여 교사의 

기본적인 정보와 원격 교육 실행을 파악하고, 이후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COVID-19로 인하여 지역 간 이동 및 대면이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는 연구자와 참여 교사가 일대일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각 회기 당 평균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먼저 해당 차시의 주요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과학 

교육 목표 및 지향을 탐색하기 위한 인터뷰 회기에서는 먼저 

연구자가‘교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교육의 목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발화에 따라 “그러한 목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져 응답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러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와 같이 더욱 

심화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해를 확장해나갔다. 

<표 Ⅲ-3>과 <표 Ⅲ-4>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하였던 주제에 대한 담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던진 인터뷰 개시 질문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연구 주제 Ⅰ를 위하여 던진 질문은 <표 Ⅲ-3>과 

같다. 이 질문들은 연구 주제 및 이에 따른 연구의 질문에 따라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교사의 실행으로 드러난 

행위주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고, 두 번째 범주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주체성은 ‘행위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Giddens, 

1984)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과 목표(goal)를 바탕으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다(Basu et al., 2009). 따라서, 첫 번째 범주인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은 주로 교사가 과학 

교육, COVID-19로 인한 원격 교육의 도입 이전에 실행하였던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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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 및 원격 과학 교육에 관해 형성한 의미와 이에 따른 그들의 

수업 목표 및 실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교사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범주 질문 내용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

Ÿ (이전의) 과학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Ÿ (이전의) 과학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Ÿ (이전에) 과학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Ÿ 어떠한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원격 과학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Ÿ 원격 과학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초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

Ÿ 과학교사로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무엇입니까?

Ÿ 과학교사로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무엇입니까?

Ÿ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한 지원 혹은 

제약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과학교사로서 가지고 계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Ÿ 과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Ⅲ-3> 연구 주제 Ⅰ의 인터뷰 개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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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교사의 교수 지향 및 과학 교육 목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의 역할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 

수업 실행에 초점을 둔 부분이나 실행 사례를 질문하였다. 또한,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교수 실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가 어떠한 원격 

과학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을 전개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의 

원격 과학 수업 실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어떠한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교사의 응답에 따라 ‘그러한 원격 과학 교육 제공 형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면으로 실행해온 교수·학습 접근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실행을 전개하였는지’ 등으로 

질문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교사가 형성한 의미와 실행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이전의 대면 과학 교육과 

원격 과학 교육 상황을 구분하여 질문함으로써, 과학 교육의 제공 

형식에 따라 교사가 변화하는 상황을 기민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념 및 목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위하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포착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교사 행위주체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에 관한 

질문이다. 교사 행위주체성은 행위자가 위치한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Archer, 2000; Giddens, 1984), 이는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Emirbayer & Mische, 1998; Pantić, 2015; 

Priestley et al., 2015). 즉, 과거의 경험, 미래에 대한 목적 그리고 

현재 교사가 위치한 맥락의 문화적, 구조적, 물질적 요인은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과거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형성하게 된 가치 및 전문성, 미래의 실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목표나 방향. 그리고 현재의 실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원과 제약을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의 반복적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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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건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투영적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실천적-평가적 차원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험한 지원이나 제약을 질문하였다. 

교사의 응답에 따라 ‘교사가 지적한 요소가 지원 혹은 제약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 이유’, ‘교사가 가진 교육적 목표를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했던 노력’ 등으로 질문을 확장하였다. 

연구 주제 Ⅱ를 위하여 던진 질문은 <표 Ⅲ-4>와 같다. 이 질문들 

역시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포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과학교사가 원격 교육 시행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자신의 실행을 성찰하지 않고 되풀이하기보다는 

변화하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며, 원격 과학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해 원격 교육 실행과 그중에서 

만족스러웠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교수 

실행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원격 교육 두 번째 해의 교수 실행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격 과학 교육 두 번째 해의 교수 

실행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교사의 응답에 따라 ‘지난해 실행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만족스러웠으며, 이를 올해에도 사용하고 있는지’, 

‘지난해 실행 중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올해 이를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새롭게 문제가 된 

것이 있는지’ 등으로 질문을 확장해나감으로써 교사가 새로운 일상이 

된 원격 교육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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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격 과학 교육 두 번째 해의 상황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해의 원격 과학 교육 

실행 경험이 2021학년도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교사가 

위치하고, 그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의 반복적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지난해 원격 교육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교사의 행위주체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기 위한 질문으로 확대해나갔다. 투영적 차원에서는 원격 

범주 질문 내용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

Ÿ 2020학년도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어떠한 수업을 

실행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2020학년도 원격 과학 교육에서 만족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2020학년도 원격 과학 교육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

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2021학년도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어떠한 수업을 

실행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

Ÿ 2020학년도 원격 과학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한 지원이나 제약은 무엇이었으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2021학년도 원격 과학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목표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2021학년도 원격 과학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한 지원 및 제약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Ÿ 2020학년도 원격 과학 교육 경험이 2021학년도 

원격 과학 수업 실행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표 Ⅲ-4> 연구 주제 Ⅱ의 인터뷰 개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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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 목표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난해 원격 교육 

경험으로 인하여 교사의 목표가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천적-평가적 차원에서는 원격 교육 도입 두 번째 해의 실행에 지원 

혹은 제약으로 느껴진 것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교사가 인식한 맥락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응답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하였을 

때, 원격 과학 교육 목표에 변화가 있는지, ‘지난해 원격 교육 환경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를 인식하였는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새롭게 지원 혹은 제약이 된 요인은 무엇인지’ 등으로 

질문을 확장해나갔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된 교사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그들이 

과학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교육적 목표와 선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시각에서 그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 교육 제도 및 구조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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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3.1 자료 분석 방법

행위주체성은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위자의 역량으로 정의된다(Archer, 2000; Basu et al., 2009; 

Emirbayer & Mische, 1998; Giddens, 1984). 즉, 행위주체성은 

행위자가 만들어내는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자세이며, 의지를 가진 

행동 능력을 의미한다(Biesta & Tedder, 2006). 따라서, 개인의 

행위는 맥락에 의해 촉진되거나 저해되고, 맥락 역시 개인의 행위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교사의 행위는 맥락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결정된다기보다 교사와 맥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현상으로 접근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의 다양한 

양상 중에서도 변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기존의 실행 

양식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행위주체성(Haapasaari et al., 2016)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실행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기보다는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행으로 드러난 

행위주체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위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교사의 주체적인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실행과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주된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Martin 

(2020)과 Martin & Carter (2015) 역시 교사의 담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들의 행위주체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문화적/담화적 심리학(Cultural/discursive psychology)에 기반하여, 

공적인 담화를 개인의 인지의 일부로 상정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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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대한 참여를 이해하는 관점(Davies & Harré, 1990)을 

취하였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사회적 혹은 심리적 실재는 대화 속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행위에 대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포지셔닝하는 언어 표현을 통하여 행위주체성을 

포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특정한 상황에서 교사의 사회적 

행동을 분석하고, 그 의도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개인의 심리적 

영역과 사회적 실행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맥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현되는 행위주체성을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반 구조화된 

인터뷰에서 교사가 맥락을 해석하고, 이에 적절한 실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보고하는 담화를 통하여 행위주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행위주체와 구조와의 분석적 분리를 

통하여 실행으로 드러나는 행위주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따랐다. 따라서 교사의 담화 속에 나타난 맥락에 대한 해석, 

이에 대한 교사의 능동적인 의사결정 및 자신의 실행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 담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 속에서 행위주체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포착하였던 연구들(e.g., Andrée & Hansson, 2021; Erss, 2018; 

Ketelaar et al., 2012; Priestley et al., 2012; Ryder et al., 

2018)이나 도전적인 맥락에서 교수 실행을 통하여 나타난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포착하였던 연구들(e.g., Buxton, 2015; Martin & Carter, 

2015; McNicholl, 2013; Rivera Maulucci, 2015; Wray & 

Richmond, 2018)을 비롯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다룬 실증적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행위주체성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준거를 설정하였다. <표 Ⅲ-5>는 행위주체성의 

발현 준거와 그 특징이 드러난 담화를 과학 수업에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실행의 목표로 설정한 교사 C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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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접근에 변화를 주었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준거를 크게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전문적 의사결정’, ‘자신의 실행에 대한 성찰과 실행의 

재조정’으로 설정하였다. 각 단계는 교사가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일련의 과정의 핵심적인 특징을 범주화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의 핵심적인 특징을 모두 나타낸 경우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에피소드로 코딩하였다. 먼저, 교사 행위주체성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교사가 자신이 위치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상황에 내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주체적인 행위와 교사의 전문적 학습을 맥락 내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교사가 맥락 안에서 자신의 시각에 따라 

지식을 재구성한다는 주장(Riveros et al., 2012)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교사가 실행을 통하여 행위주체성을 표현하고, 이 실행에 대하여 

교사가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황화된 존재로서 맥락을 창조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가 자신의 시각에서 상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행위주체성 발현의 시작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교사가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이 과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해석하고, 교수 실행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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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정의 예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Ÿ 교사가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에 따라 변화하는 상

황을 비판적으로 인식

Ÿ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학

생의 과학 학습을 지원하

기 위하여 상황 속에서 발

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를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

Ÿ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수업 

활동에 많은 제약과 조건이 

따라서 학생 참여를 최대한 

촉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가하여 

수업 목표와 수업 수준이 퇴

보하였다고 느낍니다.”(교사 

C, 1차 인터뷰, 2020.11.22.)
전문적 

의사

결정

Ÿ 교사가 전문적 지식을 바

탕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실행을 설계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교육과정

을 재구성하고, 평가를 고

안

Ÿ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감하

게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

적으로 실행을 추진

Ÿ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의 

행위주체성을 위하여 전문

적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

Ÿ “수업 중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바뀐 

학생들의 대답을 촉진하기 위

하여 발문의 형태를 바꾸고, 

학생들이 편한 방식으로 대답

을 격려하였습니다. 예를 들

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

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카메라에 대고 손가락으로 위 

또는 아래만 가리켜줘도 선생

님이 여러분의 대답을 볼 수 

있어요~’등으로”(교사 C, 

1차 인터뷰, 2020.11.22.)
성찰과 

재조정

Ÿ 교사가 자신의 실행이 과

학 교육 목표에 부합하며, 

학생의 과학 학습을 진정

으로 지원하였는지 비판적

으로 성찰

Ÿ 목표에 적절하게 실행을 

재조정

Ÿ “작년에는 일단 최고로 아쉬

웠던 것이 강의식 수업에 갇

혀서 수업을 한 점(중략) 저

는 정말 재미없는 내용으로 

강의만 하는 게 너무너무 아

쉬웠고요, 실험 수업도 못하

고 그래서 주제 선택 과목에

서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 있

는 활동을 하면서 흥미를 느

끼도록 했어요.”(교사 C, 5

차 인터뷰, 2021.7.22.)

<표 Ⅲ-5>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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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단계는 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이 단계는 다시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고안하고, 변혁적 실행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략을 고안하는 것은 교사가 교육학적 지식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실천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황에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는 

것 역시 이 단계에서 요구된다. 특히, 대면 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원격 

교육에서는 학습 환경 조성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교사가 가치를 두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의 양과 방향이 재구성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단계는 특히 시간성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하는데, 

행위주체성이 개인의 단기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목표와도 

연결되는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Eteläpelto et al., 2013). 또한, 이 

과정은 현재 상황에 존재하는 요구, 딜레마, 모호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행위 가능한 대안적인 여러 경로에 대한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판단, 

행위자의 능력(capacity)인 실천적 평가적 주체성에 기반하는 

것(Bridwell-Mitchell, 2015)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과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사가 자신이 과거에 진행해보았던 

학생 중심 활동을 원격 교육 상황에 적절하게 변용하여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언급한 담화는 전략 고안으로 코딩되었다. 

그리고 변혁적 실행은 교사가 자신이 고안한 전략에 부합하는 실행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교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실행을 

추진하는 자세,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Lukacs & Galluzzo, 2014) 그리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함으로써 교육의 질에 투자하려는 기업가 정신과 의지(Van der 

Heijden et al., 2018)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및 담론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실행 역시 포함하였다. 또한, 변혁적 실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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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개인에서 집단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실행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과 소통을 전개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도식에 필기를 하고 이를 송출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겪었던 기술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방법을 다른 교사에게 공유하는 과정을 언급한 것을 

변혁적 실행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성찰과 재조정은 교사가 실행의 결과를 검토하고,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실행이 이에 부합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목표에 적절하게 실행을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교사가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수업과 

교육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가 요구된다(Bandura, 2001; 

Van der Heijden et al., 2018). 예를 들어, 교사가 자신이 선택한 

원격 교육의 제공 형태가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하게 원격 교육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성찰과 재조정으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행위주체성을 코딩하였으며 이때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는 행위주체성의 발현 준거로 설정한 특징이 

드러난 담화(discourse)였다. 이는 인터뷰에서 참여자의 발화를 문장 

단위 혹은 말 차례(turn taking)와 같이 물리적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위주체성은 개인이 맥락을 자신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이를 재구성하며 적절한 행위를 형성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행위주체성의 

발현 준거에 따라 문제 상황을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교사의 

아이디어의 전개 과정이 나타나거나,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한 성찰과 

재조정을 포함하는 담화 각각을 분석의 단위로써 취하였으며, 이 세 

단계가 모두 드러난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주체성의 발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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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적절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을 문제로 인식하고, 적절한 원격 과학 교육을 강구하고 

실행으로 옮기며, 그 과정에서 원격 수업의 제공 방식을 EBS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서 교사가 제작한 수업 영상을 제공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행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실행을 전개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행위주체성의 발현 및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행위주체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담화는 총 46개가 추출되었으며,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난 담화는 18개, 전문적 의사 결정이 

나타난 담화는 16개, 성찰과 재조정이 나타난 담화는 12개였다. 이는 

교사가 원격 교육 상황이 가지고 온 변화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상황에 

적절한 실행을 전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교사 D의 경우, 자신의 2020학년도 원격 

과학 교육 실행에 만족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실행을 고수하며 다음 해에 더 나은 

실행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담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성찰과 

재조정이 나타난 담화의 수는 전문적 의사결정이 나타난 담화의 수와 

비교하여 더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사가 주체적인 실행을 

시도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실행에 대하여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교사의 

성찰이 필연적으로 실행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교사 B는 수업 내용 전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강의에서 자신이 미리 제작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교사는 자신의 의도보다 학생들이 실시간 질의응답에 참여하지 않으며, 

실시간 소통 수단보다 메일이나 패틀렛을 통한 소통이 더욱 효과적임을 

깨닫고, 이러한 형태의 수업을 그만두였다. 

자료 분석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행위주체성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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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행위주체성에 대한 특징을 귀납적으로 요목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 교육 전문가 1인과 함께 분석 준거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분석 준거를 과학 교육 전문가 4명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한 분석 준거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와 

교사가 제작한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Strauss & Corbin, 

1998)하며 교사의 실행 및 의도,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 교사의 발화를 연구자의 주관으로 해석하거나 변형하지 

않았으며, 의미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되묻는 과정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이해 및 분석을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분석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과학 교육 전문가 2인과 검토하였다. 

3.2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는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에서 교사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 

발현한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포착하고, 이때 영향을 미친 맥락을 

분석하였다(그림 Ⅲ-1).

<그림 Ⅲ-1> 자료 분석 절차

먼저, 교사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포착하기 위하여 교사의 실행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전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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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교사가 제작한 교육 자료, 교사의 학교에서 공개한 학교 평가 

보고서 등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으며 교사의 실행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실행에서 <표 Ⅲ-5>에서 제시하였던 행위주체성의 발현 

준거를 기반으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판단되는 담화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행위주체성의 발현 준거 3단계가 모두 드러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교사가 전개한 실행의 

기저에 있는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교사 행위주체성을 탐색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사의 응답 중에서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생각되는 실행을 중심으로 그 실행의 의도, 사용한 전략, 실행의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다음으로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을 Biesta & Tedder (2006)가 

주창한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분석하였다.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행위주체성을 특정한 맥락에서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조건이 관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되는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행위주체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시간적 차원-반복적 

차원(iterational dimension), 투영적 차원(projective dimension), 

실천적-평가적 차원(practical-evaluative dimension)-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차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현상으로 교사 행위주체성을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Priestley et al. (2012)가 

제안한 핵심아이디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세 

가지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주체성에 대한 맥락의 

영향이다. 행위주체성은 단순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역량에만 의한 

것이 아닌 그가 위치한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생태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둘째, 행위주체성의 시공간적 성격이다. 즉, 

행위주체성은 특정한 시점에서의 분절된 사건이 아닌, 과거의 경험, 

미래에 대한 포부, 그리고 현재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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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 셋째, 행위주체성과 맥락의 분석적 분리이다. 즉, 특정 

사례에서 개인의 행위주체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역량이 

행위주체성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맥락적 요인 또는 

생태적 요인(사회 구조, 문화, 물질)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얻은 행위주체성 발현의 두 범주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개인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각 측면의 요소들을 분절된 

것으로 식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사의 행위주체성이 발현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 Ⅱ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였다.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격 교육 도입 

이전의 대면 과학 교육, 원격 교육 첫 번째 해 그리고 두 번째 해의 

교사의 교수 실행으로 나타난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과 교사의 관계적 상호작용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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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변화의 주체로서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 탐색 : 

COVID-19로 인한 원격 교육의 도입 시기를 중심으로1)

연구 결과의 첫 번째 장에서는 대면으로 진행되어온 과학 교육을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주체적인 실행을 탐색하고, 

이때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COVID-19로 인한 우리나라의 원격 교육은 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교육 

현장의 변화로써,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한 교육 혁신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차질없이 원격 교육 상황에서 과학 

수업을 제공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원격 교육에 요구되는 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학습과 원격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숙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갑작스럽게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하게 된 상황에서 과학교사가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을 

위하여 원격 교육의 방법 및 교수∙학습적 접근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교사가 원격 

교육을 실행하면서 직면하게 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을 전개하고, 이를 성찰하고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주체성이 나타난다고 상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원격 

수업 실행을 분석한 결과 <표 Ⅳ-1>과 같이 과학교사는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수업을 원격 교육에서도 실현하기 위하여 대면 수업과는 

다른 원격 수업 접근을 시도하여 자신의 수업을 변화시키거나 대면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면 

1) 이 장은 이혜경과 김희백 (2021). 변화의 주체로서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

성 탐색-COVID-19에 따른 원격 수업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1권 3호에 게재된 논문을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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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에서 원격 과학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실행에 변화를 

주었던 교사들은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교사 A, 교사 B, 교사 

C는 원격 과학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원격 

교육의 진행에 대한 제안, 예를 들어, 원격 교육의 제공 방식이나 

교수·학습적 접근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과 같이 실행의 큰 틀을 

제한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 수준의 원격 교육 운영안의 틀 

내에서 자신의 의도에 기반한 실행을 전개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 

실행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약을 경험하였다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D와는 다르게 실행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학교
교수 실행의 

초점

원격 교육 

도입

원격 교수 

실행
행위주체성

교사 A 농어촌 

중학교

학생 참여

기존의 

교수 

실행과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 

경험

적극적으

로 변화 

주도
변화의 

주체로서 

행위주체성 

발현

교사 B 중소도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 주도 

학습

교사 C 신도시 소재 

중학교

학생 참여

교사 D 대도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 참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변화

교사 E 대도시 소재 

고등학교

지식 전달
도전에 

직면하지 

않음

변화 없는 

실행

행위주체성 

발현의 제한교사 F 신도시 소재 

고등학교

지식 전달

<표Ⅳ-1>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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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사 D는 학교로부터 원격 교육의 제공 방식을 제안받으며, 

그의 실행의 큰 틀을 제한받았다. 따라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교수 실행에 변화를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교사 A, 

교사 B, 교사 C와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지만, 교사의 실행에 제한이 

존재하였는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주체성의 

발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원격 교육에서도 대면 과학 교육과 유사한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대면 교육에서 진행하였던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단방향으로 

전달한 교사 E와 교사 F는 그러한 원격 교수 실행이 전문적 의사 

결정과 원격 교육 환경에 대한 숙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행위주체성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힘든 사례로 구분하였다.

