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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과학교사의 실행을 사

회물질적 관점에서 탐색하여 과학교사의 실행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에 있다. 이는 기존의 교사 실행 관련 연구가 인간 행위자인 교사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교사의 실행을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얽

힌 복잡한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회물질적 관점에서 어떤 사회 현상을 탐색하는 것은 기존 사회학의 인

식론이 물질세계로서 사회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과학교사가 어떻게 교육 정책을 구현하고, 과학수업을 실행해

나가는지 탐색하기 위해 과학중점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혁신학교에 각

각 근무하는 3명의 과학교사에 대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유도된 연구방법론적 입장을 견

지하여 참여관찰, 심층 면담 등의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 자료는 연구 문제의 방향에 따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과 질

적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비교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과학교사가 교육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탐색하

였다. 우선, 학교에서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행위자인 과학교사

를 중심으로 처방과 협상의 공간을 기술하고,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

가 얽힌 행위자-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과학교사가 교육 정책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 즉 번역 과정을 탐색하였다. 둘째, 과학교사가 

과학 수업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우선, 세 명의 과학교사가 

각각 ‘과학’, ‘학생’ 등에 대한 정체성 규정을 바탕으로 과학수업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세 명의 과학교사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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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실행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기술

하였다. 이때 실행된 과학 수업과 과학교사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과학 

수업’에 대한 관점을 관련지어 이해하고자 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교육 정책이 교사의 번역을 통해 지역적 맥락에서 

구체성을 획득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과학중점학교, 

혁신학교, 과학고등학교 정책은 법령을 근거로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을 통

해 그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 정책과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은 일종의 

처방의 공간을 구성했으며, 과학교사가 정책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만의 번

역을 수행할 수 있는 협상의 공간도 존재했다. 과학교사는 학교에서 실행

되고 있는 또 다른 교육 정책, 제도, 동료 교사, 마을 등 다양한 행위자와

의 협상을 통해 정책 번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과학교사에 의해 교육 정책

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학 입시제도, 학교생활기록부, 국가 교육과정 등 

다른 인간, 비인간 행위자와 매개되면서 교사가 의도하거나 예상치 못한 

실행이 일어나기도 했다. 

두번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에 의해 과학수업이 다양한 버전으로 번역

되어 실행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과학수업은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

서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와 함께 구성되었고, 세 교사는 기입을 통

해 자신의 교육 의도를 사물, 기술에 위임하여 과학 수업을 실행하는 등 

자신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번역 전략들을 사용하였

다. 세 과학교사는 ‘과학’, ‘학생’에 대한 나름의 정체성 규정을 바탕

으로 과학 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김교사는 화학 수업을 ‘미래 이

공계 전공 준비를 위해 과학적 실행과 이론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수업’

으로 번역하였고, 강교사는 과학 수업을 ‘학생들의 삶과 관련되며 과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으로 번역하였다. 윤교사는 지구과학 수업을 ‘주

체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문해력을 키우는 수업’으로 번

역하였다. 세 교사의 과학 수업에는 ‘과학’이 그 중심에 놓이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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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중심에 놓이기도 했다. 세 교사

의 과학 수업은 언제나 고정된 의미로 존재하기보다 다양한 인간과 비인

간 행위자가 연합함으로써 그 순간 가능한 네트워크로 존재했다. 즉, 과학 

수업은 단순히 과학교사가 자신의 교육 신념과 의도를 구현한 결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교사가 다양한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포함한 행위자들을 자신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동원함으로

써 그 순간 성취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교사의 실행 특징을 기존의 과학교사 실행

을 이해하는 관점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논의하였

다. 첫째, 과학교사의 실행은 과학 수업 밖의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여 이

해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과학교사는 과학 수업을 포함한 더 넓은 맥락

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수업 밖의 행위는 그동안 교

사의 전문적 실행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관점에서는 간과되었던 부분이

다. 둘째, 과학교사의 수업 실행은 다양한 번역과 번역 전략을 통해 이루

어짐을 논의하였다. 세 교사는 ‘과학’에 대한 다른 번역을 바탕으로 다

른 목적으로 과학 수업을 실행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실행될 수 있

는 과학교사의 수업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문적 실행 측면을 포착하기에 

PCK 와 같은 지식기반 관점은 한계가 있었다. 셋째, 사회물질적 네트워크

로서 과학교사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교사는 자신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교육학적 의도를 실제 행위로 구현하기 위해, 때로는 시간표와 협

상하고, 동료 교사와 충돌하고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며, 자신의 실행을 안

정화하기 위해 활동지와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인공물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즉 과학교사의 실행은 자신의 교육적 의도와 신념을 실행하기 위

해 수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와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사회물질적 과정이

었다. 상기 세 가지 논의를 바탕으로 과학교사의 실행에서 ‘번역할 수 있

는 능력’ 즉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와 결합하여 자신만의 교육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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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로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 범위와 사례에 따른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한명의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교정책 행위자-네트워크를 탐색했

기 때문에 교육 정책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세 과학교사의 사례

만을 탐색했기 때문에 과학교사의 경력, 전공분야 차이에 따른 수업 실행

의 다채로운 특징들과 차이점을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

속 연구를 통해 더욱 탐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과학교사 실행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과학교사 

실행의 사회물질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과학교사의 실행을 새로운 존재

론적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또한 과학교육 분야에서 ANT를 사회학적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한 

연구는 거의 드물게 이루어진 상황에서(하윤희, 임성은, 김찬종, 2022), 과

학교사의 교육 정책과 수업 실행 측면을 탐색할 수 있는 이론적 렌즈 즉 

새로운 연구 도구로써 ANT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는 교사 양성과정, 정책 관련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 과학 학습과 관련

해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과 함의를 보여준다. 우선, 본 연구는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교사 양성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해의 지점들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이 

단순히 교과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차원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맥락에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학제적 융합을 통해 새

로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교과 교실 밖의 측면에서도 발휘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지점들은 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사

의 연계적 전문성과 학교 교육 맥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업 밖 다양한 

활동들에 관련해서도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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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 측면이 교육 정책과 어떻

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교육 정책 연구관점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요한 교육 정책들이 과

학교사를 통해 지역적 맥락에서 실행되는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정책문서의 처방이 교사에 의해 단순히 구현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보다는 교사가 스스로 교육 정책문서를 해석하고 

실행해나가면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을 동원함으로써 정

책이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교육 정책 연

구에 있어 새로운 연구관점을 형성하여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교사의 

실행과 지역적 맥락을 더욱 고려하게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의 

과학 학습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학습 역시 학생 개인의 지적 성장 또는 교사-학생 사이의 

지적 과정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정책, 사물, 기술 등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는 학생의 과학 학습 측면에서 물질성에 대해서는 

탐색하고 있지 않다. 이에 후속 연구로 제안하였다.

주요어 : 과학교사 실행, 교육 정책, 과학 수업, 교사 전문성, 행위자-네

트워크 이론, 과학중점학교, 과학고등학교, 혁신학교

학  번 : 2018-3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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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교육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과학교육의 가장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장면의 중심엔 과학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육을 실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많은 것들은 인간일수도 때로는 비인간

일수도 있다. 언제나 과학교사가 의도한 것이 온전히 실행되지 않을 수 있

으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성취되기도 한다. 즉 시시각각 펼쳐지

는 과학교사의 모든 실행을 과학교사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과학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위에 해당되

는 이야기이다. 

과학교육 분야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입장은 교육 실행이 교사라는 인간 행위자의 전

문성에 달린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교육 실행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지식이나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

이었다(소경희, 2003). 학교 교육 실행의 주체가 인간 행위자인 교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 분야에 있어 주된 관심사는 언제

나 인간에 있었다(조성원 & 소경희, 2021). 

여타 학문 분야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육학 분야의 연구 또한 당대에 

지배적인 학문적 사유 방식, 관심사, 근본적인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1) 본 연구의 ‘서론’ 및 ‘이론적 배경’은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게재된 하윤희, 

임성은, 김찬종(2022)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교육 분야 적용 연구분석을 통한 

과학교육연구에의 기여 가능성 탐색’의 내용(42권 3호, pp. 341~356)을 일부 전재하여

포함하였다.



- 2 -

관점에서 교육학 분야에서도 기존의 사회학이 내포한 일종의 전제를 공유

하여 인간 중심 사고의 바탕 위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조성원 & 소경희, 2021). 오랜 시간 지배적인 학문적 사유 방식에 

내포되었던 근본적인 전제는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식론적 전제를 의미한

다. 교육 연구에서도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물, 도구, 기계, 제도 등 물질을 

배경으로 두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였다(조성원 & 소경희, 2021; 

Sørensen, 2009; Fenwick, 2010b; Fenwick, Edwards, & Sawchuk, 2011). 

이에 교사의 교육 실행 장면에서 다양한 사물, 도구들은 단순히 교육을 위

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되어왔다. 이들 물질이 교사의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성이 있는 존재로는 그려지지 않았다. 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은 교사 개인의 지식, 역량, 반성적 실천 그리고 변화에 초점

을 두어왔다(곽영순, 2014). 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 

지식, 혹은 성찰 등 인간 행위자인 교사를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

도는 분명 의미가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교육 연구에서 꽤 오랫동안 연구

의 전통을 형성해 왔다. 과학교육 연구도 역시 그러한 흐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학이 구조, 계층과 같은 구획과 미시/거시, 내부/외부, 행

위자/구조 등의 구분을 기본전제로 삼아 학문이나 지식에 대한 논의도 인

위적인 구분 위에서 이루어졌다(박휴용, 2019). 교육 연구도 마찬가지로 교

육 정책 연구는 거시적인 층위의 연구 분야로 인식되었고, 교수-학습에 관

한 연구는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비

교적 미시적인 층위의 연구 분야로 인식되어왔다. 즉 우리가 사회를 인식

하는 기본적인 구획은 교육 연구에서도 어떤 경계를 형성해왔다. 그러한 

경계는 교육심리학,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등 교육학의 각 하위 분과 학

문의 체계가 구획된 것과도 유관하다. 과학교육 연구도 마찬가지로 주된 

연구의 주제는 과학교사, 학생, 과학 수업, 교육과정, 과학교육 정책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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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분야가 구분되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연구 분

야나 주제에 따라서 선호되는 연구 방법이나 관심사가 공유되었다.

예컨대 과학교육 정책 연구의 경우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한 인식 조사 

등이 주된 연구 방법과 주제였다. 과학중점학교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

한 변유경과 박경애(2019)에 따르면 과학중점학교 정책 관련 연구는 양적

연구 17편 (54.8%), 문헌연구 6편(19.4%), 혼합연구 5편(16.1%), 질적 연구 3

편(9.7%)으로 절반 이상이 양적연구였으며, 이에 따라 추후 학교 현장 실

태를 담은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실제 과학중점학교 정책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운영을 파악하는 등 실제 정책실행의 내용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인식조사나 만족도 조사 등 기본적인 탐색에 

그쳤다(손정우 외, 2013; 심규철 외, 2016; 이봉우 외, 2012). 이처럼 설문조

사를 통해 정책 관련 당사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양적연구 방식은 대부분

의 교육 정책 연구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교육 정

책 실행 당사자의 전반적인 인식 경향을 파악하는데에는 용이하나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안에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무의 맥락에서 어떤 현실을 형상화하는지를 파

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과학교육 분야의 정책 사업을 현

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정책 구현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정책이 수립된 목적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의 성

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실무맥락에

서 정책이 잘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의 대상인 정책 

관련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정책의 구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을 질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과

학교육 정책의 실행 양상을 탐색한 김진희와 박소영(2019)은 Lipsky의 일

선관료모형을 적용하여 과학중점학교 사업의 집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일

선관료모형은 정책집행의 일선관료의 업무 환경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관



- 4 -

점으로 상기 연구에서는 일선관료인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업무 환경상의 

제약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교사의 대응 기제에 주목하였다. 앞

서 제시한 다른 선행 연구들에 비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과 구체적인 업

무 환경측면에 더욱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형의 구성 요소 

외에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교사 공동체 활동이나 벤치마킹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우발적인 협상의 과정에 대해

서는 일선관료모형이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교육 정책 연구의 경향은 과학중점학교 정책 외에도 다른 교육 정책 관련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이다.

한편 교사의 교육 실행 관련 연구 중 교사의 수업 실행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만이 아닌 다양한 외적,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사

실 교사의 수업 실행에 교사 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아이디어

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사의 수업 구성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로 교사의 교과 지식이나 신념, 인식 그리고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특성, 사회 및 국가적 요구 등 외적 요인에 주목하

였다(홍미영, 송현정, & 김주아, 2009; Clark & Peterson, 1986; Kagan, 

1992). 예컨대 박성만과 이봉우(2012)는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수업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적 동기 요인과 부적 동기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

다. 이 연구는 과학교사의 수업 구성 혹은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외

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서는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요약하자면 교육 정책실행이나 

수업 실행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실행의 주체로 인간 행위자만을 염두에 

두었고, 그 외의 요인들은 구조적 요인 등 외부 요인으로 배치하였다. 앞

서 언급했듯이 사회학, 교육학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 행위자의 내면

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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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에서 인간 행위자만을 중심에 두고 비인간 물질들을 배경에 

두는 관점은 모든 인간의 행위가 수많은 물질들과 함께 얽힌 채로 이루어

진다는 점, 교육 현상은 연구의 주제나 관심사에 따라 구획된 상태로 개별

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내포한다. 사회가 고

도화될수록 인간은 더욱더 많은 물질, 도구, 제도 등 비인간과 함께 얽힌 

채 살아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특정한 인간 행위자

만을 중심에 두고 교육 현상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통해 복잡한 실제 교육 

현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한 의문은 인문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이미 시작된 신유물론(new 

materialism) 패러다임2)이라 불리는 흐름과 관련된다(김환석, 2020). 

신유물론은 교육학을 포함한 사회학 분야의 주류 학자들이 표방하는 

인본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가정과 그에서 비롯된 연구 방법과 관심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김환석, 2016). 이는 기존의 인간중심 사유를 탈피하

여 인간의 행위 자체를 사회물질적(socio-material) 네트워크의 생성과 소

멸을 통해 설명하고 재개념화하려는 시도이다. 신유물론적 접근을 보이는 

포스트 휴머니즘(post humanism),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 정동이론(affect theory) 

등은 일부 강조하는 측면이 상이하긴 하지만 탈인간중심 일원론적 존재론

을 표방하고, 어셈블리지(assemblage)3)에 주목하여 세계와 실체가 고정되

어있지 않으며 관계 맺음에 따라 변화하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관계적 물질성(relational materiality)에 주목하며, 행위성(agency) 개념을 

비인간에까지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그 궤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김환

석, 2020). 

2) 유럽의 연구자들은 신유물론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4년 “신유물

론 유럽 연구자 네트워크(New Materialism-Networking European Scholarship)”를 출범

시킨 바 있다(http://newmaterialism.eu/).

3) 새로운 것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실체가 결합한 것(Deleuze & 

Guattari, 1987)으로 물질들이 임시적으로 집단을 이룬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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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물론적 견지에서 교육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아주 새로운 것

은 아니며 최근 교육학 분야 연구에서도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교육 장면

을 바라보는 시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동풀잎, 2019; 박휴용, 

2019; 이태성, 2017; 정용재, 2020b; 정윤경, 2019; Arvidsen, 2018; Mannion, 

2020). 이와 동시에 교육학 분야에서는 교육 현상의 복잡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 행위자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이 시공간과 함께 얽힌 누적적

이고 복잡한 체계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이

다(한숭희, 2019). 교육 현상의 복잡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 등 

개별 행위자의 행위나 역량에 초점을 두고 문제와 본질을 탐구하지 않고, 

교육 현상 자체를 다양한 행위자가 얽혀 시공간적으로 누적적으로 진화하

는 복잡한 체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복잡성은 단순히 인간

만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만이 아닌 인간과 사물, 기술, 제도 등 다양한 비

인간 물질이 얽힌 사회물질적 관계의 복잡성을 의미할 것이다.

신유물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존재론적 관점에 기대어 교육 연구

에 내재된 존재론적, 인식론적 전제를 달리한다면, 과학교사의 실행은 어

떻게 비추어질까? 연구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신유물

론적 접근을 보이는 다양한 이론들 중 과학교사의 실행을 새롭게 고찰해

보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관점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의 실행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 ANT라는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어셈블리지에 

주목하는 여러 이론들 중 ANT는 그러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기반을 바탕

으로 다양한 경험 연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ANT의 철학적 

바탕은 과학교육 현상을 이해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포착하고 새로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유 체계를 제공하면서

도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Latour, 20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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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NT라는 새로운 철학적, 사회학적 기반은 현 과학교육 장면을 더욱 세

심히 고찰하고 기술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하윤희, 임성

은, 김찬종, 2022).

지금까지 ANT를 교육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렌즈로 활용한 경험 연구

들은 그러한 유용성을 잘 보여준다. ANT를 활용한 교육 분야의 경험 연구

들은 교사나 학생의 행위를 다양한 물질들과 얽혀있는 어셈블리지로 인식

하며, 교육 정책의 실행이나 교육 실행을 수많은 인간, 비인간이 만드는 

네트워크로 기술하였다(동풀잎, 2019; 정용재, 2020b; Colston & Ivey, 2015; 

Fenwick, 2011; Fenwick & Edwards, 2011; Gorur, 2011; Green, Brand, & 

Glasson, 2019; Hamilton, 2011; Lopez et al., 2021; Mitchell, 2020; Mulcahy, 

2015;  Mulcahy, 2013; Nespor, 2011; Ramjewan, Zoras, & Bencze, 2017; 

Tatnall, 2010; Tummons, Fournier, Kits, & MacLeod, 2018; Zhang & 

Heydon, 2016).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교육 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들을 드

러내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발견하기도 하였고, 학습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규명하기도 하였다. 

국외의 과학교육 분야에서는 ANT를 SSI 교육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새

로운 과학교육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하윤희, 임성은, 김

찬종, 2022). 국내 과학교육분야에서는 ANT의 개념을 통해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실행’의 의미를 고찰하고, 과학 학습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선구적인 연구들이 최근 등장하였다(이종혁 외, 2021; 정용재, 2020b). 현재

까지 국내외에서 ANT의 이종적 네트워크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 학습 장

면에서 물질성을 탐구한 연구는 정용재(2020b)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하

윤희, 임성은, 김찬종, 2022). 이종혁 외(2021)의 연구는 순환하는 지시체

(circulating reference)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적 실행에 관한 ANT 논의를 

소개하고, 과학 학습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국내 과학교육 분야

의 연구들은 ANT의 특정한 개념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과학적 실행’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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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과학 학습의 경험적 사례와 이론적 논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

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 경험 연구들이 보여준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서 ANT

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ANT는 교육 실행 맥락에

서 그동안 배경으로 젖혀 두었던 물질들의 행위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

에서 유용하다. ANT는 어떤 실행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개념적, 방법론적 도구를 발전시켜왔기에 교실, 수업, 학생, 교육과

정, 정책, 표준화된 시험 등 실질적인 교육 실행을 만들고 통제하는 여러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모여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

(Fenwick & Edwards, 2012). 즉 ANT는 과학교육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한 실행을 사회물질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소멸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안

내할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만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 

물질이 구성하는 사회물질적 관계에 관심을 두면, 과학교육 활동이 인간의 

문화 또는 담론의 산물만이 아니라 수많은 물질들과 함께 얽혀 시시각각 

변화하는 네트워크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한 네트워크의 모습을 탐색함으

로써 과학교육 장면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ANT의 관점은 어떤 행위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실

제 행위를 만드는 다양한 관계에 주목하는 네트워크적 사고방식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과학교육이 실행될 때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인식하게 하므로 분석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가진다(하윤희, 임

성은, 김찬종, 2022). 특정한 과학 지식과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와 관

련된 과학교사의 실행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과학교사는 때

로는 국가의 과학교육 정책을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정책 수행자로, 또는 

과학교육이라는 네트워크상에서 매일매일의 자신만의 과학 수업을 실행을 

해나가는 한 행위자로서 존재한다. 과학교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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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거나, 과학의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눈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복합적이고 중요한 맥락에 놓여있다. 즉 과학교사는 복잡한 

과학 또는 과학교육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행위자이다. 따라서 현재 과학교

육이라는 복잡한 체계 안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탐

색하는데 네트워크적 사고방식이 유용하다. 앞서 언급한 과학교육 현상을 

탐색하는데 ANT가 가지는 유용성에 비해 현재까지 과학교육 정책의 구현

과 과학교사의 수업 실행을 바라볼 때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서로 얽히고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장면을 들여다보는 

경험 연구는 극히 드물게 이루어졌다(하윤희, 임성은, 김찬종,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사라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정책 실행, 수업 실행을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사회물질적 네트워크의 관점

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ANT라는 이론적 렌

즈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과학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고자 

이루어졌던 유수한 연구들을 발판삼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동안 과학교사의 실행을 바라볼 때 

주목하지 않았던 비인간 행위자들을 드러내고, 과학교사의 실행을 강화하

거나 억제하는 행위자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교사의 실행을 개인의 

고유한 행위나 역량 등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

가 얽혀있는 복잡한 체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학

교사의 실행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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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과 수업 실행을 사회물질

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정책은 과학교사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가?

- 과학교사를 중심으로한 교육 정책 네트워크의 특징은 무엇인가?

- 과학교사는 교육 정책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둘째, 과학수업은 과학교사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는가?

- 과학교사는 과학,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에 따라 과학 수업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 과학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과학교사의 번역 전략은 

무엇인가?

- 과학교사의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계는 무엇인가?

셋째,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 및 수업 실행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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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4)

제 1 절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개념

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개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은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가 존 로(John 

Law), 미셸 칼롱(Michell Callon)등과 협력하여 그 이론적 토대를 정교화한 

이론이다. ANT는 신유물론 패러다임과 그 궤를 함께하여 기존의 인식론에

서 탈피해 ‘물질성(materiality)’에 주목하고, 경험 연구를 통해 과학, 기

술, 사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ANT는 과학

기술학 분야의 이론으로서 과학과 기술의 면면을 설명하는 시도를 넘어서 

독자적인 존재론적 관점을 통해 기존의 사회학에서 통용되어온 주요한 개

념들을 재구성하려는 시도5)와도 관련되어 있다(홍민, 2013; Blok & 

4) 본 연구의 ‘서론’ 및 ‘이론적 배경’은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게재된 하윤희, 

임성은, 김찬종(2022)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교육 분야 적용 연구분석을 통한 

과학교육연구에의 기여 가능성 탐색’의 내용(42권 3호, pp. 341~356)을 일부 전재하여

포함하였다.

5) 『Reassembling the Social』에서 라투르는 에밀 뒤르케임의“사회적인 것의 사회학

(sociology of the soial)”과 자신의 “결합의 사회학(sociology of associations)"(Latour, 

2005)을 완전히 구분짓는다. 뒤르케임의 사회학은 1900년 무렵 나온 이래 사회구조, 

사회 분화, 사회 질서 등을 다루면서“사회”를 하나의 확립된 실재로 다루었다. 즉 

뒤르케임에게 있어 사회적인 것은 하나의 실재이며 그 실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다. 라투르는 이와 전혀 다른 전제를 고수한다. 라투르에게 있어 “사회적인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것은 단지 연결되거나 결합되는 것이며, 사회학은 

그러한 연결속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번역(이동)을 추적함으로써“사회적인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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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n, 2011; Latour, 2005). ANT는 그동안 우리의 인식 속에서 배경으로 

물러나 있던 사물, 도구, 기계와 같은 물질에도 관심을 두고 인간과 비인

간이 한데 얽혀 행위성을 발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hybrid)들이 가득한 

세계를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존재론적으로는 탈인간중심적 일원론을 표

방하고, 시시각각 형성되는 어셈블리지에 주목한다(김환석, 2016, 2020). 

본 연구에서 ANT라고 언급하는 것은 브뤼노 라투르, 미셸 칼롱, 존 로 등 

ANT의 존재론과 인식론적 토대를 구축한 학자들의 사상, 사유 방식이기도 

하며, 또한 경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2) 행위자(actor)

행위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

재로 인간, 비인간을 모두 포함한다(Latour, 1990, 2005). 기존의 사회학 이

론에서 행위자는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만 사용된 측면이 있지만 ANT 에

서는 일반화된 대칭의 원리(generalized principle of symmetry)(Callon 

1986;  Latour, 1991/1993;  Law, 1992)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동등한 존

재론을 표방한다.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대칭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

간, 비인간의 모든 행위자의 본성과 그들이 하는 일은 행위자에게 내재된 

본질의 효과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관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에서 대칭적이라는 의미이다(Fenwick, 2010a). 즉 행위성 자체를 관계적 

효과로 봄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행위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는 

기호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행위소(actant)’라는 개념과도 관련된

다.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학 이론에 따르면 모든 용어는 다른 용어들

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Blok & Jensen, 2011). 

ANT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와 비판은 인간이 아닌 비인간도 행위성을 

려낼 수 있다고 본다(Block & Jens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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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을 향해 있다. 비인간도 행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단순히 사물을 살아 숨 쉬거나 어떤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본

다는 의미는 아니다(Latour, 1990; Law, 1992). 또한 인간과 비인간과 동등

한 위치에 둔다는 것이 인간을 누군가의 의도 없이는 작동조차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계와 같은 존재로 위치시킨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사물 역

시 어떤 맥락에서“승인하기(authorize), 허용하기(allow), 제공하기(afford), 

장려하기(encourage), 허가하기(permit), 제안하기(suggest), 영향 주기

(influence), 가로막기(block), 가능하게 하기(render possible,) 금지하기

(forbid)”(Latour, 2005, p. 73) 등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 변

화를 가져오는 존재로서 행위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행

위자의 행위성은 행위자 내면에 고정된 것이 아닌 관계적 효과이므로, 어

느 한 행위자를 중심에 두고 그의 고유한 성질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Latour, 1990). 즉 분석적 견지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을 동등하게 

바라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Latour, 1990).

그렇다면 행위가 관계적 효과라는 것, 행위자의 본성이 그들이 관계 맺

는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Law(1992)는 교실 수업 

맥락을 간단한 예로 들어 대칭의 원리를 설명한 바 있다. ANT의 렌즈로 

본 수업 장면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만이 주인공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그

리고 그들의 시선에 높이차를 만드는 책상과 의자 및 교탁의 배열, 교사에

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모아주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등 모든 물질 역시 주

인공이다. 상술한 배치 속에서 교사 중심의 수업과 일방향적 상호작용은 

자연스러워 보인다(Snaza & Sonu, 2016). 하지만 그 모든 물질들이 전혀 

다르게 배치된다면 어떨까? 교탁이 없는 교실,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보는 

책상 배열, 교사가 아닌 학생 옆에 자리한 칠판과 스크린, 그 사이를 바삐 

돌아다니는 교사와 같은 배치라면 종래의 일 방향적 상호작용과는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인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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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교사와 학생의 행위는 그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보여주는 단서를 의

미하지 않는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ANT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본성이

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수많은 행위들이 교실 안 사물

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함께 구성되어 지속되거나 사라질 뿐이다. 이들 

모두 상호 간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행위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인간은 모두 상호 대칭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ANT에서 행위자 개념은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

과 비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세계로 옮겨가게 한다. 이는 결국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의 초점이 되는 현상이나 논쟁과 관련된 인간, 비인

간 행위자들이 만드는 모든 관계를 추적하기를 요구한다.

3) 네트워크(network)

네트워크는 인간 행위의 단면을 설명하는 사회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는 사회와 자연의 본질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 즉,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

는가를 은유하는 존재론적 개념이다. ANT 존재론에서 사회는 면이나 구처

럼 영역, 범주, 구조, 계층 등으로 구획되어있지 않고 실이나 끈들이 연결

되어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멀고 가까운 것, 거시와 미시, 내부와 외부 등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적 차원을 따르지 않고, 연결의 수만큼 많은 

차원을 상정한다(Latour, 1990). 모든 인간/비인간은 동일한 평면상에 동등

한 행위자로서 존재하며, 행위자 간의 특정한 연결과 상호작용으로서 거시

와 미시 같은 규모적 효과가 나타난다. 즉, 거시와 미시 같은 구획은 선험

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공간적 구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ANT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은유하기 위해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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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적인 것을 인간 비인간을 모두 포함한 이종적인(heterogeneous) 

물질들간의 질서 있는 네트워크로 재정의한다(Latour, 1990). 

네트워크는 여러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ANT에서의 네트

워크 개념을 이해하는데 다소간 혼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같은 기술적 네트워크나, 사회적 관계를 표

현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행위자-네트워크가 최종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Latour, 1990). ANT에서의 네트워크는 그보다는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ANT에서는 행위자 역시 하나의 안정화된 네트워크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가 안정화되어 하나의 행위자인 것처럼 보

일 때 그것을 블랙박스화(black-boxing)되었다고 본다(Law, 1992). 안정적

인 네트워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것을 해체해 보기 전까진 하나의 행

위자처럼 인식된다. 예컨대 흔히 사용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수많은 관련된 행위자들을 감춘 채 결절(punctualization)되어 응축된 

‘wifi(wireless fidelity)’라는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된다. 사람들은 휴대폰

을 ‘wifi’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가 없는 상황

에서는 휴대폰과 ‘wifi’ 라는 두 행위자의 연결만이 인식될 것이다. 다만 

무선 통신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wifi’라는 결절

된 행위자 즉 블랙박스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와 연결된 무선 AP 기기, 통

신회사의 해당 구역 담당 기술자, 통신회사 등의 행위자들을 따라가야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행위자는 곧 네트워크

이며, 네트워크가 곧 행위자이다.

우리가 사회적 실체로 인식하는 것들은 결국 네트워크의 안정화를 통

해 구성된 것들이며, 블랙박스화된 것이다(Law, 1992). 예컨대 교육 장면에

서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표준화된 시험은 그 시험의 문항들이 구성되는 

복잡한 과정들 즉 문항 개발의 원리 및 표준화의 과정, 교육 평가에 대한 

시대적 담론들 그리고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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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 몇 장의 종이 시험지 안에 매끈하게 감추고 있다. 그 시험은 표준화

라는 이름 아래 객관적이고 온당한 하나의 실체로 간주된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학생들이 수년에 걸친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표

가 되며, 한날한시 학생들을 교실에 결집시켜 문제와 씨름하도록 하는 강

력한 행위자로서 행위 한다. 이때 표준화된 시험은 블랙박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사회학 이론들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전제하면서 사회 구조 및 거시-미시, 주체-객체 등이 실재하는 것으로 보

고 그것에 기반해 어떤 현상을‘사회적인 것’으로 환원시켜 설명해왔다

(Latour, 1990). ANT에서는 그러한 이분법과 모든 환원을 거부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원점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Law, 1992). 요컨대 ANT의 존재론은 어떠

한 현상을 설명할 때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개념이나 자연, 사회와 같

은 거시적 구조가 원인이었다는 식으로 환원시키는 방식의 설명과는 어울

리지 않는다. 

예컨대 교육 연구에서 수업 장면을 설명한다면 우선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주요한 사회학이나 교육학 분야의 연구들에서 제시해온, 선험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는 개념들이 채택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시선은 

수업 상황에서 주인공으로 인식되는 인간 행위자인 교사와 학생의 행위에 

머물 것이다. 그다음 인간 행위자들의 행위들을 앞서 정의된 개념으로 환

원시켜 설명할 것이다. 예컨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나 교수 내용 지식 

또는 교수 역량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통해 교사의 전문적인 

수업 행위를 설명하거나, 학생의 창의성이나 역량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개

념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이나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ANT에서 행위는 어떠한 이론적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

든 행위자들의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과정 즉, “실천의 접힘과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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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Fenwick & Edwards, 2011, p.14)을 통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느슨

하며 고정되지 않은 네트워크의 연결로 기술될 뿐이다. ANT의 관점에서 

수업이라는 행위는 교사, 학생, 제도, 기관, 문서, 교실, 프로젝터, 교과서 

등 모든 인간과 비인간이 한데 얽힌 채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네트워크

이다. 그들이 관계 맺는 방식은 시시각각 수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 수업이 끝나면 네트워크는 사라진다. 수업이 끝나도 교사의 내면에 어

딘가에 남아있는 뛰어난 교수 역량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순간에만 활성화된 네트워크로 존재할 뿐이다. 

4) 번역(translation) : 네트워크의 구축

번역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

만이 아닌 하나의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동원하는 식으로 연결되어 가

는 과정을 의미한다. 서로 연관된 행위자들은 결국 새로운 네트워크로서 

등장하며 그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정의한다(Callon, 

1986; Law, 1992). ANT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도구, 행위자, 조직 등이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 즉 질서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번역과

정을 연구하는 것이다(Callon, 1986; Law, 1992). ANT 학자들은 다양한 사

례를 통해 번역의 과정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Callon, 1986; Latour, 

1987; Law, 1992). 

번역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된 대표적 연구인 Callon(1986)의 연구에

서는 과학자들이 생브리외 라는 지역에서 가리비를 번식시키기 위한 연구

를 위해 수많은 행위자들을 설득하고 동원하는 네트워크 구축과정 즉 번

역 과정을 문제화(problematization), 관심 끌기(interessement), 등록

(enrollment), 동원(mobilization)의 4단계로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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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atization) 단계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

을 그 목적에 끌어들이기 위한 의무통과점6)(Obligatory Passage Point, 이

하 OPP)을 정의하여, 다른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계이다. 

Callon(1986)의 연구에서는 가리비가 생브리외 만(ST. Brieuc Bay) 지역의 

바다에서 잘 부착되어 번식하는 것을 OPP로 규정했다. 이 OPP와 관련지

어 연구원과 가리비, 어부 등 행위자들이 각각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정체성

이 규정된다. 이 규정 작업이 바로 문제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작

업이다. 둘째, 관심 끌기(interessement)는 문제화 단계에서 정의된 역할이

나 정체성을 행위자들에게 부여하고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행동

들을 의미한다. 연구원들은 일본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가리비를 잘 부

착시키기 위한 지지물이 담긴 수집기를 밧줄에 매달아 담그는 기술을 도

입하였다. 여기서 가리비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밧줄, 수집기 그리고 다른 

과학자 집단의 동의를 얻기 위한 가리비의 부착 계획을 설명하는 글, 그래

프, 토의, 대화 등이 전형적인 관심 끌기 장치이다. 즉, 관심 끌기는 문제와 

관련된 행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다. 셋째, 

등록(enrollment)은 관심 끌기가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달성되는데 이는 

관심 끌기를 성공하게 하는 협상 들을 포함한다(Callon, 1986). 가리비와의 

협상은 결국 조류나 다양한 기생충들과의 협상이었다. 가리비를 부착시키

는 데 있어 조수로 인한 해수의 교란이나 다양한 기생충이 방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과학자 공동체와 어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협상이 있다. 넷째, 동원(mobilization)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

을 대표하는 행위자가 되어, 다른 행위자들이 치환 (displacement) 되면서 

동원되는 과정이다(Callon, 1986). 가리비는 부착된 유생의 숫자로, 숫자를 

표현한 그래프는 가리비를 대변한다. 어부들은 투표를 하고, 어부들의 의

견은 투표용지의 수로 치환되고 그에 기반해 공식적인 대변인(spokesman)

6) OPP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일어

나야 하는 사건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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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원된다. 이처럼 모든 행위자들은 치환된 형태로 회의실에 재결집

(reassemble) 한다. 그 자리에서 연구원들은 실체들이 무엇이고, 그들의 목

적이 무엇인지를 대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네트워크는 하

나의 행위자로 구축된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자연적 ‘실재’는 대표

성을 획득한 대변인들 간의 일반화된 협상의 결과”(Callon, 1986, p.218)이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실상 번역 즉, 가리비 양식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실패하였다. 실습 때와는 달리 실제 생브리외 지역에서 가리비 양

식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즉, 비인간 행위자인 가리비가 생브리외 만에 부

착되어 살기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가리비는 이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동

원되기를 거부한 셈이다. 번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행위자를 끌어

들여 등록시키는 일이 성공적이어야 한다. 또한 번역의 네 단계들은 순차

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Callon, 1986). 

생브리외에 가리비를 번식시키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과정은 수많은 

행위자들의 복잡하게 얽힌 상호작용의 과정이었다. 만약 이 번역이 성공적

이었다면, 연구원들을 결과물로 생브리외에 가리비를 성공적으로 번식시

키는 방법에 대한 과학 논문을 세상에 내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나

온 과학 논문은 그 복잡다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상의 과정을 블랙박

스에 담아두고 매끈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어엿한 하나의 행위자로서 출

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동원되거나 어

딘가에서 또 다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새로운 일을 도모했을 것이다. 

결국 번역의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하나의 공고한 네트워크 즉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Callon(1986)의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공고한 네트워크로 구축되어가는지

를 기술할 때 본래적으로 주어진 권력을 가정하지 않았으며, 대신 그 권력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선험적으로 거시적인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식의 가정도 없었다. 오히려 가리비나 기생충과 같은 미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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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가 연구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시 행위자로 되어가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결국, ANT의 분석은 권력이 수많은 상호작용과 관계

적 효과로 생성되는 것이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거나, 위에서 아래로 작

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Law, 1992). 또한 우리가 수준, 크기, 규모

로 느끼는 사회적 차이는 행위자들의 본래 소유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투

쟁과 협상의 결과로 본다(Callon & Latour, 1981).

한편 번역은 행위자가 만드는 모든 변위를 의미하기도 한다(Latour, 

1987). 행위자가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변형하고, 옮기는 작업을 통해 

연쇄적인 번역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행위자들의 매개

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Latour, 1987). Latour(1987, pp. 116-118)는 일련의 

번역을 통한 우회 과정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어떤 자동차 회

사의 경영진이 새롭고 효율적인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

련의 번역 과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 첫 번째 번역 : 자동차를 연구하는 집단에서 ‘전기자동차’

가 미래의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경영진은 설득된다(새롭고 효

율적인 자동차 = 연료전지 자동차). 

- 두 번째 번역 : 그런데 연구 이사들은 연료전지에는 전극의 

촉매반응이 중요하다고 한다(연료전지 연구 = 전극 촉매반응 

연구).

- 세 번째 번역 : 전극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 전극의 

단공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전극 촉매반응 연구 = 전극 단공 

연구).

결국 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이 추구하는 ‘새로운 효율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단극 모델 연구’로 이사회에 의해 마지막 번역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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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되며 이러한 일련의 번역에 의해 단극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새롭고 

효율적인 자동차를 얻기 위한 유일한 직선적인 경로가 된다(Latour, 1987). 

결론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이해관계를 해석하고 행동을 취하고 동원할 때

‘단극모델’을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이다(Latour, 1987). 