교사 행위주체성은 행위주체와 구조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두 요소의 변증법적인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Archer, 2000; Giddens, 1984).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렌즈인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행위주체성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인과 맥락 사이의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출현하는 

현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Biesta & Tedder, 2006). 많은 

연구에서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및 가치, 교사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 교사의 생애사 및 경험은 행위주체성이 발현하는 자원이 된다고 

주장한다(Birt et al., 2019; Biesta et al., 2015; Priestley et al., 

2012; Wallace & Priestley,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풍부하게 탐색하되, 분석적인 시각에서 

개인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상술한다. 하지만 각각의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이들 요소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하여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되었는지 통합적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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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격 과학 교육의 도입에서 변화 주도

교사 A, 교사 B, 교사 C는 원격 교육이 도입되기 이전의 대면 과학 

수업에서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과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하여 최적의 방식을 

나름대로 형성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원격 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자신의 실행에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와 원격 교육 환경에 적절한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 자신의 실행을 반성하며, 원격 교육 상황에서 자신의 과학 

교육 지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행을 변화시켜나갔다. 

1.1.1 실행으로 나타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교사 A의 사례

교사 A는 과학교사는 학생이 과학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과학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생은 과학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로서 자신의 배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 A는 학생이 과학 수업 시간에 교사의 

전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보다는 교사가 

소개하는 과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수업에 개입하며, 나아가 

자신의 배움을 동료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과학지식의 핵심적 아이디어와 과학적 사고 및 탐구를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을 추구하고 있었다. 교사 A는 “학생들이 포도당 분해의 

화학식이나 시트르산회로와 산화적 인산화, 이러한 세부적인 개념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인간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밥을 먹으면 일련의 대사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정도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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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라고 예를 들며, 과학 지식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수업에서 내용적 측면의 목표라고 말하였다. 특히, 교사 A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과학 지식을 

안내하기보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정보는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사고능력, 그리고 선택한 정보를 통해 행동하기 위한 능력,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은 모든 일상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

교사 A는 과학 수업을 통하여 과학 지식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과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과학 수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과학의 핵심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녀의 교수 실행의 목표는 학생이 과학 수업에 진정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교사 A는 다양한 과학탐구 활동을 도입하거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원격 교육이 도입되어도 교사 A가 과학교사로서 설정한 목표와 과학 

교육 목표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여도 

이해가 있는 수업, 나눔이 있는 수업을 꾸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교사 A, 1차 

인터뷰, 2020.11.9.)라고 말하며 원격 교육 환경이 교수 실행에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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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나타났다. 즉, 교사 A는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을 위하여 교수 실행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한 것이다. 특히 교사 A는 원격으로 과학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을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실행을 통하여 행위주체성을 

나타냈다. 

교사 A 역시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원격 교육을 실행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맞추어 수업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도 

도전적이었다. 교사 A는 “원격 수업을 하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원격 

수업을 하라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라고 말하면서 원격 교육 도입 초기에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표현하였다. 교사 A의 학교에서는 원격 교육이 시행되자 학교의 거의 

모든 교사가 단방향으로 EBS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의 

원격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사 A 역시 원격 수업의 도입 시기에는 차질 

없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EBS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EBS 콘텐츠는 이미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고, 콘텐츠의 질 

역시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격 

교육이 장기화되자 교사 A는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단방향으로  EBS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의 수업은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을 충분히 다루는데 

적절하지 못하며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해 및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전달하고 강조하고 싶은 핵심 학습 요소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EBS에서 다루는 것과 미묘하게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우리 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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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사 A는 자신의 수업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원격 교육의 제공 방식을 바꾸었다. 이러한 수업 

형태는 EBS 콘텐츠를 제공할 때 교사가 당면하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교사는 한 차시의 수업에서 핵심적인 개념을 한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업 영상을 

제작하였다. 교사 A는 원격 수업 영상에서 해당 차시의 핵심 개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고, 매 차시 수업 초반부에는 지난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비중을 크게 두어 그 단원에서의 핵심 개념을 

지속적으로 되짚어 주었다. 

세포분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은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세포분열 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1차시에는 실제 세포분열 시 염색체가 
이동하는 경로를 영상으로 보여주었으며, 염색체 막대기(교구)를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2차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습지에 그림을 그려보게 
하였으며, 3차시에는 교구를 이용한 설명 및 학습지에 그림을 그려보는 
복습을 하였습니다. (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

교사 A는 수업 영상을 사전에 제작하고 제공하는 형식의 수업은 과학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비동시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원격 교육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부족하였으며, 교사가 학생의 실제 학습 상황을 확인하기에 매우 

어려웠다. 교사 A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차시 

수행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많은 양의 과제물을 확인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하여 개별 

연락을 취하는 것과 같은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즉, 단방향의 

원격 교육은 학생과의 즉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실제 학습 상황 및 이해를 알 수 없었다. 또한, 교사 A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단방향 수업으로는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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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 A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도입하였다.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단방향 수업에서는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개별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학급의 분위기를 고려할 수도 없었습니다. 쌍방향 수업으로 
인하여 수업 중 질문을 할 수 있고 대답을 들을 수 있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해확인이 조금 더 용이해졌습니다. (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도입하자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교사로부터 

단방향으로 전달받는 방식의 소통에 익숙해져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교사 A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 “핵심 개념 

이해를 추구하는 목표는 그대로 두되, 수업의 형태가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수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쌍방향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장점을 살려 흥미 제고, 학생 활동 등을 

덧붙이고자 했습니다”(교사 A, 1차 인터뷰, 2020.11.9.)라고 말하며, 

원격 환경에서 학생 참여 중심의 다채로운 수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학업에 

관심이 없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전략 역시 효과적이지 않았다. 

교사 A는 출석 체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만 하고 쌍방향 

수업시간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보았으나 

개선이 어려웠다. 교사 A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담은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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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하여 도입하는 등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활동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쌍방향 수업의 장점은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손을 
잡고 끌어주면 따라오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서 이 역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A, 1차 인터뷰, 
2020.11.9.)

교사 A는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과학 학습의 

주체가 되는 것을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하여 

대면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활동을 제공하거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는 교수 실행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원격 교육의 도입은 

교사가 실행해온 전략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다. 교사 

A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원격으로 과학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교사 A는 단발성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실행을 맞추어 나가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교사 B의 사례

교사 B는 과학교사는 과학 지식의 전달자인 동시에 학생에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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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교사가 소개하는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과학 교사는 학생이 이전에 경험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심화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적절하게 가공하여 제공하고, 학생 

주도의 심화 학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 B는 대면 과학 교육에서 효과적인 과학 지식의 

전달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취하고, 학생과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한 심화학습을 활발하게 지도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학생들과 면담을 하며, 학생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인지적으로 충격을 줍니다. 통합과학 수업에서 대멸종을 
다루었을 때, “대멸종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을 
예상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심화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조사해서 가지고 오면 잠깐 면담 시간을 가진 후에 
추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아이들이 대멸종의 요인 중 하나인 화산 
폭발을 조사해서 시베리아에 형성된 용암층을 공부해왔을 때 “용암층의 
연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지?” 아니면, “일반적인 지층과 용암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와 같은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답하게 하면서 심화학습을 시킵니다. (교사 B, 2차 인터뷰, 2020.12.31.)

교사 B는 “인터넷 강의 강사처럼 지식을 유의미하게 전달하는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학생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개별화된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학교의 교과 교사가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과 일대일로 이야기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원격에서 이러한 시간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교사 B, 

2차 인터뷰, 2020.12.31)라고 말하며, 원격 환경에서 학생에게 

개별화된 심화학습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교사 

B는 원격 교육 환경에서도 학생의 주도적인 심화학습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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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의 상황은 교사와 학생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워서 대면 

수업 상황에서처럼 즉흥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심화학습 주제를 

던질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 B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세포막을 왜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지 않고, 선택적 

투과성을 지닌 막이라고 하는가?’, ‘과거에 흰색 나방이었던 종이 

현재는 검은색 나방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 그 과정은 어떨 것으로 

생각하는가?와 같은 학습 주제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자유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이를 선택하여 스스로 

조사해보게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단계적으로 

돕기 위한 피드백이 원격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메일과 ‘패들렛’ 게시판을 통하여 

교사에게 제출하면, 학생들의 조사 내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심화 

주제를 안내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그림Ⅳ-1>은 교사 

B가 2020학년도에 진행한 학생주도의 원격 심화학습의 과정에서 

학생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일부이다. 

<그림Ⅳ-1> 교사 B가 메일을 통하여 제시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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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B는 생명과학 Ⅰ의 ‘신경과 근육’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체의 사후경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주제에 대한 

학생의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한 학생이 ‘근육 운동에는 

에너지원인 ATP가 작용하는데 사망하게 되면 호흡에 의한 ATP 공급이 

중단되므로 근육 내의 젖산이 어느 정도 소비되면 pH 농도의 저하로 

인해 칼슘이온이 누출, 악토미오신이 생성되어 근육이 수축하게 

된다.’라고 조사하여 제출하였다. 교사 B는 이메일을 통하여 학생의 

조사 내용에서 ‘ATP 공급의 중단이 근육의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며, 학생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그림Ⅳ-2> 교사 B가 패들렛을 통하여 

제시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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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Ⅳ-2>는 교사 B가 ‘패들렛’ 게시판을 이용하여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였던 사례이다. 교사는 ‘화학 반응’ 개념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역반응의 예시를 조사하여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 관심 있는 반응을 조사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교사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한 학생이 

‘비누화 반응과 에스터 반응’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정리하여 

게시하자, 교사 B는 이 반응이 역반응 관계인 이유를 조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학생의 주도적인 심화학습을 지원하였다.

또한, 교사 B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자신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과학 지식 전달 전략을 취하기 위하여 이에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교사 B는 자신이 과학을 학습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같은 교수⋅학습 자료를 바라보며 함께 

도식이나 그림을 완성해나가는 형식의 수업 방식을 실행해왔다. 따라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그림을 그려가며 

과학 개념에 대한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에서 

원활하게 교사의 조작을 송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교사가 

송출하는 화면은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 몇 초의 지연이 있었으며, 

중간중간 끊겨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교사 B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필기를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필기를 송출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끊어져서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해결해보려고 뭐 유튜브 라이브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계속해서 했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할 때 슬라이드만 넘기는 게 아니라 필기를 좀 부드럽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고, 그 점을 특히나 많이 연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B, 3차 인터뷰, 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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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B는 탐구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그림 및 도식을 통한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교사 B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한 마이크로 단위의 

길이 측정법을 안내할 때, 교사와 학생이 같은 상을 공유하며 

마이크로미터의 작동 원리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대면 

수업에서는 이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교사 B는 원격 교육을 위한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교사 B는 

자신이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는 과정과 각 순간에 현미경에 맺히는 

상을 영상으로 담았다. 이를 통하여 교사가 의도한 대로 마이크로미터가 

적용된 현미경 상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며 이에 대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었다.

현미경 접안렌즈에 녹화할 수 있는 도구를 부착해서, 그걸로 이제 접안 
마이크로미터를 댔을 때 현미경 상이 어떻게 보이나, 대물 마이크로미터 
댔을 때 어떻게 됐나, 실제로 대물 (마이크로미터)을 치우고 접안 
(마이크로미터)과 시료를 겹쳤을 때 어떻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지 보인다!’ 이런 것을 녹화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삼투압 처리했을 때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는 소금이나 설탕을 몇 
몰 정도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나눠서 실제로 
찍었고 아이들한테 보여줬고... 원형질 분리가 되는 정도를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했죠. (교사 B, 3차 인터뷰, 
2021.3.6.)

  또한, 교사 B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생명과학에서 제시되는 

학습 요소는 용어의 개념 정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에게 

개념을 언급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언어적 악센트를 주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짐을 많이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제시를 할 때 언어적 

뉘앙스와 제스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는 

비언어적 효과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수업에서 어떤 부분에 강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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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하는지 더 신경 써 수업을 설계했습니다.”(교사 B, 1차 인터뷰, 

2020.11.29.)라고 말하며 원격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교사 B는 교사가 과학 지식을 적절하게 조직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주도적인 심화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과학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해왔다. 이를 위하여 대면 교육 

상황에서는 도식과 그림을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수업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화학습 주제를 던져 학생들의 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하였다. 원격 교육이 도입되자 교사 B는 그림과 

도식을 원격으로 송출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요구되는 

디지털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나름의 방식을 확립해나가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심화학습을 위한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원격 상황에서도 

지원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교사 C의 사례

교사 C는 과학 교사는 학생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지도한 학생들이 모두 중학생이라서 그런지 아직 

잠재된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과학교사의 

역할을 과학에 대한 적성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돕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어떤 학생에게는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해야 과학에 

대한 잠재능력을 깨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에게는 깊고 정확하게 

알수록 즐거워진다는 지적 희열을 제공해야 과학에 대한 적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과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교사 C, 2차 인터뷰, 2020.12.30.)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또한, 학생은 학습한 과학 지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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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해석하는 시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를 계기로 과학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과학 수업이 이 과정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과학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세계의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에 흥미를 

느끼는지 고민하여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 C는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학생들이 수업 중에 흥미를 보이는 부분을 인식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궁금함을 느끼도록 발문을 던졌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과학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사 C의 전략이었다. 원격 과학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대면 수업에서 교사는 “교사 주도 강의식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과학 교과 수업 특성상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는 전혀 

몰랐던 개념과 용어가 새로 도입되는 수업시간이 너무 많고, 이러한 

경우 학생 주도의 문제 해결 활동이나 개념 탐색 활동을 진행하기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 진행이 어려워요. 다만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발문에 집중하여 

매 수업마다 발문을 매우 많이 하는 편입니다”(교사 C, 1차 인터뷰, 

2020.11.22.)라고 말하며, 수업의 목적에 따라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하거나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행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녀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은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과학 교과 특성상 어떤 수업 차시는 운 좋게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적, 직관적으로 이해해 온 현상의 원리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수업 
차시의 내용은 정말 용어, 개념, 원리, 과정 등 하나하나 학생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분야인 경우가 많아요. 근래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배설에 
대해 가르칠 때였는데, 학생들은 배설에 대해 ‘콩팥’과 ‘소변’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콩팥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관심도 없었고 다만 콩팥이라는 단어만 들어본 수준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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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배설 단원 수업을 통해 배설계 기관들의 
명칭부터 콩팥의 내부 구조.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 같은 
새로운 용어가 한 번에 대량으로 도입됩니다. 네프론의 구조와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등 새롭게 들어보는 단어들이 한 
번에 많이 도입됩니다. (교사 C, 2차 인터뷰, 2020.12.30.)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는 수업 진행 중에 끊임없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져 학생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관심사를 

파악함으로써 과학 지식을 학생들의 삶과 유의미하게 연계하는 교수 

실행을 해왔다. 

매년 학교, 학습, 학생들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직접 수업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과 접목시켜가며 배운 지식을 
재구성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 이러한 학생의 질문이 학생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경험했던 것, 흥미롭게 여기는 것을 모두 
알려줍니다. (교사 C, 2차 인터뷰, 2020.12.30.)

이렇게 원격 수업의 도입 이전에는 과학 교사로서 가진 수업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업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학생의 반응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원격 교육이 도입된 

이후, 교사 C는 학생들의 줄어든 반응 속에서 과학 지식을 제공할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대면 

수업에서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위치하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반응을 

포착할 수 있었던 반면에 원격 수업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마이크를 끄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학생들은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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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 촉진이 너무 어렵다는 점과 
학생들이 등교 수업과 다르게 수업 활동에서 반응이 극도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교사 발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주는 분위기의 
학급도 실시간 수업에서는 반응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교사가 
질문하고 계속 기다리면... 대답을 다시 독촉해야 한두 명이 마이크 켜서 
대답해주는 수준으로 저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카메라는 출석 체크를 명분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마이크는 출석 체크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서 매 수업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는 학생이 한 명 
미만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을 받아도 마이크를 켜서 대답하거나 
채팅창에 대답을 쓰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인지 교사 발문에 대한 대답이 
등교 수업에 비해 매우 줄어든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교사 C, 1차 인터뷰, 
2020.11.22.).

따라서 교사 C는 학생들의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발문 전략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교사 C는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즉각적으로 학생의 반응에 따라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고려한 수업을 전개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발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서 보이는 
반응이 등교 수업에 비해 극히 줄어서 학생들의 대답을 유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반응하지 않아서 수업 중 학생들의 이해도가 
어떤지 알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힘들어서 학생 반응을 유도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수업 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바뀐 학생들의 대답을 
촉진하기 위해서 발문의 형태를 바꾸고 학생들이 편한 방식의 대답으로 
격려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카메라에 대고 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만 가리켜도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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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대답을 볼 수 있어요”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사 C, 
1차 인터뷰, 2020.11.22.).

교사 C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실행의 목표로 삼아왔다. 대면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같은 공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의 반응을 포착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또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교사는 반응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격 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형식의 수업 진행은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교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문 전략을 고안하고 

실천하면서 원격 교육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입력받는 

수동적인 존개가 아니다. 그 대신에 환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그에 

기반한 행위로 자신의 경험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 속의 능동적인 

행위자이다(Riveros et al., 2012; Varela et al., 2016). 즉, 교사는 

상황화 된 존재로서, 단순히 그들이 위치한 맥락의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행위를 위하여 맥락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거나 

재구성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때, 맥락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도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를 

행위주체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Biesta & Tedder, 2006; 

Emirbayer & Mitch, 1998).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교사가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교육 변화에 대한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의미가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Riveros et al., 2012). 교사 A, 교사 B, 교사 C는 자신이 처한 

새로운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상황에 



- 89 -

적합한 전략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겼다. 또한, 이들의 실행은 

일회성의 변화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즉, 교사 A, 교사 B, 교사 C는 

자신이 위치한 상황에서 자신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성찰하였는데,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Leijen et al., 2020; Martin & Carter, 2015; Rodriguez, 

2015). 이를 바탕으로 교사 A, 교사 B, 교사 C는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원격 수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또한, 원격 교육이 도입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였던 교사 

B와 C는 자신의 수업을 위한 기술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이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즉, 자신만의 행위주체성이 아니라 동료의 성장과 그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을 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수업의 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 녹화하는 방법을 연수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신경을 쓴 거는, (많은 선생님께) 공통으로 적용이 될 만한, 보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거부감 없이 학생과 교사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필기였고요. 그래서 필기를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송출할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필요한 장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사 B, 3차 인터뷰, 
2021.3.6.)

  교사 B와 교사 C는 자신의 실천적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동료들과의 

협력과 전문적 학습을 주도하였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 

학교 차원으로 주체적인 실행을 확장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Lukacs & Galluzzo (2014)가 제안한 변화의 주체로서 

교사(teacher as change agent) 모델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들은 



- 90 -

교사가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실 너머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교 단위의 변화를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한 전문적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 B와 교사 C는 원격 수업의 

구현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수업을 

넘어서 동료들의 수업을 위해 공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행위주체성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변화의 주체로 역할한 것으로 생각된다.

1.1.2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

교사 A, 교사 B, 교사 C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 그들의 교수 실행에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친 맥락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가 위치한 맥락을 분석적 차원에서 개인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측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을 구성하는 

개인적인 측면의 요소로는 첫째, 교사가 경험을 통해 형성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교사가 개인적 혹은 전문적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가치는 

교사의 성찰과 실행의 방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교사의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친다(Biesta et al., 2015; Wray & 

Richmond, 2018). 교사 A, 교사 B, 교사 C는 지금까지 실천해온 

교육적 가치를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즉, 교사가 자신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들이 원격 과학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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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교사 A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이를 그녀의 수업 실행의 초점으로 삼아왔다. 이를 위하여 교사 A는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가질만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교사 

A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예상보다 과학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과학을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사 

A는 “직접 학교에서 와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과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실험을 진행할 때에는 모두 눈을 반짝거리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학생들에게 이론 정리를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실험이나 

교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교사 A, 3차 인터뷰, 

2021.3.1.)라고 언급하였는데, 과거의 경험이 그녀가 학생들에게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흥미를 줄 수 있는 전략을 통하여 과학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 A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과학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교사의 가치는 원격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수업에 게임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실행을 

추진하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였다. 

교사 B는 과학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그림 혹은 도식을 이용한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왔다. 

교사 B가 과학 학습에 있어서 도식 및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의 교원양성 과정에서의 학습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님께서 주로 도식이나 그림만 띄우시고 거기에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하잖아요. 전공책을 찾아보고, 이 그림이 어디서 

제시된 건지 찾아보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한 것을 친구들이랑 얘기해보고, 교수님께 여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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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 그런 것을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교사 B, 3차 인터뷰, 2021.3.6.)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과학 개념과 관련된 도식 혹은 그림을 중심으로 

관련된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의 학습을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이 개념 학습을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은 

그가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과학 개념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도식 

혹은 그림을 중요하게 다루는 데 영향을 미쳤고, 대면 과학 수업에서 

백지에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며 과학 지식을 소개하는 방식을 

자주 취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그가 원격으로 진행되는 

과학 수업에서도 원활하게 도식 혹은 그림을 송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장비를 탐색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였다.

  교사 C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즉,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 수준 및 흥미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업을 전개해왔다. 교사 C가 학생의 참

여와 반응에 초점을 두게 된 계기는 그녀가 지금까지의 교직 경력 동안 

중학교 학생들만을 가르쳤던 경험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막상 

중학교에 나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수업을 듣는 학생이 다섯 명 정도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과학은 재미없는 과목이거나 실험할 때만 잠깐 재미

있는 과목...”(교사 C, 3차 인터뷰, 2021.3.7.)이며, “과학 교과 수업 

특성상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는 전혀 몰랐던 개념과 용어가 도입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수업만 해도 그 수업에 나오는 단

어가 아이들한테 다 처음 듣는 단어였거든요. 지구계, 지권, 수권, 기권, 

외권, 생명권....”(교사 C, 3차 인터뷰, 2021.3.7.)이라고 말하였다. 즉, 

교사 C는 중학생들이 과학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며, 중학교 과학 교과의 

내용이 중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

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부담 없이 발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답하

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며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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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치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평소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 정도를 수업 진행 과정에서 발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학생들의 반

응에 따라 적절한 수업을 전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교사 C는 

이렇게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겼고,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 상황에서도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발문 전략을 마

련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교사가 형성한 가치는 교사가 맥락을 해석하는 필터로 작용하여, 

교사의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Hinnant-Crawford, 2019). 따라서, 

교사 A, 교사 B, 교사 C가 자신의 신념, 목적 및 경험 등을 통하여 

형성한 과학 교육, 과학 수업, 학생과 과학교사의 역할, 좋은 과학 수업 

등에 대한 의미는 그들의 수업 실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사 행위주체성은 그들에게 주어진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해석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 해석에도 역시 교사의 가치가 

관여한다(Biesta et al., 2015; Priestley et al., 2012; Wallace & 

Priestley, 2017). 따라서, 교사 A, 교사 B, 교사 C가 원격 과학 

교육이라는 요구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기적 목표 역시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하는 맥락을 구성하는 개인적 측면의 요소이다. 교사들은 

단기적으로는 COVID-19 상황에서 학습의 결손을 막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은 원격 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과학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또한, 교사가 가진 장기적인 목표 또한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였다. 교사 B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학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세대까지 이런 형태의 학교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다음 세대에서는 학교에 나와서 배우는 그런 형태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점차 없어지고”(교사 B,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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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1.7.23.)라고 말하며, 원격 교육이 일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미래 교육의 한 유형이라고 인식하였음을 나타냈다.

교사 A는 교육에 대한 혁신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교사 A는 혁신을 ‘기존의 것을 뒤엎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교육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레토릭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에 큰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교사 A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미래 교육의 혁신은 환경적 제약을 벗어난 수업, 기술적 

구현을 바탕으로 학생의 개별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수업,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수업,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직과 학교 문화 

정착입니다.”(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라고 말하며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원격 교육이 이러한 교육 혁신의 한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은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몰랐던 사회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는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2m라는 거리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미래의 교육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왔던 올해의 교육 형태가 아닌 다양한 온라인 
수업 형태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업 기자재, 수업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면서 점차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사회관계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교사 A, 1차 인터뷰, 2020.11.9.)

또한 “시대가 변화하고 코로나로 그것이 폭발적으로 보편화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 접근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과학 교육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라고 말하며 COVID-19로 

인한 원격 교육의 도입은 그녀가 추구하는 혁신을 실현하는데 촉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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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교사 A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는 그녀가 저 경력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형태나 

교수⋅학습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주도하는 추진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교사 A는 “교육의 과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할 필수 요소를 배우도록 정해두는 

것이라면, 국가 수준의 원격 수준 정책은 아이들이 원격 수업의 질 

저하를 막고 어느 정도 비슷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라고 말하며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원격 교육의 운영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교사 A가 원격 교육에 대해 형성한 장기적인 비전은 그녀가 원격 

교육을 감염증의 종식과 함께 막을 내릴 일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력한 

비전은 교사 A가 원격 교육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실행을 

개선해나가는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교사가 경험을 

통하여 형성한 교육적 가치와 교사가 자신의 실행 및 과학 교육에 

대하여 갖는 장⋅단기적 목표는 그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자원이 

되었다(Birt et al., 2019; Biesta et al., 2015; Priestley et al., 

2012; Wallace & Priestley, 2017).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 이외에도 교사 B의 경우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형성한 의미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학과 우리 몸은 매우 

연관되어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적합한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생명과학의 매력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라고 말하며, 다른 

직업과 비교하였을 때 학교의 과학교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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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사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만 하기보다는 학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교사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학생과 일대일 심화 탐구 학습을 위한 개별 지도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사 B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도식과 그림에 교사가 

필기하는 내용을 송출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실행해내었다. 그는 “제 수업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하는 수업처럼 받아들여지기가 싫었고, 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학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싫었고요. 네이버 댓글만 봐도 

공교육에서 선생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것도 

보기 싫고, 공교육의 위치에서 ‘아 선생님들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인식이나 사회적 위치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노력을 했어요.”(교사 B, 4차 

인터뷰, 2021.5.3.)라고 언급하며 그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형성한 

의미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학교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고유한 역할을 

실행하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적 측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을 구성하는 

구조적 측면의 요소로는 첫째,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문화가 있다. 

교사 A, 교사 B, 교사 C는 모두 교직원 사이의 친밀감이 높고, 

경직되지 않은 학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교사 A는 

“교직원 간 친밀감이 높고, 경직되지 않은 문화입니다.”(교사 A, 2차 

인터뷰, 2021.1.8.)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그녀는 상대적으로 저 경력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한 TF팀에 속하여 학교 

수준의 원격 교육 운영안을 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교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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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교사들의 분위기는 매우 민주적입니다. 각 업무 간 협조도 잘 

이루어집니다.”(교사 B, 2차 인터뷰, 2021.1.8.)라고 언급하며 교사 

사이의 위계가 강조되는 환경이 아님을 밝혔다. 실제로 교사 B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 

과정을 예로 들어 학교 관리자와의 원활한 소통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원격 교육 도입 초기의 활발한 정보 공유 사례를 소개하며 학교의 

유연한 분위기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교사 C는 학교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신규 발령 교사가 많고, 전반적으로 교사의 연령대가 낮은 

학교에 근무하였다. 그녀는 학교의 분위기가 열정적이며 적극적으로 

교직에 임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학교의 구성원들이 

혁신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변화에 더욱 유연하며,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학교의 문화는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신규 교사 비율이 높아서 (교사의) 연령대가 좀 낮고요.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열정도 많은 편입니다. 선배 교사들도 “이 학교 젊어, 자극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들도 우리 학교에서는 쉽게 많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다른 학교보다 빨리한 것 같고,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에서 
수업을 공개하는 것도 옛날에는 정말 부담되는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기가 하던 수업 그대로 평상시에 공개해도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만큼 쉽게 공유하고 공유받을 수 있어요. 혁신학교로서 
가지는 가치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 C, 3차 
인터뷰, 2021.3.7.)

둘째, 교사 사이의 협력이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맥락을 구성하였다. 

교사들의 협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학습은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ridwell-Mitchell, 2015; Charteris 

& Smardon, 2015; Ketelaar et al., 2012; Wray & Rich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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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사 A, 교사 B, 교사 C의 사례에서도 동료들과 원격 교육의 

구현이라는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활발한 협력을 한 것이 교사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였다. 공통적으로 교사들은 원격으로 제공할 

수업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자재의 선택부터 구입 및 활용 방법의 

학습까지 동료들과 활발하게 협력하였기에 원격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는 기존의 교육적 

경험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화 기술 및 이를 

교수⋅학습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에 학교에 

존재하였던 권위 구조가 재구성되면서 더욱 활발한 협력이 

가능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교사 A는 “원격 수업 TF팀의 구성원이 

되면서 원격 수업 플랫폼 활용 방식이나 원격 수업 방법에 대한 협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원격 수업의 시기에 ‘패들렛’이나 

‘띵커벨’ 같은 게임형 경쟁 콘텐츠 같은 것의 도입에 대하여 열띠게 

함께 이야기해보고 실험해보았습니다. 나아가 원격 수업이 되며 

증가하게 된 출결이나 수업 수강 여부 체크와 같은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보았습니다.”(교사 A, 1차 인터뷰, 2020.11.9.)라고 

말하며, 교사 사이의 활발한 협력과 학습을 언급하였다. 교사 B는 원격 

교육 도입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원격 교육 플랫폼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동료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원격 수업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이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협력적인 실행을 하였다. 또한, 

“원격에서 수행평가 구안에 다른 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자유 탐구를 바탕으로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수행평가로 

반영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교사 B, 

1차 인터뷰, 2020.11.9.)라고 언급하며,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졌음을 보였다. 교사 C는 “저 같은 경우는 연차가 

적어서 선배 교사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께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챙겨가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교사 C, 3차 

인터뷰, 2021.3.7.)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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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한 교사들의 경우 

모두 동료 교사와의 활발한 협업과 이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학습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교수⋅학습에 대한 접근 및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동료의 코칭이 중요하며(Showers & Joyce, 1996), 

교사들의 협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학습은 교사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ridwell-Mitchell, 2015; 

Charteris & Smardon, 2015; Ketelaar et al., 2012; Wray & 

Richmond, 2018). 또한, 이는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을 때 

촉진된다(Lave & Wenger, 1991). 따라서, 교사 A, 교사 B, 교사 C가 

맥락을 공유하는 동료와의 협력과 학습을 통한 학습은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였다고 생각된다.

셋째, 물질적 측면에서는 원격 교육에 필요한 수업 기자재 제공 및 

재정적 지원이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맥락을 구성하였다. 원격 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교사가 수업을 제작하고. 제공하는데 다양한 기자재가 

필요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자신이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기자재의 지원과 관련된 결정적인 제약은 없었다고 하였다. 

교사 A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 차원에서 원격 수업 

관련 기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배분된 것은 

아니었으나, 교과마다 어느 정도 기자재를 구매 배정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모든 선생님의 원격 수업 관련 기기 활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학교, 제도,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교사 A, 1차 인터뷰, 2021.11.9.)라고 말하였다. 교사 

C의 경우 “학교는 듀얼 모니터, 태블릿 PC, 펜 태블릿 등 필요한 

장비를 마련함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사에게 희망하는 장비 목록을 받아 학교의 여건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장비를 마련해주었고, 이를 통해 교사들은 보다 자유롭게 

수업을 구상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교사 C, 1차 인터뷰, 

2020.11.22.)라고 언급하며, 학교로부터 받은 물질적 지원이 그녀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교사 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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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수업을 위한 물질적 지원이 부족함을 

경험하였고, 이는 교사 B가 별도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원은 그들이 위치한 맥락적 요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행위로써 

출현하게 되었다. Damşa (2020)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있어서 자원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원격 교육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의 풍부함은 교사들이 원격 교육 환경과 같은 복잡하고 

지식이 풍부한 환경을 탐색하고 활용하는데 지원이 되었다.

하지만 교사가 위치한 구조적 맥락에는 행위주체성 발현을 저해하는 

요소들 역시 존재하였다. 교사들은 원격 교육 도입 초기에 원격 교육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소통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하였다. 교사 A의 경우 원격 교육 실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실행을 취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막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교사가 원격 교육의 도입 초기에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인 실행을 전개하기보다는 학교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되지 못한 지침은 오히려 제약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일단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라는 주먹구구식의 초기 원격 수업 운영 
형태는 오히려 제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국가적인 재난 상태라면, 
위기 대응만큼 교육적 대응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국가적인 
원격 교육 지침과 수업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업 사례 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학교 일선에서 
어떻게든 운영해보라는 식으로 지침만 주었습니다. 단순히 지침을 
내려주기만 한 상황에서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라는 
물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격 수업을 할 것, 쌍방향을 권장함’ 정도의 
틀을 주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결국, 어찌어찌 안정을 찾아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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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리고 반복된다면… 원격 수업은 더 이상 학교 일선의 책무가 
아니라 국가 교육 정책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A, 1차 
인터뷰, 2020.11.9.)

교사 B 역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하였던 것이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제한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교사 B는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데 요구되는 ICT와 관련된 안내가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를 비롯한 그의 학교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플랫폼에 대한 안내 방식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이... 그게 장애물이었고, 두 번째는 녹화를 하면 
그것을 인코딩을 제대로 해야지 업로드가 가능했고, 용량 제한도 있었죠. 
근데 인코딩 툴(tool)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없었고… 
적어도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라고 했으면, 업로드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교사들에게 
맡겨버렸으니까요. 기기도 없고, 플랫폼 지원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이 
해보라고 했으니까 문제인 것 같고…(교사 B, 2차 인터뷰, 2020.12.31.)

이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자율성이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Ropo & valiijavi (2020)는 핀란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교사의 자율성(autonomy)을 논의하였다. 예상과는 다르게 

교사에게 통제를 가하지 않는 상황은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실천이나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실행을 통제하는 

규제가 사라지자 교사들 사이의 지배적인 의견을 따르거나, 그다지 

비판적인 반성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실행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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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로부터의 자유가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Priestley et al. (2015) 역시 교사에게 가해지는 통제와 

교사 행위주체성의 관계를 논하였다. 이들은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구체화하는 것에 외부 구조와 교사가 이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규제되고 규범을 따르도록 강요받은 교사들에게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연구 결과, 행위주체성은 개인적 가치와 제도적 가치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교육에 대한 초점 결여로 제한되기도 하였다. 

즉, 규제가 교사의 실행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사 

행위주체성에 힘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에서 교사 A와 교사 B가 언급한 것과 같이 원격 교육을 처음으로 

실행하게 된 교사들에게 실행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한 

상황은 그들이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 A, 교사 B, 교사 C의 경우, 가치 있게 여기는 과학 교육을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실현하려는 교사의 의도가 교사가 원격 교육 상황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실행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하였다. 교사가 추구하는 과학 교육의 가치는 교사의 원격 

교육 실행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였다. 특히,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 교육의 모습은 반복적 차원의 요소인 교사들이 지금까지 교사 혹은 

학습자로서 쌓아온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또한, 투영적 

차원의 요소인 교사가 가진 장·단기적인 목표는 원격 교육의 방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교사들은 학교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해진 시간에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원격 교육이 일회성의 

변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교사가 원격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원격 교육에 요구되는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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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것에서부터, 원격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원격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까지 언급하였다. 이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투영적 차원의 요소뿐만 아니라 

교사가 현재 위치한 맥락의 실천적-평가적 요소 또한 교사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주었다. 원격 교육에 대한 장·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과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그들의 허용적이고 유연한 학교 문화와 활발한 협력을 통하여 

지원되었다. 원격 교육이라는 공동의 과제가 주어졌으나 이를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지식은 학교 공동체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위계 구조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격 교육은 학교에 

기존에 존재하였던 교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활발한 소통과 협업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교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협력은 공동체 내에 분산되어 

있던 전문지식을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고, 그들의 실행을 

개선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교사는 물질적 자원을 이용하며 원격 교육을 

실행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원격 교육 도입 초기에 원격 교육 실행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교사가 익숙하지 상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 의사결정 없이 다른 교사들의 

실행을 따르거나 이미 어느 정도 질이 보장된 EBS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안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이 원격 

교육에 익숙해지고, 초기 원격 교육 실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들의 교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주체성의 발현의 촉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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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능한 범위에서 교수 실행 변화

1.2.1 실행으로 나타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교사 D는 교사는 학생이 과학 지식을 학습하고 과학과 관련된 적성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는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라 

강으를 통하여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거나 협동 학습 및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다양한 수업 전략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학습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교사가 조성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과학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지식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 D는 과학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장차 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과학 지식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심화 탐구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대면 과학 교육에서 교사 D는 ‘빨대를 이용한 

근섬유 활주 모형 만들기’, ‘AR 활용 소화·순환·호흡·배설 기관계 

구조 알아보기’ 등 학생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Ⅳ-3>은 교사 D가 기관계의 구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하였던 학습 활동지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R로 구현한 인체를 관찰하고, ‘호흡계에서 

360도 회전하였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폐와 

모세혈관이 주고받는 기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등의 질문을 해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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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교사 D의 대면 과학 수업 활동지

그리고 교사 D는 대면 수업의 진행 방식 역시 학습 주제에 

적절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여 실행하였다. 학생들의 

활동과 과학적 논의를 통한 학습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주제는 협동 

활동을 통한 또래 학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정확한 

과학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과제의 경우 교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동기유발 영상을 보여주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학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학습 진도를 

나가기 전 짧게 과학 기사를 활용하여 최신 과학 이슈 및 동향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은 소개한 과학 기사 

내용을 소재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학생이 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요컨대 교사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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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의 도입 이전에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학습하고 적성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과학 수업에서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적성 및 진로를 적절하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실행의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재미있게 과학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도입하고, 

과학과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원격 교육이 도입되고 교사 D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교사 D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활동 중심의 과학 수업은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구현하기에 도전으로 다가왔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온라인 수업 

방식이 도입되었기에 크게 변화하였습니다.”(교사 D, 1차 인터뷰, 

2020.11.2.)라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를 언급하였다. 게다가 교사 D의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원격 교육의 유형과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일하였다. 이 학교의 의사 결정자들은 원격 교육의 도입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낯선 것이기 때문에 수업의 형태나 제공 방식이 

과목별로 다양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리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과목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방식을 

통일하여 진행하였다. 

제가 원격 수업 방식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필요함을 느낀 것이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 선생님들의 교육 시스템 통일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시스템이나 플랫폼이 다양하여 혼재되어 
있으면 수업 내용을 듣기 위한, 수업의 접근과 방식을 위한 또 다른 
공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업 
내용을 듣는 것도 벅찬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선택하였습니다. (교사 D, 2차 인터뷰,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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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D의 학교에서 제안한 원격 교육의 제공 방식은 단방향으로 EBS 

콘텐츠 혹은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EBS 콘텐츠는 교사들이 급하게 

제작하는 수업보다 질이 좋고, 많은 과목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서 

과목별로 수업의 질의 격차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과학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교사 D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교사 D는 학교로부터의 제안과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 사이에서 긴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사 D는 원격 교육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와 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교사 D는 

원격 교육의 도입 상황에서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한 선택을 내렸다. 