Latour(1987)은 가상적인 사례로 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이 추구하는 새로운 

효율적인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일련의 번역을 통해 연료 전지 단극 모델 

연구라는 새로운 번역본으로 탄생됨을 예시한 것이다. 여기서는“행위자

가 다양한 관심사들을 변형하고, 옮기는 작업”이라는 측면이 더욱 드러난

다(Latour, 1987, pp. 116-118). 이처럼 ‘번역’이라는 개념은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되어 다양한 층위에서 사용되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

으로 다양한 행위자를 동반한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새로운 효율적인 자동차 연구’가 ‘연료 전지 단

극 모델 연구’로 번역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

위자들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행위자들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Law(1992, pp. 386-389)는 번역과 관련된 경험 연구들에서 나타난 주요

한 사실들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번역을 위한 좋은 전

략은 시간적 지속성(durability)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안정적인 네

트워크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사물과 함께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이다. 사

람의 생각과 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지만, 어떤 사물들은 다른 것에 비해 

더욱 오래간다. 둘째, 공간적 의미에서의 이동성(mobility)을 만드는 것, 즉 

하나의 좋은 번역 전략은 멀리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불변의 가동물

(immutable mobiles)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셋째, 번역할 대상의 반

응을 미리 예측 할 수 있을 때 번역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넷째, 질서 짓기의 범위(scope of ordering)와 관련된 것이다. 다양

한 번역 전략들은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이러한 전략들이 복잡한 형태

를 만들어내고, 중심과 주변이라는 비대칭적인 위계질서를 만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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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번역의 전략들은 네트워크의 다양한 범위와 장소들에서 확대, 재생산

된다. 

Latour(1987)는 행위자가“다른 행위자의 관심(interest)을 끌어서 자신

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한” 5가지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Latour, 

1987, pp.108-121). 이 전략들은 중심 행위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해관

계를 번역해서 유인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중심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

들의 명시적인 이해관계(explicit interests)에 맞게 대상물을 손질하는 것이

다. 즉, 편승(piggy-back)하는 전략에 관한 것이다. Latour(1987)는 문화 인

류학자인 미드(Mead)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미드는 우생학자들에 반박하

기 위해 자기 논문을 보아스(Boas)의 투쟁(우생학자들을 상대로한)에 연결

시킴으로써 다른 문화적 결정론자들을 자신의 동지로 만들었다. 그렇게 미

드의 주장은 수십년간 인류학에서 가장 견고한 사실 중 하나가 되었다.다

른 인류학자는 미드가 내세운 사실을 허물기 위해 자신의 투쟁을 더 폭넓

은 것, 즉 사회 생물학자의 주장에 연결지어야 했다. 둘째,‘나는 이걸 원

하는데, 당신은 어떤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를 벗어나 중심 행

위자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전략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른 행위자 자신의 진로가 가로막혔을 경우 그렇게 된다. 셋째,

‘만일 당신이 약간만 우회해 준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욱 쉽고 빠르

게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당신은 목표에 곧장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방식으로 하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

고, 그게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라며 주창자가 다른이의 이해관계를 새

로 해석하지만, 그들을 원래의 목표에서 이동시키지 않는다. 다만 지름길

을 안내할 뿐이다. 넷째, ‘목표와 이해관계를 뒤섞기(reshuffling)’는 주

창자가 명시적 이해관계를 와해함으로써 자신의 협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다. 행위자들의 목표가 명시적일 경우, 중심 행위자가 행할 수 있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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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Latour(1987)에서는 이를 위한 책략 

5가지- 목표의 위치 이동, 새로운 목표 고안, 새로운 그룹의 조성, 우회로

를 보이지 않게 만들기, 공적 사항을 판정하는 최종적인 심리-를 제시하였

다. 다섯째,‘필수 불가결한 존재 되기(becoming indispensable)’는 네트

워크의 주창자가 무엇을 하든 다른 행위자들은 주창자의 입장을 관통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주창자의 하나의 버전이 다른 모든 것을 번역하여 일종

의 헤게모니(hegemony)를 획득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 네트워크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전략 세 가지를 다양한 사

례와 함께 제시하였다(Latour, 1987, pp. 122-132). 첫째,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만큼만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행위자들을 연결하

기 위한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 둘째, 새로운 행위자 혹은 네트워

크와의 새로운 연결을 강조하는‘예상치 않은 새로운 동맹과 연합하기’

셋째, ‘힘의 책략(machinations of forces)’, 즉 소집된 세력들을 서로 묶

는 장치를 만드는 책략에 관한 것이다.

5) 그 외 개념들

- 매개(mediation) : 매개는 행위자-네트워크라는 존재론적 맥락에서 주

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매개는 기존의 시간적, 공간적, 분석적 범주를 넘어

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역동적인 관계와 연결에 가까우며, 번역 및 하이

브리드화 같은 개념과 관련된다(Block & Jensen, 2011). 따라서 입력과 출

력만으로 명확히 정의될 수 없는 사건 또는 행위자를 의미한다(Latour, 

1999a). 매개의 개념은 중간매체(intermediary)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중간매체가 그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 완전히 정의된다면, 매개는 그러한 

상태를 초월한다(Latour, 1999b). 중간매체의 역할이 양자간의 연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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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개자(mediators)는 "연결 그 이상, 자신이 운반하는 대상을 번역, 재

정의, 배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행위자”이다(Latour, 1991/1993, p. 81).

- 기입(inscription) : 기입은 물질적 실체가 종이 위에 인쇄된 기호, 표

시, 그래프로 변형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Latour, 1999b). 행위자는 기

입을 통해 또 다른 행위자, 일종의 불변의 가동물(immutable moblile)을 만

드는데, 그러한 기입은 그 자신의 형태 변화 없이 어디로든 이동하여 다양

한 행위자와 함께 조합되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Latour & Woolgar, 

1986). 기입은 일종의‘번역’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Block & Jensen, 

2011). 

- 위임(delegation) : 위임은 대표(representation)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

로 볼 수 있다(Latour, 1999b). 예컨대 과속방지턱에는 교통경찰의 의지가 

시멘트나 아스팔트와 결합되면서 위임되며, 이 의지가 과속방지턱을 이루

는 물질과 다시 분리될 때, 즉 과속방지턱이라는 물리적 실재가 해체될 때 

위임은 철회된다(Latou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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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으로서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이 절에서는 ANT의 철학적(존재론적, 형이상학적) 바탕을 구성한 원천

을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2000년대에 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근

대적 이분법과 인간상에 대한 인식을 해체하고자 하는 신유물론이라는 흐

름과 ANT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과학기술사회학에서 시작된 ANT는 경험적 사례연구에서 더 나아가 존

재론적 탐구와 함께 이론적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학적 기

획으로만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Harman, 2009). Harman(2009)은 ANT의 

창시자 격인 라투르의 ANT 저작물들과 사상을 최초로 철학적 견지에서 

조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전 철학, 현대 철학의 존재론적 관점에 대한 

비교, 대조를 통해 ANT라 통칭할 수 있는 라투르를 포함한 ANT 학자들의 

사상적 토대를 더욱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었다. 결과적으로 

Harman(2009)은 ANT가 ‘일원론적 내재성 이론’이라는 존재론적-형이

상학적 철학의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었다(Blok & Jensen, 

2011). ANT는 철학의 영역에서 칸트,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인본주의적 사

유의 기반을 다진 모든 철학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Harman, 2009). 

ANT의 철학적 토대는 그 주창자인 브뤼노 라투르가 언급하였듯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질 들뢰즈(Gilles Deleuze), 미셸 

세르(Michel Serres) 라는 세 명의 철학자의 사상과 깊이 관련되는데, 이들

은 각각 과정(process), 내재성(immanence), 매개의 측면에서 ANT의 주요

한 존재론-형이상학적 축을 구성한다(Blok & Jensen, 2011). 

우선, 자연 현상을 근본적으로 과정이라고 보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

학적 접근이 ANT의 주요한 형이상학적 축을 구성하였다(Blok & Jensen, 

2011).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실재란 과정적인 특성을 띄는데, 이는 자연이 

개별적인 존재들로 각기 구성되어있다는 자연철학의 관점과는 대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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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ANT의 주요한 분석 단위와 관심사는 개별 존재에 있지 않다. 

그보다 ANT는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인간과 비인간이 한데 얽혀 만

드는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하는데, 이는‘사건(event)’, ‘명제

(proposition)7)’등과 같은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의 기본적인 범주와 관련

된다(Block & Jensen, 2011). 즉 화이트헤드가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각기 

구분된 실재가 아닌 사건, 명제의 형태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는 다양한 

존재들의 관계와 얽힘에 주목하는 관점이 ANT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들뢰즈의‘리좀(rizome)’개념은 ANT의 행위자-네트워크라는 형

태를 구상하는데 영감을 주었다(Blok & Jensen, 2011). ANT에서 네트워크

는 리좀과 같은 형태로 불규칙적인 하이브리드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Latour, 1999a). 그리고 들뢰즈 철학의 핵심인 하나의 “내재성의 평면

(plane of immanence)”만이 존재한다는 관점은 인간과 비인간을 분석적 

견지에서 동일한 평면에 두는 ANT의 편평한 존재론과 관련된다(Blok & 

Jensen, 2011). 

셋째, 세르는 기존의 학문적 범주와 경계를 넘나드는 ANT의 분석 방식

에 영향을 주었다(Blok & Jensen, 2011). 세르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속한 관념, 논리, 현상들을 연결하는 대안적 위상학(topology)을 보여주는

데, 이는 매개의 존재론으로도 일컬어진다(Blok & Jensen, 2011). ANT에서

는 각각의 행위자의 본성이나 특성과 의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행위자의 

매개, 하이브리드화에 주목한다. 특히 ANT의 핵심 개념인 ‘번역’은 세

르에게서 빌려온 것으로(Blok & Jensen, 2011), ANT 학자들이 수행한 과학

기술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 연구들은 수많은 번역의 사례를 보여준다. 예

컨대 『The Pasteurization of France』는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7) 라투르는 명제의 개념을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단순한 대응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명제 자체는 수많은 이종적인 요소들이
결합되고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결망이다(Blok & Jens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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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의 행위자들이 연결되는 번역 사례를 보여주었다(Latour, 

1984/1993). Latour(1984/1993)는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인 파스퇴르와 관련

해 여타 역사적 전기에서와 같이 위대한 과학자의 지적 업적을 나열하는 

대신,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파스퇴르를 포함한 연구자들, 공중 보건 행정

가, 도시 행정가, 실험 도구, 미생물 등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만드는 일련의 번역 과정을 그려냈다(Blok & Jensen, 2011). 그러한 번역 

과정에서 파스퇴르가 중심적인 행위자였던 것은 맞지만 파스퇴르라는 개

인의 지적 성취와 업적에 초점을 두기보다 네트워크의 구축 즉 번역에 참

여한 수많은 행위자들을 함께 드러내면서 파스퇴르가 자신의 실험실 그리

고 프랑스라는 국가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었

던 이유를 설명해낸 것이다. 

이처럼 세 학자의 철학적 배경은 ANT의 주요한 관점 -첫째, 현상이 개

별적인 개체들이 아니라 관계와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는 관점 둘째, 하나의 

실체와 존재 수준만이 있다고 보는 즉 하나의 내재성의 평면만이 존재한

다는 관점 셋째, 개별적인 개체의 특성보다 매개와 이동, 하이브리드에 주

목하게 하는 매개적 존재론의 관점- 을 구성하였다(Blok & Jensen, 2011). 

ANT는 주제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기술학분야에서 과학과 기술 사회의 

얽힘, 과학적 실행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이론적 기반을 다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사례 탐구는 서구 학문 세계의 지배적인 인식론과 존

재론에 물음을 던지는 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 휴머니즘에 기반한 근대

적인 인간상에 대한 인식을 해체하고, 인간과 비인간 물질이 만드는 관계

와 연합에 주목하는 대안적 존재론과 사유 방식을 제안한다. 예컨대 ANT

의 존재론은 인간/비인간, 주체/객체, 자연/사회 등을 나누는 이분법을 지

양하기에 현상학의 존재론과도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다(Latour, 1999b). 현

상학은 그러한 이분법적 구획을 전제하고, 인간과 인간의 의식 세계, 인간

에 의해 현시된 것의 분석과 서술에 집중하여 물질성, 비인간의 행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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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ANT와는 상이한 입장에 있다(Latour, 

1999b). 오히려 ANT는 인간중심 사유를 탈피해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상

호 교류하는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현상학

(post-phenomenology)의 입장과 공명한다(박휴용, 2019).

그런 점에서 ANT는 물질적 전회(material turn) 또는 신유물론 패러다

임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은 존재와 인식, 주체와 객체 등의 이원론을 거부하고 일원론적 입장을 취

하면서 인간과 함께 사물, 기술 등 비인간 물질적 객체와의 관계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박휴용(2019)은 포스트 휴머니

즘의 주요한 이론적 관점으로 신유물론, 포스트 현상학, ANT, 객체지향 존

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이하 OOO)을 제시하였다. 이준석과 김연

철(2019)은 신유물론이라는 흐름에 ANT, OOO, 행위적 실재론, 사변적 실

재론, 어셈블리지 이론 등이 놓여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물질적 전회와 관

련해 한창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범주 구분도 학자에 따라 달라 확실한 지형도를 그려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물질적 전회, 신유물론이라는 흐름이 학문 세계의 새로운 흐름임

은 분명하다(이준석 & 김연철, 2019).

신유물론이라는 흐름에서 ANT와 존재론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대표적

인 관점으로 포스트 휴머니즘, 행위적 실재론이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하나의 통일된 체계적 흐름이라기보다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아우르는 

흐름이다(소경희 외, 2020).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이 기술, 물질 등 비인

간과 함께 얽히면서 새롭게 출현한 ‘포스트-휴먼’에 주목한다. 인간만

이 타 존재와 다르게 행위성을 가지며, 중요한 존재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

여하지 않는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켜 인간의 능력을 

확장 시킬 수 있다는 기술결정론적 관점의 트랜스휴머니즘

(transhumanism)과 구분되며, 휴머니즘이 낳은 배제와 타자화를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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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장한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등의 반휴머니즘(antihumanism)적 운동과

도 구분되는 입장을 견지한다(소경희 외, 2020).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critical posthumanism)의 대표적인 학자인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인간중심적 사유를 해체하고, ‘자연-문화 연

속체’속에서의 인간의 주체성을 새롭게 정의하였다(박휴용, 2019). 즉, 인

간의 주체성은 인간 내면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세계라는 혼종적 관계

망’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정윤경, 2019). 이러한 혼종성, 관계성에 

주목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은 ANT와도 공명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브라이도티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자본주의의 이윤 창출의 

논리에만 귀속시키킬 것이 아니라 더욱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논의를 확장(소경희 외, 2020; 정윤경, 2019)한다는 점

에서 ANT와 주요한 차이가 있다. 

캐런 바라드(Karen Barad)의 행위적 실재론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을 

담지한다. 바라드는 행위적 실재론을 통해 인식론과 존재론의 구분에 도전

하여 존재와 인식을 따로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인식-존재-학

(epistem-onto-logy)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Barad, 1999). 그

러한 인식주체와 대상의 분리 불가능성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의 

이중성’8)에 근거한다. 바라드는 과학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실재론적 입

장과 구성주의적 입장을 양극에 두는 이분법을 거부하고, ‘내부-작용

(intra-ac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인식주체와 대상이 내부에서 상호작용

하여 서로를 구성한다는 것을 개념화하였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말하는 현

실이란 인간의 인식 밖에 존재하는 고정된 무언가가 아닌 인식 주체가 내

부에서 함께 상호작용하는‘행위적 현실(agential reality)’이다(Barad, 

8) 측정이라는 사건이 없이는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하지만, 이중 슬릿에 부착된 관
찰 장치와 전자가 얽히면서 내부-작용을 통해 파동이라는 전자의 정체성을 잃고,
측정이라는 사건과 함께 관찰 장치와의 얽힘 속에서 전자는 절단되어 나와 ‘입자’
로 행동한다(출처:　http://www.zineseminar,com/wp/category/Issu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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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은 인식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

여 인간과 사물의 경계를 허물고 과학실천에 있어 사물, 기계 역시 중요한 

행위자로 본다는 점에서(Barad, 1999), ANT와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다만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은 ‘책임성(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ANT와 차이가 있다. 과학실천을 통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실재는 내부-작용을 통해 출현한 것이다. 즉, 그러한 

현실을 형성하는데 과학자들의 특정한 실천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실천에서 객관성, 행위주체성이 ‘책임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Barad, 1999). 인간과 비인간의 대칭성을 강조하지만, 과학

실천에 있어 인간의 윤리와 책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ANT와는 

이러한 지점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ANT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행위적 실재론과 같이 인간의 윤리와 책임성 같은 가치 지향을 전면에 내

세우지 않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비판적 능력이 결여된 이론이라 비판받기

도 한다(Blok & Jensen, 2011). 이에 대해 ANT 학자들은 인간과 비인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학적인 분석적 입장일 뿐 윤리적 입장이 아

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ANT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발달로 생겨나는 윤리

적 문제들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Law, 1992).

ANT는 상기 이론적 관점들과 존재론적 관점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연구자가 행위자들 간의 연결, 매개, 하이브리드 등을 추적하는데 더욱 정

교한 개념적 기반과 분석적 렌즈를 제공(Blok & Jensen, 2011)한다는 점에

서 과학교사의 실행 사례를 탐색하는데 유용하다. 기존의 인간중심 사유를 

탈피한 ANT의 존재론적 관점은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과학교육 장면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바라보는 이론적 렌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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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학으로서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라투르는 『Reassembling the Social』을 통해 에밀 뒤르케임(Émile 

Durkheim)의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sociology of the social)’과 확연히 

구분되는 ‘결합의 사회학(sociology of associations)’이라는 사회학의 이

론으로서 ANT를 체계화하였다(Latour, 2005). ANT는 여타 사회학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 수행하고자 했던 인간 활동의 체계, 인간 행위의 본질과 특

성 등을 밝히기 위한 수많은 경험적, 이론적 작업의 토대가 되어왔다. 

ANT가 표방하는 기존의 사회학과 다른 결합의 사회학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Blok & Jensen, 2011). 첫째, 고정되지 않은 가변적인 

공간적, 지리적 경계를 가지는 연결에 초점을 둔다. 둘째, 고정된 구조, 질

서, 재생산에 초점을 둔 고전 사회학과 달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서의 사회적인 것에 초점을 둔다. 셋째,‘인간 사회’라는 관념을 인간과 

비인간의 이종적 집합체라는 관념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차별성은 ANT에 

내재된 기호학적 관점과 기존 주류의 사회학과 차별화된 ‘사회’를 바라

보는 관점에 기인한다. 

Harman(2009)이 철학측면에서 ANT를 조명하여 ANT를 일종의 ‘일원

론적 내재성 이론’으로 보았다면 ANT는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사회학에 

기반한 물질적 기호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Blok & Jensen, 2011). 물질적 

기호학으로서 ANT의 특징은 사회학으로서 분석적 범위, 원칙 등과 관련된

다. ANT는 행위성 자체를 인간에게만 귀속시키고 인간 외의 요소들은 인

간 행위의 배경이나 수단으로만 보는 기존 사회학 이론과는 상반된 입장

을 견지한다. ANT에서 행위자는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성된 이종적 네트워

크 상의 모든 존재이다. ANT는 기호학자 알기르다스 그레마스(Algirdas J. 

Greimas)의 기호학 이론에서 유래한 ‘행위소(actant)'라는 용어를 차용하

고, 인간과 비인간을 분석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두고 분석할 것을 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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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화된 대칭의 원리를 제시한다(Latour, 2005). 

행위자는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본성을 통해 규정되는 것이 아

니라 행위자가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서만 규정된다(Latour, 1990; Latour, 

2005). 이 역시 기호학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에서 모든 

용어는 다른 용어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Blok & Jensen, 2011). 즉 

행위소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존재를 의미하며 다른 행위소와의 

관계를 통해 그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특징이나 역할

은 전적으로 관계와 맥락에 달려있으며, 각 “행위자의 능력은 귀속되는 

과정 이후에”“추론되는”것이다(Latour, 1996, p. 247, Blok & Jensen, 

2011, 재인용).

라투르는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라는 프랑스 사회학자의 영향

을 받아 뒤르케임으로 대표되는 기존에 사회학 이론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개념 자체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라투르는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공간적, 지리적 범위를 제한한다고 보며, ‘사회구조’나 

‘계층’ 등의 기본적인 분석적 범주를 거부한다(Latour, 1990; Latour, 

2005). 또한 라투르는 ‘사회’개념은 인간 행위자들로만 구성된 사회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사회’라는 용어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많은 것들을 가두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Blok & Jensen, 2011). ANT에서‘사회’는 오히려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라투르는 기존의 사회학이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자본주

의, 권력, 이해관계와 같은 일종의 ‘설명항’이 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환원시킨다는 점을 비판한다(Latour, 2005). 그러한 ‘설명항’들

을 오히려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사회학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권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거시적인 

체계나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방식은, 실제 그‘권력’의 기원, 그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한다는 것이다(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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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오히려 사회학에서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더욱 커진다면, 

그러한 규모, 권력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

다”는 것이다(Law, 1992, p. 380). 그러한 견지에서 사회학으로서 ANT의 

연구방법론은 연구자가 자신이 아는 사회학의 개념들로 사회 현상을 환원

시켜 설명하거나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만 주목하여 기술하기보다, 

지역적인 맥락에서 개별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주목하

여 그 내용을 기술할 것을 강조한다.

ANT의 관점에서 사회는 인간과 비인간이 한데 얽혀 연합을 형성한 모

습이다. 그러한 연합을 파헤쳐보고 어떤 관계와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밝히

는 것이 사회학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ANT에서 사회학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소수의 유대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연합체들에 대한 

연구(Latour, 1999b, p. 277).”이다. 다른 말로 사회학으로서 ANT의 탐구 

대상은 인간과 비인간이 한데 얽힌 연합체인 것이다. 이때 비인간을 왜 사

회학적 분석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ANT는 비인간들은 인

간들 못지않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고 답할 것이다(Latour, 1994). ANT 눈으로 본 어떤 비인간 존재자들은 

“오래가고, 빠르게 형성되고, 일단 형성되면 그것을 만든 사회적 상호작

용보다 더욱 오래간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불안정하고 일시적

(Latour, 1994, p. 803).”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학으로서 ANT의 핵심 

전제와 관심사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과학교사의 실행을 기술, 분석하는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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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교육 연구

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교육 정책 실행

교육 연구에서 교육 정책 실현과정을 바라보는 해석적 렌즈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Mulcahy, 2015). 첫째, 합리주의적 접근(rationalist 

approach)을 통해 교육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정책이라는 것이 어

떤 합리적인 권위를 가진 기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책을 ‘객

관적 실체(objective entities)’로 가정한다. 둘째, 구현적 접근(enacting 

approach)이다. 이는 교육 정책의 구현(enactment)은 복잡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으로, 다양한 정책 관련 행위자들이 해석하고 번역하여 

특정한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 어셈블리지 접근

(policy assemblage)이 있다. ANT의 관점에서 정책은 실체가 아닌 과정

(processes)이다. 합리주의적 접근과 제정적 접근 방식이 정책을 외부적 요

인으로 배치한다면, 정책 어셈블리지 접근에서는 정책 자체가 다양한 인

간, 비인간과 함께 어셈블리지를 구성한다고 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창발(emergence)과 불확정성(indeterminacy)에 주목한다. 기존의 교육 정

책 구현과정을 연구해온 주된 관점들은 합리주의적 관점을 취하며, 일부 

질적 연구의 경우 구현적 접근에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어

셈블리지 접근으로 분류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된 교

육 정책 실행 연구들을 비교 검토하여,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실행을 사회

물질적 네트워크로서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기술한다. 

교육 분야에서 ANT를 교육 개혁이나 정책 구현과정을 연구하는 방법

으로 활용한 것은 최근 사회 정책 연구 분야에서 정책을 유동적인 ‘네트

워크’로 보는 관점을 보는 흐름과 일치한다(Fenwick & Edwards, 2011). 

ANT의 관점에서 정책은 단지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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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실무적 맥락에서 수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시각각 수행을 통해 

존재하며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다(Latour, 1999a, 2005). 즉, 이 

연구들은 교육 정책의 실행 자체를 매 순간 크고 작은 실행에서 그 모습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로 인식한다. 역동적인 네트워크는, 하나의 현

실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연구 사례

정책의 다중적 존재론 Lopez et al.(2021) , Fenwick(2011)

정책의 지역적 협상 과정
Colston & Ivey(2015), Hamilton(2011), 

Mulcahy(2015), 

[표 2-1] ANT를 적용한 교육 정책 실행 연구(하윤희, 임성은, 김찬종, 2022)

이러한 경험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표 2-1]. 첫

째, 여러 맥락 또는 특정 행위자에게 있어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정책, 즉 

서로 다른 현실을 중첩적으로 만드는 정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연구물

들이 있다. Lopez et al.(2021) 는 학교 폭력 및 학교 분위기(풍조) 정책과 

관련된 행위자인 교육청, 교육감, 교육부, 교육 법률 문서, 학교 평가 시험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당 정책이 번역되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이 연

구는 각 행위자들의 역할과 목표를 살펴본 결과 해당 정책이 학교에서 두 

가지 경쟁적인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강요받는 형태의 형성적 현실과 법률로 정의된 금전적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정책을 따르는 징벌적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다른 현

실을 만드는 행위자 네트워크를 가시화하여, 기관, 조직과 같은 비인간 행

위자와 인간 행위자들이 학교 분위기 관련 정책을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기술하였다. 교육청은 교육 법률 조항과 함께 징벌적 현실을 만들고,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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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이 교육 감독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은 학교를 

교육 서비스를 위한 기관으로 위치시킨다. 그 과정에서 교육 감독관

(superintendence)은 법규를 통해 학교 폭력법이 허가한 제재, 처벌 결정과 

시행을 담당하는 직접적 행위자가 된다. 이 모든 것이 ‘교육권’을 불만

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형상화 시켰다. 이 연구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

는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정책이 만드는 서로 다른 현실과 그 현실의 근간

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행위자를 규명함으로써 교육 정책 연구의 새로

운 방향을 보여준 가장 최근의 연구이다. Fenwick(2011)도 캐나다 앨버타

주의 교육 개혁이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교사, 학부모, 시간을 어떻게 행위

자로 등록하는지, 각 행위자에게 이 교육 개혁 프로젝트가 어떻게 복잡한 

의미로 존재하는지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처럼 ANT의 방식으로 정책 

실현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면, 특정한 정책이 잘 실현되지 않았거나 무언

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둘째, 정책이 항상 예상과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과 실무의 맥

락에서 수반되는 매끄럽지 않은 협상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Hamilton(2011)은 영국의 ‘삶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이라는 성인 문

해력 교육 및 직업 훈련 분야와 관련된 정책의 번역 과정을 Callon(1986)의 

네 단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규모의 복잡한 정책 개혁

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의 동원을 통해 계획되고 

실행되지만, 아무리 큰 정책 프로젝트임에도 결국 사람들이 그 정책에서 

끊임없이 탈출한다는 점, 다양한 이익집단이 서로에 대한 다양한 관계 맺

음을 통해 경쟁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복잡한 과

정을 살펴보면서 국가의 문해력 교육 정책의 현 위치와 한계, 미래 가능성

을 논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Mulcahy(2015)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교육 공간과 관련된 정책이 실현되면서 실제 수업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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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어셈블리지 분석을 적용하였

다. Latour(1999b)와 Deleuze & Guattari(1987, p. 85)의 어셈블리지 정의를 

바탕으로 정책 어셈블리지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미리 주어진 목록에 종

속되지 않고, 서로 얽히며 구성되므로, 정책 과정에서 다양하고 여러 다른 

종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 주목하였다. 학습 공간의 형태에 

따라 학생들의 지식 구성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정책에 숨겨진 존재론

적 가정이 실제 수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빗나갈 수 있다

는 것을 보임으로써, 정책이 학교로 전달되는 복잡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상기 연구들에서와같이 ANT는 정책을 하나의 어셈블리지로 인식하게 

하여 교육 정책 구현 양상을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과 해석적 렌즈

를 함께 제공하였다. 교육 정책의 구현 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ANT를 적용한 연구물들은 기존의 교육 분야에서 지배적인 연구 분야에 

따라 어느 정도 고정된 연구 방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분석 관점과 시사점

을 제공하였다. ANT의 관점에서 정책은 그 자체가 어떤 맥락과 관련된 복

잡하고 다중적인 현실이 중첩되어 있거나(Fenwick, 2011; Lopez et al., 

2021), 지역적인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물질적 실행(Colston & 

Ivey, 2015; Hamilton, 2011; Mulcahy, 2015)이다. 이 연구들은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정책의 이면, 지역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지저분한 협상의 과정

을 드러내고 어떤 사안이 일어난 원인을 거시적인 구조적 원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따라가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ANT 분석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또한 그러한 분석적 차별성은 기존의 교육 현상 연구에서 드러

나지 않았던 국지적인 현상들을 상세히 드러내는데 용이했다. ANT의 관점

에서 교육 정책 구현, 교육 개혁의 과정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과정 즉 

번역의 과정이다. 이 연구들은 ANT가 네트워크의 구축과정이라고 일컫는 

정책 실행과정이나 교육 개혁의 달성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에 강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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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교육 정책이 단순히 글로벌 수준에서 지역적 맥락으로 내려

지는 처방이 아니라 교사에 의해 시시각각 구현되며 연합을 형성한다는 

정책에 대한 구현적 접근과 어셈블리지 접근을 취한다. 이에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교육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며, 어떠한 어셈블리지를 구성하며 다

층적인 현실을 구성하는지, 주목해야 할 비인간 행위자는 무엇인지에 주목

하였다. 또한 교육 정책이 과학교사를 통해 번역되고, 다양한 인간, 비인간

과 함께 얽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협상의 과정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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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교육 실행

교육학 분야에서 교사의 수업 실행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교사의 교수 실행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

다. 첫째, 교사의 수업 실행에서‘수업’에 초점을 두어 해당 수업을 설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사의 지식이나 역량과 관련지어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둘째, 교사의 수업 실행에서 ‘실행’에 초점을 두어 교사가 자

신의 실행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행위주체성, 정체성과 관련지어 이

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전자는 수업 실행이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에 의

해 좌우된다는 관점이며, 후자는 교사는 자신의 성찰과 반성적 실천을 통

해 자신의 실행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사 내면의 행위주체성이나 정체성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이 두 

관점은 교사 내면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특성과 그 변화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기 위해 교

사의 전문성, 지식, 혹은 성찰 등 인간 행위자인 교사의 내면의 어떤 것을 

개념화하려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연구관점과 그 궤를 함께한다. 

여기서는 ANT 관점에서 연구된 교육 실행 관련 연구들을 비교 검토하

여 과학교사의 수업 실행을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서 이해하기 위한 기초

를 기술한다. ANT 관점에서 교육활동 혹은 수업 실행과 관련된 연구물들

은 기존의 연구처럼 교사, 학생에 분석의 초점이 가 있지 않다. 이에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교사의 수업 실행에 관한 연구가 맞는지 의아하게 느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학의 범주 구분을 사용하지 않으며, 실

행 자체를 다양한 행위자들의 얽힘으로 바라보는 ANT의 관점에는 수업 

실행의 주체로 ‘교사’만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다. 본 연구

를 위해 앞서 수행한 선행 문헌 연구에서는 수업, 교육프로젝트 등의 실행

과 관련된 연구물들을 살펴보았다. 각 연구물들은 ‘교사’와 더불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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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었다[표 

2-2].

구분 연구 사례

특정한 비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동풀잎(2019), Edwards(2011), Mulcahy(2011)

여러 인간과 비인간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정용재(2020a), 정용재(2020b), 최고은, 김지현, 

정혜영(2021), Mulcahy(2013), Ramjewan, 

Zoras, & Bencze (2017), Tummons, Fournier, 

Kits, & MacLeod (2018)

[표 2-2] ANT를 적용한 교육 실행 관련 연구 (하윤희, 임성은, 김찬종, 2022)

이러한 경험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디지

털 사진’,‘교육과정(curriculum)’, ‘교수 기준(teaching standard)’ 등 

특정한 비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기술하였다. 동풀잎(2019)

은 ‘디지털 사진’을 중심 행위자로 보고 이와 관련해 유아 교실의 문화

를 탐색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사진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유아 교실에

서 유아들에게 일종의 보상이 되거나 또는 감시자가 되기도 하며, 유아 교

사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정치적 공

간이 되는 등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는 디지털 

사진과 관련된 네트워크속에서‘카메라-교육사진-유아-놀이-놀잇감-권리

-교육 담론-부모-교사’ 등 여러 행위자들의 연결을 통해 유아 교실의 교

육/교실문화를 이해할 수 있음을 보였다. 

Edwards(2011)는 두 명의 교사가 스쿨(school)과 칼리지(college)에서 접

대(hospitality)와 관련된 공통된 ‘교육과정’을 각 학교에서 다르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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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행하는 대조적인 사례를 탐구하였다. 특히 조리 교사,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문서, 요리책 등 인간과 비인간 물질들이 학습 네트워크에 등록

됨에 따라 문서상에 동일하게 처방된 교육과정이 다르게 구현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 연구들이 현장에

서 교육과정이 다르게 실행되는 요인들을 외부에 배치해, 국가 정책과 같

은 거시적 요인이나 교사의 전문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 등이 통제된다면 

교육과정의 실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주된 교육과정 연구의 입장과 대조적으로 실행의 맥락

에서 교사가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지에 초점

을 두기보다 교육과정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다양한 의미로 존재하는 것

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얽힘에 주목했다. 예컨대 교

실 안에 존재하는 시청각 장비, 테이블의 형태, 조리법이 담긴 교과서 등

이 인간 행위자와 함께 어떻게 교육과정 만들기에 동원되는지 다중적인 

얽힘, 균열,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Mulcahy(2011)는‘교수 기준’의 행위성에 주목하였다. 뛰어난 지리교

사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지리교육이 성취되는지, 교육적 성취를 위해 함

께 결합되는 수많은 요소로 교사의 준비와 계획, 교과 지식, 교사의 헌신, 

학습자료, 실습, 교사의 신체, 물질적 과정(포스터 준비, 교사의 제스처, 강

조하는 목소리), 컨설팅 웹사이트 등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교수 기준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교수 실천, 교사의 정체성과 함께 결합

되어 시시각각으로 행해지는 물질적 관행이라는 것 즉, 교수 기준이 존재

론적으로 가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여러 인간과 비인간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교육 실

행 과정을 탐색하였다. 최고은, 김지현, 정혜영(2021)은 유아교사 배움공동

체를 이해하기 위해 ANT의 주요 개념인 행위자, 네트워크, 번역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 배움공동체와 관계된 다양한 비인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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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포착하고, 유아교사 배움공동체를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로 보았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계 맺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번역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ANT를 통해 유아교사 배움공동체를 인간

과 비인간이 구성하는 복잡성을 띠는 네트워크로 인식함으로써 복잡한 실

천 양상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정책적, 실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정용재(2020a)도 교육

실습이라는 교육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ANT의 주요 개념인 행위자, 네트워

크, 번역 개념과 이종적 네트워크의 관점을 활용하였다. 교육실습 안내 책

자에 사용된 용어의 빈도수 분석을 통해 교육실습이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된 이종적 네트워크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실습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 과정에 주목하고, 교육실습 활동에서 사물

과 사물을 둘러싼 관계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용재(2020b)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과학(물리) 수업 사례를 중심

으로 이종네트워크의 특징 세 가지인 ‘이종적 구성, 번역과 관계에 의한 

존재, 번역에 의한 구축과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 학습을 이종적 

네트워크로서 바라봄으로써 ‘수업 내 행위자로서 다양한 사물들의 역할

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장, 학생들의 개념은 결절된 이종네트워크로 존

재하므로 그 개념을 해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안, 과학 학습 과정은 

‘설다’와 ‘익다’의 너나들이라는 이종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장으로 이

루어짐을 이해하기.’ 등으로 과학 학습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여 살펴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Mulcahy(2013)는 ANT의 관점에서 학습의 전이 과정을 사회, 텍스트, 지

식 생산물의 물질적 실행의 상호작용 효과로 바라보면서, 두 명의 교사를 

사례로 들며 학습의 전이 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명의 교사가 학교에서 교

사로 근무하기 전에 일했던 경험 혹은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어떻게 서

로 실무로 이어지는지 그 관계성을 물질성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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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사이의 공간에는 교사별로 다른 물질성이 작동하며, 각 상황 맥락에

서 물리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회성, 체화된 교육을 통해서 제약된 여러 

물리적 조건을 해결하는 물질성 등이 필요하였다. 즉, 학습은 표상된 지식

과 동의어가 아니며 교사 교육이 실제로 가르치면서 체화된 지식으로 나

타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간, 비인간 물질들이 서로 얽히며 연결이 일

어남을 보여준다. 

Ramjewan et al.(2017)은 STEPWISE 라는 교육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을

Callon(1986)의 네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 프로젝트 실행과정 

중에 인터넷, Wiki와 같은 웹사이트, 구글 분석 프로그램들과 같은 여러 비

인간들이 학생, 가족 구성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행위자라는 것, 또한 STEPWISE 라는 교육 프로젝트 자체가 블랙박스화된 

하나의 행위자로서 학생들의 윤리적 참여 역량을 구성하는 행위자로 위치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Tummons et al.(2018)은 멀리 떨어진 두 캠퍼스에서 동시에 실행된 의

학 교육과정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기술이 도입된 상황을 

ANT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학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간 행위자인 

학생, 강사, 기술자만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인 교과서, 태블릿 PC, 카메라 

등을 기술적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결론

적으로 사용된 수많은 기술은 두 캠퍼스에서 아주 동일하진 않더라도 유

사한 교육과정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여러 인간 행위자와 교육 실천 과정

과 함께 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한 행위자임을 보여주었다.

 ANT 관점에서 교육 실행과정을 살펴본 연구들의 공통점은 수업 실행

과정을 인간 행위자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실 안

팎의 인간-비인간이 함께 구성하는 유동적이고 우발적인 네트워크로 인식

한다는 것이다. 즉 수업이라는 행위 또는 학습을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간 

행위자들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수준에서 파악하기보다, 다양한 비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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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들과의 연합을 통해 실행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의 교수 학습 

연구에서 주된 관심사였던 교사, 학생이 연구의 초점이 아니라 교사와 학

생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 실행을 변화시키거나 안정화시키는 비인

간들의 행위성에도 주목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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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의 개요 및 연구방법론

1. 연구 과정 

본 연구는 2020년 9월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022년 5월까지 질적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Creswell, 2017). 본 연구는 크게 ‘기초연구, 

연구참여자 섭외,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 정리 및 논문 작성’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표 3-1]. 기초연구는 본 연구에서 현상을 보는 이

론적 틀을 제공하는‘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탐색하는 것에서 시작되

었다. 이후 과학교사 2명과 파일럿 면담을 수행하여 연구의 관점과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이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승인을 득한 뒤, 연구참여자를 모

집 및 동의를 획득하였다. 자료 수집은 약 9개월간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과 함께 자료 분석이 시작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졌다. ANT의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였다(Glaser & 

Strauss, 1967/1991). 또한 ANT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범주

화하고 구조화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에 의한 내용 검증(member checking)을 실행하였다. 연구참여

자와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하였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였다. 

연구 과정 중 과학교육 전문가,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과학교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 그룹 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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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 내용

기초연구

(2020년 9월

- 2021년 7월)

·문헌 연구

·예비 연구참여자 파일럿 면담

·문헌 연구 및 파일럿 연구를 기초로 연구관점 및 연구 

문제 구성

·연구계획서 작성 및 IRB 심사 신청

연구참여자 섭외

(2021년 8월)

·IRB 승인

·연구참여자 확정 및 동의 획득(기관(학교) 동의 획득)

자료 수집

(2021년 8월

-2022년 4월)

·현장 관찰 자료 및 심층 면담 녹취 자료

·문서 자료(정책문서, 가정통신문, 수업자료 등)

자료 분석

(2021년 8월

- 2022년 4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분석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범주화 및 구조화

연구 결과 정리 

및 논문 작성

(2021년 11월

- 2022년 5월)

·연구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 정책 실행, 수업 실

행 양상을 기술.