의사결정 과정은 학교 전체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 교무부와 관리자가 플랫폼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영상 제작에 관해서는 교과별로 협의하였는데, 교사별로 수업격차를 
만들지 않고 양질의 수업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기제작된 
것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도 EBS에서 제시한 
강좌가 학사일정과 교과서 내용과 일치하였고, 내용의 질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교과 선생님들과 협의 하에 선택하였습니다. 만약 기제작된 
강의가 없거나 질이 떨어졌다면 수업격차가 있더라도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향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교사 D, 2차 인터뷰, 2020.12.15.)

교사 D는 자신의 학교 학생들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는데, 한 

집단은 과학에 흥미가 높고 스스로 학습하려는 태세가 높은 학생들이며, 

다른 집단은 과학을 비롯한 모든 과목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교사 D는 학습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학습에 

참여시키는데 실행의 초점을 맞추어왔고, 원격 교육이 도입되면서 

이들의 학습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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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교사의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였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대면 수업이라면 학생들의 표정 또는 
답변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 내용은 쉬우니까 넘어  
가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학생 관리가 어려워 결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염려되는 것은 듣고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리 활동지 제출, 과제물 제출 등을 
부여해도 수업을 들었다는 제스처 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원격 수업의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도 학생들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학습 결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지 싶습니다. (교사 D, 2차 인터뷰, 2020.12.30.) 

  교사 D는 담당하였던 과목 중 하나인 생명과학Ⅰ의 경우 원격 

상황에서도 결손 없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학교에서 제안한 

원격 수업 제공 방식에 따라 EBS 콘텐츠를 단방향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 D는 특히 학습에 관심이 없는 학생의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하여, 비대면으로 학생의 학습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빠짐없이 수업 영상을 수강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하며 학생의 학습을 

관리하였다. 

  반면, 그는 과학탐구 실험과 과학 교양 과목 역시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두 과목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탐구 활동을 안내하는 과목이며, 

생명과학Ⅰ 보다 진도나 평가의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D는 “생명과학 Ⅰ은 그냥 EBS 

강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적어도 지식적인 측면이라도 많이 공부할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덜 부담스러운 과학탐구 실험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방식의 틀 안에서 실험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교사 D, 3차 

인터뷰, 2021.3.4.)라고 말하였다. 그는 과학탐구 실험과 과학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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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에 주어진 자율성의 여지를 인식하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교육 방향에 부합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즉, 수업의 제공 방식은 

학교에서 제안한 단방향 제시형을 따르되 학생들이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원격 과학 교육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 D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탐구에 

대한 안내 및 탐구 상황을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탐구를 전개해 갈 수 

있는 단서가 되는 활동 혹은 질문을 매주 제시해주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운동’에 대한 탐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교사 D는 움직이는 피사체의 궤적을 연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촬영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험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도록 하고,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의 질문을 제시하였다(그림 Ⅳ-4). 

<그림 Ⅳ-4> 교사 D의 원격 탐구 수업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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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교사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수행한 탐구 

활동과 관련된 과학 지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후속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물체의 운동 분석을 위한 

계획, 실험의 과정, 결과 및 논의가 담긴 최종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교사 D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가정에서 스스로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교사 D는 ‘가상 탐구 대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교사는 

가상 탐구 대회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림Ⅳ-5> 교사 D가 진행한 가상 

탐구 대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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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를 바탕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스스로 산출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교사는 탐구 활동의 결과물에 연구의 제목, 연구의 

동기, 가설, 재료, 연구 결과 및 결론을 요구함으로써,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과학자의 연구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그림Ⅳ-5).

교사 D는 원격 과학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 

차원에서 요구된 단방향의 콘텐츠 제시형 수업을 실행해야 했다. 이는 

교사가 기존에 가치 있게 생각한 것들을 구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수업 형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D는 학교의 요구와 자신의 가치 

사이의 불일치를 인식하였다. 이때, 교사는 학교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맥락 

사이에서 협상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로, 주어진 여지 내에서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다양한 탐구 활동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활동들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창조적 긴장(Ryder et al., 2018)은 교사 

D가 협상을 통하여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수업을 실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탐구 활동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그의 수업의 

레퍼토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2.2 가능한 범위에서 교수 실행을 변화시키는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

개인적 측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수 실행을 변화시키는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을 구성하는 개인적인 측면의 요소로는 교사가 경험을 통하여 

형성한 과학 교육에 대한 목표가 있다. 교사 D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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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과학 교육의 목적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다양한 

과학적 경험을 하는 것이 주요한 자원으로 역할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과학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과 소재를 다루는 과학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학습하는 목적 중 하나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훗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과 맞는 직업을 갖고 잘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 밖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학습 과정을 통해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적성을 찾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실히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의 경우 무의식중에 
탐색이 일어나게 되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에 적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수업 중에 직업에 대해 소개하거나 상담을 해줄 수도,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학습개념에 대해 자발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해주거나 공작 활동과 탐구 활동, 발표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교사 D, 2차 인터뷰, 
2020.12.15.) 

교사 D가 이처럼 과학적 경험에 대하여 높은 가치는 두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교사 D는 “고등학교 때 과학 

동아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생물에 관심이 깊어졌고 다양한 

것을 경험했어요. 다른 동아리 애들보다 과학동아리가 다양한 것을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물 선생님이 되었고...”(교사 D, 3차 

인터뷰, 2021.3.4.)라고 말하며, 고등학생 시절에 경험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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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없었고, 학교의 방침상 단방향으로 원격 수업의 형태를 제한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실행을 전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따라서 교사 

D는 자신이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상대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양 및 실험 과목에서 탐구 활동을 제공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하지만 교사 D가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교수·학습 접근보다 학교 

차원에서 제안하는 원격 수업 제공 방식을 따르게 된 데에는 그의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학교가 제안하는 단방향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격 교육이 자신의 교육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방식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D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학습 내용의 전달 측면에서도 

이미 타인이 제작한 자료가 교사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낯선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험을 택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택하였다.

기제작된 자료가 저의 교육적 신념과 방향, 수업의 의도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수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들과 교사의 역할들이 
반영되지 않는, 일 방향적인 온라인 강의가 당연히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켜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처음 겪는 일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에 지금 상황은 최선을 따질 
수 없는 상황이며, 차선으로써 수업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금세 구축된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잘 적응해왔듯이 앞으로 점차 
교사 각자의 개성과 의도에 맞게 조금씩 적응하여 변화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 D, 2차 인터뷰,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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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는 “심리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준비하였던 탐구 활동 수업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좌절을 한 것도 수업 준비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교사 D, 2차 인터뷰, 2020.12.15.)라고 말하였다. 그의 

성향은 지금까지 실행해온 수업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학교 차원의 

결정에 타협하는데 작용하였지만, 그의 미래를 향한 지향은 원격 교육 

실행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원격 교육을 향한 비전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제 성격상 체제에 순응이 빠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제 잘못이 아닌 상황의 문제라서 다양한 활동을 적용해볼 수 없다는 것에 
엄청 안타까움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의 교육 활동에 대해 
돌아보고 내년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의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올해 미흡했던 학생 관리 부분이나 
동기유발요소, 진로 탐색 요소 등을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D, 2차 인터뷰, 2020.12.15.)

구조적 측면

교사 D가 가능한 범위에서 교수 실행을 변화시키는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을 구성하는 구조적 측면의 요소로는 첫째, 교사 D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문화가 있다. 교사 D의 학교는 모든 교과의 원격 

교육 형태를 단방향 콘텐츠 제공형식으로 통일함으로써 교사들의 원격 

교육 실행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교사 D의 학교 교사 대부분은 

학교로부터 제안된 수업 형태를 따랐다. 교사 D는 “한 선생님이 

본인은 쌍방향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설득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교사 D, 2차 인터뷰, 2020.12.15.)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제성을 띤 학교의 문화가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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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는 학교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지 내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실행을 협상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은 교사의 

전문적인 실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동기(motivation)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구 중 하나이다(Vansteenkiste & Ryan, 

2013). 교사 D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율성은 교사가 다양한 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교사가 자신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Ryan & Deci 

(2006)에 따르면 교사들이 외부의 요구를 내면화하는 수준(level)에서 

자율성이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D는 학교가 제시한 수업 형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단방향 

수업을 강제하는 학교의 방침을 따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 

형태 내에서 가능한 탐구 활동을 고안하고 실천하는 형태로 

행위주체성을 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교사 D의 경우 강제성을 

띤 학교의 요구와 소극적인 교사 문화가 그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코로나 감염증 상황의 변화로 인한 잦은 학사 일정의 변화와 

신속하지 못한 소통은 그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제한하였다. 교사 D는 

장기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또한, 수업을 준비하여도 일정의 변화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한 경험은 그가 원격 교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행위주체성 발현을 제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험은 교사가 원격 

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교육 계획과 학사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장비만 갖춰져 있는 상황이 
불안하였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상황을 교육계보다 뉴스에서 먼저 듣곤 
하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업 준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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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다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날 일정이 변경되어 다른 것을 
당장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격일 등교에 
따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및 관리를 병행하게 되면서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었습니다. (교사 D, 2차 인터뷰, 2020.12.15.) 

교사 D는 자신이 과거에 다양한 과학적 경험을 통하여 과학 교사라는 

진로를 선택하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과학 수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따라서, 대면 과학 

수업에서 다양한 과학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실행을 해왔다. 

이는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과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원격 교육 상황은 이러한 실행을 펼치기에는 

제한적이었으며, 더욱이 교사 D의 학교에서는 단방향 콘텐츠 제공 

형식으로 원격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자신의 과학 교육 

가치를 단방향의 원격 교육으로는 추구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였으나,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의 혼란과 학습 결손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학교의 제안을 따랐다. 즉, 학교가 원격 교육의 방식을 

권고하는 것은 그의 실행의 큰 틀을 제한하며 그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저해하였다. 하지만 교사 D는 학교가 내린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였으며 그의 쉽게 순응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학교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실행해온 수업을 원격 상황에서도 펼치는 변혁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대신에 교사 D는 내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식 전달이 중요한 과목에서는 단방향 콘텐츠 제공 원격 교육을 

실행하였다. 또한, 잦은 학사 일정의 변화는 그가 원격 수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그는 평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과목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맥락의 제안 사이의 절충지대를 형성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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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화 없는 실행

1.3.1 행위주체성 발현의 제한

교사 E와 교사 F의 사례

모든 교사가 원격 교육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위치한 교육적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따라서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과학 

교육 및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행이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 E는 교사는 과학 교육과정이 

목표하고 있는 성취 기준 달성을 위하여 교수·학습을 조직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과학 

교과의 특성상 개념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잘 조직하여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교사가 전달하는 과학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였다. 

여기서 교사 E는 학생이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식하는 메타 인지와 자기 주도성의 의미에서 

학생이 ‘학습의 주체’라고 표현하였는데,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주체로서 학습자의 의미는 아니었으며, 교사가 전달하는 개념을 

수월하게 학습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교사 E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과 필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이 한정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지식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학생 참여에 대한 부분도. 
생명과학에서 예를 들면, 세포분열이라는 개념을 학습한다고 하면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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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스스로 터득해나가는 과정으로 탐구 활동을 조직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효율적 혹은 
제한된 시간에 따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개념을 
뭔가 스스로 탐구하는 경험을 조직하는 그 과정에서 참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거의 교사가 혼자 준비하며 다 
될 수 있는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업을 준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전달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교사 E, 3차 인터뷰, 2021.3.5.)

교사 F 역시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에 높은 가치를 두고 수업을 

실행해왔다. 교사 F는 학생들에게 생명과학 지식을 전달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대학에서 전문지식을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은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을 수용하고,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과학 수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실험이나 토론 및 모둠 활동 또한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교사 F는 “실제 

수업에서는 학교 일정이나 공휴일 등으로 인해 모둠 활동이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측면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대입 교과 

면접이나 최저등급을 위해서도 개념을 전달해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교사 F, 1차 인터뷰, 2020.11.18.)라고 말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수업 설계 및 실행에서 초점을 둔 부분은 

학습 자료의 구성과 이의 체계적인 전달이었다.

학생들에게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개념을 전달하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와 PPT를 만들지 않고 그 시간에 저부터 수업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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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교과서와 판서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사 F, 1차 인터뷰, 2020.11.18.)

  이처럼 교사 E와 교사 F는 원격 교육의 도입 이전에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을 적절하게 가공하여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과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과학 개념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수업 방법이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과정을 

강조하지 않았다. 교사 E는 “효율성 혹은 제한된 시간에 따른 부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해보는 경험들을 조직하는 그 과정에서 

참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거의 

교사가 혼자 준비하면 다 될 수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있었죠.”(교사 E, 3차 인터뷰, 2021.3.5.)라고 말하였다. 

  교사 E와 교사 F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격 교육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로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실행하였다. 물론 교사 E와 교사 F 역시 원격 교육의 도입이 교사와 

학생이 물리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수업과는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코로나 전후로 (수업의) 목표와 초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교사 E, 1차 인터뷰, 2021.2.9)라고 말하며, 교육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실행을 적응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교사 E는 원격 수업은 대면 수업에서의 교사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영상으로 담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격 교육을 준비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목표, 

초점 및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격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대면 수업과 다른 교수 학습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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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았다.

원격 수업을 할 때요? 사실은 저는 그 원격 수업과 실제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목표든 혹은 
준비 과정이든 혹은 중점을 두어 준비했던 과정이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배워야 
할 내용은 똑같고 이거를 교사 주도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실시간 (원격)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이 실시간 (원격) 수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냥 교실로 
그대로 가지고 와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격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더 교사 주도적으로 강의가 구성되었던 것은 
맞아요. 교사 중심적으로 강의 개념들을 그냥 체계화시켜서 그냥 계속 
주입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고요. 원격 수업은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지 못한다는 측면이 늘 염두에 두긴 했었지만,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 E, 3차 인터뷰, 2021.3.5.)

<그림Ⅳ-6>은 교사 E가 ‘사람의 유전’에 관한 수업에서 사용한 

수업 PPT 자료의 일부와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던 학습 자료의 일부이다. 

이는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던 자료이다. 

교사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 모두에서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한 자료 역시 필수적인 

개념을 학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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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 교사 E의 대면 및 원격 수업 자료

교사 F 역시 원격 교육 상황에서의 교수 실행에 대하여 유사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다. “아뇨. 방법은 똑같았어요. 제가 PPT나 

학습지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태블릿으로만 

수업했거든요. 태블릿에 교과서 pdf 파일을 펴 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작성하고, 필기해주고, 밑줄 긋고, 그런 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찍고, 

오프라인 (수업)도 똑같이 그렇게 나가서... 방법적인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교사 F, 3차 인터뷰, 2021.3.3.)라고 

말하며,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 모두에서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실행하였다.

교사 E와 교사 F는 모두 원격 교육의 도입으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실행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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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 E와 교사 F는 원격 교육이 도입되었을 때 별다른 고민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학습 자료를 사용하여, 지식을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실행을 하였다. 교사 E와 교사 F는 과학 수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격 과학에서의 교수 실행은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학생의 학습을 확인하는 

것에는 미흡하였다. 

사실 생명과학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리가 체계적이거나 혹은 
거기에 노력을 많이 쏟았던 것 같진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그냥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어떻게든 뭔가 원격에서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더 
다시 다루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등교해서 오면 계속 늘 
수업의 시작은 복습부터 시작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거 우리 
원격수업에서 했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다시 보자”라고 했었어요. (교사 
E, 3차 인터뷰, 2021.3.5.)

 교사 F 역시 자신이 선택한 실행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거나 

학습을 관리하는 실행이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교사 E와 교사 F는 원격 과학 수업에서 어떠한 원격 수업 

방식을 선택하고 어떠한 교수·학습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숙고하는 과정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 E와 교사 F가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실행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들의 실행이 원격 

상황에서의 수업과 학습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교사의 가치에 기반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냥 강의 녹화해서 강의를 보여주는 식이 많았고, 혹은 EBS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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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수업들? 아니면 개념을 정리한 부분은 제가 녹화를 하고, 이것을 
실시간 수업할 때 틀어 놓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진짜 그냥 리얼타임에 
목적을 두고 했던 수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한... 지난번에도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뭐 블랜디드나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았고... (교사 E, 3차 인터뷰, 
2021.3.5.)

교사 E와 교사 F는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 

및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업 실행을 고수하였다. 

Robinson (2012)은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있어서 결과로서 나타난 

실행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성찰과 협상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사 E와 교사 F가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에서 같은 실행을 보이더라도 이것이 교사의 성찰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선택이라면 행위주체성에 따른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 E와 교사 F의 변화 없는 실행은 그들의 성찰과 협상의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원격 

수업의 도입이라는 큰 변화가 그들의 실행에 제한 혹은 가능성으로 

작용하는 지점을 포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 

E는 “최대한 현장 강의와 유사하게 실시간 수업을 이끌어 가고 

싶었어요. 판서할 때 그 부분이 잘 조명되고, PPT 등 자료 제시가 

자유롭고 편하게 되는 환경이길 희망했습니다”(교사 E, 2차 인터뷰, 

2021.2.24.)라고 말하면서,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의 상황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교사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실행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모습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행위주체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교사 E와 교사 F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업을 실행하였다. 이는 교사가 원격 환경에서의 수업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렌즈로 해석하고 이에 적절한 전문적 선택을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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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을 발현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 

1.3.2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맥락

개인적 측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되어도 대면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업 실행이 

나타나게 된 맥락을 구성하는 개인적인 측면의 요소로는 첫째, 교사 E와 

교사 F가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형성한 의미가 있다. 한정된 수업 시수 

내에 많은 과학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 E와 교사 F의 인식이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과학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인식적 권위가 높은 존재이며, 

학생은 지식을 전달받는 상대적으로 인식적 권위가 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과학 수업에서 주로 교사가 과학 

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실행을 하였다. 학생에게 

과학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이 지식 구성의 주체로서 

학습을 전개하는 과학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교사 E는 

이러한 학습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이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거나 

실행의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학생들의 스스로 개념을 조직하는 혹은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이것이 지향해야 하는 지점이라는 것에서만 동의를 한 것 
같거든요. 이제 나의 실천적 측면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제 동료 중에 
생물의 특성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생물의 특성은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사례들은 뭐가 있지 그냥 이런 식으로 보통 
개념을 전달하는 편인데, 제 동료는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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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이 저랑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가 그런 
수업 과정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 들지는 않았어요. (교사 E, 3차 
인터뷰, 2021.3.5.) 

교사 F 역시 과학교사의 인식적 권위를 강조하며,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과학 수업은 교사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애들한테 

가르치기도 편하고, 애들도 받아들이기 편하고 해서, 저는 수업 전에 

필기를 먼저 애들이랑 똑같이 필기를 교과서에 다 해 놓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교사 F, 3차 인터뷰, 2021.3.3)라고 

말하며 수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사 

자신이 과학 개념에 대한 숙지와 구조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의 교직 경력 동안 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한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에서는 대입 

시험에서 다루는 과학 내용 요소들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과학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실행의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 E와 교사 

F가 변화된 수업 환경에서 수업 실행에 대한 특별한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기존의 수업 방식을 고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사 E와 교사 F의 원격 교육 실행에 대한 성찰의 부재 역시 

그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교사 행위주체성은 

변화하는 실행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하여 이전의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실행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재귀적인 특성이 있다(Archer, 

1998). 즉, 교사 행위주체성은 자신의 실행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을 통하여 포착된다(Wray & Richmond, 

2018). 또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성찰은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강화시킬 수 있다(Leijen et al., 2020; Pantić, 2015; Van der 

Heijden et al., 2015). 교사 E와 교사 F는 과학 수업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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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원격 교육의 상황에서 교사 E와 교사 F가 자신이 선택한 수업의 형태가 

진정으로 학생들의 과학 지식 학습에 적절하였는지 성찰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 E와 교사 F의 실행의 초점은 지식을 가공하여 

전달하는 것에 있었고, 이를 학생이 효과적으로 습득했는지에 대한 

추후의 확인이나 검토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찰의 

부재는 교사 E와 교사 F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주체로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원격 교육에 대하여 교사 E와 교사 F가 형성한 의미는 그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원격 교육과 대면 교육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즉,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 

모두 교사가 과학 지식을 가공하여 학생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실행이며, 

단지 전달하는 매체가 다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교사 

F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그녀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원격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초점을 둔 요인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교사 F는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함축하여 필기해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생명과학Ⅰ과 연계되는 내용은 같이 설명해주려고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생명과학 특성상 그림 위주로 

필기를 하면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교사 F, 1차 인터뷰, 2020.11.18.)라고 답변하거나, 

연구자가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생명과학Ⅱ가 진로 선택 과목이고 

수능과목으로는 잘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습자가 다양하였기 

때문에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교사 F, 1차 

인터뷰, 2020.11.18.)라고 답변하였다. Damşa et al. (2021)은 교사가 

원격 교육 및 원격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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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실행을 성찰 없이 복제(replication)하기 쉽다고 말하였다. 

교사 E와 교사 F가 원격 교육 및 원격 교육 상황에 대한 제한된 의미를 

형성한 것은 그들의 실행을 변화시키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저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사 E의 경우 안정적인 선택을 선호하는 성향 역시 그녀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저해하였다고 생각된다. 대면 수업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교수·학습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나, 많은 것이 낯설고 

불확실한 원격 교육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교사 E에게 

도전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때,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익숙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추구함으로써 실행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즉, 이러한 교사 

개인의 성향이 변화의 상황에서 그녀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Van der Heijden et al. (2018)은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에서 교사의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교사의 성격 요인은 교사가 생각하고 실제 행동하며 

스스로를 개발하고 교육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으며, 

맥락이나 학교 요인보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학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교사가 학교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그들은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 성실, 외향성, 대인 관계에 우호적임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교사 E의 경우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부족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실행으로 도입하는 적극성이 부족하였다. 이는 

그녀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제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수업들은 
좀 뭐랄까,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좀 많이 되지 않고,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예측이 잘 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위험부담을 
가진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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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한 대로 잘 이것이 수행될까 싶은 의구심이… 이런 것들도 제 안에 
있는 것 같고 이 의구심을 깨려면 실제로 많이 시도해 봐야 하는데 
시도해서 실패하고 다시 배우는 그럼 경험들이 저한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 다양한 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저희도 막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하기 전에 가장 
믿을 만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보통 많이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교사 E, 3차 인터뷰, 2020.3.5.)

구조적 측면

변화 없는 실행이 나타나게 된 맥락을 구성하는 구조적 측면의 

요소로는 교사 E와 교사 F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교사 E와 교사 F가 속해있는 맥락에서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대다수가 대학 입시를 위한 과학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소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적 

담론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학교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담론의 영향을 받으며, 교사의 실행 역시 이러한 담론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Fenwick, 2003; Goodson, 2003; Pignatelli, 

1993). 또한, Davies (1990)는 개인은 그들이 속해있는 집단의 담론을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내재화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표현한다고 

말하였다. 즉, 사회의 담론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취하는 

것은 행위주체성의 표현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교사 E와 교사 F가 

대면 수업이나 원격 교육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과학 

지식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식 수업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대입을 중요하게 여기는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교사 F는 “학생들의 교과 면접이나 (수능) 최저 등급을 

위해서도 개념을 전달해주는 것이 (과학 수업에서) 일 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교사 F, 1차 인터뷰, 2020.11.18.)라고 말하였다. 진학을 

위한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적 담론은 교사의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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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취 정도에 따라 교사의 실행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실행에 제약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격 수업에 대한 강한 요구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안내가 부재한 상황은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제한하였다. COVID-19에 의한 원격 교육의 도입은 교사 

외부로부터 시작된 변화이며, 갑작스럽게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교사는 원격 수업에 대한 사전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참고할만한 수업 

모델이나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였다. 교사 E는 “해왔던 방식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 시기에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하지 못함이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교사 E, 2차 

인터뷰, 2021.2.24.)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지원이나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느낀 혼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제한과 통제가 부재하는 상황은 교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보장였지만 이러한 자유는 오히려 교사 E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제한하였다. Ropo & valiijavi (2020)에 의하면 무언가를 통제하지 

않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율성이 교사들이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실천이나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오히려 통제의 부재는 일부 교사들이 지배적인 흐름을 

따르도록 이끌거나 그다지 비판적인 반성을 하지 않고 습관적인 형태의 

실천을 계속하게 할 가능성을 남겨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사 E에 

주어진 높은 자율성과 이로 인해 감당해야하는 위험은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저해하였다고 생각된다. 교사가 형성한 교사와 학생의 역할, 

수업에 대한 성찰의 부재, 교사가 속해있는 공동체가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적 담론 그리고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부족은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제약이 되었다. 

교사 E와 교사 F는 사회적 담론의 영향으로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을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수업 형식은 학생의 반응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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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도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수업 형식은 

실시간으로 강의를 송출하거나 학생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요구하는 수업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화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는 교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서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재한 것 역시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제약이 되었다. 원격 수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교사에게 참고할만한 모델이나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한 

상황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적 

맥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교사 E와 교사 F는 공통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의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물리적인 요인은 교사 E와 교사 F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수업 실행을 성찰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 E의 경우 안정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교사 개인의 성향이 원격 수업에서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저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사 F의 경우 대학 학사 과정에서 

생명 공학을 전공하였던 과거의 경험이 과학에서의 지식의 권위를 

강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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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의

본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하여 시행된 원격 교육 상황에서 

과학교사의 주체적인 실행을 탐색하고, 교사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맥락을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은 의미에 

대하여 논의한다.

많은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교수 실행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변화의 상황에서 교사가 

긴장(tension)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것을 발견하였다(e.g. Ketelaar et al., 2012; Milne et al., 2006; 

Ryder et al., 2018; Windschitl et al., 2021; Wray & Richmond, 

2018). Van Veen & Sleegers (2006)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교육의 변화를 계획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을 지원하는지, 혹은 

위협하는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고 구현하는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즉, 교사는 변화에 대하여 의도적인 선택을 하고 개인적 신념 및 가치를 

제안된 변화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취한다. 

이를 통하여 형성한 변화에 대한 의미는 교사의 실행과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Vähäsantanen et al., 2008). 

의미형성(sense-making)은 인간이 외부의 자극을 자신의 인식의 틀 

안에 집어넣는 과정을 통하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Weick, 

1995). 즉,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동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나중에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개인 내부의 표현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 De Jaegher & Di Paolo (2007)는 이 과정을 

참여적 의미 형성(participatory sense-making)이라고 표현하였고, 

인간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시 환경을 

재구성(enact)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미형성은 상황에 

대한 일종의 포지셔닝으로 바라볼 수 있다(Ketelaar et al., 2012; 

Wray & Richmond, 2018). 원격 교육의 도입은 지금까지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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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지 못하였던 교육 현장의 변화이다. 교사는 원격 교육이라는 

변화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에 대한 프레임이나 교수 실행에 

대한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원격 교육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형성한 의미에 따라 교사의 주체적인 

실행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Ketelaar et al. (2012)은 네덜란드 교사들이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형성한 의미와 행위주체성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들은 교사가 변화를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기준 프레임과 변화의 핵심 아이디어 사이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자신의 행위의 방향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그들은 

의미형성 과정을 다음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의 기준 프레임에 

따라 변화를 적응시키는 동화(assimilation), 상황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적응(accommodation), 자신의 기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용인(toleration) 그리고 

상황적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하는 거리 

두기(distantiation)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교수 

실행의 양상이 달랐으며, 이 과정에서 발현된 행위주체성 역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동화 및 적응을 통하여 변화를 자신의 

기준 프레임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하여 의미를 형성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로 변화에 대하여 주인의식으로 가지고 

행위주체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때 행위주체성의 결과로 변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변화를 더욱 정교화하거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Ryder et al. (2018)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스웨덴 교사의 반응을 행위주체성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교사가 변화를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프레임에 

기반하여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실행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목표의 권위를 

강조하거나, 정책의 권위를 강조하거나, 능동적인 행위주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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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사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개인의 목적, 구조 그리고 교사 

사이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전개되는 교사이 나타났다. 이러한 

실행의 과정에서 기존의 실행에 도전을 제기하는 변화가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변혁적인 실행이 촉매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 A, 교사 B, 교사 C, 교사 D는 원격 교육이 

도입되자 자신의 실행에 변화를 주었다. 이들 중 2인은 평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학교에 근무하였으며, 2인은 대입이 특히나 

강조되는 고등학교에 근무하였다. 교사 B와 교사 D와 같이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입을 위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변화시키는 행위주체성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급이 그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결정적인 

맥락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면 과학 

교육에서 원격 과학 교육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원격 교육에 

대한 다른 의미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실행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교사 A, 교사 B, 교사 C 그리고 교사 D는 원격 교육의 

도입으로 인하여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수 

실행을 이어갈 수 없음을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한 긴장을 언급하였다. 

긴장을 경험한 교사는 자신이 형성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반대로 좌절에 빠진다(Andrée & Hansson, 2021; 

Marco-Bujosa et al., 2020; Rodriguez, 2015; Ryder et al., 2018). 

교사 A, 교사 B, 교사 C 그리고 교사 D는 좌절하기보다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상(negotiation)을 시도하였다. 협상은 교사들이 

교사의 교육적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난다(Coldron 

& Smith, 1999). 교사 A, 교사 B, 교사 C, 그리고 교사 D는 자신이 

과학 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목표와 원격 수업 상황의 불일치를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결과 자신의 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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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게 변화해야한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실행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발현되었다. 

특히 교사 D의 경우에는 구조와의 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사 

D의 실행을 제한하는 학교의 문화는 그에게 적극적인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가 위치한 맥락의 구조적인 요인들로는 교육 및 

학습 작업을 구성하는 역학이나, 이를 반영하는 물질 혹은 일정,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실천적 루틴, 문화적 규범 및 가치, 교육 정책 

등이 포함된다(Wenner & Settlage, 2015). 이러한 구조는 교사의 

교육적인 선택을 제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Moore, 2008). 즉, 교사 행위주체성은 이러한 구조 

내에서 혹은 구조에 반하여 일하는 교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 D는 긴장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더욱 뚜렷하게 상기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교사 E와 교사 F는 이러한 불일치를 명시적으로 인식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교사 E와 교사 F가 지향하는 과학 수업이 자신의 

실행에 변화를 준 교사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교사 A, 교사 B, 교사 C 

그리고 교사 D가 학생에게 과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과학 수업을 

추구하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교사 E와 교사 F는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에서는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이 

도전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장을 인식할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긴장을 명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Wenger (1998)가 말한 일터에서의 의미형성과 이에 내재된 긴장은 

실행에 있어서 레퍼토리의 풍부함(richness)과 역동성(dynamism)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맥락의 변화로 

인하여 교사가 인식한 창조적 긴장은 교사가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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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 변화 탐색 

   :원격 과학 교육 두 번째 해의 실행을 중심으로2)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학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맥락이 변화를 

촉진하였는지 탐색하였다. 이는 교사 행위주체성이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개인과 맥락의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현되는 

현상임을 지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사의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함으로써 변화를 촉진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자료를 제공한다.

원격 교육 상황에서 과학교사 행위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6인의 

중등학교 교사의 실행을 탐색하였으나 교사 6인 중 교사 A와 교사 D는 

3회의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학교의 사정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하였으며, 4명의 교사가 연구 참여 지속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 4인의 교사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총 16개월에 걸친 원격 과학 교육 실행에서 나타난 과학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추적하는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교사 

B의 학교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으며 전교생 수가 원격 교육 실행 

기준보다 적어서 2021학년도에는 전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의 과학교사 행위주체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사 B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교사 C, 교사 

E, 교사 F를 분석하였다. 이들 교사는 그들의 참여 지속 의사에 따라 

분석의 대상이 되었을 뿐 그들이 원격 교육 도입 초기에 나타낸 

행위주체성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2) 이 장은 이혜경과 김희백 (2021).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과학교사 행위주체

성 탐색-COVID-19에 따른 원격 수업 실행 2년 차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라

는 제목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1권 5호에 게재된 논문을 재구조화하여 제

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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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와 교사 F는 2020학년도에 원격 교육이 도입되자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해온 과학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행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교사가 변화하는 수업 환경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내린 전문적 의사결정에 의한 실행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자신의 실행에 대한 성찰이나 개선의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두 

교사는 공통으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는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면 교육에서 했던 것과 

같은 수업을 원격 교육 수단을 통하여 전달하는 실행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원격 수업 제공 방식이나 형태에 대한 숙고나 성찰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실행이 학생의 과학 학습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원격 교육 시행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이 두 교사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두 교사의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은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두 교사가 위치한 맥락과 경험한 변화가 

달랐으며 이로 인하여 원격 교육에 대하여 형성한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사 E의 경우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행을 

성찰하고 원격 교육 상황에서의 학습에 대한 의미를 정교화하면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이는 그녀가 이전 연도와는 다른 원격 교육을 

전개하게 하였다. 하지만 교사 F의 경우 외부로부터 제안된 변화가 

그녀의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에 변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동료 교사의 

제안에 의하여 자신의 실행을 갑작스럽게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그녀가 불만족을 느끼고 있던 부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업의 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즉, 교사 E와는 다르게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위주체성을 발현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 외부로부터 제안된 변화로 인하여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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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C는 대면 교육에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주체로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으며, 원격 교육 시행 두 번째 해에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과학 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여지를 이용하는 행위주체성을 보였다. 즉, 교사 C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학생 중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원격 과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이는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의 확장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주어진 자율성과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2> 과학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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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발적 성찰로부터 시작된 행위주체성의 발현(교사 E의 사례)

2.1.1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의 변화

교사 E는 2020학년도에 원격 교육이 도입되자 지금까지 실행해온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학 수업을 실행하였다. 그녀는 원격 과학 

교육의 목표와 진행의 초점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의 원격 교육 실행은 기존에 대면으로 이루어져 온 

수업 실행과 유사하였으며, 차이점은 단지 전달 수단을 대면이 아닌 

원격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교사 E가 이러한 원격 과학 수업을 진행한 

이유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교육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 교육 시행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교사 E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 실행에 변화를 주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교사 E는 원격 교육의 도입 이전과 이후 모두 교사가 주도적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사 E는 과학 수업은 

교사가 과학 지식을 적절하게 가공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이며, 원격 수업이나 대면 수업에서 이러한 의미는 변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2020학년도에 원격 

수업이 도입되자 주로 자신이 제작한 수업 영상이나 기존에 제작된 수업 

콘텐츠를 단방향으로 제공하는 수업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방식에 대한 검토, 학생의 

학습에 대한 확인 그리고 수업의 효과에 대한 검토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사가 변화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전문적 시각에서 상황 속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교사 E가 가지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의미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업 상황에서 취한 포지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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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주된 수업 진행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교사 E가 

수업은 ‘교사가 과학 지식을 가공하여 학생에게 전달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형성한 것은 그녀가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실행하게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수업은 대입을 위한 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회적 의미 역시 교사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다른 수업 진행 방식보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이 도전적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교사 E는 원격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서의 실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선호하는 교사의 성향 역시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의 수업을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되풀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21학년도에 들어서며 교사 E는 자신이 제공하는 원격 과학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을 진정으로 돕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교사 E가 원격 과학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하여 “아이들이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그냥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어떻게든 원격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다루고자 했어요.”(교사 E, 3차 

인터뷰, 2021.3.5.)라고 말하였던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교사 E는 원격 

과학 수업을 통하여 과학 지식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였지만 학생들이 그 지식을 학습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2021학년도의 원격 과학 교육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교사 

E는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라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인 확인 작업이 

요구됨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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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어느 정도 학습되었을까’에 대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의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했거든요. ‘아이들이 실제 이 수업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났나?’,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패들렛’ 
게시판 같은 것들을 학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사 E, 5차 인터뷰, 2021.7.20.)

교사 E는 지난해 자신의 원격 과학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을 점검하지 

못하였다는 문제를 인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의 

원격 과학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고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는 실행으로 이어졌다. 교사 E는 패들렛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그림Ⅳ-7).

<그림Ⅳ-7> 교사 E가 패들렛을 이용하여 소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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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는 소통의 창구를 늘리고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교사 E는 

이에 대하여 “실시간 (원격) 수업에서 상호작용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의 창구를 열어둔 부분은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라고 말하며 이러한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패들렛’ 게시판의 좋은 점은 작년에 경험했으니까 올해는 시험 기간 말고 
아예 수업 처음부터 열어놓았어요. 오픈 채팅방은 좀 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패들렛’ 게시판은 조금 익명성이 강한 
게시판인데, 오픈 채팅방은 질문한 아이와 실명으로 오가는 대화들이 
있어서.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꼭 수업이 끝나면 오픈 채팅방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그 채팅방 통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해주고... (저는) 실시간 수업 마무리에 늘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물어보거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선생님 수업하는데 있어서 질문이 있니?"라고 마무리하는 편인데, 그때는 
대답이 많이 없지만...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패들렛 게시판이나 선생님 
오픈 채팅방에 남겨 달라고 하면 또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것이 
'필요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

이러한 교사 E의 성찰 및 수업의 개선은 스스로 작년의 실행을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작년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하나 (웃음) 그래서 

아이들이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교사인 제가 올해의 원격 

수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했어요”(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라고 말하며, 교사가 

스스로 원격 과학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변화를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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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한 것을 보여주었다.

행위주체성의 발현은 맥락과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다(Biesta & 

Tedder, 2006; Pantić, 2015; Ryder et al., 2018). 자신의 실행에 

대한 교사의 성찰(reflection)은 개인의 실행 경험에 기반하여 이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때 이루어지며, 이는 행위주체성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Bergh & Wahlström, 2018; Leijen et al., 2020). 

이러한 성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천적 지식을 표현하고,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다(Buxton, 2015; Leijen et al., 2020). 교사 E가 

지난해 자신의 원격 과학 교육 실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실천적 지식은 이번 해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의 자원이 되었다. 

요컨대 교사 E는 지난해 실행을 성찰하며 원격교육 상황에서의 학생의 

과학 학습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경험을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교사 E는 자신의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변화는 자신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실행의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의 성찰과 실천적 

지식이 그녀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사는 주체적인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가가 

되기를 요구받으며(Simons & Ruijters, 2014), 이는 자신이 형성한 

실천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실행을 개선하는 것 역시 포함한다. 

교사 E는 자신의 성찰로부터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업 형식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위자로 거듭나는 변화를 보였다.

2.1.2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이 변화한 맥락 

교사 E가 스스로 자신의 원격 교육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기 시작한 데에는 그녀가 자신의 수업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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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이 변화하게 된 

맥락의 개인적 측면의 요소로는 원격 교육에 대한 정교화된 의미를 

바탕으로 한 원격 과학 수업에 대한 목표 조정, 자신의 실행에 대한 

불만족 및 실행에 대한 도전 인식이 있었다. 구조적 측면의 요소로는 

동료 교사와의 소통과 협력이 있었다. 

개인적 측면

교사 E가 자신의 원격 과학 교육 실행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친 맥락의 개인적 

측면의 요소로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족,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원격 교육에 대한 의미의 정교화가 있다. 

교사 E는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해의 원격 

교육 실행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자신의 실행을 

성찰하도록 이끈 원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성찰의 결과 그녀는 원격 

교육에 대한 의미를 정교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격 교육에서의 

목표를 조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목표의 조정은 그녀의 실행을 

변화시키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이어졌다.

교사 E가 자신의 수업 실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고민과 자신의 

수업에 대한 도전을 인식한 것은 그녀가 실행에 대해 성찰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0학년도에 단방향 

콘텐츠 제공형의 원격 과학 교육을 진행할 때 그녀는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교사 E, 2차 인터뷰, 

2021.2.24)라고 말하며 자신의 실행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냈다. 