·연구참여자에 의한 내용 검토(member checking)

·동료검토: 과학교육 전문가,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과학교사로 구성된 연구 그룹 세미나에서 발표 및 검토

·결론 도출

[표 3-1] 연구 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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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단일 사례 또는 여러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17).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자가 포

괄적인 이론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사례를 선정하여 그것을 중점

적으로 탐구한다. 본 연구는 세 명의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및 수업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간, 사례 내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주제를 발견하여 

기술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사회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유도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연구방법론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Latour(1987)가 

인류학적 연구 방법을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적용한 것처럼 ANT의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민족지학(ethnography)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전통적

인 민족지학에서는 특정한 지리적 경계가 있는 지역적 맥락에 초점을 두

지만, ANT는 서로 다른 공간, 시간에 걸쳐 데이터를 연결하는 다중 사이

트 민족지학(multi-sited ethnography)(Kausik, 2009)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Hamilton, 2011). 

ANT의 연구방법론이 다중 사이트 민족지학에 가까운 것은 사회학으로

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ANT의 관점에 따른 것이다. Latour(2005)는 사회

학으로서 ANT의 관심사와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Latour(2005)

에 따르면 ANT의 관점에서 사회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첫째, 글로벌을 지역화하기 (localizing the global) 둘째, 지역적

인 것을 재분배하기(redistributing the local) 셋째, 사이트를 연결하기

(connecting sites)이다. 이처럼 지역적인 것과 글로벌한 것을 구분하지 않

고 연결하는 것은 사회학적 방법론적 관점으로서 ANT가 기존의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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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지점이다. 기존 사회학의 관점이 거시/미시, 주체/객체 등 구분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면, ANT에서는 그러한 구획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

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Latour(1990)는 기존 사회학에서 당연시 여기는 거

시/미시, 외부/내부 같은 구분 자체가 이미 각각의 범주가 서로 다른 성질

을 가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또 그 구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연구되어

야 한다는 당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그에 따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ANT는 그러한 범주와 구획에 따른 연구 방법을 제시하는 대신 

다만 연구자로 하여금“근시안적으로 행위자를 따라갈 것”(Latour, 2005, 

p. 176)을 종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행하는 미시 구조나 거시적 구조 

사이의 새로운 위상학적 관계가 가시화될 것”(Latour, 2005, p. 177)이라

고 강조한다. ANT에 따르면 “모든 장소를 요약할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없다(Latour, 2005, p. 191).” 따라서 모든 현상은 언제나 지역적인 맥락에

서 관심 있는 사안과 관련된 행위자들을 추적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것

이다.

철학으로서 ANT의 존재론적 관점에 따라 연구방법론적 지침이 도출된

다. 첫 번째로, ANT는 편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을 표방한다(Harman, 

2009). 일반화된 대칭의 원리(Callon  1986; Latour, 1991/1993;  Law, 1992)

는 인간과 비인간의 동등한 존재론을 표방하여, 분석적 견지에서 인간 행

위자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사건, 실체는 잠재적인 행위자로

서 분석에서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ANT는 관계

적 존재론을 표방한다(Latour, 1990, 1999a). 어떤 사물과 사람의 의미는 그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통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물과 행위자

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관계적 존재론에 따른 ANT의 방법론

은 “사회 세계의 모든 것을 그들이 위치한 관계의 거미줄의 연속적으로 

생성된 효과로 취급하는 물질적-기호적(material-semiotic) 도구, 감성 및 

분석 방법의 계열(Law, 1990, p. 141)”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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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 하여금 다양한 행위자가 어떻게 연결되고, 지속되거나 사라지는

지를 추적 즉, 네트워크상에 그리는 궤적(trajectory)을 추적하기를 요구한

다. 이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 텍스트, 사물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아

닌 무엇을 하는지 일어난‘행위’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를 요구한다. 요

컨대 ANT는 연구자가 결합, 번역, 협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이다(Blok & Jensen, 2011). 

상술한 ANT의 방법론적 지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교육 연

구나 사회학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구획, 개념,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과학교육 분야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수많은 개념

들을 통해 과학교사의 실행을 설명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또한 ‘인간’에

만 주로 관심을 두었던 교육 연구의 관점을 탈피해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

간 행위자를 분석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두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에서 탐

구하고자 하는 과학교사의 실행에서 과학교사는 중심적인 행위자이지만, 

과학교사의 고유한 특성이나 본성에 기대어 그의 실행을 바라보지 않았다. 

과학교사와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얽힘과 그 효과로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바라보고자 했다. 즉 ANT가 강조하는 대칭적 관점에서 과학교사의 실행과 

관련된 비인간 행위자들의 역할도 함께 탐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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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의 실행을 복잡한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라는 관

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의도적 표집

(purposive sampling) 방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 가장 풍부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Creswell, 2013). 본 연구에서

는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 및 수업 실행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에 교

육 및 과학교육 관련 주요한 정책적 맥락에 놓여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 여부가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우선적인 기준이었다.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중점학교 정책은 과학 인재 양성 담론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의 과학교

육 정책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혁신학교 정책은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가장 개혁적인 접근

을 취하는 교육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은 현재 진행형

인 수많은 크고 작은 교육 정책들 중에서 교육 개혁과 관련된 굵직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연구 맥락으로 고려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단순성(simplicity), 빈도성(frequency of 

recurrent activities), 참여가능성(possibilities of participation), 허용성

(permissibleness), 접근성(accessibility) 등을 고려하였다(Spradley, 1980, pp. 

45-52). 본 연구의 주제는 과학교사의 실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주로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은 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사의 다양한 교육 정책 관련 실행과 수업 실행과정

이었다.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이라는 현상이 같은 공간에서 비교

적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단순성, 빈도성). 연구참여자가 

소속된 학교는 학교의 방침 자체가 수업 공개를 장려하는 분위기여서 연

구자가 참여 관찰하기 적합해야 했다(참여 가능성, 허용성). 또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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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2021년 8월- 2022년 4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관찰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거리여야 했다(접근성). 이러

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한 차례의 예비면담을 통해 최종적

으로 과학중점학교인 개나리 고등학교(가명), 혁신학교인 동백 중학교(가

명), 과학고등학교인 민들레 고등학교(가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 명의 과

학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표 3-2].

 

연구참여자 성별
교사 

경력
현재 근무학교  담당교과

김교사 남 8년차
중소도시 소재 과학중점학교

개나리 고등학교
화학

강교사 여 17년차
중소도시 소재 혁신학교 

동백 중학교
과학

윤교사 여 13년차
대도시 소재 과학고등학교

민들레 고등학교
지구과학

[표 3-2] 연구참여자

첫 번째 연구참여자인 김교사는 올해로 8년차 화학 교사이다. 김교사는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기간제 교사로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

하여 1년간 근무하였다. 교사로 임용된 뒤 혁신학교인 동백 중학교에 처음 

발령받아 3년간 근무하였다. 이후 개나리 고등학교로 오게 되었다. 현재 

근무지인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는 올해로 4년째 근무중이다. 개나리 고등

학교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과학중점학교이다. 

두 번째 연구참여자인 강교사는 올해로 17년차인 과학교사(지구과학 전

공)이다. 강교사는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2006년 처음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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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이후 2년간 대학원 과학교육과 연구실에서 석

사과정으로 파견 생활을 하였다. 이후 현재 근무지 인근의 중학교에서 근

무한 뒤 현재 근무하는 동백중학교로 오게 되었다. 현재 근무지인 동백중

학교에서는 올해로 9년째 근무중이다. 동백중학교는 중소도시에 위치하며 

해당 지역에서 전통이 있는 혁신중학교로 알려져있다. 

세 번째 연구참여자인 윤교사는 올해로 13년차 과학교사(지구과학 전

공)이다. 윤교사는 이과대학 자연과학부를 졸업 한뒤, 사범대학 과학교육

과에 편입하여 졸업 후 2010년 처음 중학교로 발령받았다. 이후 일반계 고

등학교에서 근무한 뒤 현재 근무하는 과학고등학교로 오게 되었다. 현재 

근무지인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올해로 4년째 근무중이다. 민들레 과학고등

학교는 대도시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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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현장 자

료, 심층 면담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 정책과 관련된 문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표 3-3].

유형 수집 형태 수집 기간(횟수)

현장 

관찰

현장 관찰 

기록지, 

녹음 자료, 

사진 자료

김교사 ·전체기간(수업 15회)

강교사
·전체기간(수업 11회, 혁신학교 컨퍼런스 

1회, 공개 수업 후 전체 교사 토의 1회)

윤교사 ·전체기간(수업 8회, 교사 연수 활동 1회)

면담 녹음 

김교사

·매 수업 관찰 후 면담

·심층 면담(3회 : 2021년 9월, 2022년 1월, 

4월)

강교사

·매 수업 관찰 후 면담

·심층 면담(3회 : 2021년 9월, 2022년 2월, 

4월)

윤교사

·매 수업 관찰 후 면담

·심층 면담(3회 : 2021년 9월, 12월, 

2022년 4월)

그외

자료

·학습 활동자료 (디지털 플랫폼 주소, 학습지 등)

·그 외 연구참여자 제공 자료(학교 공문, 가정통신문 등)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침(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지침(경기도 교육청)

·과학고등학교 운영 지침(교육부)

[표 3-3] 수집 자료 유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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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찰은 연구참여자와 1~2주 단위로 일정을 조율하여 미리 정해진 

날짜에 수행하였다. 현장 관찰의 주된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수업이었다. 

현장 관찰 대상이 되는 수업은 연구참여자가 실행하는 모든 수업이었으며, 

과학교사의 일상적 실행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특정

학년 및 교과목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교실 뒷편에서 

연구참여자의 수업 실행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

하여 녹음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자료를 수집

하였다. 현장 관찰이 이루어질 때 연구참여자들은 그날의 수업 활동지와 

방과 후 수업 등과 관련된 가정통신문 등의 자료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였

다. 이에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자료들도 모두 수집하였다. 수업 외에 교사 

연수 등 교사의 학교 밖 다른 활동들을 참여관찰 할 때에도 참여관찰 공간

의 뒷편에서 교사의 여러 실행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녹음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1 : 1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반 구

조화된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준비된 질문을 중심으로 면

담이 이루어지되 연구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그 방향을 수정하며 진행하였

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 초반에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기초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참여관찰이 진행되면서 참여관찰

을 통해 가지게 된 새로운 질문들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

여관찰 역시 심층 면담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의 영향을 받았다. 심

층 면담을 통해 참여관찰 과정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탐색하는 눈을 점

차적으로 정교화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은 상호보완

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3-4]는 면담 질문 예시이다. 면담 질문의 범주는 

크게 과학교사의 일상적 실행에 관한 질문, 학교에서 실행 중인 교육 정책 

관련 질문, 과학 및 과학 수업에 관한 질문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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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NT의 지침 즉, 일반화된 대칭의 원리에 따라 인간, 비인간 

행위자를 모두 편평한 분석적 기반 위에 두고, 사안과 관련된 행위자를 따

라가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Latour(2005, pp. 133-135)는 연구자가 “현장

에서 물질적 인공물, 코드, 기호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의‘목소리(voice)’

질문 범주 예시

일상적 

실행

- 학교에서 평상시 일과를 말씀해 주세요. 

- 학교에서 누구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 과학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 과학 수업을 계획하는데 동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과학 수업을 계획하는데 과거 교사 양성기관(사범대학 등), 교

사 연수 등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것이 영향을 미치나요?

- 과학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

요? 

- 선생님의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 

교육 정책

- 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 및 운영 방향

- 학교 교육 과정 구성 과정

- 학교의 정책 관련 특성화 사업

- 일반 학교와 정책이 적용된 학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학교에서 교육 정책이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

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학 및 

과학 수업 

- 과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학교에서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과학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시나요?

[표 3-4] 면담 질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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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육 정책 관련 연구 문제의 

경우 정책 관련 기관, 조직, 기술 등 비인간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행위자

를 각기 행위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

문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업 실행 관련 연구 문제의 경우 학

습활동에 사용된 모든 자료, 인공물들을 수집하였다. 

이처럼 연구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 흔히 언급

되는 다각화된 자료를 통한‘삼각 검증(triangulation)’의 의미와는 구별

된다(Bleakley, 2012). 하나의 현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 다각화된 자료를 검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 현상이 각기 다른 자료 즉, 다른 세계에

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맥락의 자료를 수

집하는 것이다. ANT의 관점에서 신뢰할만한 어떤 고정된 하나의 현상이나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시시각각 접히고 펼쳐지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기보다 하나의 객체가 다중적인 의미

를 만들 수 있는 개별 행위자임을 가정하고 어떤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

드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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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

1.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 ANT의 세부 사항

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사례는 ANT라는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에 따라 선택되었다. ANT는‘번역의 사회학(sociology of 

transt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Latour, 2005). 이 연구에서 핵심적인 

것은 과학교사의 크고 작은 실행에서 수많은 지저분한 협상의 과정들, 그 

과정에서 관련된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동원되는지, 어떻게 네트워크

로 출현하게 되는지 번역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번역 과정을 

분석할 때 어떻게 행위자들이 연결되어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성되는지, 그 

구체적인 관계와 특징을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ANT의 지침에 따라 분석에 있어서 기존 사회학에서 사

용하는 개념이나 구획을 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ANT의 입장에서 

실제 세계에는 그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자는 강하거나 

약한 연결을 가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거시적이거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자는 더 많은 행위자들과 연결되

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본다. ANT를 적용한 분석에서는 

그 규모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행위자를 동등한 평면에 놓고 분석적으

로도 동일하게 대우한다. 이에 기존의 여러 교육 연구에서 사회 구조, 기

관, 제도, 정책 등을 거시적인 구조, 외부적 요인으로 배치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각기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의 행위자로 보고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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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에서는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과학교사와 관련된 행위자-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기 위해 Colston & Ivey(2015)의 행위자-네트워크 사

례를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Colston & Ivey(2015) 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교육기준에 ‘기후변화’를 교육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정책 실행의 논

쟁적 과정을 추적하여 행위자-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과학교육 정책 

실행과정에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처방의 공간(spaces of prescription), 협

상의 공간(spaces of negotiation)으로 구분하여 정책 수준과 교실 수준에서 

관련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

다. 이를 통해 과학교육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를 효과

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교육 정책이 한 사람의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실행되는 실무 

상황을 행위자-네트워크로 가시화하는데 있어 Colston & Ivey(2015)에서 

제시한 처방, 협상의 공간을 구분하고, 매개 행위자(mediating actors)와 중

간매체(intermediaries), 행위의 노드(nodes of action) 등을 가시화하는 방

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Colston & Ivey (2015)의 행위자-네트

워크 지도(actor-network map)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탐색하

고자 하는 교육 정책 맥락과 학교, 교실 수준에서 실행과 관련된 중요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위자-

네트워크 지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는 교육 정책과 교실 과학 수

업을 중재하는 한 과학교사의 실행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과학교사

의 실행과 관련하여 정책의 처방과 협상 공간을 파악하고,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간 행위자들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그림 3-1]에서 얇은 실선은 교육 정책 실행을 돕거나 억제하는 매개 행

위자 사이의 네트워크의 경로를 의미한다. Colston & Ivey(2015)에서는 얇

은 실선을 통해 오클라호마주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유지하거나 억제하게 

하는 매개 행위자들이 어떤 행위자들과 연결되어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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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살표는 교육 정책이 교실 수준에서 실행되기까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의무통과점을 의미한다. Colston & Ivey(2015)는 NGSS, 주 의회, 국가

의 의무 시험 등 주요한 의무통과점을 가시화하였다. 행위의 노드는 네트

워크에서 어떤 권력이 제정되고 수행되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 

Colston & Ivey(2015)의 연구에서는 오클라호마 과학 우선 순위 학술 표준 

개정안과 중등 과학 수업을 주요한 행위 노드로 규명하였다. 매개 행위자

는 다른 행위자와의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Colston & Ivey(2015)의 연구에서는 대중 매체, 

비형식 교육, AP 환경 과학 과정, 교사들이 일종의 매개 행위자였다. 이러

한 매개 행위자들은 중등 과학교실과 연결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수 있

는 잠재성있는 행위자였다. 중간매체는 기존에 정의된 행위자들 간의 연결

을 만드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Colston & Ivey(2015)에서는 오클라호마주 

의회, 오클라호마주 교육청 웹사이트, 시험 등을 중간매체로 보았다.

[그림 3-1] Actor-network map theorizing the translation of CCE (Colston

& Ive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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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 정책을 과학교사가 나름대

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실행을 해나가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과학교사에 의한 교육 정책 번역 사례로 볼 수 있다. 과학교사들은 일상에

서 매 순간 크고 작은 번역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로 제시할 

번역 사례를 선정할 때 정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각 연구참

여자가 꽤 오랜 시간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각 사례는 Callon(1986)의 번역

의 4단계인 문제화, 관심끌기, 등록, 동원 단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제화 단계는 중심 행위자인 과학교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

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과학교

사의 문제화와 관련해 의무통과점이 규정되고 이와 관련된 행위자와 그들

의 정체성, 이해관계가 규정된다. 관심끌기 단계에서는 문제화를 통해 규

정한 의무통과점을 중심으로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

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진다. 등록 단계에서는 과학교사가 다른 행위자들에

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러한 역할을 수락하도록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다. 동원 단계에서는 성공적으로 등록된 행위자들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되

어 마치 하나의 행위자인 것처럼 블랙박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네 단계와 

관련된 에피소드와 담화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과학교사가 과학 수업을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파악하고, 

과학교사의 수업 실행 특징을 탐색하는 것이다. 우선 과학교사가 과학 수

업을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담, 수업 녹음 자료를 활

용하였다. 과학교사가 ‘과학’,‘학생’등 에 대한 정체성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교사가 과학 수업을 어

떻게 번역하는지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다음으로는 과학 수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사의 번역 전략과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한 과학 수업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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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과학 수업 실행의 양상과 특징을 귀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laser & 

Strauss(1967/1991)의 개방 코딩(open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의 절차를 따랐다.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현장 관찰 기록, 녹음 전사 자료, 

정책문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속적 비교 방법(Glaser, 1978)에 

따라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제나 범주를 명

명하였고, 자료가 더이상 연구자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 

살펴보았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개방 코딩을 통해 확인한 여러 범주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현상으로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확인하였다. 이때 

핵심 범주는 연구 아이디어와 관련되어 단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

로 충분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2019). 이를 더욱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다시 자료로 돌아가 중심 현

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세부 코딩 범주들을 추출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였

다. 즉 핵심 범주와 연관된 범주로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의 기본 전제가 된 ANT라는 이론적 관점은 여

러 층위의 코딩 단계에서 분석 범위를 제한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중심 행

위자인 과학교사의 번역 관련 실행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였다. 지속적

이고 반복적인 분석을 통해 발견한 세 교사의 수업 실행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수업 실행의 특징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교사 수업 실행은 사회물질적네트워크로 

존재하며 여러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 함께 구성된다. 둘째, 과학교사

는 여러 번역 전략을 통해 수업 실행을 안정화한다. 셋째, 과학교사의 과

학,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에 따른 과학 수업은 고정되지 않은 불안정하

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중심

으로 담화 사례 등을 추출하여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연구문제 1, 2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교사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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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책 실행과 수업 실행의 특징과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이 “현

상의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해석은 “현상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

업”이다(조용환, 1999, p. 63). 본 연구의 연구문제 1과 2는 세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과 수업 실행 사례에 대한 분석과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질적 연구에서 분석 작업이 ‘설명’ 지향적 이라면 해석 작업은 ‘이

해’ 지향적이다(조용환, 1999, p. 62). 해석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와 

판단이 개입될 여지"(조용환, 1999, p. 43)가 크다. 결론적으로 질적연구에

서 해석 작업은 “특수한 사례의 경계를 넘어서서 보다 일반적인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며, 자료를 보다 포괄적, 거시적, 주관적인 맥락

에서 통찰하는 작업이다”(조용환, 1999, p. 46). 연구자는 세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과 수업 실행과 관련된 연구 문제 1, 2의 분석 결과를 ‘과

학교사의 실행’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특징과 의미를 ANT

라는 이론적 관점에 기대어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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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의 방법(질적 자료 간의 검증, 분석자 간 검증 등)을 

사용한다(Patton, 2014, pp, 956-957). 이때 분석의 신뢰성은 분석자 간 분

석의 일치성, 질적 자료 간의 비교와 종합을 통한 일관성 있는 분석 결과

로 지지 된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그

러한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다른 다양한 질적 자료들, 그러한 다각화된 

자료가 하나로 수렴되어 연구자의 분석 결과를 지지할 때, 누가 분석을 하

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분석될 때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것

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 강조되는 삼각검증의 의미는 ANT 

연구방법론의 관점과는 결이 다르다(Bleakley, 2012). 오히려 다각화된 자

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양한 현실, 다층적인 의미, 우발적인 행위 등 복잡

한 현실을 분석하여 기술하는 것에 주목한다(MacLeod, 2019). 각각의 자료

는 언제나 연구자에게 다른 현실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일

관된 진술과 다각화된 자료를 통해 지지되어 정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연구 결과로 제시되지 않는다. ANT의 관

점에서는 연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오히려 그 일관되지 않은 현

실을 만드는 다양한 관계에 주목하여 기술하는 식이다. ANT의 관점에서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ANT라는 이론적 렌즈가 연구의 배경과 방법론적 관점 등 연

구 전체를 관통하여, 해당 이론이 전제한 존재론적 관점, 연구방법론적 지

침에 따라 정확하게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였는지가 분석의 타당성과 신

뢰성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

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동료검토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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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0명 내외의 과학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가 속한 연구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자료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단계

를 거쳤다. 우선 연구자는 세 차례(2021년 1월, 4월, 7월)에 걸쳐 ANT의 이

론적 배경에 대한 요약과 ANT를 적용한 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 그룹 세미나에서 발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질의응답, 토의를 

통해 연구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ANT의 이론적 배경, 방법론적 관점에 대

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이후 자료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초기 연구 

결과가 범주화되었을 때(2021년 11월), 연구자는 연구 그룹 세미나에서 연

구의 전반적인 개요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질의응답, 토의 과정을 거

쳤다. 그 외에도 ANT를 이론적 관점으로 활용한 경험 연구를 수행 중인 

임연구원과 함께 연구 기간 내내 수시로 분석 내용과 결과에 대해 토의하

며 ANT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지침에 충실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노

력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를 거쳤다. 연구참여자 검토는 연구 결과

가 대부분 정리된 시점에 세 교사에 대해 각각(2022년 4월 중 연구참여자

당 각 1회)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통해 잠정적으로 도출된 연

구 결과와 결론이 서술된 연구 논문의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

펴보면서 동시에 연구참여자에게 내용을 설명 및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함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연구자의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

석은 연구참여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일상 세

계와 실행을 바라볼 때도 연구참여자 나름의 이론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연구자가 견지한 이론적 관점을 연구참여자

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의도나 행위의 인과

관계 등을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참여자와 함께 연

구자의 분석 및 해석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 기술된 내용 

중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에 오류가 없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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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 범위와 사례에 따른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

구는 과학교사 실행의 양상과 특성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각 교육 정책에 대해 한 명의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행위자-네트워크를 탐

색하여 광범위한 교육 정책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고, 종합적으

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교육 정책은 본 연구에서 초점

이 된 과학교사 외에도 수많은 행위자와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교 구성원이나 교육 정책 입안자 등 교육 당

국을 포함한 네트워크의 행위자들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지 못했다. 이에 광범위하고 복잡한 교육 정책 네트워크의 전체 모습을 그

려보고 각 정책의 한계나 보완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과학교육 정책 및 교육 정책 연구에서 ANT의 방법론적 

접근을 활용한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세 과학교사의 사례만을 탐색했기 때문에 과학교

사의 경력이나 전공 분야에 따른 수업 실행의 다채로운 특징들과 차이점

을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 많은 과학교사의 사례를 탐색한

다면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일반화하고 심화하

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 교사의 사례를 통해 과학교사의 과학

에 대한 관점과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만큼 과학 수업의 다양한 

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례연구의 특성상 다수의 과

학교사에 대해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교

사들의 전반적인 과학 수업 번역의 방향성이나 특징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과학교육의 핵심 행위자로서 과학

교사는 더 큰‘과학’이라는 네트워크의 일부로 존재하며 미래 세대의 과

학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구성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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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과학교사의 학교 교육 정책 실행

이 장에서는 과학교사의 실행을 교육 정책 행위자-네트워크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첫째,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교육 정책 관련 네트워크를 시

각화하고 관련된 비인간 행위자들을 규명하고, 정책의 처방 공간과 과학교

사에 의한 협상 공간을 살펴보았다. 둘째, 과학교사가 교육 정책 해석에 

기반해 교육을 실행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과정 즉 번역 과

정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과학중점학교 행위자-네트워크

1. 과학중점학교 행위자-네트워크의 특징

과학중점학교 정책은 이공계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되었다.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도입된 정부 주도의 정책이지만 

실제로 정책을 수행하는 최전선에는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있다. ANT의 

관점에서 교육 정책의 실행은 복잡성을 띄는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교사를 중심으로 과학중점학교 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네트워크를 [그림 4-1]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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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과학중점고등학교 행위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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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중점학교 정책의 처방과 과학교사의 협상

과학중점학교 정책은 정책문서를 통해 정의된 처방의 공간과 실제 학

교에서 수행되는 협상의 공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과학중점학교 정책

은‘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로 도입된‘교육부’와‘지역도

교육청’중심의 정책 사업이다[표 4-1]. 연구참여자가 근무하는 개나리 고

등학교는 연구자가 주로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을 시행한 기간에는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고등학교였지만, 2021학년도를 끝으로 교육부가 지정하는 

과학중점학교 정책 사업은 종료되었다. 이후 개나리 고등학교는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되어 2022년 3월부터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구분 내용

과학중점학교 

정책 사업 목표 

Ÿ 인문 소양과 깊이 있는 과학지식을 겸비한 이공계 청소

년 양성

-과학, 수학 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 심화 수업, 실험·탐

구 수업

-과학 기초학력을 배양하고, 탐구·체험·프로젝트 등 다양

한 경험

Ÿ 우수 이공계 인력 및 풍부한 과학 소양을 가진 인문사회

계 인력 양성

-연구원, 엔지니어 등 전문 과학기술인력 양성

-변리사, 과학기자, 과학저술가, 환경 전문가 등

Ÿ 과학중점학교를 통한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이공계 연

간 8,000명 양성

과학중점학교 Ÿ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 수업의 다양화를 위한 과

[표 4-1] 과학중점학교 운영방향(일부)(교육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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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은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것으로 교육 현장에 

내려지는 처방적 성격을 띈다. 하지만 문서를 통해 가시화되어 전달된 처

방과 일관되는 현실이 항상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학중점학교 정책은 

과학교사가 중심이 된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행위자

들과 얽히게 되었고, 과학교사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실행되었다. 김

교사의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적 협상이 이루어졌다. 

- 혁신학교 정책과의 협상 :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중점학교 정책 

이외에 ‘혁신학교 정책’이 함께 실행되고 있다. 과학중점학교 정책은 실

제 과학교사의 수업 실행에 있어 혁신학교 정책과 충돌하며 영향을 주기

도 했다. 혁신학교 정책에서 핵심은 수업을 혁신하는 것이다. 또한 수업 

혁신을 상징하는 수업 방략은 교사 중심의 일방향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

의 배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견지한‘배움 중심 수업’이다. 

김교사는 이전에 혁신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며 배움 중심 수업을 

정책 추진 전략

학·수학 교과교실 확충     

Ÿ 교과운영 방식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과

학·수학 교육실시

-과학·수학 시수확대, 과학·수학 연계 탐구활동 지원

-특별과목 개설, 수학 ‘+1’ 수준별 수업, 60시간 이상 과

학·수학 체험학습

Ÿ 과학·인문·사회 등 균형있는 교육으로 창의성과 인성

을 갖춘 인재육성

-특별교과(과학교양, 과학융합)를 통한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

-인문소양과 심도 깊은 과학지식을 겸비한 청소년 양성

 →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교육강화를 위한 모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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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실행한 경험,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었다. 개나리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부임하게 된 것도 ‘과학중점학교’이

면서 동시에‘혁신학교’라는 점 때문이었다. 한편 과학중점학교 정책문

서상에는 ‘과학·수학 시수 확대’, 과학과 수학 관련 ‘특별과목 개설’

이라는 정책 추진 전략이 서술되어 있다.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는 특별과목

으로 ‘과제 연구’, ‘과학 융합’ 교과를 개설하였는데, 정해진 총 시수 

안에서 개설해야 하다보니 일반‘과학’교과의 시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

이 되었다. 이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주당 1 시수가 적은 상태에서 교

과 진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교사는 혁신학교라는 정책 맥락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고자 했지만 학생 중심 수업의 특성상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더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름의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 김교사는 교과의 모든 단원을 배움 중심 수업으로 실행하지 않고 화

학Ⅰ 교과의 각 단원의 내용과 상황에 맞게 강의식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

으로 수업을 실행하였다. 

김교사 : 이 학교는 과중(과학중점학교)이니까 ‘과제 연구’와 ‘과학 

융합’을 다른 학교랑 다르게 개설을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 교과에

서 하나씩 시수를 떼와서 일주일에 세 번 해야 될 거 두 번 밖에 못하잖아

요 지금 과학을. 즉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과학 수업이 오히려 더 적은 거예

요 화학Ⅰ 수업은.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더 적으니까 강의식으로 나가도 

진도가 빠듯한데 거기 배공(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제가 넣으니까. (중략) 2

단원부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수가 너무 부족하

다는 걸 첫 번째 느꼈어요. 이 학교 시스템 때문에 과중이란 시스템 때문에 

수행평가도 하고 진도도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모든 단원을 다 배공 

수업으로 가는 건 나의 욕심이죠. 현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건 나의 되게 욕심이고 되게 오기인 거죠 오기. 

(1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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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제도와의 협상 : 과학중점학교 정책문서상에는‘창의적이고 심

도있는 과학 수업’, ‘수준별 수업’, ‘심화 수업’, ‘실험, 탐구 수

업’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수업의 다양화와 관련된 내용이 사업

목표와 추진 전략에 명시되어있다. 그러한 문서상의 처방은 김교사가 추구

하는 수업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김교사가 추구하

는 수업의 방향과 학생이 선호하는 수업의 방향이 달랐다. 학생들은 입시

를 위한 문제 풀이 수업이나 개념설명 위주의 수업을 선호하였고, 김교사

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층족 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문제 푸는 스

킬”을 가르쳐 주거나, 소위“1타 강사”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

다. 즉 과학교사가 나름의 정책 해석과 자신의 전문성에 기초해서 수행하

고자 하는 수업과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학생들이 문제 풀이 스킬, 개념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은 입시제도, 

입시 정책이라는 또 다른 행위자와 관련되어 있다. 김교사는 수업에 있어

서 타협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김교사 :　내가 혁신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다가 개나리고에 그 큰 꿈을 

안고 들어왔는데 물론 예기치 못한 COVID-19 사태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점점 퇴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점점 퇴화되고 있고 점점 내가 

1타 강사가 되고 있는 거야 애들도 좋아해요. (...) 가끔씩 문제 푸는 스킬이

나 이런 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보면 나는 자괴감을 느껴

요. 자괴감 알려주면서도 자괴감을 느끼고 애들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

지. 애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수업하고 와서 집에 

오면 막 후회가 그러니까 후회라기보다는 (근데 또 어떻게 그게 애들이 좋

아하는건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있잖아. 그런 거지 나는 이런 교사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하소연을 해요. 선생님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리고 너네가 경험한 나라는 교사는 개나리고에서 저의 이미지

는 1타 강사 이미지거든요. 엄청 기깔나게 막 수업 막 강의식으로 엄청 그

런 강사인데‘원래 나 원래 강의식 좋아하지도 않고 나 원래 이렇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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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 아니야. ’라는 걸 맨날 얘기해요. 

(2차 심층 면담)

- 담임 제도와의 협상 : 김교사는 화학 교과를 담당한 교과 교사이면서 

동시에 2학년 7반의 담임교사이기도 했다. 간혹 담임교사를 맡은 학급에서 

다소 긴급한 생활지도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교사는 혁신학교에서 강

조되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내 서클

(Circle)’이라는 학급 자치 활동을 실행하였다. 실내 서클 활동은 학생들

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학급의 학생들 사이에 있는 문제 사안을 공론화하

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이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는 동안 쉬는 시간 중 2학년 7반 학급의 여학생들이 김교사를 찾아

와 상담을 요청하였고, 김교사는 여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를 바로 실내 서

클 활동의 안건으로 올려서 활동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기말 고사를 앞두고 있어 학생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문제 풀이와 학

습 진도를 나가기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김교사는 시간표를 확인하여‘보

강’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교사는 여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한 당일 2학년 7반 화학Ⅰ 수업이 예정되어있던 시간에 혁신학교에서 

강조되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실행하는 실내 서클 활동을 진행하

였다. 

김교사 : 제가 이렇게 시간표를 바꿔서라도 무리하게 서클을 하는 이유가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내 서클을 해요. 2주 전에 등교했을 때 학급회

의 시간에 근데 그때 주제가 욕이었어요. (...) 여자애들 몇 명이 와서 사실

은 서클 때 얘기를 못 했는데 욕도 문제지만 '남자애들이 자기들끼리 아무

렇지도 않게 성드립(성적 발언) 이런 걸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아

까 서클 할 때 왜 그런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래

서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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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온라인 하고 다다음 주에 준비할 때 무조건 수요일 보강을 하고 

진짜 오늘 (실내 서클을) 꼭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한거고. 

(2학년 7반 수업 전 쉬는 시간 중 면담)

이처럼 김교사는 과학교사이지만 때때로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이 필요

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시간표를 변동하고, 보강 수업을 확보하는 등 나름

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내 서클 활동은 혁신학교에

서 강조되는 생활지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혁신학교인 개나리 중학교에서

는 실행하고 있는 교사는 김교사가 유일했다. 담임 역할과 과학 수업 사이

의 협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나름의 김교사의 해

석에 기초한 행위이다. 

김교사 : 저는 혁신중학교 있을 때부터 거기서 연수를 해요. 거기서 이제 

1년 총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전학공(전문적 학습 공동체)연수를 하면서 거

기서는 모든 반이 다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뭐 

이렇게 발생하면 좀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문제 해결 그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였어요. 이럴 때 좀 사전 작업

이 필요하거든요. 

(2학년 7반 수업 전 쉬는 시간 중 면담)

학기말 고사를 앞두고 진도를 빠르게 마친 뒤, 문제풀이 시간을 확보해

야 하는 것은 입시제도와 관련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김교사의 해석에 

기초한 행위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담임이 수행하는 생활지도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ANT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사안은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김

교사의 번역과 입시제도와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김교사의 해석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보강’시간 확보를 통해서 협상을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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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 행위자(Mediating Actors)

 과학중점학교 정책 실현과정에서 인간 행위자 외에 정책 실행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이 있었다. 행위자-네트워크 분

석에서는 비인간의 행위성도 인간만큼 행위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인

식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바꿀 만큼 행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교육 정책 연구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이나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이나 배경으로 인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중점학교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과학교사

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간 행위자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모의고사(전국 연합평가) : 김교사에게 있어 모의고사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진단하는 평가의 의미만을 지니지 않았다. 김교사의 교육과정 재구

성을 가로막는 행위자이기도 했다. 김교사는 화학Ⅰ의 교과 체계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몰(mol)과 화학식량’단원을 앞에 배치하고 있어 

학생들을 일찌감치 화학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김교사가 생각

한 단원 배치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화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것은‘이공계 진로 선택’을 높인다는 과학 중점학교의 취지와도 부합하

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의 취지와 의도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모의고사라

는 비인간 행위자에 의해 과학교사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김교사 : 나는 항상 불만이 있어요. 화학Ⅰ의 교과 체계를 보면 1단원 몰

과 화학 식량에서 대부분의 50% 아이들이 항상 포기를 하고 이게 1단원이

어야 했을까? (...)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교육과정 재구성하면서 이제 이 학

기를 넘기고 싶은데 어쨌든 2, 3단원을 배우는데 이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2단원은 원자의 구조, 3단원은 분자의 구조예요. 계산이 거의 없어요. 4단원

에서 화학 반응할 때 이제 몰(mol) 막 이렇게 막 중화 반응 양적 관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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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하면서 농도 나오고 하니까.

(2차 심층 면담)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의 단원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은 

동료 교사와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가장 단순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식이다. 김교사는 과거 혁신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동료 과학교사와의 협

의를 통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왔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는‘모의고사’와 같은 전국단위 연합평가의 진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구성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다. 과학중점반 학생

들은 1년에 두 번 보는 전국단위 모의고사에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

어하기 때문에 그 진도를 맞춰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교사 : 2, 3 단원을 1학기 때 먼저 하고 1, 4 단원을 붙여서 2학기 때 

항상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못하고 있어. 왜냐면 모의고사 연합 평가랑 

진도가 안 맞아버리면 애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것도 저는 되게 제도적

인 문제라고 봐요. 단원의 순서를 바꾸는 것 정도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재구성이거든요? (...) 1년에 두 번밖에 보지 않는 전국단위 모의고사다 보

니까. 과중반 같은 애들은 되게 민감해해요. 

(2차 심층 면담)

한편‘과학·수학 연계 탐구활동’은 과학중점학교 정책 추진전략에도 

명시되어있는 사항이다. 김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배치 순서를 

보면 화학, 수학 두 과목에서 제시하는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한 불일치는 교과의 선택 시기를 조정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혹은 과

학 수학 교과 간 융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역시 전국단

위 모의고사의 진도를 맞추어야 하는 관계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 76 -

김교사 : 내가 근데 이걸 단원을 바꿔서 수업했을 때 진도가 안 맞아버리

니까 거기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피해를 주게 되어 버리

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재구성을 못 하는데 (...) 2단원의 원자 구조할 

때 오비탈 궤도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근데 애들이 

확률 밀도 함수를 ‘확률과 통계’에서 선택해서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

럼 확률이 어떻게 함수가 되는지를 모르는 애들한테 왜 오비탈을 가르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2차 심층 면담)

즉, 김교사가 하고자 하는 단원 배치 재구성이나 과학, 수학 교과의 융

합은 사실상 과학중점학교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지만‘모의고사’

에 의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들이 실험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하여 듣는 목적 

중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항목에 활동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고급 실험 방과 후 수업은 개나리 고등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특성화 수업 중 하나이다. 애초에 방과 후 수업 

형태의 수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여부는 학생들이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실험 수업을 선택하는 동기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선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과 자체가 개설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

김교사 : 사실은 애들이 대부분 동기부여는 그거예요. 이게 하면 생기부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들어가요. 저희가 내부 결제를 내서 하는거라서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못해요.