또한, 자신이 즐겨 하는 교사 주도형의 강의식 수업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한 수업 방식인지 고민하며 교수·학습에 대한 접근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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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수업을 해내는 데 있어서 젊은 선생님들과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선생님들의 격차가 눈에 띄게 보이는 측면들도 많이 
있고 ’세상은 참 빨리 변해가는데, 이 변화에 속도에 누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도 이제는 
‘적응력을 키워주는 이런 것이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이 원격 수업들도 
도전받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교과서적인 측면을 잘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저 스스로도 고민되는 거 같아요. (교사 E, 3차 
인터뷰, 2021.3.5.)

자신의 수업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의 수업 실행의 한계를 인식한 것은 

교사 E가 원격 과학 수업 실행을 성찰하도록 이끌었다. 교사 E는 

자신의 원격 과학 교육을 되돌아보며 원격 교육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태세가 학생들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자신의 수업 실행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데  

미흡하였음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거나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려는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였다. 

학습자에 대한 성찰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원격 수업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보내나 이런 것에 급급했는데, 
아이들에게 엄청난 자유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인 습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이들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차이가 너무 여러 면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요. (교사 E, 5차 인터뷰,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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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E는 지난해 자신의 원격 과학 교육을 성찰하고, 이로부터 스스로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수업 실행을 

개선해 나갔다. 교사 E의 성찰은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는 교사가 원격 과학 수업에 대한 장·단기적 목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교사 E는 2020학년도에는 단방향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2021학년도에 들어서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녀는 원격 수업의 두 형태를 비교하며 “작년 대비 

올해 생명과학Ⅰ 학습자들이 바뀐 원격 수업 방식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좀 더 들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라고 말하며, 원격 수업의 방식의 차이가 

학생들의 학습에 주는 영향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두 가지 

방식의 원격 수업이 각각 어떠한 장점 혹은 단점을 가지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 E는 학생들을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실시간 

수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제가 느끼기에 실시간 수업의 장점은 학습 관리적인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진짜 리얼타임으로 이 시간에 참여해서 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지난해에) 온라인 클래스에 
영상이 쭉 올라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맞추어서 들으라고 하시긴 했지만,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꼭 
듣지 않아도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되게 자율적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오전에 몰아서 수업을 듣고 어떤 아이는 
밤에 몰아서 다 듣고, 그런 것이 되게 심해서 학부모님들도 얘기하셨던 
것이 “아이들의 생활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밤 늦게까지 막 있고”. 그런데 이제 실시간은 그 아이를 그 시간에 
붙잡아 놓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회도 종례도 꼭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깨워서 앉혀 놓는(웃음), 그게 되게 뭔가 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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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되었든 집에서 무슨 옷차림으로 있든지 일어나서 지금은 
수업시간이라는 인지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

  교사 E는 효과적인 실시간 쌍방향 원격 과학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격 수업시간 역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시간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실재감을 

주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원격 수업 

상황이 대면 수업 상황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유사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원격 과학 수업의 목표는 사실 전달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원격 환경에서 잘 전달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면에서 어떤 3D로 만나는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래도 현장감있게 그래도 좀 현실감이 있게 구현할 
수 있을지가 좀 더 기능적인 목표로 추가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떤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맥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격 수업은 
좀 더 이 원격 환경에서 전달하는 방법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좀 더 
차이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과 소리의 
소통이 참... 저도 아이들의 반응이 참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라서.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의 반응은 자는 아이들, 조는 아이들도 다 보이고, 
이런 애들을 깨워가면서 수업에 환기시키고 집중하게 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러운데, 원격은 뭔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종종 이제 수업에서처럼 15~20분 정도 지나면 지치겠거니 싶어서 
다시 깨우고, 그런 것을 하긴 하지만요. (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 
  

또한, 원격 교육 상황에 대한 보다 정교화된 이해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였다. 교사 E는 “학교에 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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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일단 학교에 있는 와 있는, 그러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오지 않고 오로지 개인이 이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측면으로 바뀐 것이 되게 큰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도움도 많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면밀한 학습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교사 E, 3차 인터뷰, 2021.3.5.)라고 

말하였다.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습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 역시 

교사 E의 원격 교육 목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가 원격 교육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의미를 형성한 것은 교사의 

원격 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게 하였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기적인 목표는 그들의 행위의 방향을 설정하고(Andrée & 

Hansson, 2021; Biesta et al., 2015; King, 2018),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Biesta & Tedder, 2006; Emirbayer & 

Mische, 1998; Leijen et al., 2020; Pantić, 2015; Priestley et al., 

2015). 교사 E가 가지고 있는 목표 역시 그녀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 원격 교육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원격 교육 상황의 

특성에 적절하게 원격 과학 수업의 목표를 조정하였으며, 이는 교수 

실행의 변화 및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보다 지금이 더 엄격해진 느낌이 들어요. 원격 수업도 초기는 '내가 
(수업을) 했다!', '내가 (수업) 영상을 촬영했다. 완성해냈다" 이런 것, 
그리고 학습 관리 측면에서 뭔가 미비하긴 하지만 ‘하고는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면, 이젠 시스템은 이러한데 이제 시스템 내에서 좀 더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안을 더욱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구글 클래스 룸’을 사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아이들과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번갈아가며 한 학기를 보냈는데, 만약 이러한 시스템으로 
계속한다면... 더 나아가면 뭐가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잣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와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그저 (수업을) 
해내자’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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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현실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가치와 관련된 측면을 담거나 
학습자 또는 교수자도 만족스러운 학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교사 E, 5차 인터뷰, 2021.7.20.)

구조적 측면

교사 E가 동료 교사와 원격 교육에 대하여 소통하고 협력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맥락을 구성하였다. 

교사 E의 학교에서는 2021학년도에 들어서며 원격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려 노력하는 분위기가 학교 수준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하게 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특히, 교사 

E의 학교에서는 지난해에는 원격 교육을 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교사들까지도 원격 교육 실행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원격 수업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입 시기라서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는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작년처럼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라고 말하며, 구성원들 사이에서 원격 교육의 질에 대한 

제고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때, 지난해의 원격 

교육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의 원격 

교육 실행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활발하였다. 특히, 이는 원격 수업에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에서 두드러졌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교사가 그렇지 못한 교사를 돕는 과정에서 원격 

수업이라는 공유된 목표를 향해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사 E는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툴(tool)을 배우고 익혔던 부분을 

많이 넣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교사 E, 5차 인터뷰, 2021.7.20.)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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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동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원격 수업에 대한 학습이 

일어났으며, 이는 교사의 실행의 선택지를 추가하며 그녀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지원이 되었음을 나타냈다.

일단은 작년의 경험이 노하우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 이런 것을 
겪어보니까, 이건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경험적 지식이 많이 
쌓인 것 같고, 그 지식들이 연수를 통해서 많이 공유된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은 선생님들이 당장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는 것부터 어려워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개설하고 같이 수업 
만들어보고, 수업하게 해보고 실습하게 해보는 그 과정들을 2월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2월에 모아놓고 집합 연수도 몇 차례 갖고, 그런 
부분들이 그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선생님들도 
연배가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럼 좀 더 세대 간의 
소통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저도 이 
구글 미트가 저도 참 편하지 않더라고요, 화면공유나 탭 공유 영상 
공유하는 면이... 잘 써보지 않았던 기능이라서 좀 어려웠었는데, 하다 
보니 는 것도 있고, 같이 앉아계신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주제 자체가 그런 
주제로 대화할 때도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하고 
있니?" 그런 대화 속에서도 사실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패드 
이용해서... 아이패드로도 그 회의실을 접속하고, 노트북으로도 회의실을 
접속하면 아이들의 얼굴 확인과 수업 진행이 더 원활하다는 것도 주변 
선생님들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거든요. '아 이렇게 한 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훨씬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

  교사들의 활발한 소통은 교사 E가 자신의 실행에 대하여 성찰하는 맥

락을 구성하였다. 성찰은 고립된 행동이 아니며 동료와의 소통을 통해서 

촉진될 수 있다(Masuda, 2010). 교사가 경험한 활발한 소통은 그녀의 

성찰과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하였다. 실제로 교사 E는 “원격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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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하고 나서 교사들과 얘기해보면서 그런 면을 좀 자극을 받을 것 같

아요. 아이들이 소위 말해 주변 뉴스나 기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학업적

인 성취나 격차가 심화되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해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선생님들과 나누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더 챙겨야 하는

구나 (웃음) 혹은 더 학습자의 학습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싶

은.”(교사 E, 5차 인터뷰, 2021.7.20.)이라고 말하며, 동료 교사와의 

소통이 그녀가 자신의 실행을 성찰할 필요성을 일깨웠음을 언급하였다. 

  학교 맥락은 교사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요인으로(Gutiérrez, 

2013; Picower, 2013) 같은 맥락을 공유하는 교사들이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실행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은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

진한다(Martin, 2020; Roth et al., 2004).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교

사들이 나누는 전문적 담화는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수를 결

정한다(Priestley et al., 2015). 따라서, 실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담화에 접근하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실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

며, 전문적 대화를 통한 학습은 그들의 실행의 레퍼토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활발한 소통은 전문적 대화와 협력적 실행

이 함께 어우러진 매개적인 공간(mediational space)을 구성할 수 있는

데, 이는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한다(Nguyen & Dang, 2020). 

  특히, 과학 교과는 실험이나 탐구 활동이 강조되는데, 교사 E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실제로 2020학년도에 교사 E는 과학탐구 실험 과목을 지도하였는데 

이때 교사는 기제작된 EBS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교사 E는 동료 교사의 수업 실행을 통하여 원격 수

업 상황에서도 충분히 과학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

며, 이를 계기로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동료 교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

의 실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

능성을 인식한 것은 교사 E가 원격 과학 수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수정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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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희 학교에 새로운 물리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그분이랑 저랑 자리
가 되게 가까워서 수업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저희 학
교 근무가 올해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실험적 접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
요. 물리 선생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물리 실험을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
간으로 보여주는 것도 많이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해서 그 자
리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보게 하는 여러 가지 접근들을 많이 하신 
것이 저한테 많이 자극이 되었어요. ‘아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혹은 해왔던 방식이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
던 것 같아요. (교사 E, 5차 인터뷰, 2021.7.20.)

교사 사이의 전문적인 대화를 통하여 행위주체성에 대한 의미가 

확장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다(Wallen 

& Tormey, 2019). 따라서 교사 E가 동료 교사들과 나누었던 활발한 

소통은 그녀가 자신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분산되어 존재하는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장은 그들의 실행을 개선하고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Bridwell-Mitchell, 2015; 

McNicholl, 2013).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원격 과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공유된 동기, 맥락의 실재, 학교 맥락, 교수·학습적 지식 그리고 교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이들의 협력을 

촉진하였다.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 수업에 대한 후기 나눔 같은 것, 같이 앉아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나누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좀 제 수업을 
돌아보게 하고,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요. 아까 원격 
수업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40분으로 줄이자 혹은 30분으로 줄이자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대화하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50분의 
집중도를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도 원격 
연수 들을 때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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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바꾸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확실히 같이 이야기할 때 
나오는 시너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사 E, 4차 인터뷰, 
2021.5.7.).

  <그림 Ⅳ-8>은 Priestley et al. (2015)과 Taylor & Lelliott 

(2021)가 제안한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대한 모델을 바탕으로 교사 E가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과학 학습을 확인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한 맥락을 분석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행위주체성(agency) 

발현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측면의 요소는 행위자(agent)의 세 가지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천적-평가적 차원에서 구조적 

요소로 작용한 요인은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Ⅳ-8> 교사 E의 행위주체성 발현 모델 

  교사 E는 2020학년도에 원격 교육이 도입되자 대면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업 실행을 보였다. 이는 변화한 맥락에 대한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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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실행을 별다른 고려 없이 되풀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원격 교육 시행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교사는 자발적으로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과학 학습을 돕기 위한 수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지난해의 자신의 실행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족과 

동료 교사와의 소통은 그녀가 자신의 실행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찰은 그녀가 원격 교육의 특성과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학습자에 대하여 인식하게 함으로써, 원격 교육에 대한 

의미를 정교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의미의 정교화는 교사 E가 

2021학년도의 원격 과학 교육 실행의 목표를 재조정하게 하였다. 이는 

교사 E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2.2 창조적 긴장으로부터 야기된 행위주체성의 발현(교사 F의 사례)

2.2.1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의 변화

교사 E와 마찬가지로 교사 F 역시 2020학년도에 원격 교육이 

도입되었을 당시 그녀가 지금까지 대면으로 해온 수업과 동일한 방식의 

수업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교사 F가 이러한 실행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격 수업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지 고민하거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2021학년도에 교사 F는 원격 수업의 방식을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방식인 단방향 콘텐츠 제공형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 과정은 교사 E와 같이 스스로 시작된 

변화는 아니었으나, 교사 F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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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F는 원격 교육의 도입 이전과 이후 모두 교사가 주도하여 과학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2020학년도에 

교사 F는 교사 E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지식을 한정된 시간 내에 교사가 

주도하여 전달하는 것에 실행의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원격 수업이나 

대면 수업 모두 똑같이 나가서, 방법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어요.”(교사 F, 3차 인터뷰, 2021.3.3.)라고 말하며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에서 방법이나 목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대면 교육에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원격 

수업 방법이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을 위해 적절한지 고려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가 변화하는 맥락에 대한 해석과 

자신의 실행에 대한 성찰 없이 습관적으로 실행을 되풀이하였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교사 F가 교사의 역할은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의 수업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 F는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고려 없이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형식의 수업 방식을 

선택하였다. 교사 F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동일한 행위이며 단지 

전달의 수단만 다른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때 교사의 실행의 초점은 수업 영상에 정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담는 것이었다. 교사 F는 생명과학을 전공하였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전문적인 과학 지식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강조가 원격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학습 

내용을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Ⅳ-9>는 교사 F가 ‘에너지의 생성과 노폐물의 배설 과정’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공하였던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도식을 바탕으로 관련 지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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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교사 F가 실행하였던 수업의 한 장면

하지만 단방향의 콘텐츠 제공 수업의 특성상 학생과의 즉각적 

상호작용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학생의 

학습을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하였으며, 교사가 자신의 실행이 학생들의 

과학 지식 학습을 진정으로 돕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행을 재조정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 F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2021학년도에 교사 F는 생명과학Ⅰ을 동료 교사 한 명과 함께 

지도하였다. 교사 F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방향으로 교사가 제작한 

강의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실행을 주로 하였다. 하지만 학기 

중반부에 생명과학Ⅰ을 함께 지도하는 동료 교사의 선택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는 

교사 F가 계획하였던 원격 수업 형태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이는 

교사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당장 월요일 1교시 

수업인데 올려야 할 콘텐츠를 금요일까지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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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드리니까 그 선생님은 실시간 수업을 하실 거라는 거에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실시간 수업을 

준비하게 되어버렸어요”(교사 F, 5차 인터뷰, 2021.7.19.)라고 말하며 

갑자기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말하였다. 그러나 교사 F는 “그 선생님과 소통이 아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1학기 때는. 그러다가 

실시간으로 돌리니까 저도 편해졌어요. 오히려 더.”(교사 F, 5차 

인터뷰, 2021.7.19.)라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가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사 F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였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교사 F의 실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 F는 지난해 주로 콘텐츠 제공형식으로 원격 과학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실행은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수업 참여를 

독려하거나 학습 정도를 확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교사 F는 

작년의 원격 과학 수업을 돌아보며,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아쉬워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업의 형식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실행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생명과학Ⅰ을 가르치는 

동료 교사의 제안으로 인하여 시작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비록 교사 외부의 제안으로 인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교사는 이러한 

수업 형태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주체성을 

보였다. 교사 F는 새롭게 도입한 원격 수업 방식을 통하여 자신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수업 진행 방식을 실천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실행을 구성하는 행위주체성을 보였다.

2021학년도에 와서 개선을 한 점인데, 생명과학Ⅰ이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초기 두 달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 정말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더라구요... 아이들이랑 온라인에서 수업을 했다가 오프라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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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수업을 반별로 진행할 수가 있고, 아이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 나갈 
수 있었고,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대답을 해주고, 복습 차원에서도 
좋고. 온라인으로 콘텐츠 제공하는 것은  복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신경계 같은 경우는 신경의 
전달이나 전도 이 두 주제를 연결해서 말해주고, 근육 부분에서도 앞 
단원과 연계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학생들은 과학을 한 단원 한 단원 따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복해 줄 수 있고. 연결해서 설명해주면 오히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고. 이게 실시간이라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교사 F, 5차 인터뷰, 
2021.7.19.)

특히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은 교사 F가 학생의 학습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었다. 교사 F는 실시간 원격 수업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오히려 저는 다른 학년 수업보다 2학년 생명과학Ⅰ 수업이 인상 깊었는데,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이 있는 반은 수월하게 하지만, 대답이 없는 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가며 대답을 하라고 하면 잘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 못하는 애들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디를 잘 모르는지 
알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 애들한테 복습해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수업이니까 마지막에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못 푼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남아서 질문을 하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콘텐츠 (제공형 수업)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수업을 나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교사 F, 4차 인터뷰, 2021.5.4.)

교사는 학습 주제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과학 지식의 연속성을 고려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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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지난번에 배우는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있으면, 애들한테 질문을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답을 유도하게 되면, 대답도 하고, 그리고 또 그림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신경계 부분을 배웠는데, 두정엽, 전두엽, 측두엽 
이런 뇌의 위치를 배웠어요. 그때 아이들이랑 같이 콘텐츠 제작에서는 저 
혼자 하겠지만, 실시간에서는 저의 얼굴이나 행동을 따라 하면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이런 식으로 같이 위치를 파악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교사 
F, 4차 인터뷰, 2021.5.4.)

  게다가 교사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교사가 현상을 소개하고 해당 현상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질의응답

을 통하여 학생이 과학적 사고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하

였다. 그녀는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에 대해서 수업할 때, 사람의 심장

이 빨리 뛸 때,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다면 예시로 상황

을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

갔어, 그럼 심장은 어떻게 뛸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애들이 빨

리 뛴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어

떠한 신경이 작용하는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질

문을 하고 학생들이 대답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길항작용까지 끌어가는 

거죠.”(교사 F, 5차 인터뷰, 2021.7.19.)라고 말하며 원격 수업 상황에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학생과 함께 완성해 간 사례를 소개하였다. 

교사 F는 과학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

업이 갖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학

생의 응답에 따라 반응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 F는 

학생의 응답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을 함께 도입하거나 이해 수준에 적절

한 내용을 함께 소개하며 현상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의 통합적인 이해를 

위한 수업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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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kins (2020)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교사의 실행 양상을 주도적 

행위주체성(proactive agency), 반응적 행위주체성(reactive agency), 

수동적 행위주체성(passive agency)으로 구분하였다. 주도적 

행위주체성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행의 선도자가 

되는 것을 말하며, 반응적 행위주체성은 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적 

행위주체성은 자신이 선호하는 변화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교사 F의 경우 스스로 수업의 형태를 바꾸거나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신의 실행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실행을 전개하지 않았다. 교사 F는 동료 교사에 

의하여 제안된 수업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원격 과학 교육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짧은 시간 내에 수업의 형태를 전환하여 

제공하는 실행을 보였다. 이는 반응적인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교사 F는 변화 상황에 적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변화가 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나아갔다. 