(고급 화학 실험 방과 후 1주차 수업 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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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일상적인 과학 수업에서도 김교사는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지필평가’와 관련된 언급을 자주 했다. 이는 ‘인문 소양과 깊이 

있는 과학지식을 겸비한 이공계 청소년 양성’, ‘풍부한 과학 소양을 가

진 인문사회계 인력 양성’을 위해 ‘심도 깊은 과학지식’을 겸비하도록 

하고자 한 과학중점학교 정책이 추구하는 과학 수업의 목표를 정기적인 

지필평가에서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아 성공적으로 대학입시를 치르는 것으

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한 번역은 ‘대학 입시’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

를 잘 구성하고 싶은 학생들의 관심사에 기초한 것이다. 

김교사 :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너네 통합과학 시험 대비도 하는 거야. 

(1-1 과학(실험) 수업 중)

김교사 :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봤다면 - 91.4 KJ/mol 이라고 적어야죠.

(고급 화학 실험 방과후 1주차 수업 중)

김교사 : 시험문제에 예로 다 나올 수 있겠죠? 책에 있는 산화 환원 반응

은 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별로 설명할게 없더라고. 1학년 때 다 했던 거

라.

(2-2 화학 1 수업 중)

- 블록타임제 : 블록타임제(block scheduling)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

터 교육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블록타임으로 운영하면 단위 수업 시간이 

연장됨으로써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된 탐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를 학습할 기회가 많아진다(Dickson et al., 2010, 박선미, 

홍미영, 2012, 재인용).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선택 사항이 다른 학

생들이 한 학급에 있는 상황인데, 3, 4교시(선택 교과 시간)를 활용하여 모

든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교과 수업을 들으러 이동하도록 짜여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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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각 교과별로 원활한 시간표 조정이 어려웠다. 개나리 고등학교

에서는 ‘과학중점반’이라고 하는 ‘과학 Ⅰ’ 과목을 다수 선택한 학생

들을 같은 학급(7, 8반)으로 구성하여 선택 교과 시간 외의 시간에 블록타

임으로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김교사 : 선택 교과인 애들은 블록타임을 못 묶지만 7, 8 반 애들은 선택 

교과 타임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일반 교과로 들어가 있어서 블럭을 묶을 수 

있어요 이동시켜서. 과중반애들은 다 화학을 선택한 애들이니까. 이동 수업

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동 수업은 저희학교는 2학년 3, 4 교시의 이동 수

업을 풀로 이렇게 애들 반마다 다 다르게 움직여요. 그런건 시간표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블록을 못 묶어요. 

(2차 심층 면담)

김교사에 따르면 화학 실험 수업의 경우 최소 2시간 필요한데, 블록타

임으로 시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실험이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김교사는 그로 인해 학생들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전체적

인 질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김교사의 경우 화학 실험 수업에서 학생이 스

스로 실험을 세팅하는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했다. 이에 학생들이 직접 용

액 제작부터 하도록 지도하지만, 블록타임으로 수업을 묶을 수 없는 학급

의 경우 본 실험을 수행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과학중점학교 정책에 따라 심도 있는 과학 수업을 추구하는 김교사의 

화학 실험 수업에 있어‘블록타임제’라는 또 다른 정책은 학생들의 질 

높은 과학 실험 수행과 보고서 작성의 실질적인 질을 결정하는 행위자였

다. 개나리 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과학 중점과정학급과 일

반 과정 학급의 시간표 배정에 따라 김교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학 실험 

수업에서 공통적인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실험활동의 질이 확보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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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 : 그래서 걔네들이 조금 하 지금 생각해 보면 결과 보고서를 받았

을 때 너무 편차가 심해요. 물론 실력의 편차도 있지만 좀 블록으로 묶었을 

때 애들이 훨씬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

요. 그래서 그런 편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도 고민이에요 사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시간표 이동이 안 된다는 제약이 너무 커요. 근데 아까 말

한 그런 레시피적인 그냥 따라가는 실험을 한다면 한 시간에 끝낼 수 있거

든요? 근데 저는 그런 수업 자체가 아니니까.

(2차 심층 면담)

- 교통 노선 : 학교가 속한 지역의 교통노선은 과학중점학교라는 특수

한 목적을 가진 학교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행위자였다. 개나리 

고등학교에는 점차 김교사의 생각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으며, 

학생 모집에서“미달”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었다. 김교사가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들이란 이공계 진로나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서 학업 성적이 

낮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성향의 학생들을 의미한다. 그러한 학생들

이 많아지려면 학교 주변 지역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나리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1개교씩 있었다. 따라서 개나리 고등학교에 다양한 학생들

이 입학하고, 정원이 미달 되지 않으려면 근처의 중학교 1곳 외에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근처에 최근 들어 인구가 

비교적 많이 유입된 신도시가 있지만, 개나리 고등학교와 연결된 교통 노

선이 부족해서 근처 신도시 등지에서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먼 거리(왕

복 1시간 가량)였다. 결과적으로 개나리 고등학교는 인근 지역에서 유일한 

과학중점고등학교임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 근처의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원하였고, 개나리 고등학교에는 점차 미달되는 학생의 수가 많아지는 상

황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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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 : 주변에 학군에서 올 수 있는 애들은 결국 개나리 중학교 다니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근처에 A지역(가칭)이나 B지역(가칭)에서 오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통학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매년 이슈

가 그거예요. 스쿨버스를 만들어야 되는게 아니냐.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

로 스쿨버스를 만들어서 이걸 돌리지 않는 이상 학생 유치가 어렵다. 말이 

나올 정도로 그니까. (...) 그러니까 점점 줄고 아무리 입시 결과가 좋다고 

홍보를 해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나리 중학교에서 거의 절반

이 오고 나머지 절반 중에 25%는 그런 애들이 좀 시흥 곳곳에서 몇 명 오

고 나머지 25%는 미달로 그냥 들어오는 성적 낮은 애들로 채워지는데 점점 

이 성적 낮은 애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 높은 과중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2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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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교사의 과학중점학교 정책 번역 사례 :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

김교사는 과학중점고등학교의 교사로서 과학중점학교 정책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한 번

역 작업은 매 차시의 수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한 학기 혹은 일년에 걸친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크고 작은 번역 사

례 중 김교사가 중심적인 행위자로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번역 

사례를 탐구하고자 했다. 

김교사는 과학중점학교라는 정책에 대한 해석과 함께 동료 교사, 학생, 

관리자, 교과 등에 대한 나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규정에 

따라 김교사는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심적인 행위자가 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김

교사에 의해 의도되고 기획된‘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네

트워크 구축을 시도하는 사례를 Callon(1986)이 제시한 번역의 네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제화

문제화 단계는 중심적인 행위자가 해결해야 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정의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김교사는 개나리 고등학교로 전입하면서 혁신중학교에서 다양

한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를 실행한 경험을 살려 과학중점고등학교이면

서 동시에 혁신학교인 개나리 고등학교에서 그것을 실현해보겠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었다. 김교사는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가 과학중점학교

에서 이루여져야 할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된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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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김교사 : 수업을 혁신 교육과정 내에서 ‘과중(과학중점학교)이야. 과중이

니까 화학을 이렇게 해. 우리는 물, 화, 생, 지 이렇게’ 우리는 뭔가 있어

야 된다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

가 봐도 외부의 어떤 과중이 아닌 학교에 선생님이 와도 ‘과중이니까 과

학 수업을 이렇게 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맞는거지.‘과중이니까 대회 

나가서 상 이렇게 타’를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거는 일반고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외부 대회 나가서 상받는 거 그거는 우수한 애들만 있으면, 

우수한 아이와 그걸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의지와 교사의 시간을 갈아 넣

는 그런 의지와 그런 거 있으면 대회가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렇잖아요. 

(2차 심층 면담)

실제로 개나리 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 ‘혁신학교’라는 정책

적 맥락에 놓여있기 때문에 학기 초 교과 운영 계획상에는 언제나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김교사에 

따르면 실제로 여러 교과가 통합된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었다.

김교사 : 지금 우리 학교는 혁신고등학교라서 그렇게 계획은 있고 항상 

학교 초에 2월 연수 때 통합 교과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지

만 제대로 안 돼요. 안 해요.

(2차 심층 면담)

김교사는 이전에 혁신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과 통합 수업을 수차례 

수행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에 서로 다른 교과가 통합된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과 교사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사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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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지, 국어, 영어 등 도구 교과를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지 등 교과 통합 수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김교사는 그러한 경험에 기반해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 수행에 

대해 나름의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교사가 부임해온 이후 3년

간 실제로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는 실행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동료 교사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과학부장

교사와 김교사의 과학 수업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수업과 관련하

여 종종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부장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입해서 

간 뒤에는 COVID-19로 인해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온, 오프라인 수업의 

병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COVID-19로 인해 전국의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교사들로 하여금 방역과 관련된 업무, 온라

인 수업 준비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새로운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김교사는 개나리 고등학교에 부임한지 4년차가 되는 2022년을 새로운 

교과 융합 수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COVID-19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등교하게 되었고, 김교사를 제외한 모든 과학교사가 새로 전입해오기로 예

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득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김교사 : 처음에 제가 시도를 했죠. 왜냐하면 젊은 선생님들이 여기 물리 

선생님, 지1 선생님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생물 선생님은 이 학교 신규

들이야. 내가 이제 좀 친해지면 해볼까 했는데 과학부에서 내가 그렇게 막 

과학부장이랑 대판 싸우고 그 사람이 교권 침해를 해서 학교가 뒤집어졌거

든요. 그때 마다 완전 뒤집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시

도를 못했고, 플러스 이제 코비드 사태가 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흐지부

지 된 건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나는 사실 개나리고가 이런 학교인

지 몰랐을 때는 과중에 혁신이야. 이런 걸 하는 학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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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거를 하길 기대하고 온 거지 왔는데 그게 없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왜냐면 혁신중에서 많은 걸 경험했고 내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것도 못해보고 3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올해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2차 심층 면담)

- 의무통과점 정의

김교사는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과학중점학교 학생

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교사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의 성장에 있었다. 그러한 목적과 함께 과학중점학교라는 정책을 교과 통

합 수업 프로젝트로 번역한 것이다. 그 번역 과정에서 교과 통합 수업 프

로젝트는 관련된 행위자들을 끌어들이는 의무통과점이 되었다.

김교사 : 나는 애들이 이런 1년간의 장기적인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

는 거죠. (...) 1년 뒤에 해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게 되니까 이

게 맞는 방향이구나라는 확신을 갖는 거지 약간 절대적인 믿음처럼 이게 

맞으니까 해야 되는건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그게 되게 효과적이다. 그

리고 이게 교육의 가치다.’라는 거를 느끼니까 하는 거잖아요.

(2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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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김교사의 문제화와 관련된 행위자들과 그들의 목표

- 행위자 정의 

김교사가 실제 교과 융합 수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를 네트워크로 끌어들여야 했다. 교과 융합 수업을 위

해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타 교과 동료 교사를 설득해야 했다. 또한 기존

의 교과별로 수업을 받아왔기에 통합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설

득해야 했다. 또한 자신이 맡은 교과 수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기에, 추후 시간표 조정 등 학교 측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학교의 관리자로부터도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김교사는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에 등록시켜야 할 주요한 행위자들의(교사, 학생, 관리자, 교과) 

정체성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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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과 교사 : 김교사가 교과 융합 수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 교과를 담당하는 동료 교사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여

러 교과를 융합한 수업은 타 교과 교사와의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

기 때문이다. 한편 김교사는 2022년에 과학 부장교사 역할을 맡기로 예정

되어있었다. 또한 김교사를 제외한 다른 과학교사들이 모두 교체되는 상황

이었는데 새롭게 발령받아 올 교사들이 자신이 주도하는 교과 융합 프로

젝트의 목적에 공감하여 과학 융합 수업 프로젝트를 함께 해줄지 확신하

지는 못하고 있었다. 

김교사 : 선생님(연구자)이 그걸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이 

올해 개나리고에 발령이 났어요. 학교에 갔더니 새로운 과학부장이 딱 이런 

걸 해주면 ‘자 올해는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해야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난 이게 걱정이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수업도 

있을 거고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의를 하

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2차 심층 면담)

김교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동료 과학교사들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수업 방식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기존에 

타 교과와 연계성 없이 한 교과별로 내신등급 산출, 수행평가 등이 이루어

졌던 것에서 타 교과 교사와 함께 수업의 주제를 통일하고, 평가를 계획하

여 수행하는 것은 교사의 부수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김교사 :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근데 뻔해요 선생님들의 반발은. ‘내신 

등급을 산출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를 이런 걸로 하면 어떡하냐.’ 반발이 

있지 않을까. 뻔하지 뻔한데 결국은 교사의 의지죠. 

(2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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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부정적인 예상과 동시에 한편 희망도 있었다. 김교사는 2차 면

담 당시 다음 학년도 즉 2022학년도에 기존 과학과 교사들이 다수 다른학

교로 전입을 가고 새로운 과학교사들이 전입해오는 상황을 희망적으로 보

았다. 김교사는 새로온 교사들은 더욱 설득하기 쉬울 것이고, 초빙으로 개

나리 고등학교에 전입 신청한 교사들은 더욱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기에 설득이 더욱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과학교

과 부장교사로 임명되는 것이 예정된 상황이었기에 부장교사라는 위치에

서 다른 교사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김교사 : 그럼 내년에 난 기회다 모든 과학교사가 바뀌는 해고 모든 과학

교사가 싹 바뀌어요. 새로운 선생님들이니까 설득하기 더 쉬울 거야. 그다

음에 이제 그중에 젊은 2명의 선생님이 초빙으로 왔어. 나보다 젊고 의욕이 

넘치는 분이 초빙으로 왔어. 내가 과학부장이야. 하니까 이거 ‘내가 교육

과정 혁신을 위해서 융합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하

니까. (...) 이제 좀 8명이 다 동의할 필요는 없이 그중에서 한두 명만 동의

한다고 해도 세 과목이 융합할 수 있는 거야. 물, 화, 생, 지가 다 동의하지 

않아도.

(2차 심층 면담)

이처럼 김교사는 당시 다음 학년도에 전입해올 교사들이 흔쾌히‘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

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학생이 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설득 가능할 것으로 생각

하였다.

김교사 :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든 해 그러니까 이걸 한 거예요.‘애들이 

애들이 원한다. 애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한다.’ 하면서 (...) 이제 선생님들

도 그렇게 설득을 해야죠. 저희가 그걸 적어주면 애들이 과학중점학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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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이런걸 애들이 직접 이런 게 입시에서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 

애들한테. 뻔한 거 다른 학교에서 다 하는 거 어차피 교육과정 다 똑같은

데. 똑같은 지1 을 똑같은 내용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 특기사

항)에 적어줄 것이냐.

(2차 심층 면담 중)

관리자 : 개나리 고등학교에 2021년 3월, 9월자로 각각 교감, 교장 교사

(관리자)가 새롭게 부임해왔다. 관리자(교감)는 김교사가 2022학년도에 과

학 부장교사가 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김교사에게 자신이 추

구하는 과학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관리자(교감)가 

생각하는 과학중점학교의 핵심적인 운영 방향은 ‘교육과정 혁신’에 있

었다. 새로운 관리자들이 부임해오기 전 10년여간 개나리 고등학교에서 중

점에 두었던 것은 외부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고, 학생들이 

과학 관련 외부 대회 출전을 통해 수상 경력을 쌓는 것이었다. 반면 새로 

부임해온 관리자는 기존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관리자

는 외부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추진, 대회 출전에 집중하는 대신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의 과학 수업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생각을 김

교사에게 전달하였다. 관리자(교감)의 그러한 생각은 김교사가 생각하는 

과학중점학교의 운영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교사는 2021년  

또다른 관리자(교장)의 의견 역시 이와 같을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김교사 :　인사드렸을 때 화학이라고 자기도 저한테 이제 얼핏 얘기하신 

거는 기존에 너무 프로그램이 많다. 좀 많이 줄이고 기본적인 거에 좀 충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외부 사업이든지 이런 걸 끌어와서 할 생각하

지 말고 기본적인 교육과정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기본적인 일과 내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좀 충실히 하면서 그거를 혁신하고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내년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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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감선생님의 의지는 약간 그런 쪽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교감 선생님의 

의지라고 하는 게 거의 교장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 사실 나는 교감 

선생님의 그 말씀에 좀 공감하긴 했어. 왜냐하면 과중이 있고 혁신학교인데 

수업은 일반 인문계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  행정실도 너무 일이 많고 

매년 불만이었어 관리자들은 근데 그걸 묵인해주고 그걸 성과를 내오니까 

그거를 더 장려하고 이랬던 거지 이전 관리자들은. 지금 관리자가 와보니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정책 방향과도 맞지가 않고 그렇게 보

였겠죠. 

(2차 심층 면담)

학생 : 김교사는 평상시에 의도한 수업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학

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나 ‘지필평가’와 관련된 언

급을 하곤 했다.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활동 내용이 

기재되고, 그것이 대학입시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수업 방식이나 내용이 대부분 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

에서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어 자신들이 학습할 교육과정의 주제를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

각하였다.

교과(과학Ⅱ) : 김교사는 여러 과학 교과 중 과학Ⅱ 교과가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개나리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부

분 (과학)Ⅱ 교과 내신등급을 직접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

생들의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교사가 융합 과학 수업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기존에 교과별로 내

신성적이 산출되어야 하는 상황에 개별 교과별로 수업과 평가를 진행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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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부담이 더욱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내신등급이 입시에 활용되는 교과의 경우, 사실상 ‘대학 입시’라는 또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있는 것인데,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네트워크와 

공존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교사 : 오히려 (과학)Ⅱ과목이 더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

신 등급에서 자유롭고 애들도 시험을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내용을 융합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2차 심층 면담)

2) 관심 끌기

관심끌기는 김교사가 문제화를 통해 규정한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이해

관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행위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일련의 행동

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문제화 단계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해석하

고 그것에 따른 네트워크와 행위자를 규정하는 일종의 가설적 상태라면, 

관심끌기 단계는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실질적인 

행동들과 장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김교사가 실행하고자 했던‘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는 개나리 과학

중점학교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는 교과 통합과 재구성이 

요구되는 수업이다. 또한 과학중점학교의 정책의 주요 추진 전략인 ‘교과 

운영 방식 전환을 통한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과학, 수학 교육’과 관련되

어 학생들이 각 분과 학문별로 분절된 수업이 아닌 새로운 과학 학습을 경

험하도록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김교사는 그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교사는 동료 과학교사들도 이러한 학생들

의 성장을 위한 교육에 공감하고,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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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함께 실행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교사는 2021년도 학기 말에 방학을 앞두고, 지필고사를 마친 학생들

에게 과학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

의 학교 생활기록부의‘과목별 세부 특기사항’란에 기재될 것이라는 점

을 들어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가 대학입시에 있다는 

점,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이해

관계 해석에 기반한 것이다.

김교사 : 화2에서 뭘 배우고 생2에서 뭘 배워 그건 교과서로 볼 수 있으

니까 그래서 그걸 생략하고 설문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활동지 쓰

던 거 조금만 수정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화학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지

금부터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야’ 애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너

희들이 만든 걸로 너네가 3학년 때 배울 수도 있어 너네가 제안한 게 실제

로 수업에서 진행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봐.’하면 애들이 좀 의욕이 넘쳐

서 했거든요? (...) 애들은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너네가 만들었어. 이게 채

택이 됐어. 과세특(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적힐 거야.’,‘너네 대학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 막 눈빛이 막.

(2차 심층 면담)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동료 

교사와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김교사는 2022년에 새로 

전입해올 교사들을 만나기 전 2021년 학기 말에 학생들과 일련의 활동을 

실행하였다. 학생들에게 과학을 중심으로 교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주제를 

떠올려보도록 ‘마인드맵’을 작성하게 하였다[그림 4-3]. 이후 학생들이 

작성한 마인드맵을 사용하여 교과 통합 프로젝트의 주제선정을 위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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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제를 선

정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투표 결과로 치환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는 투표용 스티커의 숫자로 치환되었다. 다수의 투표 스티커가 

붙은 판넬은 학생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어떤 주제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 기입되어 하나의 행위자가 되어 동료 교사들을 설득하는데 동원되었다.

[그림 4-3] 프로젝트 아이디어 마인드맵 및 학생 투표 결과(하트모양 스티커 개

수) 예시

김교사 : 어쨌든 마중물 역할을 한 건 그 아이들의 마인드맵으로 만든 프

로젝트였겠죠. 그걸 보시고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우리 융합 수업을 해야 

된다. 그걸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셔라’라고 먼

저 메시지를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고 이게 모였는데 당연히 선생님들이 3

월이기도 하고 뭔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막해 하셨

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해놓은 거를 보니까 거기서부터 갑자기 막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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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마중물 역할이었

어요 그게. 

(3차 심층 면담)

‘신규 교사’들은 교사로 임용되어 처음 발령받은 교사들이다. 따라서 

교사로서 실행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규정, 학생에 대한 정체

성 규정 등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교사의 

네트워크에 비교적 쉽게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이다. 번역의 과정은 종종 기

존의 네트워크를 끊어내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행위자들을 편입

시키는 과정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신규교사의 경우 기존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김교사가 쉽게 새로운 네

트워크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김교사는 자신이 ‘과학부장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권위와 영

향력에 의해 동료 교사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하지만 ANT의 관점에서 선험적으로 주어져 행위자에게 내재된‘권

력’은 존재하지 않는다(Latour, 1984/1993). 오히려‘권력’이 어떻게 가

능하게 되었는지,‘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구체적인 연결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것을 강조한다(Latour, 2005). 즉‘권력’이 어떤 사회

적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항이 아닌, 네트워크의 효과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준석, 김연철, 2019). 연구자는 ANT의 관점에 따라 김교사

가‘과학부장’이었기 때문에 선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동료 교사

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그보다는 김교사가 그러한 권

위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연결 즉 또 다른 매개된 행위자

가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과학 부장교사의 업무 중 하나는 과학중점학교 예산 편성 초안을 작성

하는 것이다.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교육부 지정 과학중

점학교 정책 사업이 종료되고,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정책이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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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추진계획’(경기도 교육청, 2017)이라는 

정책문서에서 ‘필수 예산 편성’ 지침으로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

동’과 관련된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4-2]. 

항목 내용

필수 예산 

편성

·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 운영 예산(체험활동, 연구활동,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등)

· 우수학교 벤치마킹 예산(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

참고 사항

· 일회성 이벤트, 행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출 지양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원 역량제고가 필요한 경

우 연수비 지원 가능(사업 목적과 무관한 일반 연수비 지원 

불가)

· 교장, 교감, 담당 교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수당) 지

급 불가

· 기자재 지출은 사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교육청 사업담당자와의 협의 후 집행(기존 과학중점

학교 인프라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표 4-2] 과학중점학교 지원 사업 예산편성 지침(경기도교육청, 2017)

김교사는 이를 근거로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1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김교사가‘과학부장’을 담당하지 않았던 2020, 2021년

도에는 같은 항목의 예산이‘교사 연수용’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즉 

기존에 예산 편성을 담당했던 과학부장교사는 동일한 정책문서상의 지침

을 김교사와 다르게 해석하여 실행한 것이다. 김교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

지는 않았지만, 김교사에게 '예산 편성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예산 편성 관련 최종적인 결재 권한은 학교의 관리자들에게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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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봤을 때 관리자로부터 그러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교사는 정책문서상의 ‘필수 예산 편성 지침’을 근

거로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이라는 

예산을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명목으로 편성하여 확보하였

다. 이러한 예산은 김교사가 동료 교사들을‘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에 

동원하기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등록시키기 위한 관심끌기 장치로 동

원되었다. 즉, 동료 교사들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김교사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과학부장’이라는 형체 없는 권력이 작용했다기 보

다는,‘예산’이라는 또 다른 행위자를 동원함으로써 즉, 다른 교사들과 

달리 더 많은 행위자와의 연결 즉 예산과 연결됨으로써 그러한 권력의 효

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교사 : ‘과학 중점학교 운영 계획’이거 보니까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고 그거에 과중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필수 예산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계셨던 부장님은 교사 연수용으로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 무슨 ‘과학 중점 학교 생기부 작성 연수’ 이런 걸로 그냥 한 

번 퉁 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필수니까 하셨던 것 같은데.

(3차 심층 면담)

3) 등록

등록 단계에서는 행위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중

심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락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김교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STEAM 

교사연구회’라는 프로젝트를 새로운 행위자로 끌어들였다. 그 과정에서 

당초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던‘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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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과만이 아닌 국어, 수학, 역사 교과가 포함된 더욱 구체적이고 실체가 

분명한‘STEAM 교사연구회’로 번역되었다.

 김교사는‘STEAM 교사연구회’에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참여해야 진

정한 STEAM의 의미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양한 교과 교사들을 등

록시키고자 하였고, 각 교사에게 개별적인 역할을 부여하였다. 역할 부여

의 내용은 교과 통합 수업의 주제와 관련해 각 교과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과 관련된다. 김교사는 구체적인 단원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협상하면서 타 교과 교사들을 ‘STEAM 교사연구회’ 네트워크에 등록시

켰다.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이 주로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교무실 내의 구성원들끼리 조직되었다. 신규 국어 교사의 

경우 교무부, 혁신부, 교육과정부 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소속되도록 되

어 있었다. 김교사는 기존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것이라고 판단하여 국어 교사에게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STEAM 교사연구회’를 소개하며 함께 참

여해보자고 설득하였다. 국어 교사는 신규교사였기 때문에 기존의 연결된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김교사가 동원한 STEAM 교사연구회라

는 새로운 행위자는 신규 국어 교사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김교사 : 전학공(전문적학습공동체)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보통은 교무실

별로 만들거든요. 거긴 본 교무실에 있으니까 교무부, 혁신부, 교육과정부끼

리 또 전학공 만들어서 대충 한단 말이야. 알아 근데 ‘우리 이거 같이 해

보자.’ 제가 계속 설득을 한 거죠. 근데 국어 선생님이 신규셔서 되게 긍

정적이셨어요. ‘너무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신규 때니까 너무 좋지. 

(3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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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사의 경우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김교사의 생각에 STEAM 

수업에서‘환경’ 주제와 역사교과를 연결시키는 것이 다소 어려워 보이

기도 했다. 이때 김교사가 몇 가지 주제의 선택지를 가지고 직접 역사 교

사에게 제안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에 성공하였다.

김교사 : 환경을 주제로 1학년 1학년은 과학 탐구 실험 과목에 그린 뭐 

뭐지 ‘주택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이런 게 있어요. (...) 1학년 한국사

랑 엮어서 한국사에서 ‘도시설계’ 주제를 두 개 드렸거든요. 그거랑 ‘먹

거리’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먹거리’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한국 선생

님이 바로 ‘도시 설계’를 하자는 거예요. (...) 조선 시대와 건국했을 때도 

도시 설계의 철학이 다 들어갔던 거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확실

히 전공자가 다른 거야. 그래서 과거에 도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에 거기에서의 친환경적인 요소는 그 시절에도 친환경적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거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미래의 도시 설계를 과학 

시간에 하는 거죠. 

(3차 심층 면담)

이처럼 김교사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사들을 안정적으로 등

록시키기 위해 또 다른 행위자로 과학창의재단의‘STEAM 교사연구회’

라는 연구과제를 끌어들였다. 김교사는 지난 3년간 개나리 고등학교에 근

무하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질적인 성과 없

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수 차례 지켜보았기 때문에,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 역시 초반에는 교사들이 열심히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400만원 이

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과제에 지원함으로

써 다른 교사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부여하고 안정화시키고자 하

였다. 



- 98 -

김교사 :　다른 고등학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등학교도 혁

신학교이기 때문에 전학공을 하지만 제대로 안 해요. 연수 시간만 탕하는 

목적이에요. 회의도 안 하고 회의 안 하는데 그냥 회의했다고 다 파행으로 

하지만 저는 어쨌든 창의재단의 지원받아서 하는 거면 나중에 예산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 예산 쓰는데 쓰는 대신에 저희가 결과 보고나 정산을 

확실히 해서 보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원을 한 목적도 그거

야. 그걸 안 하고 하면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지만 선생님들이 

일하시다가 바쁘고 또 다른 전학공은 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되는 걸 보면. 

(...) 그러니까 뭔가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STEAM 교사 연구에 지원

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개발해서 수업한 

거를 지도안이나 활동지나 이런 거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미리 다 말씀을 드

리고. 

(3차 심층 면담)

결과적으로 김교사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총 7명의 교사(화

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역사, 수학, 국어 교사)를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

트에 등록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 12개의 교과(물리Ⅱ, 화학Ⅱ,생명

과학Ⅰ,지구과학Ⅰ, 과학 탐구실험, 과학 교양, 과학융합, 생활과 과학, 한

국사, 기하, 보건, 독서)가 환경을 소재로 통합된 주제 중심 교과 통합 프

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더 많은 교사들을 등록시킴으로서 개나리 고등학교

의 1, 2, 3학년 전체 학생이 교과 통합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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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프로그램 

정보

대표 
프로그램명

지구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선행
프로그램 

정보

선행 프로그램명 해당없음

개발기관 
또는 연구회명

해당없음

학교급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 2, 3학년

목표 적용 학생 수 600명

과목/
성취기준 영역

한국사 국1231 국1244 국1246.

과학탐구실험 [10과탐02-02]~[10과탐02-04]

과학교양 [10과교04-01]~[10과교04-03]

생명과학Ⅰ [12생과Ⅰ05-05]~[12생과Ⅰ05-06]

지구과학Ⅰ [12지과Ⅰ03-01]~[12지과Ⅰ03-04]

보건 [9보03–02]~[9보03–04]

과학융합 [12과융04-04]~[12과융04-05]

독서 [12독서01-01], [12독서02-01]~[12독서02-05]

생활과 과학 [12생활03-01]~[12생활03-04]

화학Ⅱ [12화학Ⅱ03-01], [12화학Ⅱ03-03], [12화학Ⅱ03-08]

물리Ⅱ [12물리Ⅱ02-03], [12물리Ⅱ02-08], [12물리Ⅱ03-03]

기하 [12기하02-03], [12기하02-05], [12기하03-05, ][12기하03-06]

개발계획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4 한국사(2)+과학탐구실험(1)+과학교양(1)

2 8 생명과학Ⅰ(2)+지구과학Ⅰ(2)+보건(1)+과학융합(1)+독서(2)

3 11 생활과 과학(2)+화학Ⅱ(3)+물리Ⅱ(3)+기하(3)

[그림 4-4] STEAM 교사연구회 연구계획서 일부(연구 수행 계획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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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원

행위자들의 등록이 성공적이었다면 동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렇게 형성된 새로운 행위자-네트워크는 마치 하나의 행위자인 것처럼 보

이는 블랙박스를 형성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고자 수많은 행

위와 행위자들을 등록시키기 위해 씨름했던 김교사의 노력은 블랙박스가 

되고, 결과적으로‘STEAM 교사연구 계획서’라는 하나의 행위자로 출현

하였다. 등록된 교과 교사들은 계획서상의 ‘교과명’으로 치환되었다. 교

과 교사들에게 부여된 역할은 계획서상에 기재된 과목별 ‘성취기준’으

로 치환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등록될 학생들 역시 계획서상의 ‘600명’

이라는 숫자로 치환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구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에 대한 ‘STEAM 교사 연구 계획서’라는 하

나의 행위자로 출현하였다. 이 계획서는  김교사의 교과 융합 프로젝트에 

대한 대변인이 되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이동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사 연구 계획서’라는 네트워크의 형성 이

후의 과정까지는 탐색하지 않았다. 그 이후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프로

젝트의 수행 과정과 결과물, 측정 불가능한 학생들의 성장은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의 몇 줄의 내용으로 기입될 것이다. 몇 줄의 기

입은 대학입시제도와 연결되어 대학의 입학사정관에게 도달하는 글로벌화

된 연결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돕는 실질적인 역할

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의 결과는 STEAM 교사연

구회의 연구과제 최종 보고서의 형태로 혹은 과학중점학교 우수 운영사례

로 남을 것이다. 그러한 문서화된 결과는 과학중점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자로 출현하여, 다른 과학중점학교에 귀감이 

되는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완벽히 네트워크

에 동원되었는지는 그 블랙박스를 열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네트워크에서 탈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



- 101 -

제 2 절 혁신학교 행위자-네트워크

1. 혁신학교 행위자-네트워크의 특징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도입된 혁신학교 정책은 “학생, 학교, 마을

이 주체가 되어 함께 실천하고 책임지며 성장하는 혁신 교육 구현”이라

는 비전을 표방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 교육의 철학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과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경기 혁신 교육 3.0’을 

발간하였다(경기도 교육청, 2020). 해당 문서에서는 각 학교의 주체적인 정

책 실행을 강조하여 “세부 지침과 규정을 대강화”하였으며 “학교와 교

육지원청이 문서를 이해하고 재해석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혁신

교육”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 2020). 다른 정책들이 

정책문서상의 지침과 규정을 통해 어느 정도 표준화된 수행을 염두에 두

는 것과 다르게 혁신학교 정책은 학교 및 교사의 실행 측면에서 더욱 높은 

자유도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학교는“민주적 학교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학생들

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 혁신의 모델(경기도 교육청, 2015)”로 

불 수 있다. 혁신학교 정책은 단위 학교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학

교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합된 교과 교육과정,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마을과 연계(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활동을 추

구하는 등 학교 밖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일반 학교와는 다른 맥락에 있다. 

혁신학교 정책문서에서는 혁신학교정책과 관련된 여러 행위자가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림 4-5].‘혁신학교 네트

워크’라는 명칭하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마을 단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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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마을주민조직, 지역아동센터, 마을 학교, 초, 중, 고교) 등 수많은 기

관, 협의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5] ‘혁신교육 추진 기본계획’ 문서상에 나타난 혁신학교 관련 네트

워크 (경기도 교육청, 2020)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전체 모습을 탐색하기보

다는 지역적 맥락 즉 혁신학교에서 한 명의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

는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과학교사에 의한 정책 실행 과정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다른 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혁신학교 정책 역시 일

선 학교에서 이를 수행하는 교사를 통해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참여자인 강교사를 중심으로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된 행

위자-네트워크를 파악하여 [그림 4-6]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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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혁신학교 행위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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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학교 정책의 처방과 과학교사의 협상

혁신학교 정책은 정책문서를 통해 정의된 처방의 공간과 실제 학교에

서 수행되는 협상의 공간을 통해 그 실행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혁신학

교 정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입한 정책인데, 이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국정 과제’,‘제4대 주민 직선 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2019 경기교육 기본계획’이라는 여러 정책적 맥락과 관련되어 

구성된 것이다(경기도 교육청, 2020). 이러한 혁신학교 정책은 과학교사의 

실행 속에서 협상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 마을 :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학교 정책문서에는 ‘마을’

과 관련된 지역단위 혁신교육 관련 내용이 처방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문

서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마을의 어떤 기관, 어떤 주체와 함께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각 학교가 속한 지역 맥락에 맞게 

마을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혁신 교육 추진 기본

계획(2021-2023)(경기도교육청, 2020)’에는 그러한 학교와 마을이 주체가 

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점차 안착시키는 것이 추진 계획상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마을과 연결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육을 실

행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선 혁신학교

의 교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즉 정책문서에 제시된 ‘마을’의 의미, 

학교가 협력 가능한 ‘마을’의 범위나 협력 주체는 온전히 교사의 해석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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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점 현장 제안 2021~2023 정책발전방안

학교와 마을

에서 출발하

는 혁신교육

·혁신교육 정책전환 필요

·정책에 현장의견 반영

·학교와 마을이 주도하는 혁

신교육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반영

한 지역단위 혁신교육 활성화

학교 자율·

자치 강화

·교육자치강화

·학교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행정 효율화

·학교자치 시스템 강화

·자율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

과정 다양화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혁신학교 지

역화 다양화

·연계형 혁신학교 심화

·혁신공감학교 정책 변화

·혁신학교 심화 정책 필요

·혁신학교 지역화

·혁신학교 다양화

·혁신학교 평가 강화

혁신교육 생

태계 확장

·혁신교육지구 성장 및 운

영 효율화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

체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

·지역혁신교육포럼 내실화

·교육활동 지원 통합 협업체

제 구축

[표 4-3] 혁신학교 정책 추진 체계(경기도 교육청, 2020)

강교사는 2018학년도에 1학년 전체 학생과 함께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

해야 하는 등 부수적인 예산과 여러 물질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것

이었다. 강교사는 지역사회의 기관과 함께 협력하면 부족한 예산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러한 협력

이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학교와 마을이 주도하는 혁신 교육’이라고 

보았다. 이에 김교사는‘시흥 에코센터’라는 지역의 기관에 직접 연락하

여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었다. 



- 106 -

강교사 : 그걸 이제 ‘시흥 에코센터’ 그런 게 다 마을이랑 협업이잖아

요.‘시흥 에코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수업을 할 건데 같이 

하자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선생님 좋아요.’ 해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러

면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버스 대절해 가지

고 태워서 반별로 공단을 50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 막 돌아다

녔어.

(3차 심층 면담)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한두 차시 수업으로, 사진, 영상 자료 등 가공된 

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접할 수도 있었지만, 마을의 기관과 연결

되면서 대규모 학생의 이동 문제,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학생들은 생생

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었다. 

강교사 : 공단가면 근데 애들이 내려와서 딱 봤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데 

있고 생각보다 깨끗하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공단 하면 더럽고 냄새만 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런 얘

기들 많이 했어요. 공장 안에 들어가 본 애들도 있었고, 거기서 친구 아빠

를 만난 애도 있었고 하는 식으로 되게 다양한 일들이 펼쳐져서 되게 재미

있었어요. 우연적인. 

(3차 심층 면담)

강교사를 시작으로 혁신중학교와 지역의 기관이 함께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지역의 기관내에서도 계속해서 공유되어 강교사를 통해 지

속적으로 연결되었다. 지역의 기관, 교육 센터 역시 지역의 학교와 함께 

협업 함으로써 교육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었다.

강교사 :　시나 외부와 내가 협업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연락이 

계속 와요. (...) ‘에코 센터에서 선생님이 제일 그런 거 잘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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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협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 와서 애들이랑 수업하는 걸 한번 봐주실 수 

있겠냐.’

(3차 심층 면담)

2) 매개 행위자

혁신학교 정책 실현과정에서 교사, 학생, 관리자 등 인간 행위자 외에 

정책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를 통해 혁신학교 정책이 실현되는 동안 교사의 실행

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간 행위자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는 2016년부터 국내 모든 중학교에서 시

행된 ‘자유학기제’가 1년 단위로 확대된 것으로, 2018년부터 전국 1,500

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김아람 & 김아미, 2018). 경기도 교육청은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

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

영하는 제도(경기도 교육청, 2017)”로 로 규정하였다. 자유학년제는 그 도

입 취지나 정책적 측면에서 혁신학교 정책과 유사성이 있다(정양순, 이예

슬, 박대권, 2018).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 학

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여러 방략들은 기존의 학생 평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혁신학교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을 

평가하여 내신 성적을 산출해야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유롭

게 운영하는 것은 강교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강교사는 자신

이 1학년 학생들을 담당하던 당시에는 학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과 융

합 프로젝트는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혁신학교 정책은 학생들을 

“시험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는 자유학년제라는 또 다른 정책이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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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의 협상 공간을 넓혀 주었다. 