또한, Eteläpelto et al. (2013)은 전문적 행위주체성(professional 

agency)이란 새로운 업무 관행을 시작하고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거나 제안된 변화를 따르거나 저항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즉, 교사 외부로부터 

제안된 변화가 꼭 교사에게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외부의 

제안과 교사의 가치가 일치하고(Biesta et al., 2015; Priestley et al., 

2012; Wallace & Priestley, 2017), 이러한 변화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충분한 주체성을 경험한 교사는 비록 변화가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더라도 변화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Ketelaar et al., 2012; Wray & Richmond, 2018). 교사 F는 

자발적으로 수업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실시간 수업을 도입하는 변화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제안된 새로운 원격 과학 

수업 방식은 Ryder et al. (2018)이 말한 일종의 창조적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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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였고, 이는 교사 변화의 촉매로 작용하였다. 또한, 교사 F는 수업 

형태를 자발적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부의 제안으로 인하여 수업의 형식을 바꾸게 되자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을 전개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2.2.2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이 변화한 맥락 

개인적 측면

교사 F는 외부로부터 제안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원격 

과학 수업을 실행한 경험이 지원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지난해 원격 과학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업 제공 방법에 대하여 학습해 

두었기 때문에 이번 해에 갑작스럽게 실시간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정에 맞게 수업을 해낼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19의 영향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원래 짜여있던 수업과 일정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지니까 급격하게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처가 초반보다는 지금이 그에 대해 
대처하는 게 나아졌나 싶지 않아요. 약간의 노하우?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길러진 것 같아요. (교사 F, 5차 인터뷰, 2021.7.19.)

특히, 지난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몇 차례 진행해 본 경험 덕분에 

이번 해에 보다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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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도입 초반에는 일단은 실시간 원격 수업 자체가 익숙치 않아서 
활용방법도 미숙했고, 학생들의 통제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익숙치 않았고. 
그에 비해서 현재는 활용 방법이라던가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익숙해졌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수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수업 관련해서도 배분하는 것도 원활하게 나누어 볼 수 있고, 대답과 
질문을 하는 것까지 융통성 있게 수업을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원격 수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교사 F, 5차 인터뷰, 
2021.7.19)

또한, 대면 수업에서는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학생 토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원격 수업 환경에서는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여 소집단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과학적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난해의 실행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실천적 지식은 교사 실행의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하여 상황에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실현하는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였다.

교사가 축적해온 경험은 교사의 전문적 행동의 주요 자원 중 하나라고 

주장되어왔으며(Simons & Ruijters, 2014), 교사가 위치한 맥락에서 

어떠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Biesta & Tedder, 

2006; Emirbayer & Mische, 1998; Leijen et al., 2020; Pantić, 

2015; Priestley et al., 2015). 또한, 수업은 교사의 이전 교수 경험과 

그들의 전문성이 교차하는 지점이다(Milne et al., 2006). 교사 F 역시 

지금까지의 교육 경험으로부터 과학 수업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원격 과학 수업을 실행함으로써 원격 과학 

수업에 대한 경험까지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위치한 

상황에서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사가 어떤 것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한다(Pantić, 2015; Van der Heijd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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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따라서, 교사 F가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느끼는 원격 

수업에 대한 익숙함과 원격 수업 방법에 대한 레퍼토리의 확장은 그녀의 

수업의 개선하는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교사 F는 “이게 실제로 해보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냥 수단만 달라진 것 뿐이지. 태블릿을 활동지를 보여주고, 

그걸 공유해서, 그 위에다가 같이 필기를 하면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수업 영상 제작하는 것과 별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교사 F, 4차 

인터뷰, 2021.5.4.)라고 말하며, 원격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교사가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음을 인식하였으나 이는 원격 

교육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로 발전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 E와는 다르게 교사 F가 자발적으로 실행을 변화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구조적 측면

  교사 F에게 있어서 외부로부터 제안된 수업 형태의 변화는 실행을 개

선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

적으로 적응하는 데에는 지난해의 실행에 대한 불만족과 원격 과학 교육 

경험이 지원으로 작용하였다. 교사 F는 지난해 수업을 되돌아보았을 때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함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

다. 같은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의 제안에 따라 수업의 형태를 실시간 쌍

방향 수업으로 바꾸었고, 이는 교사가 지금까지 문제로 인식하였던 부분

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Rodriguez (2015)에 따르면 교사

는 도전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 교사 F는 지금까지 실행해온 원격 과학 교육 방식을 변

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도전적인 상황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실행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변화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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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그림 Ⅳ-10> 교사 F의 행위주체성 발현 모델

교사 F는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제안된 수업 형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그녀는 더 

나은 원격 과학 수업을 위하여 지난해 자신의 원격 과학 수업 실행을 

성찰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격 수업 제공 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교수·학습 전략을 고안하는 실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같은 

과목을 함께 지도하는 교사의 제안으로 인하여 원격 수업의 제공 방식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갑작스럽게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교사가 지난해 원격 과학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습하였던 

기술이나 실행의 경험으로부터 느끼는 자신감이 새로운 원격 수업 진행 

방식을 실행하는데 지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교사 F가 갑작스럽게 

따르게 된 변화는 그녀가 지난해 자신의 교수 실행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따라서,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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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간 

쌍방향 과학 수업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업을 실행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었다(그림 Ⅳ-10).

2.3 자율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위주체성의 발현(교사 C의 사례)

2.3.1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의 변화

교사 C는 2020학년도에 원격 교육이 도입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과학 교육에 대한 목표를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실행해온 수업 방식을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원격 교육 도입 이전에 교사 C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과학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과학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관심사, 

일상의 경험 그리고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학습할 과학 내용과 연계하여 전달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학생의 응답에 반응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원격 교육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고 실천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2021학년도에도 교사 C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 교육의 목표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과학자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교사 C, 

5차 인터뷰, 2021.7.22.)라고 말하며, 여전히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과학 교육의 목표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원격 교육 상황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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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교사 

C는 교사가 주도하여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원격 과학 수업을 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교사 C의 교육적 목표와 거리가 먼 

실행이었다. 교사 C는 지난해의 자신의 원격 과학 수업을 돌아보며, 

“작년에는 일단 제일 아쉬웠던 것이 강의식 수업에 갇혀서 수업을 한 

점이었어요.”(교사 C, 5차 인터뷰, 2021.7.22.)라고 말하며 다양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애들이 실험, 활동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마치 눌려있는 스프링처럼 충전된 상태에요. 저희가 주제 

선택에서 ‘과학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2개 오픈했는데 빠르게 

마감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누가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제목만 보고 실험이라니까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교사 C, 4차 인터뷰, 2021.5.3.)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과학 

실험 및 탐구 활동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였다. 교사 C의 성찰과 

학생들의 요구를 인식한 것은 원격 수업에서 다양한 참여형 과학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교사 C는 2021학년도에 주제 선택 과목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교사는 이 과목을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과학과 생활의 연계를 깨닫도록 돕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다른 교사의 과학 주제 선택 과목의 원격 

수업 실행을 언급하며 이러한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원격 

수업 실행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 역시 그녀가 이번 해 중학교 

1학년 주제 선택 과목을 원격 수업 환경에서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학생 중심 활동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에는 제가 중1 담당이 아니어서 주제 선택을 맡지 못했어요. 옆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영상 보여주고 보고서 걷고,  매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사도 의미 없다고 느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아예 저희 세 명이서(주제 선택 과목을 함께 지도하는 교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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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학에서도 실험 키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활동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이 
개선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제 선택이 교사 자율성이 
높은 수업이다 보니까 정말 나쁘게 말하면 교사가 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과학 도서 독후감 작성 이런 
식으로 한 학기 할 수 있는 수업인데, 그래도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합이 잘 맞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힘든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꾸려갔던 것 같아요. 
(교사 C, 5차 인터뷰, 2021.7.22.)
 

교사 C는 이 과목을 함께 지도하는 교사 2인과 함께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다양한 핸즈온 활동(hands-on activity)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 C는 모든 학생이 

각자 하나의 실험 키트를 가지고 가정에서 과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실험과 도구를 집에서 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으로 골랐어요. 예를 들어, 편광렌즈 실험이나 바늘구멍 

사진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소규모로 책상 위에서 공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랐어요”(교사 C, 4차 인터뷰, 2021.5.3.)라고 말하며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구현 가능한 활동을 선택하고, 기존의 활동을 

원격 교육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였으며, 이 과정에 큰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Ⅳ-12>는 교사 C가 주제 선택 과목을 

진행하면서 ‘빛의 성질’을 지도하는 데 사용하였던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교사는 빛의 성질과 렌즈의 특성에 대한 과학 지식을 교사가 

주도하여 소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빛이 렌즈를 통해 굴절되어 사진기에 상이 맺히는 현상을 

이해하는 수업을 실행하였다. 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진기의 원리에 

대한 간단한 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일상 경험을 과학 수업과 

연계하여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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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교사 C의 원격 탐구 수업 활동지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였을 때 미리 배부해주었던 실험 키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와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그림Ⅳ-13>과 같은 사진기를 제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렌즈의 

종류 및 렌즈의 역할, 물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거리, 사진기를 

통하여 맺힌 상의 크기나 방향에 대하여 학생들이 관찰하고 이러한 

이유를 빛의 성질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림 Ⅳ-12> 교사 C의 원격 탐구 수업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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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생 중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교사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과학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가 지난해 수업을 성찰하였을 때 가졌던 

불만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실험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었다. 

행위주체성이란 행위자가 상황에 내재한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방식이다(Biesta & Tedder, 2006; 

Bridwell-Mitchell, 2015). 또한, Emirbayer & Mische (1998)는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그들의 레퍼토리 

중에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때 행위주체성이 발현된다고 말하였으며, 

Archer (2000) 역시 이러한 과정을 ‘내부 대화(internal 

conversation)’라고 명명하며 강조하였다. 교사 C는 원격 수업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이러한 교사 C의 

실행은 Ryder et al. (2018)이 강조한 능동적이며 진행 중인 

과정으로서 행위주체적 교수(agentic teaching)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교사 C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기술 및 개인적인 목표와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상황의 사회적, 제도적, 정책적 설정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원격 과학 수업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 C의 맥락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Leijen et al., 2020; Martin & Carter, 2015; Rodriguez, 

2015), 그 결과 교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하였다(Priestley et al., 2012; Riveros et al., 2012). 교사 C는 

이처럼 변화하는 맥락과 자신의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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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이 변화한 맥락

개인적 측면

교사 C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학생 중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 경력 

동안 중학생만을 지도하였다. 교사는 중학생들에게 과학은 어려운 

과목으로 받아들여지며, 실제로 중학교 과학에는 그들이 학습하기에 

어려운 단어와 개념이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였다. 교사가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서 구성하는 지식, 개념, 신념 및 가치의 통합된 집합은 

교사의 실행 방향을 형성한다(Stigler et al., 2000). 따라서 교사 C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학생들에게 

정교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과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새로운 

지식이 해석되고 개념적 틀에 통합되는 필터로 작용한다(Biesta et al., 

2015; Pajares, 1992), 또한, 교사가 개인적 혹은 전문적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가치는 교사의 성찰과 실행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교사의 행위주체성에 영향을 미친다(Biesta et al., 

2015; Wray & Richmond, 2018). 교사 C가 학생 중심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실현하려는 의도는 교사가 원격 

교육 상황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이에 부합하게 자신의 실행을 

변화시키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하였다. 

교사 C는 원격 과학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신의 

원격 과학 수업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실행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불만을 느꼈다. 또한, 올해 교사 C가 

지도하는 교과목에 대한 타 교사의 실행을 평가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 활동을 도입하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였다. Feldman (2000)을 비롯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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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강조하였듯 교사가 자신의 실행이 비효율적이거나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실행과 자신의 의도에서 부조화를 

느끼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된다면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Pantić, 2015, King & 

Nomikou, 2018; Van der Heijen et al., 2015). 따라서, 교사 C가 

자신의 교수 실행 및 타 교사의 실행을 검토하며 느꼈던 불만족을 

통하여 형성한 교수 실행의 목적은 교사에게 학생 중심 활동을 도입한 

원격 수업을 진행할 개인적인 책무나 동기를 부여하였고 이는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적 측면

교사 C가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있어서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 큰 지원이 

되었다. 교사는 “저희가 사실 정규 과학 수업에 대한 논의보다 주제 

선택에 대한 논의를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 주는 어떻게 

수업을, 또 무엇을 (학생들에게) 해줘야 할까?’.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교사 C, 4차 

인터뷰, 2021.5.3.)라며 주제 선택 과목을 지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동료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협업하는 

과정에서 관계적 행위주체성(relational agency)이 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동료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체와 자신의 실행을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역량을 말한다(Edwards, 2005; Nguyen & Dang, 2020). 

교사 C의 경우 원격 과학 수업의 개선을 위하여 같은 과목을 함께 

가르치는 교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수업을 실현하고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 C와 같은 과목을 함께 지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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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추구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공동으로 이 과목을 구성하는 방향이 되었다. 그룹의 구성원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실행의 규범을 제정하고 이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는 그룹 및 그룹원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한다(Wild 

et al., 2018). 게다가 이들은 구체적인 원격 과학 수업 구현의 방향 

역시 가정에서도 학생이 손쉽게 과학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은 교육 

환경에 적절한 활동을 선정하거나 이미 대면 상황에서 진행해본 활동을 

원격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였다. 이렇게 자신들의 가치와 구현 방향을 

맥락 속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발현되었으며(Wray & 

Richmond, 2018), 이 과정은 협업을 통한 변혁적인 행동, 즉 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이는 예시가 

되었다(Severance et al., 2016). 솔직한 논의가 허용되고 장려되는 

협업 문화는 행위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교사들이 

책임을 공유하면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적인 전문적, 사회적 

행사를 통해 정착된다(Fu & Clarke, 2019). 교사 C와 동료 교사들은 

자신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계획한 학생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협력하였다.

일단은 저희가 3명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이들이 과학을 좀 
재미있게 느끼게 하자'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사이에 (과학은)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과학은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중학생들 사이에서 "과학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웃음)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특별히 과학에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그만큼 아이들 기대에 
부응하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교과 성취기준을 전달하기보다는 다각도로 
재미있게 하자고 했고요. (교사 C, 4차 인터뷰, 2021.5.3.)

또한, 교사 C가 지도한 주제 선택 과목에 보장된 자율성 역시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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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였다. 이 과목은 평가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교사가 추구하는 과학 

교육을 위하여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교사 C의 경우 주제 선택 과목 외에도 지난해에는 중학교 

과학 2를, 이번 해에는 중학교 과학 1 과목을 지도하였는데 이 두 

과목은 주어진 시간 내에 성취기준에서 제안하는 주제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지필 평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교사가 평소에 추구하는 ‘재미있는 과학’을 위한 학생 중심을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교사나 학생 모두 과학 활동을 원하였으며, 

원격 수업 상황이 되어 그러한 요구는 더욱 해소되지 못하고 응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 C는 “주제 선택 과학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못해본 것을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취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라도 학생들이 해보면 좋은 실험이나 

실습, 관찰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 위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래에 한 것으로는 저희 1학년 '힘과 운동' 단원에서 중력, 탄성력, 

부력, 마찰력을 배우는데, 탄성력을 이용해서 나무젓가락 투석기 만드는 

수업을 했고, 그리고 풍선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는 실험도 하고,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단원이랑 연계해서 에어 로켓,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연계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성취기준에 집중하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재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교사 C, 4차 인터뷰, 2021.5.3.)라고 말하며, 이번 해 

지도하게 된 주제 선택 과목은 평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교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활동 

중심의 원격 과학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교사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은 교사의 전문성과 실행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Erss, 2018; King, 2018; Pantić, 2015; Vansteenkiste & 

Ryan, 2013). 제도 안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교사는 결코 완전히 

자율적일 수 없기 때문에 제도와 구조를 어느 정도로 내면화하느냐에 

따라 자율성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Ryan & Deci, 2006). 교사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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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과목의 취지와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자율성 역시 인식하고, 이러한 과목을 지도하는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통제로부터의 자율성은 교사의 

판단이 전문적인 행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교사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녀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였다(Marco-Bujosa 

et al., 2020). 

<그림 Ⅳ-13> 교사 C의 행위주체성 발현 모델

교사 C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학생 활동 중심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그녀는 원격 과학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신의 원격 과학 수업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실행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불만을 느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 

활동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교과목을 지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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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학생 중심 활동을 전개하며 쌓아왔던 풍부한 레퍼토리는 교사 C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데 자원이 

되었으며, 이 과목을 함께 지도하는 교사들과의 협력은 이러한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할 수 있었다(그림 Ⅳ-13).

2.4 논의

  이 장에서는 COVID-19로 인하여 시행된 원격 교육 상황에서 

16개월 동안 과학교사의 주체적인 교수 실행을 탐색하고,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은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한 교사의 성찰은 그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 C, 교사 E, 교사 F는 원격 교육 시행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기 시작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행위주체성을 확장하였다. 교사가 가르치는 상황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뒤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최적의 방법이 존재할 수 없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실행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실행을 변용하여야 한다(Fenwick, 2003; Schön, 1983; Taylor & 

Lelliott, 2021). 이때 성찰은 교사가 자신의 실행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위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접근을 결정하기 위한 의미 깊은 사고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Dewey, 2016; Schön, 1983). 그리고 교사는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세계 사이의 분리를 통합할 수 

있다(Fenwick, 2003). 교사의 성찰은 행위주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교사들은 성찰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실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한다(Pantić, 

2015; Rivera Maulucci, 2015). 또한, 성찰을 통하여 구성된 지식에 

대한 강조는 학습자는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자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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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Michelson, 1996). 따라서, 성찰은 교사가 

자신의 실행을 통하여 맥락에 적합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이를 다시 

실행에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한다. 

  교사 C, 교사 E, 교사 F 모두 원격 교육 시행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자신의 원격 과학 교육 실행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난해 자신의 실행이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에 부족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그들이 

자신의 실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개선하고, 

만족스러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Leijen et al. 

(2019)은 성찰을 행위주체성 발현에 있어서 중심적인 과정으로 

강조하며 교사가 자신의 대안적 행위들을 고려할 수 있고 그중 어떤 

선택이 자신의 전문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을 때 행위주체성이 성취된다고 말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세 가지 유형의 성찰이 

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행동 중의 성찰(reflection in action)은 

실행 중에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반성적 사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성찰(reflection 

on action)은 특정 경험을 한 이후에 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반성적 사고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은 개인의 행위의 기저가 된 가정, 가치, 

관점을 의심해보기 위한 반성적 사고를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유형의 

성찰을 통하여 행위주체성을 성취하고 유지하고 강화해나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교사 C, 교사 E, 교사 F는 원격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원격 교육 실행 경험을 적절하게 이용하였으며, 이는 교사가 

지난해의 경험이 이번 해의 실행을 구성하는데 지원이 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원격 교육 

시행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지난해 자신의 실행을 반성함으로써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고 원격 과학 교육을 구상하고 실현하는데 이를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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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실행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실행이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절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둘째, 교사가 경험한 활발한 소통과 협력은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 E와 교사 C는 더 나은 원격 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의 분위기와 활발한 소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사 

E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한 성찰이 야기되었고, 

교사 C는 동료와의 협력이 촉진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인 학교 분위기가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연구(Tesluk et al., 1997)와도 일치한다. 

  Bergh & Wahlström (2018)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 

교사들의 실행을 탐색함으로써 타인과의 소통이 교육과정의 의미를 

정교화하고, 이를 자신의 실제적인 교수 실행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 E 역시 동료 교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원격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과학탐구 활동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은 교사 E가 자신의 실행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교사 C의 경우 같은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Wild (2018)는 물리 교사 그룹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학습이 일어났으며, 동료의 

교수를 서로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교실을 넘어서 변화를 주도하는 

집단적 행위주체성(collective agency)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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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공동체 내에서 이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함으로써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구성하였다. 교사 C 역시 

동료 교사들과 같은 과목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이 그룹 내에서의 교사들의 

소통과 협력은 그들의 전문적인 학습과 행위주체성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e.g., Bridwell-Mitchell, 2015; Lipponen & 

Kumpulainen,  2011; Pantić, 2017). 교사 C를 비롯한 그녀와 함께 

주제 선택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모두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과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 이는 교사들의 수업 계획 및 

실행의 방향을 제공하였으며, 교사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였다. 소통과 협력은 이들의 실행을 

지원하였으며,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생성된 동료 

의식은 교사 C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의사결정 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하였다(King & Nomikou, 2018). 이러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 차원의 행위주체성은 관계적 행위주체성(relational 

agency)의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관계적 행위주체성은 개인이 

자신이 위치한 환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접근함으로써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대상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Edwards, 2005; McNicholl, 2013). 교사 C는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치한 맥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확장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행위주체성에서 관계적 행위주체성으로 

나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교사 C와 교사 E와는 대조적으로 교사 F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부재하였다. 같은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가 교사 F와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원격 교육의 제공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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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 것은 교사 F가 충분한 준비없이 수업의 제공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만약 

교사 F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에게 원격 과학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거나 원격 과학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 혹은, 교사 공동체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을 수도 있다. Ketelaar et al. (2012)은 교육의 

혁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과 

협업은 교사들이 행위주체성을 저해하거나 방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 

내 고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행히도 교사 F의 경우 소통 없이 

제안된 변화는 행위주체성이 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교수 실행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상황의 

변화에서 동료와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교사 C와 교사 E의 사례와 소통이 부재하였을 때 교사 F가 직면한 

위기로 미루어보아 학교 구성원 사이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교사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는 맥락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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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하여 도입된 원격 과학 교육 환경에서 

변화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의 주체적인 실행을 행위주체성의 렌즈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원격 수업은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이에 대응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원격 교육을 받아보거나 진행한 경험이 

없었으며, 원격 교육에 요구되는 지식을 학습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교수 

실행을 전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맥락이 변화한 상황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때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원격 과학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격 교육의 상황에서 과학교사가 전개한 교수 실행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 행위주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결과의 첫 번째 장에서는 대면으로 진행되어온 과학 

교육을 원격 상황에서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교사의 주체적인 

실행을 교사 행위주체성의 시각에서 탐색하였다. 원격 교육이 도입되자 

과학교사들은 원격 교육 상황에 적절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면 

교육에서와는 다른 수업 접근을 시도하거나, 원격 교육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대면 과학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업을 실행하였다. 

교사 A, 교사 B, 교사 C 그리고 교사 D는 변화하는 상황을 자신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이에 적절한 교수 실행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온 교수 실행에 변화를 주었다. 특히 이들의 실행은 원격 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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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습적 접근을 취하고, 교육 내용의 질과 

양 그리고 교수·학습의 접근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교사 A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켰다. 

원격 교육 도입 초기에는 정해진 학사 일정에 차질 없게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방향으로 이미 제작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는 교사의 의도를 적절히 반영하기 힘들며 

학생들의 이해와 수준에 맞춘 학습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교사 A는 교사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교사가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였으나 단방향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적고 학생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교사 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미 단방향의 소통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웠고 교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을 도입하였다. 교사가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원격 

수업의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교사 B는 원격 교육의 상황에서도 학생 주도의 심화학습 및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대면 교육의 상황에서는 수업 중에 학생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수시로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원격 교육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교사 B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심화학습을 지원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또한, 교사 B는 원격 

교육에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수·학습 접근을 원격 교육의 상황에서도 구현하였다. 

교사 B는 과학 과목의 특성상 그림과 도식을 이용한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고,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도식과 그림에 교사가 

필기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지식을 소개하는 방식의 수업을 

추구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와 지식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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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원격 교육에서도 구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관련된 디지털 기술을 학습하고 시행착오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의 원격 과학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요구되는 지식을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교실 밖으로도 

변화를 야기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교사 C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발문 전략을 고안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녀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학생이 과학 수업에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대면 과학 

수업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사나 이해 정도를 

파악하면서 반응적으로 수업을 전개해나갔다. 하지만 원격 수업 상황은 

이렇게 즉각적이고 풍부한 상호작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 또한 현격히 감소한 환경이었다. 교사 C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응답을 촉진할 수 있는 발문 전략을 고안하여 학생의 참여를 

지속시키고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 정도를 고려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교사 A, 교사 B, 교사 C는 대면 교육 상황과 원격 교육 상황의 

차이를 인식하고,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상황에 적절한 교수·학습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즉, 교사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긴장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행을 전개하였으며, 자신의 실행을 성찰하고 

재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이 발현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때, 교사가 위치한 맥락의 개인적 측면에서는 교사가 

과학 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 과학 교육 및 원격 과학 수업에 

대하여 설정한 장·단기적 목표가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교사가 위치한 학교의 문화, 교사 사이의 협력, 원격 교육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 원격 교육 진행에 대한 안내 부족 및 원활하지 못한 

소통이 영향을 미쳤다. 교사가 추구하는 과학 교육의 가치를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실현하려는 교사의 의도는 교사가 직면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이에 적절한 실행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행위주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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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하도록 촉진하였다. 교사가 학습자 혹은 교사로서 경험한 과거의 

사건들은 교사가 과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는 교사의 원격 교육 목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사는 단기적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원격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 혁신의 한 유형으로서 원격 수업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 하도록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 맥락이 되었다. 또한, 교사가 위치한 학교의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는 교사가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위하여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또한, 교사 사이의 풍부한 소통과 협력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원격 수업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격 교육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 

역시 이루어졌다. 하지만, 원격 교육 도입 실행 방안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교사가 교육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교사 D는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과 학교 차원의 요구를 협상하여 

상황에 적절한 원격 과학 수업을 제공하였다. 교사 D는 대면 과학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과학 수업을 

추구하였으나 원격 교육 상황에서는 학생 중심의 과학 활동을 도입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교사 D의 학교는 교사들에게 단방향으로 EBS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의 원격 과학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D는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과 학교 차원의 

요구 사이의 불일치를 인식하고 이를 협상하여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과목의 특성에 따른 원격 교육 제공 방식을 선택하여 제공하였다. 

생명과학 Ⅰ과목은 학습 결손을 막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학교 차원의 

원격 교육 방식을 따랐고, 과학 탐구 실험이나 과학 교양과 같이 

상대적으로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과목은 학생 중심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활용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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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D가 이러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친 맥락의 

개인적 요인은 교사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 교사의 성향이 있었고, 

구조적 요인으로는 교사 D의 학교 문화와 잦은 원격 수업 일정 변화가 

있었다. 교사 D는 학생 시절에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실행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원격 교육 상황과 학교 차원에서 제안된 

원격 교육의 제공 방식은 교사 D의 원격 교육 실행을 제한하면서 그의 

행위주체성 발현이 제한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사 D는 저항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학교 차원의 제안을 거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교사 D의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교사 D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성의 여지를 인식하였고, 그 

안에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즉, 교사에게 강제된 수업 방식은 

그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협하였으나 교사 D는 그 와중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주체성을 보였다. 

교사 E와 교사 F는 원격 교육이 도입되자 대면 과학 수업에서 사용한 

수업 자료와 수업 방식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실행을 

보이며 대면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즉,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에 적절한 실행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으며, 원격 과학 교육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 

의사결정이나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교사 E와 교사 F의 이러한 실행에 영향을 미친 맥락의 개인적 요인은 

교사 E와 교사 F가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과 

자신의 실행에 대한 성찰 부재, 그리고 원격 교육 상황의 특성에 대한 

미흡한 이해가 있었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대학 입시를 강조하는 사회적 

담론이 있었다. 교사 E와 교사 F는 과학 수업은 교사가 높은 인식적 

권위를 바탕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학생이 수용하는 행위라는 



- 184 -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학 입학을 강조하는 사회적 담론은 

고등학교 과학교사로서 교사 E와 교사 F가 시험에 출제되는 지식을 

한정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실행의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들이 대면 교육에서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실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대면 교육에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 E와 

교사 F가 상황의 변화에서도 무리 없이 자신의 교수 실행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학 교육 목표를 위한 전문적 

의사결정이나 성찰의 과정이 촉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교사 E와 교사 F가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인식하며 이 두 유형의 교육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은 것 역시 이들이 

변화 없는 수업 실행을 전개하게 된 원인이었다.

원격 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교사가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수업을 원격 

상황에서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전문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행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실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교사 행위주체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성향, 목표와 

같은 개인의 요인과 학교의 문화, 자율성, 물질적 지원과 같은 맥락적 

요인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출현하는 현상이었다.

연구 결과의 두 번째 장에서는 총 16개월 동안 진행된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분석하였다. 원격 

교육 도입 첫 번째 해에 행위주체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교사 E와 교사 

F는 원격 교육 상황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과학 교육을 

전개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원격 교육 도입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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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해에 변화의 주체로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던 교사 C는 원격 

교육 도입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업을 고안하고 실천하며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확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교사 E는 원격 교육 

도입 첫 번째 해에는 대면 수업에서 했던 것과 같은 교수 실행을 원격 

수업에서도 되풀이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이나 성찰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원격 교육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교사 E는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교사 E의 행위주체성 발현 양상의 변화가 나타난 맥락의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한 성찰, 자신의 실행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원격 교육에 대한 의미 정교화를 통한 원격 과학 교육 목표의 

재설정이 있었다. 구조적인 측면의 요소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의 

활발한 소통 및 협력이 있었다. 교사 E는 자신의 실행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원격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학교의 분위기와 동료 교사와의 소통은 그녀가 자신의 원격 수업 실행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신의 실행에 대한 성찰은 그녀가 

지금까지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학습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원격 수업에 대한 의미를 정교화시켰다. 이를 

계기로 교사는 원격 과학 교육 실행의 목표를 조정하였으며 수업의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되었다. 

교사 F는 교사 E와 마찬가지로 원격 교육 첫 번째 해에 행위주체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면 수업에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이 자신의 교육 목표에 적절한지 고려하거나 자신의 실행의 

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 F는 

원격 교육 두 번째 해에 같은 과목을 함께 지도하는 교사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수업의 제공 방식을 전환해야 했다. 교사 F는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가지는 특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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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수업을 전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교사 F의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의 변화가 나타난 맥락의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원격 교육 실행에 대한 불만족, 지난해 원격 수업을 

실행한 경험, 구조적 측면에서는 교사 외부로부터 제안된 변화가 

있었다. 교사 F는 지난해 자신의 원격 과학 수업 실행을 되돌아보며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격 수업 제공 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교수·학습 

전략을 고안하는 변화를 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과목을 함께 

지도하는 교사가 교사 F와 합의되지 않은 채 수업의 방식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교사 F 역시 자신의 수업 방식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때, 교사는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였다. 즉, 자신이 위치한 

맥락과 실행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변화의 가치에 동의하였고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지난해 원격 과학 수업을 진행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실천적 지식이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즉, 외부로부터 제안된 

변화는 교사 F의 수업 실행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사 F가 지난해 원격 과학 교육을 실행한 

경험은 그녀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하였다.

교사 C는 원격 교육 첫 번째 해에 원격 교육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적절한 수업 실행을 펼치며, 변화하는 상황의 주체로서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원격 수업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교사 C는 

자신의 원격 수업 실행을 개선하며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켰다. 원격 교육 첫 번째 해의 교사 실행의 초점이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해에서는 학생들에게 과학 탐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원격 상황에서도 

학생 중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교사 C의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의 변화가 나타난 맥락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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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과학 교육의 가치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이 있다.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같은 교과목을 함께 지도하는 

교사와의 협력과 지도하는 교과목에 보장된 자율성이 있었다. 교사 C는 

지난해 자신의 원격 과학 수업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실행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불만을 느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 수업에서 학생 중심 활동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교사 C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과목을 지도하게 되면서 학생 중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이때 지금까지 대면 수업에서 다양한 쌓아온 경험은 원격 

수업에서 구현 가능한 활동을 선택하는데 풍부한 레퍼토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 과목을 함께 지도하는 교사와의 협력은 교사 C가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 중심 활동을 도입하는 행위주체성 발현에 촉매로 

역할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사 C, 교사 E 그리고 교사 F의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이 변화하였다. 특히, 교사 E와 교사 F처럼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교사도 그들이 위치한 맥락이 변화하고, 이와 

관계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과학 교사가 원격 교육을 실행한 경험은 교사의 실행을 구성하는 실천적 

지식으로 축적되며 이는 교사의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주체성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실행을 넘어서는 변혁적 

행동을 이끌 수 있었고 이는 다시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하는 재귀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교사의 성찰 혹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변화는 교사가 행위주체성 발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교사가 위치한 학교의 문화를 비롯한 맥락적 요인들은 

이를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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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함의와 교육적 시사점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 역시 

변화한다.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회의 요구와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는 수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따르기보다는 

주체적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며 교육을 전개하는 실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원격 교육이라는 교육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시기에 교사가 

발현한 행위주체성을 탐색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들이고 재구성하는 

주체로서 교사 행위주체성과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교사의 실행을 다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이론적 렌즈로 교사 

행위주체성 개념이 유용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위치한 상황을 자신의 렌즈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처한 

맥락 안에서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행위주체성 개념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실행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사의 실행에 

얽혀있는 다양한 의도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원격 교육 상황의 경우 교사가 원격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맥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실행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이 다양하였다. 교사의 실행을 분석하는 이전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교사가 선택한 원격 수업의 형태와 같은 실행의 결과로 교사를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 행위주체성 관점을 통하여 교사의 

실행에 내재된 복합적인 역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교사가 자신이 

속한 맥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행을 전개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은 맥락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전까지 

교사 행위주체성은 교사의 전문성 혹은 자율성의 측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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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어왔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은 교사가 갖는 고유한 성향으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의 영향 역시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사의 현재 실행은 과거의 경험이 되고, 교사의 목표는 실행으로 

실현되는 유기적인 과정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 원격 교육 실행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며 교사의 지난해 수업 실행은 과거의 경험이 되었으며, 

교사가 설정한 목표의 일부는 실행으로 현시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이 변화하였다. 즉, 

행위주체성은 고정된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것이라는 생태학적 관점을 

지지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할 수 

있는 맥락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에는 교사의 성찰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의 실행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신념이나 가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도전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할 수 

있다(Leijen, 2020; Masuda, 2010; Pantić, 2015; Van der Heijden 

et al., 2015).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행에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인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위주체성을 발현하였다. 게다가 지난해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한 성찰은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게 하며, 

이는 교사의 일상적인 실행에서의 판단의 근거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의 성찰은 그들이 개선의 여지를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교사의 성찰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위치한 공동체가 

원격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활발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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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이 촉진되었다. 따라서 교사들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사의 성찰을 촉진하는 것 또한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에 학교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COVID-19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교사는 원격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교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수업을 제작하는 

것까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업무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 

교육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교사들의 활발한 협력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전문적 학습은 교사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동료들과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협력을 장을 구성하였으며 이 

공간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원격 교육의 

실행을 위한 학습이 일어났다. 이는 자신의 실행뿐만 아니라 동료의 

실행까지도 개선하는 협력적인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하였다. 게다가 

교사들은 같은 맥락과 같은 학습자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의 가치와 

문제 역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협업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하여 맥락을 공유하는 

교사들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교사에게 적절한 수준(level)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에 필요함을 보여준다. Vähäsantanen et al. (2008)은 

교사가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space)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향식 교육 정책의 실행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전적인 자율 혹은 강력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교사의 주체적인 실행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의 실행의 기본적인 방향을 형성하는 동시에 자신이 처한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교사 행위주체성 발현에 교사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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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지난해 원격 과학 수업을 도입할 당시 교사들은 원격 교육을 

실행한 경험이 없었기에 큰 혼란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수업을 구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거나 좌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해에는 지난해의 원격 과학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실천적 

지식이 교사 실행의 자원이 되었다. 즉, 교사들은 지난해의 실행을 

바탕으로 원격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 교육을 위해서 스스로 실행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 행위주체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원격 과학 수업의 방향과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많은 연구들은 원격 교육 

상황은 교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업 

실행의 방향과 질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과학 교과의 경우 학생이 과학을 경험하고 

과학적 실행을 통하여 과학의 방법 및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에게 과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으로 과학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원격 교육 

상황에서는 실험이나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 

교사에게 있어서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은 더욱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 교육 도입 시기에는 단방향으로 지식 전달식 수업을 

실행해온 교사가 자신의 성찰을 통하여 학습자에 대한 인식과 원격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교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과학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실행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감을 

확인하였으며,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이 과정을 촉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함으로써,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과학적 실행의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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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연구 과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추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이제는 감염증 

사태의 종식보다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원격 교육 역시 

감염증 사태의 안정화와 함께 사라질 임시방편이라기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 교육이 과학 교육에 제공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과학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통하여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원격 과학 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이해함으로써 원격 교육 상황에서도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는 과학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블랜디드 러닝 상황에서의 학생의 과학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교사 행위주체성을 마련하는 것 역시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교사들은 연구 내용을 안내받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통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연구 참여에 흔쾌히 동의하였다는 것은 연구의 필요성 및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평소에 교육 현장 개선 및 변화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적극적인 

실행을 전개하는 교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의 

실행은 다른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맥락에 위치한 더욱더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위주체성을 분석하고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폭넓게 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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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실행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를 주된 데이터 출처로 취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만, 교사의 실행이 학생과 

학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데 한정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따라서,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여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이 실제로 

학생과 학교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는지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폭넓게 탐색하고 이들의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담아내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찰, 긴장에 대한 협상 그리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의 협력이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하고, 발현 

양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성찰, 협상, 협력의 

과정에서 일어난 교사와 맥락 사이의 역동을 더욱 자세히 그려낼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학생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역시 요구된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습자로서 행위주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하며, 교사로서 학생들의 행위주체성을 위한 학습을 지원한 

경험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교사 혹은 예비 교사가 행위주체성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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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ers play a key role in design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Teachers need to interpret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located and adjust their practice to address circumstantial 

needs based on their agency.

  Teacher agency is the capacity of teachers to act upon their 

intentions in context. In this notion, teachers practice an 

emergent form of a relational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and 

context. This perspective offers space for identifying multiple 

dimensions of teachers’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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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VID-19 pandemic has changed many things, including 

education. In many countries, distance education has been 

introduced. This situation presents various challenges but opens 

opportunities for transformation of teaching practices. Teacher 

agency orients the direction of distance science education and 

determines the approaches of teaching practice. Teacher agency 

is thus a valuable concept for understanding how teachers 

engage in the endeavor for challenges due to distance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emergence of teacher agency in 

distance educat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analyzes 

the contexts that shape teacher agency.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secondary science teachers who practiced 

distance science education in 2020 and 2021. The interview responses 

and artifac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ixteen-month data from 

the participants were studied using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to capture the emergence and influencing contexts of teacher agency.

  During the transition to distance education from face-to-face 

education, teachers demonstrated agency as they responded to 

circumstantial change by modifying their practice to achieve their 

professional purpose, adjusting their practice in space for 

maneuvering or keeping their practice consistent. These various 

aspects of practice were the result of tension that teachers 

recognized. Thus, with teachers’ recognition of tension in 

distance education and their struggled to ease such tension, 

teacher agency emerged and was reflected by their practice.

  This study also traces changes in the emergence of teacher agency 

and analyzes the contexts affecting this change. For this purpose, thre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In the first year 

of distance education, two of them maintained their practice, which did 



- 213 -

not considerably differ from face-to-face education. However, one of 

them started recognizing problems caused by change of educational 

circumstantial change and acted to solve them. Her reflection on her 

practice supported this process. Another teacher changed her practice 

accordance with external suggestions, and her practice evolved to suit 

the situation better; her experience in first year of distance education 

helped her adapt to the changes caused by circumstantial shifts. 

Another teacher who modified her practice to achieve her professional 

purpose in the first year of distance education expanded her agency 

to enhance the quality of distance science education in the second year, 

and autonomy and collaboration with colleagues supported her.

  This study shows teachers’ dynamic change of agency and the 

emergence a relational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context.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n effective perspective for 

establishing a strategy that supports teachers’ professional practice 

and the emergence of teach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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