강교사는 환경 관련 교육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관

련 소재를 발굴해야 했다.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가장 비교되는 환경인 ‘공단’과 ‘생태공원’을 방문하고, 관련 

내용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환경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소재를 

찾아 학생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자체는 한 두 차시의 수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학습 주제가 교과별로 분절되어

있고 하나의 교과에서 담당하는 주당 시수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연속적인 경험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또한 교과별로 수행평가 점수를 산출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각 교과별 성취기준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다양한 주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

다. 자유학년제는 그러한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강교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1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었다.

강교사 : 수업이 좀 수행평가에 덜 구해받으니까 거기서 조금 내가 깊이 

있는 수업을 하고 싶으면 내 주제 선택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요. 전에 환경 프로젝트 할 때도 주제 선택 시간에 했었고, 갯골이랑 

공단 비교하는 거 그거 프로젝트 할 때 우리 시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환

경 두 가지를 찾았어요. (...) 1학년 전체를 데리고 갯골 생태공원도 가고 공

단도 갔어요. (...) 그게 18년도에 했던 수업이에요. 18년도 그 19년에는 제

가 1학년 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대규모로 가지 못하고 몇 군데 다녔었어요. 

(...) 근데 내가 그런 걸 하기에도 해도 된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허용해주

는 관리자가 있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에코센터에 전화하면 거기서 협업해 

줄 선생님이 있고, 애들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허용

적인 분위기가 여기밖에 없는 거지.

(3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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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 학습공동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혁신학교정책의 4대 추진

과제9)중의 하나이다. 또한 혁신학교 정책은‘수업 혁신’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노상우, 2015) 강교사가 근무하는 동백중학교에서는 그러한 

혁신학교 정책의 핵심 과제에 따라 ‘수업’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

체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강교사 : 수업 공개를 같이 하도록 만들어진 게 전학공(전문적 학습공동

체)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혁신학교를 수업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그 모

토가 되게 확실했고, 수업을 바꾸는 게 우리 학교 혁신학교 목적이고 수업

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할 때 수업을 봐야 돼. 

그래서 그게 다 공유되어 있고 되게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요. 

(3차 심층 면담)

강교사는 혁신학교인 동백중학교에 와서 자신을 가장 많은 부분 성장

시킨 것은‘수업 공개’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동백중학교에서는 

COVID-19 이전 거의 매주 수요일 5교시마다 수업 공개가 있었고, 수업 공

개(전체 제안수업)이 있는 날은 해당 학급 학생들만 남고 모든 학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였다. COVID-19로 인해 2020년, 2021년도에는 공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2년 4월에는 2년 만의 전체 제안 수업

이 이루어졌다. 동백중학교는 이후로도 수 차례의 공개 수업이 예정되어있

다. 

이처럼 동백중학교의 교사들은 동교과나 타교과의 수업을 참관하는 것

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강교사는 그러한 교과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수업 참관이 교과 통합, 융합 수업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된다

9) 혁신학교의 4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율경영 체제 구축, 2. 창의지

성교육과정, 3. 민주적 학교공동체형성, 4.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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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각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는 여러 교

과가 함께 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서로의 공개 수업을 

참관하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강교사는 동백

중학교에 오기전에는 주로‘지구과학 교과교육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과 철학은 지구과학교사와만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생각

했다. 강교사는 동백중학교로 부임해 오면서 타교과 교사와 수업을 서로 

공개하고 참관하면서 수업을 보는 관점을 다양화했고, 과학교과를 타교과

와 통합 및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강교사 : 여기 오니 나는 한문 수업도 보고 국어 수업도 보고 당연히 되

게 좋고 사회 시간에 위도 경도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배워요. 그런데 애들

이 왜 개판으로 하는 걸까? 그 과학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

는 거예요. (...)  애들이 되게 중학교 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분절된 과목을 

분절되게 배우잖아요. (...) 사회에서 저희도 고위도 이런 거 배울 때 우리가 

그때 해류 이런 순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번 1학기 때 배우고 이거 2

학기 때 배웠잖아 배워요. 근데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배우고 까먹은 걸 또 

다시 생산해 내야 되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얹어버리면 이거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거야. 그래서 사회 시간에 ‘과학 활동지 꺼내.’ 과학시간에 ‘사

회 활동지 꺼내.’가 되는 거죠. 같이 보는 근데 그 수업을 안 보면 절대 

그게 안 되거든.

(3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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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교사의 혁신학교 정책 번역 사례 :‘과학 독서 및 서평 쓰

기’

강교사는 혁신학교의 교사로서 혁신학교 정책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것을 실행하기 위한 번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한 번역 작업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교사가 중심적인 행위자로서 혁

신학교 정책 실행과 관련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번역 사

례를 탐구하고자 했다.

강교사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학생, 동료 교사, 과학 교

과 등에 대한 나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규정에 따라 강교

사는 나름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심적인 행위자가 되

기도 했다. 여기서는 강교사에 의해 의도되고 기획된 ‘과학 독서 및 서평 

쓰기’라는 활동과 관련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를 Callon(1986)이 제

시한 번역의 네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제화 

문제화 단계에서 강교사는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교사가 혁신학교에서 추

구하는 과학 수업은‘학생들의 과학적 감수성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의 삶

과 관련된 수업’이었다. 강교사는 혁신학교에 부임하기 전에도 독서교육

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수업은 학생들 자신의 삶

과 관련된 수업이라는 해석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독서교육의 관

점을 일치시켰다. 강교사의 사례는 혁신학교 정책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

에 시도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사례이기보다, 기존에 교육

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과 혁신학교라는 정책적 맥락과 만나면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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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과학 독서 교육’에 대한 의미가 구체화 되고, 실제 실행의 모습이 

점차 구체화된 사례이다.

강교사 : 전에 학교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더 담아가지고 

(전에는) 그냥 일회성 활동을 시켰어요. 한 가지 책으로. 근데 혁신학교에서 

원하는 건 같이 배우는 거? 그다음에 다양성. 다양하게 배우는 거 그런 것

들을 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더 다양한 책을 줘도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삶이랑 연결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계속 삶이랑 연결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관한 수업도 하는 거고, 삶이랑 연결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

서 애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배우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삶이

랑 연결되는 게 아까 선생님도 그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3차 심층 면담)

- 의무통과점 정의

강교사는‘과학 독서 및 서평쓰기’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되고,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

다. 강교사가 원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였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생생한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또한 강교사는 학

생들이 글쓰기 능력이 해마다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과학 독서’를 수행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서평 쓰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혁신학교 정책이 꾸준

히 강조해온 학생의 삶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강교사의 번역은‘과학 독

서 및 서평 쓰기’ 활동을 의무통과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 113 -

[그림 4-7] 강교사의 문제화와 관련된 행위자들과

그들의 목표

- 행위자의 정의

강교사는 자신이 추구‘과학 독서 및 서평쓰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서 자신이 과학 교과를 담당하는 학급의 학생들을 끌어들여야 했다. 학생

들이 책을 구하기 쉽게 하여 자연스럽게 독서 활동에 임하게 하려면 학생

들에게 매시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과 분야의 책이 필요했다. 또한 

과학 독서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많은 학생들과 함께 실행하려면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교사는 과학 독서 활동에 

등록시켜야 할 주요한 행위자인 학생들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규정하였다. 

다만 강교사는 동료 교사들의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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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강교사가 ‘과학 독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활

동에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강교사의 경험에 따르면 학

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낡은 지식”에는 큰 관심이 없고, “경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신의 지식에 관심이 있었다. 

 강교사 :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 되게 낡은 지식이고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 

애들은 블랙홀 양자 역학 막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한차원 높은 자기한

테 되게 경이감을 주는 그런 지식을 원해. 근데 그건 과학 교과서에 없으니

까 그걸 맛보기라도 볼 수 있는 ‘우와 대박 양자역학 이런 거래. 이해는 

안 되지만 되게 멋있어.’하는 그런 느낌에 감정이 오게 책을 던지는 거죠. 

(2차 심층 면담)

책 : 책은 그 존재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읽히는 것이다. 강교사

는 학생들이 과학 관련 독서 활동을 통해 과학에 재미를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과학 독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과학 분

야 도서가 함께 동원되어야 했다. 강교사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책을 다양

한 곳에서 수집하였다. 강교사가 마련한 책 중에는 직접 구입한 책, 학교 

도서관 예산으로 구입신청 뒤 대여한 책들 외에도 과학 교양서의 저자로

서 연결된 출판사 등에서 강교사에게 보내주는 신간 도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교사에 비해 강교사에게 있어 책은 동원하기 쉬운 행위자였

다. 교사 개인이 학교 도서관 책으로만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다

양한 책을 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사비로 구입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만 강교사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 과학관련 

다양한 도서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강교사 : 근데 저는 저한테는 저런 책들이 공짜로 오는 책도 되게 많고 



- 115 -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책도 있고 내가 서평을 쓰러 가서 거기 저널에서 주

는 책도 있어 거기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출판사에서 막 보내주는 책도 되

게 많고 나는 내가 읽어보고 싶고 좋으면 그 책을 도서관에 신청해서 사요. 

(2차 심층 면담)

2) 관심끌기

관심끌기는 강교사가 문제화를 통해 규정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대

한 해석에 기반해, 행위자들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

의 집합이다. 문제화 단계에서 네트워크에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할 학생

들의 이해관계를 해석하고 정체성을 규정하였다면, 관심끌기 단계는 이러

한 정체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강교사가 취하는 실질적인 행동들 또는 

장치의 집합이다.

‘과학 독서’는 동백중학교에서 강교사가 유일하게 꾸준히 실행해오

고 있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과학 수업 시간에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

고, 이후 과제로 서평을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강교사는 학생들을 

‘과학 독서’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물질을 동원하고, 끊임없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강교사는 과학 독서를 하기로 한 시간에는 [그림 4-8]

의 사진에서처럼 수많은 책이 꽂혀있는 카트를 끌고 교실로 향했다. 학생

들이 과학 수업 시간에 책을 따로 준비하기 위해 이동하지 않고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독서 활동이 익숙하지 않아 수많은 

책들 중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 책을 고르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에 의해 엄선된 독서 목록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었다. 강교사가 준비한 카트는 과학실에서 사용했던 튼

튼한 카트로 총 3칸의 선반에 앞뒤로 총 200여 권의 책이 채워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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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강교사가 사용하는 북카트

 

강교사는 학생들이 과학 독서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참여하도

록 누가 읽어도 재미있다고 할만하면서, 독서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들도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책들을 구비하였다. 학생

들의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궁금증과 관련된 환경 분야 관련 책들을 구비

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읽기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의 경우 책의 전체

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챕터’ 씩 읽도록 분량을 조절해주었다.

강교사 : 거의 다 빠져들어요. 왜냐면 제가 나갈 수 없게 이 몇 개의 책

을 준비해 놨거든요. 진짜 되게 재밌는 책.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배우면 

무조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환경 책 중에 재밌는 책들

이 있어요.‘라면을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라면을 튀기는 그 팜유

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 되게 시시콜콜

한 과학책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환경책이거나 과학책인 책이 있어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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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신지식을 심어주는 게 목표예요.

강교사는 책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관심사를 파악하여 

그와 관련된 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학

생들에게는 외모와 관련된 과학책을 추천하였다

강교사 : 그러니까 책 못 읽는 애들한테는 과학 얘기인데. 성교육 그다음

에 외모. 너무 치장하는 애들한테는 외모에 관련된 과학책 막 이런 게 있어

요. 권해주는 책들이 다 있어요.

(1차 심층 면담)

이처럼 강교사는 학생들이 꾸준히 독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의 흥미와 관련된 재미있는 책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였다. 학생들

이 원하는 경우 사비를 들여 책을 구입한 뒤 학생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였

다. 강교사는 책을 선물할 때 ‘몇 년, 몇 월, 몇 일 과학 선생님이’이라

는 문구를 남겨서 선물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책을 선물 받은 학생들이 

더욱 기분 좋게 그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였다. 몇몇 학생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과학을 더 좋아하게 되거나, 과학은 어렵고 나와는 관련 없다

는 편견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강교사 : 안 읽으면 읽게 만들어요. 제가 옆에서 끊임없이 읽게 만들어요. 

(...) 쟁탈전을 벌여요 애들은. ‘저 책 읽고 싶다. 더 사달라.’ 그럼 사서 

선물해 줘요. 그러면 읽을 수밖에 없어 선물해. ‘너 가져. 네가 그렇게 원

하면 가지고가. 그 책이야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그 자리에서 알라딘(온

라인 서적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도 해줘요. 막 그 책 읽고 싶어서 우는 애

도 있어요.

연구자 : 선생님 그거 사비로 사세요?

강교사 : 그런 책은 사비로 사요.‘내가 인간 하나를 세계에 끌어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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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만 5천 원이 아깝지 않지’ 하면서요. (...) 몇 명 끌어들였어요. 그렇게 

과학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책으로 과학에 대한 편견이 바뀌기도 하고 그

래요. (...) ‘ 몇 년 몇 월 며칠 과학 선생님이’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3차 심층 면담)

한편 학생들이 새롭고 경이로운 지식에 대해 흥미로워한다는 정체성 

규정에 따라 강교사는 매년 신간 도서를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되면서 최근에 출간된 도서를 주로 제공

하였다. 이러한 신간 도서들은 실제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데 중요한 역

할을 했다. 

강교사 : 전부 다 그런 애들이 좋아하는 류의 책이랑 그다음에 제가 가르

친 것 중에 좀 최신 책. 그런 것들을 갖다 놓는 것 같아요. 매년 그리고 신

간을 데리고 와요. 신간을 데리고 와야지 이게 ‘어머 이게 작년 신간 몇 

달 전에 나온 책이네’ 그럼 애들이 '뜨아' 하는 거죠.

(3차 심층 면담)

여러 전략들과 함께 강교사는 자신이 책의 저자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자신이 집필한 책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강교사는 학생들

을 ‘과학 독서 및 서평 쓰기’라는 의무통과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끊

임없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였다. 

강교사 : 그런 것들을 하면 그리고 제가 쓴 책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

도 줘요. 토론 콘서트 과학이 그러면 그 책도 되게 재밌게 봐요. 되게 신기

하잖아 선생님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어 하는 거지.

(3차 심층 면담)

‘과학 독서 및 서평 쓰기’활동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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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동료 교사도 끌어들여야 했다. 하지만 강교사는 동료 교사를 끌

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료 교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작업을 실행하

거나, 네트워크에 등록시키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강교사는 

동료 교사가 무엇을 원하고, 하고자 한다는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않았지

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동료 교사들에게는 자신이 잘 모르는 책을 학생들

에게 읽게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강교사 : 근데 저만 해요. 우리 학교에서. 우주샘이랑 할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하려고 우주샘도 같이 하 내가 막 밀어붙이기도 했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밀어붙인 것도 되게 많았어요. (...) 근데 그 이후에 온 과학 선

생님들이랑은 한 번도 책 읽기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연구자 : 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강교사: (선생님들이)두려워해요. 자기가 그 책을 안 읽었는데 애들한테 

읽으라고 하는 거 우주샘도 무서워하면서 그냥 줬거든요. 

연구자 : 왜 무섭지? 선생님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강교사 : 그런 것 같아. 그런 부담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없으면 어

때 모르면 어때 그냥 나도 안 읽어봤는데’ 전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책은 나 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학생에게)‘네가 읽어보고 알

려줄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되게 두려워했었던 것 같고.

(3차 심층 면담)

또한 동료 교사와 함께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함께 과학 독서 

및 서평 쓰기 활동을 실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과학 독서 활동의 결과를 

수행평가 점수로 치환하는 과정은 동료 교사에게도 강교사 본인에게도 어

려운 일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강교사 : 그다음에 평가하는 선생님은 그걸 평가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랬어요. 서평을 썼는데 1학년은 사실 평가를 글로 써주면 되니까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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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잖아요. 점수가 하는 게 너무 싫기는 한데 그래서 해야 되고, 제가 혼자 

가르치는 해에는 그냥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하고 (...)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 이게 만약 점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10점짜리 서평이랑 8점짜리 서평을 어떻게 구별하냐

는 거지.

(3차 심층 면담)

강교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동료 교사

들을 학생들의 과학 독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고자 시도하지

는 않았다. 또한 강교사는 수행평가의 부담이 없는 1학년 학생들을 주로 

담당하면서 자신의 실행을 이어나갔다.

강교사 :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최근 몇 년간은 제가 계속 1학년만 

하기도 했고. 사실 그런 문제에서 피해 가고 싶기도 했고 1학년 부장을 해

야 되서 그렇게 1학년만 가르치기도 했고. 평가 부담이 없는 게 너무 행복

하더라고. 같이 책 읽고 그 이게 내가 훨씬 좋으니까 1학년을 계속 선택하

는 거죠. 내가 우겨도 되는데 2학년 3학년 하겠다고 우겨도 사실 상관은 없

는데 따라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계속 그냥 1학년에 

안주한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동료 교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요.

(3차 심층 면담)

3) 등록

등록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행위자들이 자

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 강교사

는 ‘서평 쓰기’를 학생들에게 역할로 부여하였다. 서평 쓰기 활동을 안

내하기 위해 자신이 작성한 서평을 예시로 제공할 수도 있었지만,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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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긴 글을 잘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서평의 사

례를 말로 설명해주었다. 

강교사 : 내가 그 서평의 예를 계속 들어주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글로 

주면 서평을 안 읽으니까 말로 해줘요. ‘내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이건데 

말이야’ 하면서 제가 보통 읽고 있는 책을 가지고 가서 아니면 그 안에서 

읽었던 책 중에 가지고 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데 진짜 장난 아니게 뭐에 

연결돼서 뭐 이렇게 재미있고 그 에피소드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와. 되게 재밌겠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평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그 예시를 준 책을 많이 가져가요.

(3차 심층 면담)

몇몇 학생이 ‘난독증’으로 인해 긴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책 읽는 활동 대신 책을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듣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강교사 :　그 난독증 있는 아이들은 듣게도 해봤어요. 

(3차 심층 면담)

이처럼 강교사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과학 독서 활동과 서평 쓰기에 참

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였다. 

4) 동원

강교사의 번역과 행위자들의 등록이 성공적이었다면, ‘과학 독서 및 

서평 쓰기’활동은 블랙박스를 형성하여 하나의 행위자처럼 보일 것이다. 

강교사의 과학 수업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과학 독서 및 서평 쓰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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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결과로 기입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네트워크에 완벽하게 동원되었는지는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알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강교사의 의도대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읽을 책을 선택하고, 성실하게 서평을 작성했지만, 어떤 학생들은 서평 작

성이 용이한 “쉬운 책”만을 골라서 읽기도 했다. 이처럼 과학 독서와 서

평 쓰기 활동에 모든 학생이 동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모두가 같지 않았다. 

강교사 : 그리고 3학년이랑 했을 때는 애들이 꾀가 생겨가지고 쉬운 책을 

선택해서 서평을 쓰는 거예요.

(3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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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과학고등학교 행위자-네트워크

1. 과학고등학교 행위자-네트워크의 특징

 과학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며 ‘창의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설립되었다.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다. 윤교사가 근무하는 민

들레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관할로 서울시 교육청의‘과학

교육 내실화’관련 업무 계획 중‘과학, 환경, 영재, 정보 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 그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과학고등학

교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사업을 명목으로 예산을 지급한다. 이외에 영재

교육법에 근거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 단위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급받

기도 한다. 

2012년 (당시)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을 발

표하였다. 과학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1) 교육과

정 편성·운영 내실화 2) 교육·연구 활동 지원 3) 과학고 운영 시스템 개

선’을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하거나 교원 수급, 입학 정원이나 

조기졸업 비율 등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예산 주체와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예산 배

분과 그에 따른 운영 지침 또한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

다.

과학고등학교라는 복합적인 정책적 맥락에서 이를 수행하는 최전선에

는 일선의 교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인 과학교사를 중심으

로 과학고등학교 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네트워크를 [그림 4-9]과 같이 시

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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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과학고등학교 행위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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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고등학교 정책의 처방과 과학교사의 협상

과학고등학교 정책은 문서를 통해 정의된 처방의 공간과 실제 학교에

서 수행되는 협상의 공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2년 당시)교육과학기

술부에서는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내실

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표 4-4].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융복합 및 창의 인성 교육을 강화

한다.

·과학고가 융복합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협동학습, 블록타임제, 프로젝

트 중심학습 등을 적용하여 교과과정 내 STEAM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의 발달을 촉진하며,

·예·체능 교육 강화를 위해 1~3학년에 걸쳐 단절 없이 예술·체육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체능 교과를 여러 학기에 분산 운영하고, 봉사

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인성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 4-4]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일부(교육부, 2012)

이러한 정책의 처방이 언제나 현실에서 일관되게 실행되는 것은 아니

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과학고등학교 정책은 윤교사를 중심으로한 구체적

인 실행의 맥락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얽히게 되었고, 윤교사와의 지속적

인 협상을 통해 실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입시제도와의 협상 : 윤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지식전달이 아닌 

‘코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관점에 따라 윤교사는 대부분의 

수업을 학생 중심 수업, “동료 학습”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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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수업 전에 사전 읽기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를 

준비하거나 모둠 학습을 통해 토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학생이 중심의 협동 학습을 강조하는 윤교사의 수업 방식

은 과학고등학교 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략에서는 융복합 교육을 위해 ‘협동학습, 블록타

임제, 프로젝트 중심학습’ 등을 실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었다[표 4-4].

다만 과학고등학교의 특성상 학업 측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지

만 상대평가에 의해 내신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내신성적을 잘 받아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정시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교사는 자

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중에는 정시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

생들도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였다. 윤교사는 수업 시작 시에 

‘EBS 수능 특강’ 교재의 문제를 나누어주고 푸는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

로 타협하여 수업을 운영하였다. 

윤교사 : 애들의 수준(내신성적등급)을 생각했을 때 분명 수능을 준비하

는 애들도 있거든. 내신으로 갈 수 없는 애들 조금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

를 원하니까 계속 수능 특강을 풀어. 관련된 그 단원에 관련된 수능특강. 

(...) 수업 시작하면서 수특(EBS 교재‘수능특강’)을 뿌려. 수특을 한 장이

나 두 장 뿌려. 그래서 앞부분에 4문제에서 8문제 풀어. 거기서 바로 즉석

에서 채점해서 바로 모둠 편성하고 자리 바꾸고 그날 진도 나가고.

(1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수업 시간에 수능 특강 문제 풀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함

께, 지필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것에서도 나름의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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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사와의 협상 : 윤교사는 과학 수업 실행과 관련된 많은 부분

에서 다른 동료 과학교사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윤교사는 

‘지식’측면에서 항상 교사가 학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은 교사도 오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과학이 계속 발전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답을 확신할 수 

없다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과도 닿아 있었다.

윤교사 : ‘우리가 이 정도면 지금까지 우리가 실험하고 관측한 사실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인 거지. 이게 자연을 명백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

(1차 심층 면담)

윤교사가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과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같은 학교

에 근무하는 몇몇 다른 과학교사와는 다른 생각이었다. 일부 동료 교사들

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정답을 제공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지도하거나, 대부분 강의식이 아닌 학생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

는 윤교사의 수업 방식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윤교사

와‘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과학지식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해 체계

적으로 전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과학고

등학교’라는 정책적 맥락을 해석하는 관점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그러한 

동료 과학교사들과의 관점의 차이는 윤교사로 하여금 많은 심정적인 어려

움을 야기했다.

윤교사 : 교사의 오개념에 대해서 내가 교사도 오개념이 있지 않냐는 반

응을 보였을 때 너무나 다들 거부 반응을 보였고 (...) 이게 4 대 1로 얘기

를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6명이 모였어 나까지. 근데 주제가 

‘윤교사는 는 왜 강의를 하지 않는가?’가 주제야. 이건 사실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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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식의 회의를 이름은 협의회라고 돼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한 3번을 걸쳐

서 듣고.

(2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같은 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교사와 함께 나름의 타협지점

을 찾기도 했다. 윤교사에 따르면 이교사는 윤교사와 달리 ‘교사가 학생

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을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제공해주는 교사이다. 윤교사와 이교사는 3단위의 

지구과학 수업을 함께 담당하였는데, 이교사가 이론적인 학습을 담당하고, 

윤교사는 학생중심의 활동 수업을 담당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윤교사 :내가 지금 1시간이고 그분이 2시간이어서 그분은 두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이론 진도를 막 나가고 나는 애들이랑 암석 가지고 놀고 뭐 논

다고 진도를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깊이가 나는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 (...) 이 샘이 나랑 가장 다른 점이 그거지 이 샘은 항상 (교사가) 더 

많이 알아야되고, 더 많이 애들에게 항상 그리고 계속 뭔가 애들에게 끊임

없이 주려고 하는데 (...)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되게 정리를 잘해주고 나는 

뭔가 활동적인 부분이 강하니까 둘이 만나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2차 심층 면담)

2) 매개 행위자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 정책이 실현과정에서 본래에 주어진 목적 

이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성을 발휘하는 행위자가 무엇인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 AP 과정 : 대학 과정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이하 AP)는 고등

학교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10)이 협력하여,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준의 과

10)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는 KAIST, POSTECH, UNIST, GIST, DGIST 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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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개설하고 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들레 고등학교에서도 현재 물리, 화학, 

생명과학 교과와 관련된 AP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민들레 고등학교에서

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연계된 AP 과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물

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개의 과학 교과 중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윤교사 : AP 과목이 없으니까 지구과학은 근데 AP 과목이 없는 이유는 

이스트 계열(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의 지구과학이 없기 때문이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걔는 사실 기술과학대학이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유래가 

깊은 학교들에만 지질학과가 있어서.

(2차 심층 면담)

민들레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한 학기에 

총 선택 할 수 있는 최대 시수가 정해져 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AP 과정 

교과와 고급 교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학교교육과정이 편성되어있

었다. 이에 지구과학 교과 관련 AP 과정을 개설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고

급지구과학’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지구과학 교과 관련 AP과정

이 없어도 학생들은 그러한 수준에 준하는 지구과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

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서 화학교과 AP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면서 3학

년 학생들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AP 과정 중 2과목을 선택하고, ‘일반 

지구과학’ 교과는‘정보’교과와 묶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된 것이다. 최근 들어 ‘정보’교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까지 더해져‘일반 지구과학’은 학생들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했다. 

‘일반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고급 지구과학’을 선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지구과학 교과 자체에 대한 선택

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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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사 : ‘정보랑 일반 지구 과학 중에 선택해라’라고 했는데 요즘 정

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정보는 거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애들이 많이 선택을 안 했어. (...) 생물도 다섯 반이고 근데 2학기 때 일반 

지구과학은 두 반이거든 그러니까 두 반이고 나머지 다 정보.

(2차 심층 면담)

AP 과정의 유무는 지구과학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

쳤다. 지구과학 교과와 관련된 AP 과정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생

들에게 지구과학은 과학 교과로서의 지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AP 과정이 연계된 과학기술전문계열 대학에는 지구과학교과와 관련된 학

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많은 수가 KAIST와 같은 

과학기술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AP 과정의 유무가 학생

들의 해당 교과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AP과정은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대학 전공 과정을 먼저 이수한다는 의

미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학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의 제한된 

시수 속에서 교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

학과 연계된 지구과학 AP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상황과 만나면서 다른 과

학 교과에 비해 지구과학 교과가 덜 중요하다는 현실을 구성한 것이다. 윤

교사에 따르면 민들레 고등학교의 타교과 교사들 중에도 일부 그러한 인

식을 드러낸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윤교사 : 애들이 지구과학은 AP가 없으니까 되게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

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학이 역사가 없는 거지. 외국의 역사

가 깊은 학교들은 전부 다. 

연구자 : 하고 있죠. 진짜 중요하고.

윤교사 : 그치 일단 지올로지(Geology)가 일단 너무 기본이고 (...) 애들이 

지구과학을 무시하는 거는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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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수학 선생님이 ‘혹시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

냐. 지구과학은 이제 물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 지구

과학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1차 심층 면담)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란은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과 대학 입시를 연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즉 기존에 ‘과목

별 세부 특기사항’란이 도입된 목적인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장소로

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정한 수업 활동 자체를 하거나 하

지 않게 만드는 행위자가 된 것이다. 한 예로 학생 창의 연구(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 이하 R&E)는 영재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고등

학교나 영재학교의 학생들이 예비 과학자로서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운영 형태는 대

학의 지도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사가 지도교수의 역할을 하고 전

문 연구자가 자문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류춘렬, 박경

진, 정현철, 2017). 이러한 R&E는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과

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민들레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점차 R&E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R&E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더 이상 기재할 수 없게 되었

기 때문이다. 

윤교사 : R&E는 영재고는 과목인데 우리 학교는 과목이 아니고 신청한 

애들만 해. 신청한 애들만 하는데 점점 더 애들이 신청을 잘 안 해.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빠져서. 이제 애들이 완전 수시로 가야 되는데 생기

부에서 빠지고.

연구자 : 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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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사 : 아니 점점 교육부에서 생기부에 뭘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소논문’이라는 말도 못 쓰고‘과제 연구’도 사실 못 쓰고 이것도 

빼라 저것도 빼놔서 쓸 수 있는 게 없는 와중에 (...) 과제 연구 같은 경우

에는 그냥 전교생이 해야 되는 교육과정안에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R&E는 

선택이니까. 이번 1학년은 진짜 안하려고해요. 이번 1학년은 진짜 많이 줄

었거든요. 생기부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1학년부터는 독서도 빠지고 모두 

빠지고 뭐 빠지니까. 애들이 다 안하려고. 

(1차 심층 면담)

학교생활기록부가 만드는 그러한 현실은 일부 교사들로 하여금 R&E를 

하는 것의 의미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도 만들었다. 동시에 일부 학부모들

은 ‘과학고등학교에서 R&E를 안하면 다른 고등학교랑 다를게 없다’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한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R&E가 폐지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윤교사 : 그러니까 사실은 해야되는 건데 우리가 R&E를 애들이 점점 이

제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R&E를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우리 그런 얘기한 지는 좀 됐어.

연구자 : 과학 선생님들이요?

윤교사 : 약간 사실 R&E를 할 정도로 애들이면 정말 그냥 고등학교 교과 

정도는 좀 우습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정도. (...) 얘(R&E)를 못 빼는 이유

는 사실 학부모들이 ‘과고(과학고등학교)에서 R&E이 빼고, AP 빼면 다른 

학교랑 뭐가 다르냐’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뺄 수가 없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신청을 안해.

(1차 심층 면담)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기 때

문에 내신성적 준비가 R&E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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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윤교사 : 그러니까 애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완전 철

저하게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되니까. 내신에 목숨을 걸게 되는거. (...) 물론 

같은 등급에서는 그걸 한 애가 더 유리한 것 같긴 해. 결과를 보면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자소서(자기소개서)에 쓸 거라도 있고. 자소서가 확실히 달

라지거든. (...) 그렇긴 하지만 애들이 진짜 딱 까놓고 그 실력에 R&E를 하

는 것과 내신을 하는 것과 만약에 같은 노력을 들여서 내신이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내신을 따야 된다라고 진로지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거지. 대학을 가야 연구를 하잖아. 그리고 사실은 엄

마 아빠들이 기를 쓰고 이 학교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서도 맞기는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우리 학교에 오는 

애들도 있어.

(1차 심층 면담)

그럼에도 R&E 활동 내용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전문 대학에 진학하고

자 할 때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처럼 R&E는‘학교생활기록부’라는 

매개 행위자, 입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등 다양한 행위자가 얽히면서 복

잡한 관계를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R&E와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의 이해

관계는 R&E에 대한 두 가지 현실을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 첫째, 과학

고등학교에서 R&E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고등학교랑 다를게 없다. 둘째, 

우선 대학을 가야 연구를 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R&E

가 아니라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이다. - 라는 것이다. 

- 블록타임제 : 민들레 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과학, 수

학 교과의 시수를 다른 교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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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과학 수업은 대부분‘블록 타임’으로 묶여서 진행된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총 단위 수

는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의 수가 더 많기 때문

에 블록 타임으로 묶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블록타임제는 2009년부터 

교육 정책으로 채택되어 각 학교의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교사가 근무하는 민들레 고등학교와 같은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수학, 과

학 교과의 이수를 강조하는 정책적 맥락에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총 교과

목의 수가 적기 때문에 블록 타임제라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었다. 

윤교사 : 다 블록이에요. 그리고 3단위 수업을 하면 보통 한 사람이 1단

위를 가져가고 한 사람이 2단위를 가져가거든? 4단위 2단위 이렇게 웬만하

면 (과학교과를) 그냥 다 블록으로 묶어. (...) 과목이 워낙 많아 일반고는 

(...)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이 블록이 많은 거죠. 단위 수

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과목이 적잖아.

(1차 심층 면담)

실제로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는 동안 윤교사가 수행한 여러 수업들 예

컨대 학교 주변의 산에서 이루어진 야외 지질 탐사 수업은 블록 타임으로 

묶인 연속된 시간표가 아니었다면 실행되기 어려운 수업의 형태였다. 윤교

사는 시간표를 블록으로 묶어서 최소 2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

에서 학교 안팎의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구상하고 수행할 수 있

었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로 암석 박편을 제작하는 실험 수업의 경우 일부 

학급의 경우 학교 일정상 연속된 2시간의 블록 시간표를 확보하지 못했는

데, 그 경우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종례 후 시간을 활용하여 미처 완료하

지 못한 실험 활동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블록타임제는 일반

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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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박선미,  홍미영, 2012). 블록타임제

는 단순히 수업시간을 연장시켜 수업의 분절성을 감소시키고, 심화된 활동

을 수행한다는 일반적인 목적(박선미, 홍미영, 2012)을 넘어서 윤교사로 하

여금 교육활동의 공간을 교실 밖으로도 확장 시킬 수 있도록 행위하였다.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전국의 고등학교

에서 ‘통합과학’ 교과가 필수 교과로 지정되었다. 과학고등학교도 교육

부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었

다.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시수의 대부분이 과학, 수학 교과로 구성되어있

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과가 강제됨으로 인해 1년에 6단위의 ‘통합과

학’ 수업을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결과 학생

들이 1학년 때 과학Ⅰ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통합과학을 1학기에 6단위

로 이수하면서, 과학Ⅰ 과목을 학습하지 못한 채로 2학기에는 2 교과를 이

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즉 2, 3학년 때는 실험, 고급 교과를 이수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선택 교과인 Ⅰ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2 

교과를 한 학기 안에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교육부 산

하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지침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에서 오는 정

책의 충돌 사례로 볼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존재 이유나 목적이 과학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지우는데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에도 국가 교육과정은 과학고등학교 정책과 만나면서 그러한 새로운 관계

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윤교사는 학생 중심 수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의 수가 많아지고, 학생들이 과학Ⅰ 과목을 통해 기초를 

충분히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심화된 교과를 가르쳐야하는 것이 가

장 큰 어려움이라고 언급하였다. 

윤교사 : 지금 1학년 때 통합 과학을 배우거든요. 애들이 1학년 1학기에 

6단위로 (통합과학을) 배우거든. 근데 또 지Ⅰ 그러니까 물, 화, 생, 지 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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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시간이 없고, 2학기 때 2를 하고 그러니까 2학년 올라와서 2, 3학년 때

는 이제 실험이랑 고급 과목들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죠. Ⅰ도 모

르는 애들 데리고 Ⅱ도 해야 되고 Ⅱ도 한 학기에 끝내야 돼.

(3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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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교사의 과학고등학교 정책 번역 사례 : ‘독서 활동’

윤교사는 과학고등학교의 교사로서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번역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교사가 중심적인 행위자로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번역 사례를 탐구하고자 했다. 윤교사는 과학고등학교라

는 정책적 맥락과 관련해 학생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규

정과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학

생들을 설득하는 등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실행을 해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는 윤교사에 의해 의도되고 기획되는 번역 사례로 ‘독서 활동’이라는 

학급 단위의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Callon(1986)이 제시한 번

역의 네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제화

윤교사는 민들레 고등학교에 처음 부임해왔을 때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못미친다고 생각했다. 과거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

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점 낮아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과학고등학교인 민들레 고등학교에 부임해오면서는 기본적으로 학업성취

도가 높은 학생들인 만큼 높은 문해력을 기대했지만, 윤교사의 기대에 미

치지는 못했다. 이에 윤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외의 책을 다양하게 읽

게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소화해서 말과 글로 표현하도록 과학 수업시간

에 관련 활동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윤교사는 독서 활동이 과학고등학교에

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담임교사로 있는 학급 학생

들을 중심으로 ‘독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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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통과점 정의 

윤교사는 기본적으로 과학고등학교라는 정책적 맥락은 학생들을 미래

의 과학자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윤교사는 

민들레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이공계에 진학하여 ‘과학자’가 될 학생들

로 생각하였다. 윤교사가 처음 민들레 고등학교에 부임해 왔을 때 느꼈던 

문제는, 과학자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문해력 수준에 학생들이 못 미친다

는 것이었다. 윤교사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과학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

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학생

들이 미래에 과학자가 되어 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 표현된 

연구 논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으로 소화하여 자신의 연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문해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과학고

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를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개별 학생들의 

문해력이나 관심사나 희망 진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윤교사는 학

생들의 어떤 평균적인 상태로 학생을 정의하였다. 윤교사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낮은 문해력’은 하나의 문제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윤교사

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 조회 시간을 활용한 

독서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독서 활

동’은 학생들과 윤교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의무통과점이 되었다[그림 

4-10]. 

윤교사 : 과학자가 되어서도 나중에 가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

고, 그 사람의 연구를 이해하고 자기의 연구에 반영을 하고, 자기가 한 결

론을 다시 글로 써야 되거든? 근데 읽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오자마

자 첫 학기에는 (수업 시간에) 미친 듯이 읽기만 시켰거든.

(1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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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 규정

윤교사가 아침마다 조회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과 독서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학급의 학생들을 설득해야 했으며, 학생들이 읽을 책이 필요

했다. 

[그림 4-10] 윤교사의 문제화와 관련된 행위자들과

그들의 목표

학생 : 윤교사는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 민들레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의 이공계열 학과나 

KAIST와 같은 과학기술 전문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진학해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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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책은 그 존재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읽히는 것이다. 윤교사

는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져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양질의 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학생들인 이미 

과학, 수학교과와 관련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꼭 과학 

관련 책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모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2) 관심끌기

관심끌기는 윤교사의 문제화를 통해 규정한 학생의 정체성과 이해관계

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행위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윤교사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 진학하

고 싶어할 것이라는 이해관계를 해석에 기반해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독서 목록’이 중요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안내하

였다. 

윤교사 :　카이스트랑 서울대에서 독서 목록을 내야 되고, 서울대는 세 

편 골라서 ‘읽게 된 계기’와 ‘너에게 미친 영향’을 써야 돼. 권마다 

800장씩 세 권 고교 시절에 한해서. 근데 카이스트는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지금까지 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5권’을 내야돼. 근데 지금까지야 

고교 시절이 아니고. 그리고 걔네는 옆에 쓰는 게 없어 그냥 책 제목이랑 

쓰면 돼. (...) 근데 책 목록을 어쨌건 채워야 되는데 읽은 게 있어야 채울 

거 아니야. 

(3차 심층 면담)

이외에도 윤교사는 카이스트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자기소개

서의 ‘1번 문항’을 예로 들었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평소 학생

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150자로 서술하고,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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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했는지를 800자로 서술하는 것이었다. 윤교사는 평상시 민들레 고등

학교의 학생들이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

신 성적 관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기소개서 

문항을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학생들에게 아침 

하루 10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함으로써 입시를 위해 언젠가 해야 할 자기

소개서 작성에도 대비할 것을 권하였다. 

윤교사 : 자소서 쓸 때도 결국 카이스트 1번 문항이 평소에 네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얘기해 주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

지를 말하라는 게 1번 문항인데 질문만 150자로 써야되고, 질문을 설명하고 

자기가 한 노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쓰는 게 800자거든. (...) 평상시에 

얼마나 생각했느냐인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내도록 일반고보다 사실

은 더 치열하게 내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내신으로 너무 허덕이고 있

는데 그 와중에 무슨 질문이 생겨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교과 관련된 질문

들밖에 없잖아 (..) 그래서 1번이 그거라서 나는 내가 읽어야 답이 나올 거

고 질문이고 뭘 노력을 해도 뭘 알아야 그리고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계속 읽으면서 메모해두고 그다음에 질문 챙기면 질문 생기면 그거 계속 

질문 확장해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해보라고 권하는 정도

(3차 심층 면담)

이처럼 윤교사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우회 전략이 

필요했다[그림 4-11].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대

학과 학과에 진학해야 한다. 또한 진학을 위해서 입시와 관련된 여러 과정

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민들레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상황에서,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각종 양식에 맞추어 학생 자신을 성공적

으로 어필하는 것이다. 학생 자신을 성공적으로 어필한다는 것은 ‘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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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를 잘 작성한다는 것이며, 대학에서 요구하는 ‘독서 목록’을 잘 

작성하고 성공적인 면접을 치르는 것이다. 이에 윤교사는 학생들에게 독서 

활동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기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학기술 관련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를 성

공적으로 치러야 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모집 전형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 등에 독서 활동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

하면서 학생들을 설득하였다.

[그림 4-11] 학생들을 독서 활동에 등록시키기 위한 우회 전략

윤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과 지인들에 받은 책, 헌책방에서 구입

한 책들을 담임반 교실로 가져왔다. 윤교사는 독서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책을 고르고 구매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 학생들 가

까이에 책을 두기 위해 자신이 구한 모든 책들을 교실 창가 창틀에 비치했

다[그림 4-12].

윤교사 : 내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책을 좀 많이 모았고, 지인들한테도 받

았고 헌책도 좀 많이 2월에 사가지고 지금 그냥 우리 반 교실 그 책 창가

에 창틀 위가 그냥 다 책이야.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골라 읽

어라.

(1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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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윤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교실 창틀에 비치된 도서

3) 등록

등록 단계에서 윤교사는‘카카오 프로젝트 100’이라는 휴대폰 어플리

케이션을 새로운 행위자를 끌어들였다[그림 4-13]. ‘카카오 프로젝트 

100’은 사용자의 꾸준한 습관 형성을 위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으로 특

정 기간 동안 교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윤교사는 이

것을 아침 독서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이처럼 윤교사는 학생들을 꾸준히 참여시키기 위해 ‘카카오 프로젝트 

100’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비인간을 끌어들였다. 매일매일

의 독서 인증 사항은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총 20명 중 몇명 인증’이라는 문구는 화면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었다. 

해당 날짜에 인증하면 파란색으로 ‘인증’이라고 쓰여진 마크가, 해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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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인증하면 ‘아쉽’이라는 마크가 학생들의 게시물에 나타났다. 학

생들이 모두 함께 꾸준히 인증했을 때 주어질 보상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파란색 인증 마크는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행위자였다.

[그림 4-13] ‘카카오 프로젝트 100’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생들의 독서 활동 인증

내용

해당 기업에서는 3주차에 해당 시점까지 꾸준히 인증한 프로젝트 그룹

에 대해 간식을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윤교사는 자체적으로 학급에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2주차에 학생들에게‘북 클립’을 보상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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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사 : 북 클립을 같이 사가지고 일주일 됐을 때 그거 줬고 보름 됐을 

때. 그게 북클립이 개수가 좀 많아서 하나씩 더 주고, 그리고 20일 때는 과

자를 주고 3주 이벤트 했거든요. 그래서 21일 차까지 인증 전부 다 한 사람

은 무조건 다. (카카오에서) 프링글스를 보내줬어.

(1차 심층 면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참여자의 수가 훨씬 많

았다. 윤교사는 어플리케이션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는 구글 클래스를 활용

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간인 

100일간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전체 1년을 놓고 보았을 때는 동기 부여하

는 일시적인‘이벤트’로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이벤트가 어플리케이션의 

구체적인 항목과 보상 체계로 구체화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아침 10분 독

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 중요한 행위자였음은 틀림없

다.

윤교사 : 한두 명보다는 훨씬 많았지. 앱 사용할 때는 확실히 많았고. 근

데 이제 그 앱이 100일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6월에 끝나서 그래서 그 뒤는 

이제 그 프로젝트 앱이 지금은 없어졌고 운영 안 하겠다고 해서 없어지고 

지금 이번 연도 애들이랑은 구클(구글 클래스)에다가 내가 매일 올리고 그

러니까 독서 인증하라고 과제를 매일 올리고 (..) 어제도 4명밖에 안했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올리고 있어.

(3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학생들이 아침 10분 독서 활동에 제시간에 와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 시간에 맞춰 오지 않는 학생들이 오후 청소를 담당하도록 학

급 규칙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규칙은 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매번 청소하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한번 늦은 학생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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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늦게 등교하였기 때문이다.

윤교사 :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책 읽는 그 10분에 맞춰서 와줬으면 해서 

우리 반은 50분 지각하는 애들이 청소를 했었기 때문에 청소하는 애들은 

그걸 청소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고 진짜.

(3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학생들이 주말에도 10분 독서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규칙

을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주말에도 똑같이 10분 독서 후, 인상 깊은 한문

장을 기록하거나 느낀 점을 쓰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이 수행평가 준비를 

해야하는 등 무리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 토요일, 일요일에는 책 대신 각각 

기사 읽기,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다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윤교사 : 주말은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은 이제 원래 올려달라고 했었는

데 지금까지 0명인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 그때가 월요일에 수학 수행평

가가 시험으로 있었는데 수학이 이번이 6단위거든 그래서 그날 하루 빼고

는 1명 보통 1명에서 6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 일요일은 유튜브 보고 

댓글 달고 토요일은 기사 읽고 댓글 다는 걸로 바꿔놨어.

(3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아침 10분 독서 활동을 학생들이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기위

해 꾸준히 올리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간식을 제공해주는 

등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윤교사 : 그래 가지고 지금 꾸준히 하는 애들 아닌 애들한테는 계속 가서 

찌르고 있지. 이렇게 어제 저녁에는 초코가 좋다는 아이에게 나에게 초코 

두유가 있다. 인증 3일하고 와라.

(3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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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아침 독서 활동에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10분’이라는 

학급 모든 구성원의 공통적인 시간이 확보되어야 했다. 윤교사는 조회 시

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회 시간은 출석 확인, 가정통

신문 배부, 시간표 변동사항 등 그날의 특별한 전달사항을 안내하는 시간

으로 사용된다. 즉 분명히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 시간인것이

다. 그럼에도 윤교사가 조회 시간을 독서 활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민들레 고등학교와 학생들의 특별한 물질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

다. 민들레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이 통학 시간의 부담이 적다. 이에 대부분 학생들의 출결 상황이 좋았다. 

또한 COVID-19로 인해 변화된 학교 상황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언제 어디

서나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었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윤교사는 조회 시간에 전달할 내용을 온라인상에‘오픈채팅방’이라는 형

태로 학생들을 하나의 채팅 그룹으로 만들어 전달사항이 생길 때마다 안

내하는 것으로 조회 시간을 대신할 수 있었다.

4) 동원

민들레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은 윤교사의 담임 학급에서 

아침마다 10분 동안 독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외부에

서 보았을 때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아침 시간 10분간의 ’독서 

활동’은 블랙박스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언제나 모

든 학생을 성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학 입시 면접을 준비하느라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윤교사 : 참여율이 그리고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하던 애들은 끝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또 이렇게 애들이 수능 준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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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 준비하거나 조졸(조기졸업)하는 애들 특히나 또 2학기 때 면접 준

비 시작하면서부터는

(3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프로젝트 100’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중단한 뒤로는‘구글 클래스’라는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상의 클래스로 엄연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

다. 다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했을 때만큼 많은 학생들이 독서 활동에 참

여하지는 않았다. 윤교사의 아침 독서 활동은 하나의 행위자가 되어 학급

의 일부 학생들을 학급 활동이 아닌 학년 전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독

서멘토링’이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3학년 학생이 총 17명인

데 그중 5명의 학생이 지난해 윤교사의 학급에서 아침 10분 독서 활동을 

수행했던 학생이었다. 

윤교사 : 이번 학기에 우리 반이었던 애들중에 독서멘토링 참여한 애들이 

3학년 17명 중에 작년 우리 반이 5명이야. 

(3차 심층 면담 이후 추가 유선 면담)

 

윤교사의 번역은 ‘2학년 7반의 아침 10분 독서 활동’으로 블랙박스

화 되었다. 윤교사가 동원한 여러 관심끌기 장치, 설득과 타협,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동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드

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블랙박스가 또 다른 네트워크로서 어떤 행위

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른 학급

의 담임교사 혹은 주변의 동료 교사들에게 있어 윤교사의 실행은 어떤 동

기 부여로 작용하거나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민

들레 고등학교 안의 어떤 담론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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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과학교사의 과학 수업 실행

이 장에서는 과학교사가 과학 수업을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과학 수업 사례를 통해 과학 수업 실행의 특징을 탐색할 것이다. 과

학교사는 자신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과학’이 

무엇이며,‘학생’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관련된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즉 과학이 무엇이고, 학생들이 어떤 존재이고, 학생들

이 과학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무엇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지 등 과

학교사의 나름의 해석에 기초해 과학 수업의 목표가 설정되고, 실제 과학 

수업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 교사가 ‘과학’,‘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학 수업을 무엇

이라고 번역하는지, 번역에 의해 구축된 세 교사의 과학 수업 행위자-네트

워크의 모습은 어떠한지, 세 교사는 어떤 번역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다음 과학교사의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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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김교사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

1. 김교사의 과학 수업 번역

김교사는 “과학적인 걸 하고 싶어서” 과학중점학교로 부임해왔다. 김

교사는 학생들의‘미래 이공계 전공 과정 준비’를 위한 과학 수업을 추

구하고, 여러 방면에서 수행해왔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는 동안에는 한 

학기 동안 5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고급화학 방과 후 실험’, 한 

학기 내내 진행되는 ‘화학 1’ 수업에서 그러한 과학 수업의 실행과정을 

볼 수 있었다. 

- 과학 : 김교사는 과학의 본성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

다. 과학지식의 잠정적 측면,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과

학자들의 논쟁과 협업을 통한 합의된 지식이라는 것,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한다는 것, 기존 과학이론이 뒤집히기도 한다는 것 등 김교사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재학시절 배웠던 내용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었다.

김교사 : 그래서 잠정성 얘기하고 실제 실험 결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것

과 과학자들과 논쟁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서 합의된 지식이다라는 거. 그래

서 기술에 발달과 함께 한다라는 거. 뭐 그래서 기존 과학 이론 뒤집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전형적인 내용이잖아요. 과학사 우리가 대학교 때 

배울 때. 대학교 때 배울 때 제일 처음 이거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동설 천

동설 얘기하거나 그렇죠. 

(1차 심층 면담)

김교사는 실험 등 과학자들의 실행과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종종 언급

하였는데, 눈에 띄는 점은 김교사가 과학자의 실행을 설명하는 용어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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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고안”,“약속”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었다. 김교사의 수업에서는 과학자가 자연계의 실재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

라, 그러한 발견을 위한 새롭고, 디테일한 기술적 배치를 개발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화학 수업에서 다양한 용어와 개념 정의를 설명할 때는 

과학자들이 나름의 합의 과정을 통해 개념을“약속”하여 정의한다는 점

이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김교사의 화학 실험 수업에서 과학적 실행은 

과학자들이 창안해낸 다양한 기술적 배치(assemblage)를 재현하여 실험 결

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종합하자면 김교사의 과학 수업에서

는 과학자가 과학적 실행을 통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나 자연적 실

재를 발견해낸다는 실재론적인 입장보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이 더욱 강하

게 드러났다. 

김교사 :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예요. 두 금속의 반응성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이 둘의 물리적 격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중략) 이

게 화학전지의 기본 컨셉이고, 최초의 이탈리아 과학자 볼타가요 요컨셉. 

용액에다 두 금속을 담그는 요 컨셉으로 최초의 화학전지를 개발해요. 그때 

사용한 금속이 누구였냐면? 누구였대요? 아연이랑 구리였대요.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5주차 수업중)

“양자역학적 결과에 따르면 원자핵에서 무한히 떨어진 곳에서도 전자 

발견 확률은 0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오비탈의 경계를 어떻게 약

속하였는가?”

(2학년 화학1_학습활동지 14번)

김교사에게 있어 과학 혹은 현대의 과학의 이미지는 화학적 합성을 통

해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것처럼 화학이라는 학문적 토대를 통해 새로운 것

을 개발해내는 것과 연결된다. 김교사는 우리나라의 과거 한약학적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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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 지식 혹은 현대 과학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이미지로 언급하기

도 하였다. 

김교사 :　최초의 우리 진통 해열제라고 하는 아스피린도 1899년도에 이

제 시판이 됐죠.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때는 우리 고종 할아버지가 이

제 황제로 있을 때 우리 탕약 지어 먹던 시절에 서양에서는 알약을 이렇게 

합성 반응을 유기합성 반응을 통해서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열제

를 먹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지.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2주차 수업 중)

- 학생 : 김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미래에 이공계 분

야로 진학할 학생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향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해야 할 활동, 읽어야 할 전공 서적과 현재 하

는 활동이 관련 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김교사 : 이해안되는 것 질문해봐. 너희 앞으로 대학가면 이런 책 읽어야 

되는데 (...) 전공서에 이렇게 써있어요.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5주차 수업 중)

김교사는 화학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화학이라는 

학문을 지속적으로 배워나간다고 가정하였을 때, 화학Ⅰ 수업 시간은 전공

으로서 화학을 처음 접하는 시기라고 보았다. 이에 김교사는 화학Ⅰ 시간

에 학생들에게 화학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책무성을 느끼고 

있었다. 

김교사 : 화학1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엄밀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해

요. (...)‘자연과학 그러니까 이공계를　갈 너희들에게 화학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야. 전공적인 의미에 화학을 처음 접하는 건 화학 1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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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역할이야. 그

랬을 때 내가 책임감을 느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1차 심층 면담)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 석사, 박사가 되었을 때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 등을 수업을 통해 경험시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교사 :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제가 이과반 애들 과중반 애들을 가

르치다 보니까 얘네들은 약간 전공적인 의미의 화학으로서 접근하기를 바

라는 건 있어요. (...) 애들이 대학교 갔을 때 하는 실험 연구원 석사 박사가 

됐을 때 하게 되는 연구소의 실험도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2차 심층 면담)

또한 김교사는 개나리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 과학중점학교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과학 실험을 경험하고 싶어하며, 더 많

이 스스로 조작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한다고 보았다. 

김교사 : 과중이다보니까 과중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약간 

그런 목마름이 다 있어요. 더 새로운 실험을 경험해보고 싶고 더 많이 본인

이 스스로 조작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걸 하고 싶어해요. 애들이.

(2차 심층 면담) 

이 같은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은 현재 김교사가 소속된 학교가 과학

중점고등학교라는 정책적 맥락과도 깊이 관련된다. 김교사는 개나리 고등

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당시의 과학

을 가르치는 목표와 현재 과학을 가르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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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김교사가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에는 과학을 일종의 교양으로 여겼으

며, 과학 학습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길러주는 것

을 목표로 삼았음을 언급하였다. 김교사는 당시 자신은 학생들이 주변의 

자연 현상들을 보고 과학적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였다고 했다. 나아가 그러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을 기르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김교사 : 중학교 때는 정말 교양으로서의 강을 보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

점을 길러주는게 저의 목표였어요. (...) 학생들이 태어나서 나무에 대해 가

지고 있는 학생들만의 선개념이 있는데 식물 단원을 배웠을 때 과학적 개

념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나무를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길 

원했던 거야.‘저 초록색이 보이는 이유는 엽록소 때문이고 그 안에서는 광

합성이 일어나서 영양분을 만들고 있을 거야’ 라고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

런? 그러면 정말 그걸 배운 학생과 모르는 학생이 나무를 똑같이 바라봤을 

때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얻기 위한 과학이었어

요. (사고할 수 있는?) 그렇죠.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내 주변. 왜냐하면 인

간은 자연을 접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니까. 그러면 애들이 과학적인 사

고와 이런걸 자연을 접하는 눈을 길렀을 때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어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도 다 이런 걸 원했던 거

죠.

 (2차 심층 면담)

김교사는 현재 과학중점학교라는 맥락에서 과학, 학생에 대해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김교사는 과학중점학교에서는 어떤 다른 

수업보다‘실험 수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화학 실험 위주

의‘고급 화학 실험 방과 후 수업’을 매 학기 개설하여 수행하거나, 평상

시 화학 Ⅰ 수업에서도 동료 화학 교사들에 비해 더욱 많은 실험 실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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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즉 김교사의 화학 수업은 화학 실험과 같은 과학적 실행이 강

조되는‘미래 이공계 전공 준비를 위해 과학적 실행(실험)과 이론에 과학 

이론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수업’으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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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사례 : 김교사의 화학 수업

앞서 김교사의 과학, 실험, 과학자, 학생에 대한 나름의 정체성 규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김교사는 그러한 정체성 규정을 바탕으로 과학중

점 고등학교에서 수행하는 화학 수업을 ‘미래 이공계 전공 준비를 위해 

과학적 실행(실험)과 이론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수업’으로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김교사에 의해 번역된 과학 수업 행위자-네트워크의 모습과 김

교사가 사용한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서의 과학 수업

 김교사가 생각하는 ‘미래 이공계 전공 준비를 위해 과학적 실행(실

험)과 이론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수업’이 성공적인 네트워크의 건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 김교사의 화학 수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물질적 네트워크

로서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과 함께 구성된 것이었다[그림 5-1].

[그림 5-1] 김교사의 과학 수업 행위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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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실험실의 사물들과 함께 구성된다.

김교사의 고급 화학 실험 방과 후 수업은 매시간 화학 실험실에서 이루

어진다. 화학 실험을 통해 탐구하는 대상은 분자 수준에서 존재하므로 화

학 반응의 과정이나 결과는 대부분 비가시적이다. 즉 화학 반응 과정이나 

결과는 분자 수준에서 분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기보다 여러 지시약을 통해 화학 반응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고, 측정 도구들을 통해 인식되고, 수치화되고 가시화된다. 따라

서 대부분의 화학 실험에서는 화학 반응을 색, 질량, 온도 변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 ‘저울’,‘온도계’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화학 실험에서 다루는 여러 화학 물질들은 일상생활에

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는 물질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인체에 유해한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화학 실험용 후드’와 같은 실험실 설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김교사의 수업에서는 실험과 관련된 여러 물질들 예컨대 약품, 환기 장

치 등의 부재로 인해 김교사가 화학 실험 방과 후 수업에서 의도한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실험의 주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

였다. 김교사가 담당하는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수업은 과학중점학교 예

산 지원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들이 수업료를 부담한다. 이에 김교사는 학생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

는 만큼 고급 화학 실험 방과 후 수업에서 다루는 실험은 학교에서 일상적

으로 배우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김교사는 

고급 실험 방과 후 수업에서 실험은 대학 “일반화학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학생들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실험들이라는 점을 언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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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 : 실험이 애들 입장에서는 2만원이나 내고 하는 건데, 뭔가 학교

에서 배우는거 똑같은 거를 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화학 수준에

서 애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실험이예요.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1주차 수업 시작 전 면담)

김교사는 당초 자신이 사범대학 재학시절 경험했던 페놀계 화합물을 

활용한 유기화학 실험을 고급 화학 실험 방과 후에 포함하고자 의도했었

다. 하지만 김교사는 개나리 고등학교 화학 실험실의 실험용 후드 장치 설

비를 확인한 뒤 페놀계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실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후드의 개수가 학생들이 모두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았

고, 사용이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유기합성 화학 

실험 수업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행되는‘아스피린’ 합성 실

험으로 대체되었다.

김교사는 대학생 시절 일반화학 실험에서 페놀계 화합물을 다루어본 

경험 즉 직접 후드 장치를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유기 화합물을 합성하

는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다. 잠시 ANT의 관점을 내려놓고 전통적인 교사 

전문성 관점에서 본다면 김교사는 해당 실험을 학생과 함께 수행하고 지

도하기 위한 관련 화학 지식, 실험 수행 기능, 일종의 실천적 지식 등을 가

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나리 고등학교의 화학 실험실에 실험 수

행을 위한 완벽한 후드 설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김교사는 

계획한대로 학생들과 함께 해당 실험을 수행하고 지도하였을 것이다. 하지

만 실제로 김교사가 의도한 유기합성 실험은 실행되지 못했다. 단지 실험

에 필요한 후드 설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교사

의 과학 번역, 의도가 실제 과학 수업의 모습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자와 함께 물질, 비인간 행위자들도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Latour(1987)는 일찍이 과학자들의 과학 활동

이 수많은 기계, 도구와 씨름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세히 기술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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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실험은 실제 과학자들의 실험만큼 복

잡하지도 않으며, 이미 알려진 실험을 재현해보는 정도에 가깝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화학 실험일지라도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

질들이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교사 : 유기 화학의 꽃은 유기 화학의 꽃은 사실 합성이야. 그래서 어

떤 합성을 할까?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메틸오렌지를 해볼까 메

틸 오렌지 지시약도 원래 유기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 (...) 

좀 위험한 게 페놀계의 이런 화합물들을 써야되는데, 이것들이 다 사실은 

발암물질이고 휘발성이 강해서 사실 후드에서 다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후드는 알다시피 저 끝에 지금 하나가 있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고민

을 하다가 난 사실 그걸 하고 싶었어.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현

실상 어렵겠다.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하고 쉬운 그냥 하던 거 하자. 간단

하고 쉬운 아스피린 하자. 만만한 거 하자.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합성실험)

을 할 거고요.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2주차 수업 중)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실험을 위한 기구와 함께 화학 실험에서는 실험 약

품의 수급 역시 실험 주제의 선정과 실행에 있어 중요했다. 교사가 의도한 

5주간의 실험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각 실험에서 사용되는 실험 약품이 

해당 날짜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했다. 김교사의 화학 실험에서 사

용될 실험 약품의 수급은 개나리 고등학교의 주 거래 업체인 실험 약품 판

매 업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달려있었다. 학교에서 필요한 실험 약품을 구

매하는 실험 약품 판매 업체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업체이다. 따라서 

반복적인 수요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된 실험 약품들의 수량과 종류를 마

련하여 공급에 대비할 것이다. 이에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대체로 사용하

지 않는 약품을 주문할 경우 약품의 공급까지 더 많은 시일이 걸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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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과학교사가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필요한 약품을 찾아서 구매해야 한다. 

김교사 : 산염기 적정에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을 쓰려고 그래서 저번

주에 시약장을 열었더니 페놀프탈레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다 달라고 했

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약국 사장님이 오셔서는‘페놀프탈레인 재고가 없

어서 다 떨어졌어요. 내일 갖다 줄게요.’이랬대. 그런데 우리 오늘 방과 후

를 해야 하잖아. 그걸 내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다른 시약을 사용할 수 없는 실험이었어요. 그거는 

꼭 페놀프탈레인을 써야되기 때문에 좀 미루고. 원래 네 번째 하려고 했던 

물리화학 실험을 먼저 할 거예요 알겠죠.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1주차 수업 중)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 실험 약품이나, 설비 등이 준비되지 않

아 김교사가 의도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지만, 김

교사는 개나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물리적인 실험 기구나 환경”

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험 수업에 차질을 겪었던 적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

였다. 김교사의 화학 수업은 과학중점학교라는 정책과도 연결되어 다양한 

실험을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정책과 연결

되지 않은 보통의 학교에서는 실험 기구, 설비, 약품 등의 수급이 원활하

지 않기 때문에 실험 수업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

작해 볼 수 있다.

김교사 : 이제 그렇게 외부대회에 내보내는 거에 열중했다 했잖아요. 그

런 실험들은 대부분 되게 되게 디테일한 진짜 대학교에서나 랩실에서나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애들을 소스를 줘서 시키니까. 그게 받쳐줘야지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예산으로 많이 사는 게 있어서 내가 뭔가 ‘이런 실험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뭔가 물리적인 실험 기구나 환경이 뒷받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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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차 심층 면담)

한편 교사의 의도대로 실험 기구와 약품 등이 동원되어 실험 수업이 진

행되더라도, 화학 실험 수업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실험 도구, 약품

들과 함께 씨름하는 과정이었다. 여러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

학 실험을 제한된 시간 안에 끝마치려면 사소한 단계여도 실험 기구가 의

도대로 작동해주어야 했다.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3주차 수업에서는 특

히 학생들이 실험 도구와 씨름하는 경우가 많이 포착되었다.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3주차 수업의 주제는 ‘적정(titration)’이었고, 필요한 실험 도

구는 교반기, 플라스크, 피펫, 뷰렛, 클램프, 막자, 깔대기 등이었다. 이때 

학생들이 다양한 지시약을 사용하는데, 지시약별로 스포이드를 다르게 사

용하는데 모둠별로 여러 개의 스포이드를 사용하다보니 스포이드가 부족

해서 몇몇 학생들의 실험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어떤 학생은 클램프에 고

정한 피펫이 학생 자신의 키보다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눈금을 읽는데 어

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어떤 학생은 용액을 고르게 섞기 위해 교반기를 사

용하는데 교반기 안의 마그네틱 바가 제 위치로 움직여지지 않아 한참을 

씨름하다가“나 안해”라면서 포기하기도 하였다. 한 학생은 뷰렛에 시약

을 넣었는데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시약이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김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실험 기구를 더 구비할 것을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김교사 : 학교에 기구를 더 잘 사달라고 해야겠네.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급 3주차 수업 중)

이처럼 김교사의 이공계 전공 준비를 위한 화학 실험 수업은 교사가 수

업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험 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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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설비 등 물질의 동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김교사의 화학 

실험 수업은 과학중점학교라는 정책(예산)과 연결되어있어 실험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이 비교적 잘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과학 실무사와 함께 구성된다.

김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과학중점고등학교 정책 예산으로 ‘과학실

무사’를 매해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실무사는 과학교

과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실험기구, 약품 구입, 실험 세팅의 

등 실험 수업과 관련된 업무도 포함된다. 김교사의 경우 과학실무사의 지

원을 받아 실험 수업과 관련된 업무를 상당 부분 경감하고 있었다. 또한 

김교사보다 오랜 기간 개나리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과학실무사는 실험 기

구의 위치 등 실험실에 대해 더욱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김교사가 실험 수

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 

김교사 : 기본적으로 공문 처리를 하시지만 우리가 과중이라 (다른 학교

에는) 과학실무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있었는데. 저희는 과중이어

서 계속 예산 받아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내려

오는 거죠. 그래서 실험 기구 세팅, 그리고 제가 말씀만 드리면 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치우지 않아도 정리까지 다 해

주시고 기구나 뭐 시약 같은 거 살 때도 제가 그냥 전화해서 말씀만 드리

면 돼요. 뭐 ‘염산 뭐 수산화나트륨 얼마 사주세요’ 그러면 다음 ‘언제 

하실 거냐’. 그럼 ‘언제까지 사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그게 너무 편

해요. 이전 학교에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가 다 사고 내가 다 세팅하고 

다.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1주차 수업 후 면담)

다른 수업 형태에 비해 실험실 수업은 과학교사와 학생들의 신체적 활



- 163 -

동을 더욱 필요로 한다. 과학교사는 실험 기구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험 기구를 운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일부 실

험 기구와 약품들은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과학실에 준비되어야 

한다. 즉 화학 실험이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시

간외에 부족한 실험 기구 구입을 위한 검색 시간, 예산 지출 품의를 올리

기 위한 행정 업무 시간, 그렇게 구입한 실험 기구를 실험실에 매시간 세

팅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수많은 준비 과정들을 과학실무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김교사는 실험 수업

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개나리 고등학교

로 부임하기 전 혁신중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실험을 한번 하기 위해 준비

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실험 기구를 세팅하고 정리하는 모든 

활동이 부담스러워 결국 실험을 잘 “안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김교사 :　제가 혁신중에서 실험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좀 실험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준비 다 하고 내가 심지어 실험 기구도 없어서 내가 품의

해서 다 사놔야 되고 해놔야 되고 세팅. 

(2차 심층 면담)

또한 중학교 근무 당시 실험 기구와 장비들을 세팅하고 정리하는 일이 

신체적 노동을 수반하는데 현재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중학교 

학생들이 실험기구를 다루는 것에 미숙하여 더욱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

하였다.

김교사 : 그리고 또 이제 중학생 애들이다 보니까 세팅도 내가 해줘야 되

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세팅해놓고 치우는 것까지 내 일이야. 중학교도 과학

부장이라고 도우미들 한 명씩 임명해놓잖아요. 각 반의 도우미들 한번 점 

시간에 다 싹 불러서 한꺼번에 치우는 이렇게까지도 해봤어요. (...)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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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하지 않으면 이게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2차 심층 면담)

- 학생과 함께 구성된다.

물질들이 완벽히 동원된 수업이라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과학 수업을 실행하는 핵심 행위자인 

교사는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 성공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나름의 관심끌

기를 시도해야 한다. 김교사가 담당하는‘화학Ⅰ’수업의 경우 정규 교과

이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선택하여 수강한다.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수업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수업

이므로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다. 또한 방과 

후 선택 수업은 과학중점학교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만, 일부 수

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수

업을 선택해야 한다. 즉 학생의 선택에 더해 학부모가 수업에 취지에 공감

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수업인 셈이다. 

김교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급 화학 실험 수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기록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활동 내용은 대

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교사 : 사실은 애들이 대부분 동기 부여는 그거예요. 이게 하면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들어가요. 저희가 내부 결제를 

내서 하는거라서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못해요.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1주차 수업 전 면담)

그밖에도 김교사의 화학 수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김교사는 해마다 화학 수업이 어려워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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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중점학교인 개나리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전체적인 학생수의 감소 문제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교통 노선이 잘 발달되어있지 않아 과학에 흥미가 있고, 적극적으로 과학 

수업 활동에 참여할 의욕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가까운 과학중점고인 

개나리 고등학교로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집 근처 일반고등학교로 진

학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교사 : 과학 수업에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실하게 미치고 있어

요. 올해는 더 최악인 애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특정 반에서의 수업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슈에요. 지금 3, 4월 달에. 

벌써 교권 보호 위원회도 열리고 선생님 막 병가 들어가고 그 반 수업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과학중점학교고 우리가 절반 8개 반 중에 절반이 과중반(과학중점반)이 될 

정도고. 그 정도 이렇게 수업이 힘들게 될 정도의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이

렇게까지 입학 점수가 낮아지고, 결국 우리 학교가 미달이어서 내신이 100

도 안 되는 애가 막 2~3명씩 더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두 가지. 학생 수의 감소 근데 학생 수의 감소 때문에 우리가 

그 교통이나 이런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엄청나게 치명적이

라고 생각해요.

(3차 심층 면담)

- 혁신학교 정책과 함께 구성된다. 

김교사가 근무하는 개나리 고등학교는 혁신학교의 예산을 지원받는 혁

신학교이기도 하다. 김교사에 따르면 개나리 고등학교는 혁신학교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기 어려울 만큼 혁신학교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잘 실천되지 

않았다. 김교사는 개나리 고등학교에 부임하기 전 혁신중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혁신학교의 교육 철학과 방법에 깊이 공감하였기에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배움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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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 

- 김교사가 만든 활동지와 함께 구성된다. 

김교사는 매 차시 자신이 제작한 화학 수업 활동지를 사용하여 수업을 

실행하였다[그림 5-2]. 김교사의 활동지에는 김교사가 과학을 바라보는 관

점과 과학의 본성과 같은 내용을 다루려는 의도가 기입되었다. 활동지에는 

각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 페이지가 기입되어 있고, 학생들이 해나갈 일련

의 학습활동이 일련의 문제들로 제시되었다. 김교사의 활동지는 김교사의 

화학 수업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고 지속되게 하는 주요한 행위자였으며, 자

신만의 활동지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번역 전략이었다. 

[그림 5-2] 김교사의 화학 수업 활동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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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수업 행위자-네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한 김교사의 번역 전략

- 번역 전략 1 : 활동지 만들기 

김교사는 기입을 통해 자신이 의도한 수업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

었다. 김교사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다양한‘활동지’는 단순한 학습 내용

의 요약으로만 볼 수 없었다. 김교사의 활동지는 김교사의 과학, 수업에 

대한 관점이 물질화된 ‘기입’의 형태로 변환된 인공물이었다. 이러한 활

동지는 김교사의 과학 수업을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장치로 작동

하였다. 즉 김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과학과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을 통

한 과학 수업의 의도와 목적은 ‘활동지’라는 물질에 담김으로써 시간적

으로 더욱 지속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또한 김교사의 활동

지는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불변의 가동물’로 존재하며 공간적 지

속성을 획득하였다. 즉 김교사의 활동지는 여러 해에 걸쳐 다른 과학교사

들에게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김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다른 동

료 교사들이 과학 수업에서 다루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행위자로서 

행위하였다.

a. 과학 수업에서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의 내용을 다루려는 의

도는 학습지의 특정한 질문에 위임 

김교사는 평소에 과학사를 통해 과학의 본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김교사는 화학Ⅰ 수업에서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과학자의 일화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과학의 본성

과 관련된 내용을 종종 다루었다. 한 예로 화학Ⅰ 수업에서 주기율표를 처

음 다루면서 멘델레예프라는 학자와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김교사가 멘델레예프라는 과학자에 대해 설명하는 관점에는 과학

자 사회의 정치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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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화학Ⅰ 수업에서) 그 멘델레예프 얘기 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노벨상 못받아가지고 그거 얘기하면서 인상 깊었던게 ‘이건 좀 정치적

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하면서 얘기 하셨잖아요. 그 기존의 학계에서 뭐 

이 사람이 다른나라 사람이고.

김교사 : 인정받지 못했어요. 러시아에서 변방 취급받고. 

연구자 : 이런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사를 도입할 때 보통 교

사들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도입을 하잖아요. 흥미를 위해서도 하고 아니면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게 있고 교사가 근데 선생님의 의도

가 궁금했어요. 

김교사 : 저는 과학의 본성을 과학사로 많이 접근해요. 과학의 본성. (...) 

과학이 뭔데? 과학을 왜 배우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학적인 시각을 

갖춰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학적 과학의 눈으로 자연

을 바라볼 때 본성을 같이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아요? 본성을 생각하지 

않고 과학을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가

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2차 심층 면담)

또 다른 사례로 김교사는 통합과학 교과 1단원의 우주론 관련 내용을 

다룰 때 교과서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지필평가에서도 다루지 않지만 

‘과학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다. 

김교사 : 통합과학 1단원이 이제 그거잖아요. (...) 과학사 내용이 나와요 

지구 과학에. 그런 것만 나오면 나는 무조건 과학사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야되지. 대다수의 과학교사는 그거를 굳이 수업에서 왜? 

그 다음에 책에도 나오지 않고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1차 심층 면담)

김교사는 그러한 의도를 활동지의 특정한 질문에 위임하였다.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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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점은 정상 우주론의 내용과 빅뱅 우주론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었

다. 김교사는 각 이론의 비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추가적으로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을 활동지에 ‘(4) 우주론이라는 과학이론이 확립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이론의 특성을 있는 대로 찾아보

자.’라는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다른 과학교사들에게 제공할 교사용 활동

지에는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지만, 과학사 내용이니 과학이론의 특성을 

알아보는 수준에서 자유롭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적은 내용 

이외에도 아이들 입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

는 메모를 추가하였다[그림 5-3]. 

[그림 5-3] 김교사가 작성한 ‘통합과학’ 교사용 활동지(우주론 관련 부분)

김교사는 학생들에게도 해당 내용이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과학의 본성 관련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랐다. 

김교사 :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비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4번 질문을 넣었죠. 우주론이라는 과학이

론이 확립되기까지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이론의 특성이 뭘까? 그

래서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왜냐하면 이 교

사용으로 이제 뿌려야 되니까. (...) 애들한테 애초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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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라고 얘기했고 좀 본성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넣어 놓고. 

(1차 심층 면담)

 

고등학교에서 학습 수가 적은 경우 한 명의 과학교사가 하나의 과학 교

과 즉 한 학년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

학교에서는 학급 수, 단위 수 등을 고려해 과학교사들의 시수 배분의 균등

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은 한 교사가 1~3 과목을 담당하게 된다. 즉 한 

학년을 여러 명의 교사가 반별로 쪼개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학습 내용이나 활동, 평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

해 교과협의회가 이루어진다. 교과협의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논의 사항은 

보통 학습자료인‘학습지’제작이나 평가 문항 출제와 관련해 역할을 분

담하는 것이다. 김교사의 경우 ‘통합과학’ 교과에서 1단원과 관련된 학

습자료 제작을 담당하였다. 당시에는 COVID-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어서 동영상 자료, 학습지를 제작하는 것

이 교사들의 주된 역할이었다. 이때 김교사가 과학사를 통해 과학의 본성

을 다루고자 하는 의도는 ‘4번 질문’에 위임되었고, 이‘4번 질문’은 

김교사의 수업에서 교과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과학의 본성, 과학사 

내용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행위하는 행위자였다. 

김교사 : 이제 제가 1단원을 맡다 보니까 활동지를 제가 만들었어야 되잖

아요. 제가 전담하니까. 동영상도 제가 만들고 활동지를 내가 만들고 나머

지 선생님들이 온라인에 쓰시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저는 과학사를 넣

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걸로 보자 (PC 화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내가 활동지 만들고 내가 그냥 동영상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따라 오

셨어요.

(1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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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번 질문’은 김교사의 과학 수업을 떠나 멀리서 작용하는 불변

의 가동물이 되어 수년 동안 김교사의 동료 과학교사들의 수업에서 과학

의 본성 내용을 다루도록 행위하였다. 2020년 당시에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처음 경험하는 교사가 

대부분이어서 교사의 수업 준비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두 명의 과학교

사가 학습 활동지 제작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학습지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

이었다. 하지만 김교사가 만든 ‘통합과학’활동지는 그 다음해인 2021년, 

올해인 2022년에도 ‘통합과학’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제가 그때 만들어 놓은 활동지를 2021년도에 전 통합과학 안 들어가는데

도 ‘이미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 그냥 이대로 해’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제 활동지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안 빼고 하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그때 당시에 과

학선생님이 4명이었는데 4명이다 수업을 하는거예요. 근데 올해 통합과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세상에 2년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걸 키고 있는거야. 

(...) 내가 이걸 2년 전에 내가 만든 영상 내가 만든 활동지 올해도 그대로 

올라가고 있다고.

(3차 심층 면담)

결과적으로 김교사의 활동지는 김교사의 수업 의도를 위임받은 하나의 

행위자로 행위하여 다른 동료 교사로 하여금 통합과학 수업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만들었다. 김교사의 의도는 ‘4번 질문’이

라는 기입이 되어 안정성과 가동성을 획득하여 멀리 이동하였고, 다른 과

학교사들의 수업에서도 김교사의 의도가 실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

례는 김교사의 활동지 제작과 사용 Law(1992)가 언급한 오래 지속될 수 있

는 네트워크는 사물과 함께 만들어진다는 ‘시간적 지속성’, 공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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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이동성’과 관련된 번역 전략의 측면을 잘 보여준다.

b. 김교사의 과학에 대한 관점은 학습지에 포함된 ‘서술어’, ‘개념 

용어’ 등으로 기입 

김교사가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은 김교사가 

사용하는 학습지에 포함된 설명방식, 서술어, 개념 용어 등으로 기입되었

다. 김교사가 사용하는 화학Ⅰ 교과서의‘1.원자의 구조와 현대 모형 1) 원

자는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까?’단원의 일부 내용이 교과서 상에서 

표현된 방식과 김교사의 활동지에서 표현된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돌턴

의 원자설’ 관련 내용은 교과서 상에는 “돌턴의 이론”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었으며, 현대의 원자 이론에 기여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그림 5-2].

[그림 5-4] 김교사가 사용하는 화학Ⅰ 교과서-‘돌턴의 원자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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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교사의 화학Ⅰ수업에서 사용하는 10번(10번째) 학습 활동지에서

는 해당 내용을 1번 문항에서 다루었다[그림 5-5]. 김교사는 학생들이 

‘돌턴의 원자설’과 관련된 교과서 탐구 활동 내용을 읽고 돌턴이 “상

상했던”원자의 모습과 특징을 적어보도록 문항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과학이론이 과학자의‘상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김교사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5-5] 김교사의 화학Ⅰ교과 학습 활동지 1번 문항 일부

또한 교과서에는 오비탈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특정 위치에서 전자

가 존재할 확률로 나타내는데, 이를 오비탈이라고 한다. (...) 그러나 핵에

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의 경계와 크기를 정확하게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는 곳을 경계면으로 하여 오비탈을 나타낸다.’로 

기술되어 있었다. 이와는 달리 김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양자역학적 결과에 따르면 원자핵에서 무한히 떨어진 곳에서도 전자 

발견 확률은 0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오비탈의 경계를 어떻게 약

속하였는가?’

(2학년 화학1 학습활동지(14) 중)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교사의 학습지에는 



- 174 -

‘과학자’들의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새롭게 서술되어 있었다. 과학

적 실행에 대한 김교사의 관점이 학습지 상에 사용된 몇몇 개념 용어들로 

기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김교사의 모든 활동지의 모든 문항과 서

술이 김교사가 생각하는‘과학의 본성’측면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드

러내고 있지는 않았다. 김교사는 일부 내용에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표현들을 통해 과학적 실행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일부 내용에서는 

교과서의 서술과 일치하도록 활동지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c. 김교사의 실험 수업 절차와 목적은 활동지의‘구조’와‘형식’에 

기입 

김교사는 실험 수업 활동지를 구성할 때 ‘이론-실험-고찰’이라는 구

조로 활동지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김교사의 ‘고급 화학 실험 방과후 수

업’을 언제나 일관된 절차로 실행되었다. 수업이 시작되면 실험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는 강의를 10~20분 정도 진행하고,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하는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나머지 10-30분은 보고서 작성시

간이었다. 이때 김교사의 화학 실험 수업에서 학생들의 실험수행 목적은 

참값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값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실험에서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오차가 왜 이렇게 나왔는

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김교사는 그러한 생각을 학생들이 

작성하는 활동지의 구조를 통해 구현하였다[그림 5-6]. 

김교사 : 과학에서 참값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나요? (그거야 어렵죠.) 절

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참값에 가까워지는 건 중요하잖아

요. 그러니까 오차를 생각하고 오차의 이유를 생각. 그다음 연구에서 내가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참값과 얼마

나 가까워졌는지를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참값과 다르

다’라는 걸 인지하고 왜 다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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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험 과정에서 문제였을까. 설계부터 문제였을까? 조작의 문제였을까 이

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고찰이나 이

런 거 실험하고 나서 시킬 때 그 질문을 꼭 넣고.

(2차 심층 면담)

[그림 5-6] 김교사의 화학 실험 보고서 양식(일부)

김교사는 활동지를 정답을 찾아 써넣는“단어 넣기”형태가 아닌 학생

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여 적을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하

였다. 활동지의 형식은 교사의 수업 목적을 대변하는 기입으로 볼 수 있

다. 김교사의 줄글 위주로 작성하도록 구성된 활동지는‘배움 중심 수업’

이라는 혁신학교 철학에 따른 것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

성하면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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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김교사의 기입은 학생들의 화학 실험에 대한 생각, 태도에 영향

을 주려는 의도가 위임된 하나의 행위자였다. 다만 언제나 김교사가 의도

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연구자가 관찰한 몇 차례의 실험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실험 결과를 다른 학생들의 실험 결과와 계속해서 

비교한 뒤, 대다수의 학생들과 비슷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실험 결

과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결국 실험을 다시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실험 

활동에서 정답을 찾는 것에 몰두 하기도 하였다.

김교사 : 아이들이 수능이나 이런 점수 서열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굉장히 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지를 제가 배

움 중심 수업으로 주잖아요. 제 활동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 넣기’

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 과학에서의 솔직성이라고 하는 철학을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지도도 그런 거고 아이들이 너무 정답을 쓰는 거에 강박이 있

고 그렇게 되면 조작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정답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저는 되게 얘기 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 평가 기

준에 절대 넣지 않아요. 그래서.

- 번역 전략 2 : 학생들의 이해관계와 목표를 뒤섞기(reshuffiling)

Latour(1987)는 번역 전략으로 ‘이해관계와 목표를 뒤섞기’를 제시하

였다.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명시적’일 경우 오히려 협상의 여지

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교사는 학생들의 목표의 위치를 이동하여 새로운 

목표를 고안하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그룹을 조성하면서 이해관계와 목표

를 뒤섞었다. 김교사의  화학 수업 목표는 미래 이공계 전공 분야로 진학

할 학생들이 기본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

이 과학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랐고, 과학 실험에서 여러 기능을 습

득하고, 과학이론들을 학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김교사는 자신이 생각하

는 수업의 근본적인 목표를 직접 언급하면서 주로 학생들을 화학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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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이기보다는 화학 수업의 목표를 대학 입시라는 새로운 행위자와 결

부시켜 학생들의 목표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학생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결

부된 학생기록부, 지필평가 등의 비인간들이 하나의 새로운 그룹으로 조성

되었고, 김교사는 그것을 자신의 화학 수업과 끊임없이 연결하면서, 학생

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화학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김교사 : 선생님 나중에 생기부 다 쓰면 다시 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

고 선생님이 생기부 써야되서 갖고 있는 거야.

(방과 후 고급 화학 실험 3주차 수업 중)

또한 김교사는 화학Ⅰ 수업에서 지필평가 난이도와 관련된 안내 또는 

현재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형태로 지필평가에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하도록 했다. 

김교사 : 이 정도 난이도가 시험에 나와요. 이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요? (...) 할 수 있어 얘들아 지금 알았으니까 시험문제 맞추면 되지. 벌써부

터 포기하면 안돼. (...) 이거 해놓고 양적 관계 물어볼 수 있겠지. 다양하게 

문제는 나올 수 있어.

(2학년 7반 화학Ⅰ 수업 중) 

이처럼 김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나름 대로 규

정하여 화학 실험수업 중간에도 학생들이 작성하는 보고서 등이‘생활기

록부’에 기록된다는 것, 활동지의 특정한 문항과 유사한 문항들이 지필평

가 문항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김교사가 성공적인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가진 학생들의 이해관계와 자신이 화학 수업의 목표를 

뒤섞고, 학생들을 화학 수업에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자신의 과학 수업 네

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한 일종의 번역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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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교사의 과학 수업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계

매 수업에 앞서 김교사는 과학 수업에 대한 나름의 ‘번역본’을 가지

고 있었다. 김교사가 생각하는 과학 수업은 김교사의 ‘과학’,‘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김교사가 추구하는 과학 수업은 

그것이 실행되기 이전엔 김교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학 수업이 어떤 실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김교사의 의지나 노력

만이 아니었다. 김교사에게는 행위자들을 등록시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번역 전략이 필요했으며, 자신의 수업 의도나 관점을 관철

하기 위해 활동지와 같은 인공물에 기입하여 위임해야 했다. 즉 김교사와 

함께 다양한 행위자가 관계 맺음으로써 김교사의 과학 수업이 구성된 것

이다. 

[그림 5-7]에 가시화한 실행된 과학 수업 네트워크는 김교사의 과학수

업이 언제나 이 같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고정된 실체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자가 가능한 범위안에서 포착한 어느 한

순간의 네트워크일 뿐이다. 매 차시의 수업에서 행위자들을 지속적이고 안

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김교사의 번역 전략, 그에 따라 동원되는 여러 행

위자들이 한데 연합했을 때 비로소 김교사가 추구하는 ‘이공계 진학 준

비를 위한 과학 수업’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 것이었다. 

가령, 김교사의 수업에서 과학중점학교 정책에 따른 충분한 예산으로 

마련된 ‘실험실의 사물들’과 ‘과학실무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땠

을까? 김교사가 과거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려 과학실무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험 수업이 힘들었고, 점점 실험 수업을 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개나리 고등학교에서도 지금처럼 실험 수

업을 자주 실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김교사가 추구하는 이공계 진학 

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실험 기능을 습득하고 이론을 학습하는 과학 수업



- 179 -

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림 5-7] 김교사의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계

김교사의 과학수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행위자들 중에는 김교사의 과

학 수업 실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억제하는 행위자들도 있었다. 고등학교라

는 맥락에서 김교사는 언제나 학생들의 내신성적, 전국연합평가, 학생기록

부 등의 행위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학생들의 이해관

계와 강하게 얽혀있어 김교사로 하여금 “1타 강사”와 같은 과학 수업을 

실행하도록 만들었다. 과학교사가 자신의 마음속에 ‘과학’과 ‘학생’

에 대한 정체성 규정과 그에 따른 과학 수업의 번역본이 있지만 그것은 과

학교사의 지속적인 번역을 위한 노력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다. 김교사가 

“1타 강사”처럼 화학 교과의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실행한 수업에서 ‘과학’과 ‘학생’의 정체성은 김교사가 평상시 추구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을 것이다. 김교사가 추구하는 과학 수업은 단순

히 김교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과학 수업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여러 행위자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네트워크안에서 매 순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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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타협을 통해 행위자들을 동원된 네트워크로 어느 한 순간 성취되는 

것이다. 김교사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는 언제나 쉽게 와해될 수 있는 것이

기에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한 김교사의 번역 전략은 수업 실행에 있

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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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강교사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

1. 강교사의 과학 수업 번역

강교사는 동백중학교로 부임해오기 전 인근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

다. 당시 혁신학교인 동백중학교에서 공개수업을 할 때 수업을 참관한 적

이 있었다. 그 당시 강교사는 혁신학교의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방식이 자

신의 수업 방식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점을 느꼈고, 자신이 이전에 시

도해보았던 교과 통합 수업을 혁신학교에서라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관내 내신 전보 1순위로 동백중학교

에 지원하여 부임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참여 관찰하는 기간에 강교사

는 혁신학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배움 중심 수업’의 방식으로 모

든 수업을 진행하였고, 언제나 과학 관련 내용을 학생들의‘삶’과 관련지

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 과학 : 강교사는 과학을 사회와 동떨어진 학문이나 지식 체계로 바라

보고 있지 않았다. 강교사는 과학이 사회, 공학과 깊이 관련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과학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강교

사는 과학이 공학에 비해 “상상에 가까운 것”같다고 언급하였다. 강교사

의 인식에서 과학은 사회와 공학과 긴밀하게 관련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의 “상상”이라고 표현될만큼 추상적인 것이었다.

강교사 : 과학이 과학으로서 되게 순수하게 떨어져 있는 사실 그런 학문

이라는 건 없잖아. (...) 요새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지구 온난화 문제

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비슷한 거죠. 비슷한거고 계속 그런 생활이

랑 연결하려는 것도 비슷한 거고 과학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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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생활과도 동떨어져 있지 않고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 배우는 그 사람들한테. (...) 

과학만 사회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공학이 그 갭을 메워주는 데가 있고 

이게 과학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스마트폰이 과학인가? 라고 했을 때 여

기 공학에 가깝잖아요. (...)  과학을 하는 사람이 공학을 알아야되고, 공학

을 하는 사람은 과학을 알아야 되니까. 과학과 공학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걸 어떻게 과학은 조금 더 상상에 가까운 것 같고 이런 게 공학도 상상인

데 그걸 좀 현실화 현실로 끌어내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2차 심층 면담)

김교사는 학생들의 실험(탐구) 활동을 지도할 때 “발견”이라는 용어

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강교사에게 있어 과학적 실행은 자연 세계의 

실재를 “발견”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은‘다른 사람들보다 과학에 관심

이 많고, 탐구를 통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즉 

과학적 실행에 대한 실재론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강교사 : 자석이 있는데 그쪽을 바닥에 놓으면 되고 이게 뭔지 잘 생각해

서봐(렌즈) 그리고 이게 뭔지. 잘 생각해서 봐봐. 잘 생각해서 봐봐. 좋아 

뭐가 뭔지 잘 봐. 하면서 네가 뭔지 알아내. 이 실험 세트가 뭘 하려고 있

는 건지를 생각하면 돼요. 

(1학년 3반 과학(빛의 굴절과 반사) 수업)

강교사 : 뉴턴 알아? 그 사람이 과학에 관심이 많았거든. 여러 가지 렌즈

를 실험하다가 삼각형을 두툼하게 자른 유리를 통과한 빛이 무지개로 나누

어지는 걸 발견했어.

(1학년 3반 과학(빛의 굴절과 반사) 수업)

- 학생 : 강교사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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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있지만, 과학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강교

사는 과학에 관심이 있고,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

을 설명할 때‘과학적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과학적 감수성을 과학 수업 시간에 길러주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

하였다. 이에 따라 김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험 기구, 도구들을 제공

하여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현상들을 탐색하는 수업을 구성하기도 했다.

강교사 :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 드라이아이스를 의자에다 대면 

끽 소리가 나요.

연구자 : 그래요?

강교사 : 드라이아이스를 쇠에다가 대요.

(2차 심층 면담)

강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

하였다. 과학적 감수성의 여부에는 학생들의 어린 시절‘발견’의 경험이

나 과학에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해‘칭찬’을 받았던 경험들이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발견이나 탐

색 과정을 경험하도록 “허용”해주는 분위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 

강교사 : 사람이 모두가 다 큰다고 해서 다 과학에 관심이 가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적 호기심이 어디서 키워지는 걸까?

연구자 : 그 어릴 때 어떤 책 하나를 보고 그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강교사 : 그게 진짜 과학적 감수성인 것 같아. 과학에 대한 감수성이 있

느냐 없느냐는 약간 어렸을 때 자기가 그런 발견을 해보거나 관심을 가져

서 칭찬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은하(연

구참여자의 자녀)도 엄마, 아빠가 다 이과니까 계속 그런거에 노출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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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과학적 감수성이 있지. 있거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질문할 때 

표현할 때 문과 감성이랑 좀 다른게 느껴져요. 그게 환경적인 영향인 거잖

아. 

연구자 : 문화 자본이기도 하고 그게 말 그대로 

강교사 :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애들은 

발견도 못하고 탐색도 못하고 도와줘도 그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느낌

은 확실히 있어요. 좀 그런거 허용해주는 분위기를 초등학교 때도 많이 줘

야 될 것 같아요. 

(2차 심층 면담)

강교사는 최근 구상 중인 이상적인 과학 수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도 하였다. 그중 하나는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과학 지식을 연결 짓는 프로젝트 수업이었다.

강교사 : 사실 중학교 수준의 그 막 열에 대한 거랑 상태 변화에 대한 

거. 저 그거 되게 해보고 싶거든요. 에어컨 수리하기. 어 그래서 만약에 내

가 한 열 명만 데리고 수업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거기다 다 녹이는 거야 에어컨 하나에. 그래서 이제 전기를 가지고 그 110

볼트짜리 에어컨을 준비해서 키려면 이제 다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거기

서 전기를 배우고 전기를 배우고 거기 안에 액화, 승화, 기화가 다 들어가

잖아요. 그 주변에서 나오는 상태변화를 다 배우고 열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다 배우고 기계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지구 온난화랑 연결하는거

야. 중학교 교육과정을 다 거기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에어컨으로.

(2차 심층 면담)

강교사는 그러한 실생활과 관련된 과학 수업을 통해서 과학에 관심 없

던 학생이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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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사 :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 수업에 가지고 와서 과학에 전혀 관심 

없던 애가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에어컨이 큰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

면 과학적인 이론을 잘 몰랐는데 이거를 고치고 싶어가지고 공부해서 공부

를 하면서 내가 이걸 고치다 보니까 과학을 하게 되었다는 느낌으로 과학

을 하는 아이가 생기는 이런 장면을 만들려면.

(2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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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사례 : 강교사의 과학 수업

앞서 강교사의 과학, 과학자,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이 어떠한지를 살

펴보았다. 강교사는 그러한 정체성 규정을 바탕으로 중학교에서 수행하는 

과학 수업을 ‘학생들의 삶과 관련되며 과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으

로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강교사에 의해 번역된 과학 수업 행위자-네트워

크와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서의 과학 수업

 강교사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삶과 관련되며 과학적 감수성을 키우

는 수업’이 성공적인 과학 수업 네트워크의 건설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동원되어야 했다. 즉 강교사의 과

학 수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 다양한 인간 및 비

인간 행위자와 함께 구성된 것이었다[그림 5-8].

[그림 5-8] 강교사의 과학 수업 행위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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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교구와 함께 구성된다. 

강교사의 과학 수업에서는 주로 “원리적인 것”을 탐구하였다. 즉 김

교사의 과학 수업에서는 빛의 성질, 물질의 상변화 등 자연 세계의 물질들

의 특성이나 원리를 발견하고 개념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러한 

물질들의 특성이나 원리는 대부분 학생들이 오감을 통해 인식 가능한 것

이었다. 김교사의 과학 수업은 대부분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실 내에

서 관찰하거나 탐색하기 어려운 현상을 다루는 경우 탐구는 간단한 도구

(교구)를 활용하여 직접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졌

다. 강교사는 학생들에게 실물 도구를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교사의 과학 수업은 보통 학생들이 평상시 삶에서 경험했던 자연 현

상과 수업에서 도구를 조작하면서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연결지으면서 과

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예로 학생들이 레이저와 

다양한 렌즈, 거울을 사용하여 빛의 반사, 굴절 현상을 관찰하는 수업에서

는‘무지개’를 학생들의 도구를 활용한 관찰 활동과 관련짓고자 하였다.

강교사 : 그런데 문제는 빚이 이렇게 들어갈 때 뭔가 다른 일이 나타난다

는 거야. 우리는 여태까지 단일 색상에 빨간색 레이저를 아무리 렌즈에 통

과시켜도 뭔가 무지개 빛으로 나눠지는 건 못 봤지? 

학생들 : 네. 

강교사 :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유리를 평상시에 사용할 일이 별로 없죠? 

학생들 : 네. 

강교사 : 그죠?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건 어디에서밖에 없었어? 비 

올 때. 비오고 난 다음에 어쩌다 한 번 무지개. 아예 한 번도 못 본 사람 

있지? 실물의 무지개를 본 적이 없다. 손?

(1학년 3반 과학(빛의 합성) 수업)

관찰에서 도구의 역할은 막대하다. 실제로 어떤 관찰 도구, 기계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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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의 발견과 과학지식 생산으로 이어진다. 강교사는 

수업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교구들을 다른 방식, 조건으로 조작해보도록 지

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학 실험, 관찰 활동의 특성이 다채롭게 드러났다. 

강교사 : 이게 이 셀로판지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 즉 그 색깔만 통과시키

려면 어느 정도 두께가 되어야 돼. 얇으면 다른 애들을 통과시켜요. 근데 

빨간색을 두 번 겹치면 파간 빛만 통과시키고 파란색을 두 번 겹치면 파란

색만 통과시키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네(셀로판지) 2개를 겹친 상태에서 

RGB를 봐봐. 어떻게 보이니?

(1학년 3반 과학(빛의 합성) 수업)

과학자들의 실험 수행에서 재현의 문제, 즉 동일한 실험이 다른 과학자

에 의해서도 재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실험이 어떤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실험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즉 미세한 조건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것은 실험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강교사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교

구를 활용한 관찰 활동을 지도하면서 그러한 과학 실험의 본성들을 자연

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강교사 : 어떻게 보여요? 이거 두 개 겹쳤더니 '안 보여요'라고 그랬어. 

지금 그러니? 머리로 생각해 봐. 실제로 머리로 그런지 생각해 봐봐. 그리

고 만약에 네가 실험한 거랑 다르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 실험이 모두 다 

똑같이 되지 않아.

(1학년 3반 과학(빛의 합성) 수업)

강교사는 학생들이 동일한 실험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현상을 보는 이

의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셀로판지를 한 겹으로 관찰할 때와 다른 색의 셀로판지를 두겹으로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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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찰할 때 통과하는 빛이 달라진다는 점 등 실험 도구를 조작함으로써 

현상을 다채롭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다루어졌다.

강교사 :　(너희들이) 보는 눈도 조금씩 다르고, 이거 하준이 지금 신기한 

거 하고 있어 그렇지 하준이네도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있어. 조금 이

따 들어봐. 얘들아 파란 셀로판지는 빨간빛을 통과시켜 안 시켜？ 파란 셀

로판지 얘만 통과시키죠？ 근데 얘는 얘 통과시켜? 안 시켜? 안 시켜？ 그

럼 이렇게 2개 겹쳐 놓으면 빛을 통과를.

학생들 : 못해요. 

강교사 :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1학년 1반 과학(빛의 합성) 수업)

교과서와 활동지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내용과 학생들이 실제로 기구

를 조작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도 했다. 그런 상

황에서 강교사는 실험과 실제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

였다. 

강교사 : 이제 머리를 써봐. 실험과 실제는 조금씩 달라. 분명히 활동지에

는 RGB가 다 겹치는데 무슨 색이 있어? 맞아? 아직 안된 조 있어?

(1학년 1반 과학(빛의 합성) 수업)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교사의 발문이나 관찰 활동을 지도하는 담화

는 교육과정상의 기초 탐구 활동인‘관찰’활동의 의미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강교사의 발문이나 지도를 위한 담화만이 학생들에게 다

양한 의미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강교사의 수업에서

‘관찰’이 과학적 실행으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수행된 것은 강

교사가 동원한 학생들이 손수 조작해볼 수 있는 실험 교구들, 학생들이 수

업 시간 내내 마음껏 조작해볼 수 있는 시간, 그 외 교실 안 물질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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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다양한 실험 교구들은 가용한 예산 범

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험 교구를 

활용한 관찰 활동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교사에게 주어지는 기본예산으

로 모든 교구를 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강교사는 매해 주어지

는 예산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실험 교구를 장만하였다. 

연구자 : 이런거(빛의 굴절 현상 탐색 교구)는 학교 예산으로 다 사나요?

강교사 : 이것도 학교 예산으로 한 거야. 다.

연구자 : 원래 이 정도 예산은 다 있죠? 기본으로

강교사 : 그럼요．실험 비용으로 무조건 150만 원인가 200만 원 이상 배

치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연구자 : 한 학기예요?

강교사 : 1년에 저희 한 200만 원 있거든요. 보통 200, 200 정도 있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여유 있게 쓰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 이런 거 한 번 사면은 한 세트는 사는 거잖아요. 한 반이 

할 수 있는 정도.

강교사 :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10~20만원? 비싸게 받아먹어. 건전

지도 아니고. 건전지 따로 있어.

연구자 : 비싸다. 그러면은 이거 벌써 예산 절반 쓰는거네요?

강교사 : 그래서 이거를 야금야금 8개씩, 8개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장 나면 두 개 더 사고 고장 나면 두 개 더 사고 하는 방식으로 해줬어

요.

(1학년 3반 과학(빛의 굴절과 반사)수업 후 면담)

- 교실 안 사물들과 함께 구성된다.

강교사는 주로 일반 교실에서 과학 수업을 실행하였는데 이때 학생들

이 교실 공간의 모든 사물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허용하였다. 강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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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사물들을 만지고, 조작하고, 관찰하여 새

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에 강교사는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안내하면서도 학생들의 활동을 최소한으로만 제약

하였다. 강교사는 과학 수업에서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교실안의 수많은 

사물들이 학생들이 탐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 동원하도록 허용하였다.

강교사 : 우리 지난번에 이거 다 봤지? 어. 렌즈 자체를 보기는 봤지 그

렇지? 그러면 렌즈로 상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레이저 빛을 넣어서 실제로 

빛의 경로를 볼 거야.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 네 개를 같이 하는 걸로 해

봅시다. 오늘의 목표는 이걸 충분히 가지고 노는 거야. 즐겁게 진짜 즐겁게 

그래서 칠판에서 놀아도 되고. 너는 진짜 이거 안 해본 거잖아. 칠판에서 

놀아도 되고. 저기 뒤에 바닥이나 저기 옆에 바닥이나 평평한 데다가 놓고 

하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눈에다가 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1학년 3반 과학(빛의 굴절과 반사) 수업)

이처럼 교실안 물질들을 자유롭게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는 강교사의 과학 수업에서는 강교사가 예상하지는 않았으나 의미 있는 

관찰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어느 과학 수업시간의 주제는 ‘빛’에 

대한 것이었고, 학생들은 다양한 렌즈와 거울에 레이저 광선을 통과시키거

나 반사시키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강교사가 교실안에서 자유롭게 탐색하

라고 지도한대로 일부 학생들은 교실 뒷편 벽면에 달려있는 전신 거울에 

레이저 포인터를 대보고“오 재미있다.”라고 반응하기도 하였다. 일부 학

생들은 교실 뒷편에서 교실 전체 공간을 가로지르도록 레이저를 쏘아보면

서 레이저 광선이 점점 연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왜 연해지지?”라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재미있다는 ‘감

정’과 새로운 ‘질문’은 강교사가 구체적으로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구와 교실 안 사물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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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발되는 학습과 그에 따른 효과였다.

연구자 : 애들이 막 이거 하다가 막 갑자기 뒤에 와서 막 거울에다가 해

보고 그런 거는 선생님이 예상하지 못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실

험 도구) 있으니까.

강교사 : 해보고 싶은거지. 자기 물병에다가도 해보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우와’하는 순간 그게 좋잖아요. 빛의 경로가 다 보

이면 좋은데 다 보이지는 않았어.

(1학년 3반 과학(빛의 굴절과 반사)수업 후 면담)

다른 사례로 물질의 상태 변화 관련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드라이아

이스’를 제공한 뒤 탐색해보도록 했을 때, 학생들이 다양한 사물들에 대

어 보면서 강교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현상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강교사 :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 드라이아이스를 의자에다 대면 

끽 소리가 나요. 드라이아이스를 쇠에다가 대요. 끽 하는 소리가 나. 쇠 긁

는 그런 소리 나는데 그게 철에서 빨리 승화하니까 걔가 내가 꾹 누르고 

있는데 얘는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따다다다’부딪히면서 

굉장히 빨리 여기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그게 우리가 듣기에는 

‘끽’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열쇠로 해도 되고 열쇠로 해도 되고 

샤프로 해도 되고 과학실에 의자로 해도 되고 다 돼요. 그거를 어느 순간 

이제 한 명씩 발견하거든요.

연구자 : 대보다가? 선생님이 대라고 하신 거예요?

강교사 :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장갑을 다 주고 가지고 놀으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끽 소리가 나’,‘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는구나 왜 나지?’ 이렇게 이제 그걸 (다른 학생들도) 다 해봐.

(2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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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과 함께 구성된다. 

강교사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근본적인 원리들을 학습한다고 생각하

였다. 실제로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은 중력, 빛, 자기장 등 자연 현상의 기

본적인 원리를 다루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강교사는 연구자

와의 심층 면담에서 과학을 사회나 공학과의 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

명하였다. 즉 과학을 사회와 공학과 연결된 복합적인 맥락안에 있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교사의 모든 수업에서 그러한 측면이 크게 

강조되지는 않았다. 연구자가 참여관찰 하는 동안 대부분의 과학 수업은 

학생들의 과학적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발견의 맥락을 제공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었다. 김교사의 과학 수업에서“발견”이 

강조된 것은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의 내용이 그와 관련 내용을 많이 포함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교사 : (중학교에서는) 되게 원리적인 걸 가르쳐요. 근본적인거. 뭔가 

근본적인 탐구도 근본적인 걸 알아내는 건 아닌데 되게 근본적인 걸 확인

하니까 (...) 학생들이 ‘우와’ 해보는거는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해요. 

매번 저는 매번 이렇게 수업해요.

(2차 심층 면담)

즉 강교사의 모든 과학 수업에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거나 관찰이 강

조되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강교사 자신도 가르쳐야 할 

단원에 따라 자신의 수업에서 강조되는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 예로 핀치새의 부리를 소재로 생물종의 다양성, 변이와 관련된 

수업을 실행할 때는 일련의 단서들을 활용한‘추론’이 강조되기도 하였

다.

강교사 : 그 단원(물리학 관련)은 그런 데다 쓰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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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관찰에다 쓰는 거.

(3차 심층 면담)

모든 수업 활동이 학생들의 ‘삶’과 관련해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강

교사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은 쉽게 변하지 않는 일관된 것이었지만, 

강교사의 과학 수업 번역은 매 차시의 수업에서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강교사는 매 차시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 새

로운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동원하여 매 차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

성해 나갔다. 과학과 기술, 사회에 대해 강교사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생

각들은 어느 수업에서나 동일하게 드러나는 고정된 실체라기 보다 매 차

시 수업의 주제와 함께 동원된 수많은 행위자들이 만드는 네트워크로 어

느 순간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 교실 좌석 배치와 함께 구성된다.

강교사의 과학수업에서 학생들의 좌석은 항상 ‘ㄷ자’로 배치되어있

었다. 이는 혁신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좌석 배치로, ‘배

움중심 수업’이라는 수업 혁신을 표방하는 혁신학교 정책과 깊이 관련된

다. 해당 좌석 배치의 교육적 효과는 혁신학교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ㄷ자’배치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 토의와 토론

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실 배치이다. ‘ㄷ자’배치는 학생들이 

모두 선생님을 바라보는 구조가 아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마주 본다. 일반

적인 좌석 배치에서는 뒤에 앉은 학생이 앞에 앉은 학생의 뒷모습을 바라

보게 되는데, ‘ㄷ자’배치에서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다른 학생들의 얼

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배치이다. 

혁신학교의 수업 철학에 따라 강교사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교사의 강의 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탐색하고, 서로 

토의하고 활동지를 작성하는 동안 강교사는 학생들 사이를 순회하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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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답을 해주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개별 지도한다. 그러한 강교사의 수

업은 좌석 배치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모둠 토의

는 학생들이 자신의 책상을 90도 돌리면 5~10초 이내에 모둠 자리 배치로 

구성되었다 [그림 5-9]. 배움 중심 수업의 기본적인 좌석 배치는 혼합된 성

별 구성의 모둠의 경우 같은 성별의 학생들끼리 더욱 잘 소통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같은 성별의 학생은 가장 먼 거리인 대각선에 위치하도록 배치

되었다. 

[그림 5-9] 평상시, 모둠 활동시의 ‘ㄷ’ 자형 학생 좌석 배치(그림 출처 :

https://m.blog.naver.com/rhkdfhr307/221538658797)

학생 수가 24명인 학급의 경우 [그림 5-9] 과 같이 학생들의 좌석이 배

치되었다. 동백 중학교의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교실에는 학생들이 여느 

교실에서처럼 한 방향으로 앉아 교사를 바라보도록 좌석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도록 좌석이 배

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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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학생 좌석 배치

- 교사의 신체적 노력과 함께 구성된다.

강교사의 경우 거의 모든 수업에서 일방적인 강의 대신 교실 안을 계속

해서 순회하며, 학생들을 1:1로 지도하였다.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지

도하기 위해 무릎을 굽혀 앉아 지도하거나 허리를 숙여 지도하는 등 신체

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었다[그림 5-11].

연구자 : (수업 끝난 후)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45분이네. 이렇

게 짧구나. 

강교사 :　저는 힘들었는데.

연구자 :　아 진짜요. 네 계속 돌아다니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냥 서서 하는 수업보다.

강교사 : 육체적인 힘듦은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3반 과학 수업 후 면담)

김교사의 수업처럼 1:1 지도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경우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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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으면 교사에게 더욱 신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강교사

[그림 5-11] 수업 중 모둠 학생들을 지도 중인 강교사

강교사 : 근데 다음 학교에 가면 못 하겠죠. 다음 수업은 지금도 잘못하

는데 지금도 너무 사람이 많아 애들이. 내년에 기대되는 거는 사람이 적어

져요. 적어져요. 아이들이 스물넷 스물다섯? 혁신학교가 처음에 25명으로 

줄여준다고 해가지고 혁신학교 신청해서 된 거거든요? 애들이라도 적으면 

좋으니까 25 였어요. 다음에 27, 29, 31 까지 늘어난 거예요. 

(2차 심층 면담)

강교사는 실험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힘들

기 때문에 자신이 실험을 덜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강교사 : 내가 실험을 좀 덜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준비하기도 힘들

고 애들이 실험실에 오면 그 텐션이 높아져 가지고 그것도 되게 힘들고.

(3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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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교사의 ‘배움 중심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은 강

교사가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 동료교사와 함께 구성된다. 

강교사의 수업은 함께 수업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코멘트 해줄 수 있는 

동료교사와 함께 구성되는 것이었다. 이는 혁신학교 정책과도 관련된다. 

혁신학교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는 동백중학교에서는‘전문적 학습 공동

체’라는 이름으로 동료 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토의하는 수업 

나눔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러한 일상화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

해 강교사는 동료교사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수업 활동지의 질문과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자신의 과학 수업을 혼자만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구성해나가

는 것이 아니라 동료교사와 함께 구성해 나갔다. 한 예로 연구자가 참여관

찰 하는 기간 중 강교사는 COVID-19로 인해 몇 년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동백중학교의 전체 교사가 참관하는 공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강

교사는 이전에 함께 동백중학교에 근무했던 수석교사에게 공개수업에서 

사용할 수업 활동지를 사전에 공유하여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컨설팅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자신의 수업 활동지를 성찰하고 수정하기도 하

였다.

- 강교사가 만든 활동지와 함께 구성된다.

강교사는 매 차시 자신이 제작한 과학 수업 활동지를 사용하여 수업을 

실행하였다. 강교사의 활동지에는 강교사의 과학에 대한 관점과 과학 수업

의 절차를 안내하는 여러 요소들, 과학 수업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

되어있었다. 이러한 활동지는 강교사가 과학 수업이라는 네트워크를 안정

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주요한 행위자였으며, 강교사가 자신의 활동지를 제

작하는 것은 일종의 번역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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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네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한 강교사의 번역 전략 

- 번역 전략 1 : 활동지 만들기

강교사는 학습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수업 실행을 안정

화하였다. 강교사는 전체적인 수업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20년에는 

COVID-19 로 인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활동지’가 안정적으로 구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학 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답했다. 강교사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활동지’는 강교사의 과학에 대한 관점 등이 기입되어 있으면서 수업의 

절차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가늠할 수 있는 안내자로서 중요한 행위

자였다[그림 5-12]. 

강교사 :　전체적인 운영은 2020년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었고 (...) 오프라

인 수업만 딱 있을 때는 계속 이제 활동지가 뭐랄까 수정, 보완, 수정, 보

완, 수정, 보완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교육과정 바뀔 때 빼고는 그래서 전에 

있던 거에서 이제 올해 애들한테 작년에 했던 거에서 맞춰서 다시 업그레

이드하고 아니면 좀 쉽게 하고 이걸 이제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애들 수준

을 보고 그런데 2020년에 그걸 못했잖아요. 활동지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연구자 : 온라인 때문에요?

강교사 : 영상 수업했다가 그다음에 애들이 나왔다가 갑자기 zoom 수업

을 했다가 하는 방식으로 엉망진창이 됐는데 애들이 나왔을 때 수행평가를 

해야 되니까 또 그 활동지가 되게 꾸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냥 활동지가 마련이 되고. 

그게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고 그게 1년이 딱 쌓여 쌓이고 나니까 이걸 들

고 오프라인에 와도 되고 이걸 들고 다시 줌으로 들어가도 되는 상황을 만

들어 놔서 (올해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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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강교사의 과학 수업 활동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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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학 수업 과정과 절차는 활동지의 번호, 문항으로 기입

강교사의 수업에서 활동지는 수업의 과정과 절차를 학생들에게 안내하

면서 강교사와 함께 수업을 구성하였다. 강교사의 활동지는 1-1), 1-2) 와 

같이 번호와 하위 번호들을 사용한 질문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강교사는 

대부분의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활동지의 특정한 번호로 안내

하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강교사 : 그리고 실험이랑 같이 하는 건 2번 문제만 해보면 돼요. 1번 3

번은 지난번에 봤던 거 기억을 되살려서 같이 해볼게.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4번이야.

강교사 : 활동지에 이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활동지 몇 번이라고? 2번 

2번이라고.

강교사 : 확대돼서 보여요. 확대 안 돼서 보여 확대돼서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거울이 이 렌즈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네 

이렇게 관찰하면 되거든? 이렇게 관찰하면 상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얘

를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 적어보자 1번을 정리해. 봐봐 블

록 렌즈가 가까이 있는 거 볼 때 어떻게 어떻게 보이려나. 똑바로 보여. 똑

바로 크게 보여요. 그죠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강교사 : 우리 지금 3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렌즈는 어디다 뭐라고 

쓸래 ‘선생님 저한테 그런 지식이 어디 있어요?’(하지 말고) 찾아봐 책에 

있어. 

(2021학년도 2학기 과학 수업 중)

강교사는 활동지 상에 마련한 다양한 기입들을 통해 자신의 과학 수업

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였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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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활동지 내의 새로운 범주를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

강교사는 활동지에서‘season’, ‘episode’ 등의 범주를 사용하여 학

습 내용과 순서를 제시였다. 교사들이 학습 활동지를 만들 때 교과서의 단

원명을 사용해서 교과서의 단원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교사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구조에 맞추어 자신의 과학 수업을 구조

화하지 않았다. 강교사는 자신의 수업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

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지의 구조를 만들었다. 강교사는 교과서상에 

제시된 대단원, 소단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주제 범주로 

‘season’, ‘episode’를 도입하여 교과서상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내

용도 자연스럽게 추가하여 다루었다. 예컨대‘생물 다양성과 분류’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다윈의 핀치새’라는 

'episod'를 추가하여 여러 차시의 수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강교사가 활동

지에서 교과서의 단원 구조를 주어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강교사

가‘교과서’를 단지 수업을 위한 참고자료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강교사가 교과서의 단원 구조와 별개로 자신의 활동지의 구조를 

새로운 범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쉽게 이루어졌다.

c. 활동지 번호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안내

또한 강교사는 활동지 번호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자

신의 학습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

각이 활동지에 기입된 것이었다.

 강교사 : 과학책에는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건 핀치새는 초등학교 때 

한 번 분류해보고 끝나거든요. 그럼 이 핀치새가 뭔지 모르는 채 사실 지나

가는 거지 그래서 책에 없는 거예요. 책에 있으면 여기 다 교과서 번호가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책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없는 에피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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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즌제예요. 총 여섯 시즌이 있어요. 1학년의 수

업에는 그래서 각 에피소드가 10번에서 11번 사이에 끝나요. 그 애들이 내

가 지금 수업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이걸 보고 알게 되는 거야. 그

걸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선생님이 총 60장에서 70장 정도의 활동지를 

줄 건데 우리는 지금 10번을 하고 있는 거야 7분의 1이 왔다.’그런 얘기도 

해주고. 

(3차 심층 면담)

d. 활동지의 형식과 질문에 자신의 수업 관점을 기입 

강교사는 자신의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말

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에 따라 강교사가 만든 활동지는 학생들이 

단답형으로 개념 용어를 적는 형식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

의 언어로 구성하여 적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단순히 과학 개념, 용어를 

습득하여 정리하고 학습 내용을 요약하는 의미의 학습지가 아니었다. 강교

사의 활동지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소재나 

주제를 활용하고, 학생들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안내하는 단계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강교사의 과학 수업에 

대한 관점이 활동지에 기입된 것이었다. 해당 활동지를 받아든 학생들은 

강교사의 수업에서 활동지의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자신의 힘으

로 생각해야 했고, 자신의 말로 활동지를 채워야 했다. 강교사의 교육 관

점과 의도는 활동지의 형식과 구체적인 질문에 위임되었고, 활동지는 학생

들이 강교사의 의도대로 학습해나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강교사 : 내 수업에 과학이 되게 비중 있다기보다는. 여러 이야기들 사이

에서 과학에 조금 더 가까운 거를 배우는 거고 (중략) 상태변화 할때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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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삶이랑 관련된 거 가지고 오려고 하고. (중략) 결국엔 마지막에 에어

컨 제습기 냉장고 세개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안

에 이제 냉매가 들어 있고. 냉매가 어떻게 다니는지 상상하고 실외기에서 

왜 뜨거운 거랑 나오고 실내에서 왜 차가운 거랑 나오는지 설명해서 그걸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잘 배운 거야 그리고 뭐. 땀이 나. 땀이 났어 

내가 땀이. 아 내가 땀이 났으면. 아 이게 땀 나는 게. 상태 변화를 기억하

면서 ‘시원하라고 나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낀다거나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게 주변에 있는 거 안에 과학이 있어.

(1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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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교사의 과학 수업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계

매 수업에 앞서 강교사는 과학 수업에 대한 나름의 ‘번역본’을 가지

고 있었다. 강교사가 생각하는 과학 수업은 강교사의 ‘과학’과 ‘학생’

에 대한 정체성 규정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다만 강교사가 추구하는 과학 

수업은 그것이 실행되기 전엔 강교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과

학 수업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강교사의 지식, 의지와 더불어 행위자들

을 안정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번역 전략이 필요했다. 강교사는 자신의 

수업 실행의 절차를 안내하고 수업의 목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학습 

‘활동지’라는 인공물을 만들었다. ‘활동지’에는 김교사의 의도가 위

임되어 과학 수업을 함께 구성하는 주요한 행위자였다. 그 밖에도 교실 안

의 다양한 사물들과 좌석 배치, 혁신학교 정책 예산 안에서 구입할 수 있

었던 실험 교구, 자유학년제로 인해 내신 성적 산출에서 자유로운 교육과

정 운영,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된 마을 등 다양한 행위자가 관계 맺으며 

강교사의 수업을 과학 수업을 구성했다.

[그림 5-13] 강교사의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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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에 가시화한 실행된 과학 수업 네트워크는 강교사의 과학 

수업이 이러한 형태로 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연구 

중에 포착할 수 있었던 어느 순간의 네트워크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네트

워크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눈에 쉽게 포착되었을 것이

다. 이 ‘과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과학 수업’ 이라는 네트워크는 매 차시 

과학 수업에서 행위자들을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강교사의 번역 전략

을 통해 여러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한데 연합된 결과이면서 동시에 과

정이었다.

가령, 강교사의 과학 수업에서 혁신학교 정책 예산으로 마련된 실험 교

구들, 배움중심 수업을 위한 좌석 배치, 다양한 교실 안 사물들, 강교사가 

만든 활동지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강교사는 COVID-19로 온라인 수업

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 활동지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

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한 연구자가 관찰한 강교사의 수업에

서 학생들의 과학적 감수성을 건드리는 다양한 학습 장면들은 실험 교구

와 교실 안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강교사가 추구하는 과학적 감

수성을 기르는 과학 수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되기는 어려

웠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 눈에도 그런 과학 수업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

았을 것이다. 강교사의 과학 수업이 비교적 강교사의 의도에 따라 안정적

으로 실행된 것은 ‘자유학년제’라는 행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학

년제로 인해 강교사는 내신성적과 약한 연결을 가지게 되었고, 수업 실행

에 있어 제약을 덜 받았다.

다만 강교사의 모든 과학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적 감수성’ 기르기

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과학 교과의 내용이 대부분 기본 

원리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고, 연구자가 참여관찰하는 기간동안 교과 내용

도 그러했기 때문에 강교사의 수업에서 관찰활동을 통한 발견, 과학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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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등이 강조된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강교사의 ‘과학’과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에 따라 

‘과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과학 수업’이라는 번역본은 번역을 위한 과학

교사의 노력과 특정한 교과 내용 등 여러 행위자들이 함께 연합했을 때 실

제 실행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교사가 생각하는 ‘과

학’의 다양한 측면들을 ‘과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과학 수업’에서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강교사가 생각하는 ‘과학’과 ‘학생’의 정

체성이라는 것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강교사에 의해 성공적인 과

학 수업 네트워크로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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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윤교사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

1. 윤교사의 과학 수업 번역

윤교사의 과학 수업에서는‘과학’이 중심에 있기보다 과학은 교육을 

위한 하나의 컨텐츠였다. 윤교사는‘과학’을 학생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눈이라고 보았다. 이에 윤교사의 관심은 ‘과학’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있기 보다 학생들을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에 있었다.

윤교사의 과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강조되었고, 학생 스스

로 학습해나가는 과정이 강조되었다. 

- 과학 : 윤교사는 자신의 수업에서 ‘과학’ 혹은 ‘과학지식’에 특

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윤교사에게 있어 과학은 단지 하나의 교과, 

세상을 보는 하나의 눈이었다. 윤교사는 학문체계 혹은 지식 체계들이 대

부분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고 보았으며,‘지구과학’과 같은 과학 교과는 

그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결국 과학 교과에서 ‘과학’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

한 ‘교육’이 더욱 강조되었다.

윤교사 : 자연 그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눈

을 익히는 과정인데 그게 너무도 체계화가되서 지식이 강조됐을 뿐이지. 사

실은 시각을 가르쳐야 되고 그 시각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되는 공간이란 말이지? 그랬을 때, 지구과학의 역할은 같은 과학에서

도 과학의 눈 중에서도 다른 과학보다 더 넓은 시야로 전체 시스템적인 이

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건 이런 지식 체계들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

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배워도 물론 미술이나 음악은 또 다른 얘기지만 대

부분의 주요 과목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은 결국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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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중요하고 텍스트를 이해해서 본인 스스로 나의 텍스트로 다시 말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니까 사람이 나의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말과 글밖에 없잖아요? 

연구자 : 그렇죠.

윤교사 : 그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림도 부각이 되고 영상

도 있고 매체가 많아지긴 했지만, 어쨌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지구

과학 관련된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

(2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은 “사회적 합

의”이며, 지금까지 밝혀진 최선의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윤교사는 

그러한 지점이 “과학의 재미”라고 언급하였다. 그런 측면에서‘지구과

학’이라는 교과는 그러한 과학을 본성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

고 보았다. 

 윤교사 : 나는 사실 제일 불만이 그거거든 사실 과학의 본성은 얘(과학)

도 사회적 합의인 거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과학이 너무 좋은 게 그런 과학의 본성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잖아. 왜 그러냐면 뚜렷하지 않아. (...) 있는 내용 들을 조합해서 내가 이것

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과목인데 (...) 우리 쪽에서는 너무 일

반적이고 지질은 모 말할 것도 없지. 증거를 찾을 라면 찾을 수가 없지. 그

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합하고 조합해가지고, ‘지금까지 해보니 이런 

것 같아.’ 까지. ‘(사람들은)이런 것 같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나

는 그게 사실 그게 과학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과학이 진리 탐구라고 봤을 때, 진리에 “가까이 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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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윤교사에게 있어 과학지식은 확고부동한 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로 과학을 가르치는 방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을 명확한 지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학생들은“바이블”과 같은 체계적인 지식을 배우고 시험에서 

그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대부분 과학을“딱 떨어지게”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도 과학에 

대해 그러한 입장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윤교사 : 그것도 과학자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진리 탐구라고 해도 사

실은 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우리 학

교는 너무 교주들이 많거든.

연구자 : 교주요 어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윤교사 : 그니까 본인들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수

업 시간에 그냥 아까 말했던 그 바이블을 쭉 읽고, 애들이 그걸 그냥 그대

로 따라가고 그래서 시험 때 그걸 그대로 풀고, 그리고 항상 답을 맞춰야 

되거든. 이런 식의 일이 반복이 되면 애들한테는 점점 더 과학이라는 건 굉

장히 명확하고 이런 지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교육 철학이랑도 맥이 닿아 있는 거지 왜냐하면 지식을 계속 전달하는 입

장인데.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윤교사의 생각

이 다르고, 때때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 차

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예컨대 윤교사의 고급지구과학 수업에서 ‘로스

비 수(rossby number)’라는 개념을 학습한 학생들이 ‘로스비 수가 얼마

일 때부터 전향력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정확한 값을 

질문했다. 실제로 로스비 수는 대기 현상의 규모를 파악하여 전향력을 고

려할만한 규모인지 판별하기 위한 기준, 범위로 이해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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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사가 명확한 값으로 제시해주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윤교사 : 나는 딱 떨어지게 가르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

늘도 계속 여기 패들렛에 질문 올라오는데 (...) 지난주에도 로스비 수를 가

르쳐 줬는데. 그냥 로스비 수라는 게 그냥 10의 거듭제곱 차수를 비교해서 

전향력을 규모에 따라서 넣을까 말까를 정하는 때 쓰는 거잖아. (학생이) 

그럼 로스비 수가 얼마일 때부터 전향력을 고려하냐는 거야.

연구자 : 범위로 나와야 하는거 아니예요?

윤교사 :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기상 현상이냐. 애들한테는 축약되어있는 

걸 가르치지만 운동방정식 전체를 놓고 다른 모든 항마다의 규모를 봐서 

정해야 하는 거잖아. (...) 수학은 정의 자체로부터 나오는 학문이라서 그렇

지만. 과학이라는건 그런 게 아닌데다가. 알면 알수록 그런거에 대해 고민

해야하는데. 애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있어서. 여기와

서 제일 답답한게 그거였어. 여기(과학고등학교)가 더 그래. 

(2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과학’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과학교육’

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교육 목표가

“제대로 된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것과 같은 전인적인 교육의 목표가 

되었을 때에는 ‘과학교육’이 다른 교과 교육에 비해 더욱 특별히 중요

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교사는 전체 ‘교육’이라는 큰 틀안에 ‘과학교

육’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윤교사 : 전인적인 교육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 구

성원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게 목표가 된다면 그러면 사실 과학은 그냥 여

러 분과 중에 하나일 뿐 그렇지 전체 교육 안에 과학교육이 들어와 있는 

거지. 과학교육 안에 교육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2차 심층 면담)



- 212 -

- 학생 : 윤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소화해서 가르치고, 학생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험을 잘 봐야하는 판단 능력이 없는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다. 윤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은 ‘교사와 함께 학습해나가는 사람’이며, 교사, 학생 구

분에 따라 어떤 위계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윤교사 : 학습자를 바라보는 학습자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르거든. 관점

이 완전 달라. (다른)이들은 학습자에게 자기들이 씹어서 소화해서 준 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그리고 언제나 가르침의 대상이고 

얘네는 판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습자이

고, 교수자이지만,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얘네도 얘네라고 하기도 하기도 

좀 그렇다. 우리랑 같은 위상이라고 생각하거든.

(2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학생들을 교사가 관리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더

욱이 윤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과학고등학교여서 

학생들은 자신 학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관

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윤교사의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

의 교사들 혹은 학교의 입장은 학생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

고 언급하였다.

윤교사 : 기본적으로 약간 학생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여전히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 너무 강하잖아 학교는. 나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

지 않거든. 나는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나 이 학교에는 너무

도 공부를 하겠다고 짐을 싸들고 들어온 애들이라서.

(1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이 학생들을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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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재”라고 바라보고, 그러한 시선이 학생들을 더욱 학교의 입장이나 

교사의 입장에 대해 순응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한 인식은 

윤교사가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다.

윤교사 : 이게 선거권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미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시

간을 굉장히 유예하잖아 전체 시스템이. (...) 전체적으로 선거권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이들을 계속해서 미성숙한 존재라고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도 순응적이고 난 갈수록 더 순응적인 것 같거든. 그리고 이 

학교는 특히나 더 순응적이고.

(2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그러한 학교의 입장이 학생들을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도 수

동적이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한 예로 학생들은 자신의‘공책’에 학습 내

용을 정리하면서도 윤교사에게 계속해서 확인받으려 한다는 점을 언급하

였다. 윤교사는 그러한 학생들을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도적인 태도를 가

지도록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윤교사 : ‘추가로 뭔가 더 쓰고 싶은 것 있으면 너희가 알아서 이 공책

에’ 계속 강조. ‘너의 공책’.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해. 이 공책은 너의 

공책이니까. 여기 되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갈수록 애들이 너무 확인받

고 그런 게 너무 강해져서. 그니까 나는 그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습시켰

다고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라’.

(1차 심층 면담)

한편 윤교사는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 것 이전에 학생들은 문해력을 기

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과학고등학교에 부임하기 전 근무했던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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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의 여러 경험을 통해 그러한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많은 학생

들이 과학 개념을 습득하거나 실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해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보니 학생들이 교과서 읽는 것도 어려워해서 수업이 원활

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윤교사 : 문제가 현미경을 관찰을 했는데 상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어느쪽으로 해야하냐 하는건데 (...) 질문이‘선생님 치우쳐져가 뭐예요?’ 

그 분류가 있었는데 생물들 사진을 주고 ‘얘를 두 무리로 나누시오.’ 인

가가 문제였는데 ‘선생님 무리가 뭐예요?’ 진짜 진심으로 몰라서 그러거

든요. ‘무리가 뭐예요?’ 했는데 ‘집단’ 대답하면 ‘집단이 모예요?’ 

(...) 과학을 하려면 그니까 과학을 하기도 전에. 교과서를 읽을 수가 없는

데. 교과서를 읽어야 그다음에 뭘 할 텐데. (...)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 애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생각 말하기 안 되고 뭐 글쓰기며 말

하기며 되는 게 없는 거지.

연구자 : 거기가 학력이 낮은 학교인가요? 

윤교사 : 아니야 아니야.

(1차 심층 면담)

윤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의 성취 기준점은 최상위권의 학생에게 있지 

않았다. 학교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모여있고, 낮은 수준에 있는 

학습자들도 함께 끌고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윤교사 혼자서 모든 

학생들을 지도하여 끌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함께 생각하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윤교사는

“동료 학습”의 방법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자 했다.

윤교사 : 아. 그래서 사실 학교에 되게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섞여 있

는데 내가 목표를 내가 나 수업할 테니까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그래서 꼭

대기에 있는 애들만 진짜 상위권에 있는 애들만 데려갈 수 없고. 나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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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밑에 있는 애들까지 다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일단 수업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 혼자 

커버가 안 되니까 또 동료 학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그리고 

사실 자기들끼리 다 고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해주는 것과 그냥 내가 이

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성경책 읊듯이 얘기해 주는 건 너무도 학습 효과가 

다르잖아요.

(2차 심층 면담)

윤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에 따라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여 머릿속에 넣기보다는 복잡한 

지식의 체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찾고 활용하는 방법을 아

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윤교사 :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 나는 더 이상 지식 전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코칭이라고 코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코치보다 코치랑 또 학습 

코칭이랑 또 다르게 학습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인적인 교육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지. 

(2차 심층 면담)

윤교사 : 지식 습득 보다는 어떤 역량? 뭐라고 명명할지는 모르겠으나 

(...) 지식 자체를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지식의 체계. 체계가 

어디에 있고 얘는 얘랑 엮여서 어떤 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조가 여기 들

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를 알고 그리고 찾은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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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윤교사는 과학, 학생, 지식, 교육 등에 대해 나

름대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었다. 윤교사는 이러한 정체성 규정을 바탕으

로 지구과학 수업을‘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춘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을 기

르는 수업’으로 번역하였다. 윤교사에게 있어 ‘지구과학’은 반드시 습

득해야 할 학문적 지식 체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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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사례 : 윤교사의 지구과학 수업

앞서 윤교사의 과학, 지구과학,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윤교사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행하는 지구과학 수업을‘주체

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문해력을 키우는 수업’으로 번

역하였다. 다음으로 윤교사에 의해 번역된 지구과학 수업 행위자-네트워

크와 윤교사의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서의 과학 수업

윤교사의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문해력을 키

우는 수업’이라는 번역이 성공적인 네트워크의 건설로 이어지려면 다양

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윤교사가 추구하는 지구과

학 수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 존재하였으며, 다양

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 함께 구성된 것이었다[그림 5-14].

[그림 5-14] 윤교사의 과학 수업 행위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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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구성된다.

윤교사의 수업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구성되었다. 윤교사가 

활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은 구글 사이트 도구, 패들렛이 있다[그림 

5-15, 5-16]. 이 디지털 플랫폼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위치하여 ‘학생-

디지털 플랫폼-교사’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윤교사는 평상

시 지구과학 수업을 모둠 수업 형태로 진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학습 내용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윤교

사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중요시하여 다양한 읽기 자료를 수업 전에 패들

렛에 제공하고 학생들이 미리 읽어 오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읽기 자료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답글 형태로 게시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읽기 자

료를 읽고 난 뒤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해 나

가며 학습하였다. 즉 윤교사의 번역에 따른 과학 수업을 위해서는 우선 학

생들에게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윤교사는 패들렛과 

구글 사이트 도구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그림 5-15] 윤교사의 수업에서 사용하는 구글 사이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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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윤교사가 수업 자료 제공과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Padlet)

윤교사는 평상시에도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물을 어떻게 남겨서 공유할

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었다면 윤교사는 

커다란 포스트잇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프라인 맥락이었다면 

플랫폼은 달라졌겠지만 윤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결과, 질문 등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남기는 것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고, 어떤 물

질들을 동원해서든 실행했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그러한 교사의 의도

와 함께 수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성하는데 기여한 것은 확실하다. 커다

란 포스트잇의 경우 어느 한 공간에 놓였을 것이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자신의 질문과 생각을 공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교사 : 사실은 작년에 이 사이트 도구를 쓰신 분이 있어서 우리 학교에 

그 선생님 오시면서

연구자 : 약간 영감을 얻었어요?

윤교사 : 네. 그 선생님은 이제 연말에 그냥 애들이랑 아주 간단한 SF소

설 쓰는 걸 이걸로 한 거거든. (...) 그분도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데,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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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거 보고서 저거 나는 이번 학기 글쓰기 할 건데 애들한테 글 쓸 이렇

게 한 걸 어디다 모아서 다 같이 공유를 하지? 이게 그니까 항상 고민은 

그거야. 애들이 한 걸 어떻게 공유하지. 애들이 하는 걸 어떻게 남기지? 

연구자 : 이 온라인 이런 거 없었으면 어떤 게시판을 활용했거나 뭔가 물

리적으로 뭔가 있었겠죠?

윤교사 : 나는 아마 그랬으면 약간 큰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고 막 이

랬을거야. 덕지덕지 붙여놨을 거야 아마. 

(1차 심층 면담)

그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된 데에는 

COVID-19 의 영향이 있었다. COVID-19로 인해 학교의 무선 인터넷이 개

방되었고, 제한되는 사이트 없이 원하는 모든 방면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

면서 윤교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상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 학생들과 학생들이 소유한 디지털 기기와 함께 구성된다. 

윤교사가 수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윤

교사가 근무하는 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

문에 모두 자신의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교사 : 기숙학교라서 애들이 많이들 (집에 못 가니까) 원래도 굉장히 

과제가 많은 학교였는데 예전에는 다 손으로 하던 걸 점점 컴퓨터로 보고

서도 사실은 한글(프로그램)로 쓰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노트북을 

다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되서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인터넷이 

뚫리는 순간.. 나는 올해 수업이 되게 좋아.. 올해 수업이 너무 좋은 게 그 

코로나로 인해 무선인터넷이 뚫려서 근데 우리는 원래 되어 있었어. 그렇게 

되어있는 와중에 그게 이전에는 그 와이파이에 제한이 많이 걸려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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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카톡은 안되었었단 말이야. 네이버 안열리고 이랬는데 그게 다 뚫린거

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때는 와이파이가 있어도 애들이 자료검색 

하는 것 말고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구클(구글클래스)은 쓰지 않았었지. 그

런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완전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할 때 플랫폼을 정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구클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덕을 보고 있지. 

(1차 심층 면담)

Zoom의 특정 기능들을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사용방식

도 윤교사의 수업 의도를 실현하는데 함께 작동하였다. 윤교사는 기본적으

로 동료 학습을 선호하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활동을 추구

했다. 한편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도 있다(강유진⋅정도준⋅박

지훈⋅김지나⋅박종석⋅남정희, 2021). 윤교사는 Zoom의 특정 기능을 활

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상황을 조성하였

다. 즉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특정한 기능이 윤교사의 실행, 즉 기존에 

윤교사가 해왔던 학생 중심 수업의 실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

었다. 이때 Zoom의 ‘주석’기능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학생의 참여

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윤교사 : 온라인으로 모둠 활동 할 때 Zoom은 또 공유할 수 있는데 공유

가 Meet(Google Meet)에서도 되기는 하지만 Meet랑 다르게 Zoom은 소회의

실이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 (...) Zoom에 주석기능이 있어요. Zoom에 주석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이 발표 자료를 띄우잖아. 그러면은 팬을 

쓸 수 있는 거야. 누구든. 호스트가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나는 

다 열어놓거든. 나는 뭐든 다 열어놔 소회의실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화면 

공유로 자료를 띄워놓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거 이거냐고 하면서 자기

들끼리 다 마우스 가지고. 여기는 그리고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스탬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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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할 수 있거든. 내가 Zoom 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지. (...) Meet 에서 

발표할 때 ppt만 띄워놓으면 되게 집중이 안되잖아. (...) 그런데 이게 주석

이 들어가는 순간 애들은 너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표시

해 봐. 여기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에서도 지금 다 줌으로 선생님

들 하시는 게 애들한테 ‘자 여기서 이거 어디인지 찾아서 동그라미 쳐봐. 

’

연구자 : 그거는 여러 명이 동그라미 하면 동그라미 여러 개 되는거예요?

윤교사 : 동그라미 하는 사람 이름이 떠요.

(2차 심층 면담)

디지털 플랫폼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그 

활용 가능성이 달라졌다. Zoom의 경우 학생들이 어떤 기기를 가지고 있어

도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Google meet 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기가 노트북, 패드, 인지에 따라 주석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윤교사가 추구하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하고, 동료 학습을 통한 수업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 등 물질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행되었다.

 

윤교사 : 학교에서는 구클(구글클래스)을 쓰고 있고 구클에는 미트가 연

동돼 있거든. (...) 문제는 이제 미트는 애가 접속하고 있는 기기가 패드면 

사실 우리 학교는 패드도 많거든. 패드인 경우에는 팬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주석을 그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패드가 아닌 친구들은 그걸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발표자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참여하

는 애들이 쓰는 게 중요한건데. 그 기능이 없잖아. (...) 근데 화면이 작아도 

패들렛도 그렇고 구글 사이트도 그렇고 뭐가 좋냐면 기기에 영향을 안 받

아 그게 너무 좋아. 기기가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뭐든 다 들어올 수 있어 

그게 너무 좋아. 

(2차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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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사는 야외 지질답사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관찰한 지점들의 

암석 사진과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자신이 탐사한 지점이 전체 

산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파악하여 산의 생성 과정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램블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도 하였다[그림 5-17].

[그림 5-17] 램블러 화면 예시

윤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의 결과물을 구성하도록 다양

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그 안의 구체적인 기능들을 활용하였다. 즉 윤교

사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을 안정화시키는데 디지털 플랫

폼의 형식이나 기능이 동원된 것이다. 윤교사는 평상시에도 학생들의 주체

적인 학습을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던 교사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무선 인

터넷 개방되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윤교사 : 사이트 도구가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이번 학기는 애들끼리 디스커션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이트를 만

드는 걸로 플랫폼을 정해놔가지고. (학생들이)‘오늘 뭐 해요’를 물어보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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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미래 교사의 모습 같아요.

윤교사 : 그 정도는 아니고. 

연구자 :　아니 제가 너무 과거에서 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약

간 코로나 영향이 지금 큰 거네요?

윤교사 : 그쵸. 그거 아니어도 원래도 그런거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너

무 좋은 걸 많이 쓸 수 있게 된 거지. 

(1차 심층 면담)

- 다양한 학습 공간과 함께 구성된다.

윤교사의 수업은 주로 지구과학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 민들레 고등학

교의 교과별 실험실은 넓은 책상이 있어 매 수업에서 학생들이 개인 노트

북을 활용하는 수업을 하기에 적합했다.

연구자 :수업은 주로 이제 실험실에서 주로 많이 하시죠? 그 지구과학 실

험실.

윤교사 :　거기가 막 시끄럽게 해도 옆에 방해가 안 되고 책상이 넓으니

까 애들이 책이랑 노트북이랑 이런 걸 놓고 쓰기도 좋고 네 실제 실험을 

할 때에도 사실 실험 대로도 좋고 그니까 넓은 책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3차 심층 면담)

그 밖에도 윤교사의 지구과학 수업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에서 이

루어졌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는 기간중에는 학교 교문 근처에 등산로 

입구가 있는 산에서 지질 탐사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윤교사

는 학생들이 교내 조경용 정원석을 탐사하도록 교내의 공간을 마음껏 탐

색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방하였다. 건물 안에서도 지구과학실험실 외에 

R&E 공간 등 주변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한 예로 윤교사가 계획하여 추진한 2학년 전체 학생들이 자율활동의 일환

인 ‘우리나라 지질 명소’ 관련 활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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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과 R&E 공간, 건물 복도 등 여러 공간에서 동 시간에 이루어졌다. 

각각의 공간들은 우리나라의 각 ‘도’가 되어 관련된 지질 명소들 관련 

포스터 발표와 함께 지질 명소 탐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윤교사는 학생들

이 체계적으로 모든 장소들을 탐방할 수 있도록 ‘지질 여권’을 지접 제

작하여 학생들이 각 지역마다 도장을 찍으면서 모든 공간의 지질 명소들

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윤교사가 동원한 학습 공간은 다양한 

학습 장면을 만드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 다양한 실험 기구와 함께 구성된다. 

윤교사의 수업에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고가의 장치들

이 사용되기도 했다. 암석 박편 절단기 등은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거의 구

입하지 않는 고가의 장비이다[그림 5-18]. 이러한 실험 장치들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과학고등학교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이

다.

윤교사 : 여기는 주로 기기를 많이 사라 그래. (...) 전에 일반고 있을 때

는 구 예산도 받았었고, 주로 애들 활동하는 데 돈을 많이 썼었는데일반고

에서는. 근데 여기(민들레고등학교)는 기기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3차 심층 면담)

[그림 5-18] 암석 박편 제작용 암석 절단기와 암석 연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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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교과 교사와 함께 구성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 하는 기간에 윤교사는 같은 교과를 담당하는 지구

과학교사인 이교사와 협력적으로 수업을 구성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고급지구과학 수업중‘암석 박편 제작 실험’시간에는 실

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파워포인트 학습자료를 이교사가 작성하

여 공유하였고, 윤교사는 실험 세팅 등 실험 수행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

여 협력적으로 수업을 실행하였다.  학교 인근 산에서 이루어진 지질 탐사 

수업의 경우도 이교사의 제안으로 서로 시간표를 조율하여 협력적으로 이

루어졌다. 평상시에도 윤교사와 이교사는 특정 내용을 어디까지 다룰 것인

지 등 교과 진도 문제, 지필평가 문항 출제 등 관련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과학 수업을 구성해 나갔다.

윤교사 : 이 학기는 이제 이교사랑 같은 학년이거든 어쨌건 그동안 나랑 

쭉 한 게 있으니까. (이교사는) 내 스타일을 알아서 이제는 얘기해 줘. ‘이

거 했으면 좋겠다.’근데 나는 그거 해주면 난 좋아.‘이거 하겠다고 되는 

건 되고 아닌 건 아니다.’하기도 하고 (...) 혼자 진도 나가는 건 되게 잘하

니까 할 수 있지만 내가 끼면 못해.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이번에

도 지금 좌표계 하는 게 이교사가 좌표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거

든. (...) 나는 나대로 맞춰주고 그 사람 그 사람대로 맞춰주니까.

(2차 심층 면담)

- 윤교사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과학 학습을 수행하도록 고안한 장

치와 함께 구성된다.

윤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규칙들을 

제정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수업의 실행을 안정화하였다. 그중에 하나는

‘질문 규칙’이었다. 한 수업 시간에 모둠별로 질문을 한 개씩만 받는 규

칙으로 윤교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윤교사가 그러한 장치를 고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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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학생들이 대부분 교사를 통해 정답을 듣기를 원하고, 스스로 질문

을 탐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해주기보다 질문 규칙을 통해 질문을 제한함으

로써 학생들이 학급 친구들과 함께 더욱 깊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고, 스스로 탐색하도록 하였다.

윤교사 :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그 얘기를 모둠활동을 시켰는데 나를 계속 

불러. 이런것들이 생기면 나는 나만의 장치가 필요하잖아? (네.) 거기서는 

어떤 장치를 썼냐면 오늘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모둠별 질문 한개만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 정말 애들이 그 하나의 질문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연필로 해도 되요?'이럼 너네 오

늘 질문 그걸로 끝낼꺼야? 하면 애들이 ‘아닙니다. 안 물어봤어요.’이래.  

그런 식의 약간 애들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를 제일 많이 고

민하는 것 같아.

(1차 심층 면담)

2) 과학 수업 행위자-네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한 윤교사의 번역 전략

- 번역 전략 1 : 학생들을 결집시키는 장치 만들기

  윤교사는 김교사, 강교사와 달리 지면으로된 ‘활동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윤교사는 주로 패들렛, 구글 사이트 도구 등 디지털 플

랫폼의 형식이나 학생들이 작성할 보고서의 형식과 구조에 자신의 수업 

의도를 위임하고 학생들을 결집시켰다. Latour(1987)은 번역 전략으로 소

집된 세력들을 서로 묶는 장치(machine)을 만드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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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습에 대한 관점, 교육 철학에 따른 수업 의도는 디지털 플랫폼의 

형식에 위임 

윤교사는 고급지구과학 수업에서 패들렛(Padlet) 을 주된 플랫폼으로 활

용하였다. 그중‘셸프(shelf)’라는 형식은 일련의 컬럼에 학습 내용을 게

시하기에 용이했다. 윤교사는 그러한 형식을 활용하여 학습 주제에 따라 

각각의 컬럼을 만들어서, 수업 전, 후 학생들이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서 외의 읽기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자료를 읽고 댓

글을 통해 질문을 하면, 윤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학생들은 윤교사가 제공하는 읽기 자료를 미리 읽음으로써 수업을 

준비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는 학습에 

있어 ‘문해력’을 중요시 여기는 윤교사의 번역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물질을 동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풍부한 읽기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

는 방식으로 구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위임(delegation)이

었다. 윤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디지털 플랫폼에 마련하였다. 윤교사의 의도는 디지털 플랫폼의 

형식에 위임되었고, 디지털 플랫폼은 학생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행위자

로 행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전에 읽기 자료를 미리 읽으면서 수업

을 준비하고, 질문들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다. 디지털 플랫폼상에 윤교사는 

없었지만, 온라인 공간상에 늘 존재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비인간은 윤

교사의 수업 의도를 위임받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b. 윤교사의 수업 목적은 학생들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 ‘개요’에 위임

윤교사는 학생들이 야외 지질답사 활동을 마친 이후 수업 1시간을 ‘보

고서 작성 안내’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이 시간에 윤교사는 ‘안

산 탐사 보고서 작성 - 학교 정원석 탐사 보고서 작성- 구글어스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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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블러 구글어스 연동 방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이 중 ‘안산 탐

사 보고서 작성’에 대해 안내하는 단계에서 윤교사의 수업 목적과 의도

는 보고서의 개요에 위임되었다. 

우선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4개의 참고문헌에 대한 안내가 이

루어졌다. 윤교사가 제시한 첫번째 참고문헌인 ‘수치 지질도 1:50000 축

적(서울)’은 우리나라의 지질자원데이터센터에서 자료 활용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지질학자와 같은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료이

다. 또 다른 참고자료는‘한반도 자연사 기행’이라는 교양 도서와 관련 

내용이 있는 사이트이다.

윤교사 :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170쪽에 가시면 170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안산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보세요. 

이거 불암산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싹 가리면 안산 같죠. 이거 

이거 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불암산 여기 보시면 이 책은 너무도 친절하

게 이렇게 생성 원리를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줬고요. 

(2학년 3반 고급지구과학 수업)

위와 같이 윤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최

소한의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당 참고자료와 지질답사 중에 학생

들이 관찰했던 암석들의 위치를 함께 언급하며 제공하는 자료와 관련지어

가며 설명하였다. 

윤교사 :　우리 올라갔을 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 기억 소환. 올라

갔어요. 우리가 능선에서 산들을 봤어요. (...) 북한산 뒤에 수락산, 도봉산, 

삼각산, 불암산 얘네들까지도 전부 다 대보화강암이라고 그랬어요. 안산이 

뭐라고? 저 안산이 대보 화강암이랑 무엇의 경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봤던 

거 화강암이 지괴 이름으로 모였어? (...) 판상절리, 방상절리, 토르, 구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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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 봤어요 우리. 네 그래서 보고서 쓰실 때 얘네들을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참고문헌을 제가 다 알려드린 거고요.

(2학년 3반 고급지구과학 수업)

마지막으로 윤교사는 참고문헌과 함께 보고서의 개요를 관련지어 제시

하였다. 요컨대 윤교사는 야외 지질답사 과정 중에 학생들이 관찰한 내용

과 학습 내용을 참고문헌과 관련지은 후,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결과를 최

종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을 개요의 형태로 안내하였다. 구체적으로 윤교사는 보고서에 들어가

야 할 항목을 각 번호(1~4)로 제시하였다. 

1, 2, 3번 항목은 학생들이 참고문헌과 자신들의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었다. 평상시 학생들의 ‘문해력’을 강조

하는 윤교사의 수업 의도가 기입된 것이었다. 윤교사는 자신이 엄선한 

‘참고문헌’과 보고서 개요를 연결 지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구과학 관련 텍스트를 읽도록 만들었다. 4번 항목은 윤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 자신만의‘질문’을 찾고, ‘답’을 찾는 것이었다. 4번 항

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윤교사가 제시한 참고문헌 목록 외에 

다른 참고문헌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윤교사는 추가적인 문헌 탐색이 학

생들의 ‘점수’와는 관련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추가적인 문헌 탐색을 장려하였다. 

이처럼 윤교사는 ‘교과 내용과 관련된 기존의 텍스트를 읽고 요약(1, 

2번)-자신의 답사 활동을 통한 관찰 기록(3번)-앞선 활동을 바탕으로 한 

학생만의 새로운 질문발견(4번)’이라는 일련의 개요를 통해 학생들의 학

습활동을 자신의 의도대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윤교사의 수업 의도와 

목적은 다양한 참고문헌의 목록과 함께 보고서의‘개요’에 연결되었다. 

이 보고서의 개요는 학생들이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고, 참고문헌과 연결하

고,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게하는 행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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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사 : 1, 2번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참고문헌에 다 있어요. 그니까 읽

고 요약하면 돼요. 간단하죠? 참고문헌 따로 안 찾아도 되고 3번은 여러분

이 관찰한 거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한 번만 정리하면 돼요. (...)  

4번에 내가 쓴 질문에 답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은 참고문헌을 써주시는데 

없으면 그냥 3개만 있어도 감점을 하지 않을 거예요. 4번은 왜 제가 늘 요

구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질문을 쓸 수는 있으나 토의해서 얘기도 다 하고 

답도 같이 찾아도 쓰는 걸 자기가 쓰면 말투는 다르게 쓸 수 있죠?

(2학년 3반 고급지구과학 수업)

c. 자신의 교육 관점을 수업 내에서 작동하는 규칙에 위임

윤교사가 만든 다양한 규칙들 일종의 힘의 책략으로 볼 수 있다. ‘질

문 규칙’이었다. 한 수업 시간에 모둠별로 질문을 한 개씩만 받는 규칙으

로 윤교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수업에서 그러한 장치를 고안한 이

유는 학생들이 대부분 사소한 것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 교사의 지시

를 받기를 원하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고 스스로 탐색하는 것에 익

숙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교사는 학생들이 학급 친구들과 함께 

더욱 고민해보고, 스스로 탐색하기를 바랐다 이에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해주지 않았다. 윤교사가 고안한 규칙에 의해 학생들은 스스

로 자신의 질문을 점검하고, 가능한 스스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는 식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하였다.

윤교사 :　모둠활동을 시켰는데 나를 계속 불러. 이런것들이 생기면 나는 

나만의 장치가 필요하잖아? 거기서는 어떤 장치를 썼냐면 ‘오늘 수업 시

간 끝날 때까지 모둠별 질문 한개만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 다른 모

둠에 갔어. ‘선생님 이거 연필로 해도 되요?’ 이럼 ‘너네 오늘 질문 그

걸로 끝낼꺼야?’ 하면 애들이 ‘아닙니다. 안 물어봤어요.’이래. 그런 식



- 232 -

의 약간 ‘애들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를 제일 많이 고민

하는 것 같아.

(1차 심층 면담)

d.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도록하는 의도를 사물에 위임

윤교사는 한반도의 지질 명소 관련 수업에서는 ‘지질 여권’과 각 지

질 명소 별 여권 도장을 업체에 의뢰하여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그림 

5-19]. 학생들이 각 지질 명소 앞에서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관련 내용을 

학습한 뒤 지질 명소 별로 여권 도장을 받도록 한 것이다. 2학년 전체 학

생이 학교 안의 다양한 공간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습하는 상황에서 윤교사

와 다른 1명의 지구과학교사 총 2명이 모든 학생들을 지도하기는 어려웠

을 것이다. 학생들이 최대한 덜 이탈하게 하기 위해 학습 외에 ‘지질 여

권 도장 받기’라는 별도의 장치를 만들었고, 학생들은 ‘지질 여권’을 

들고 교사의 지시 없이도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다른 지질 명소를 탐색

하기 위해 여러 공간 들을 돌아다니며 학습하였다. 

이처럼 윤교사는 늘 “애들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떤게 필요할까”를 항

상 고민하였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물질들에 자신의 의도를 위임하여 또다

른 행위자로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의도한 수업을 안정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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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윤교사가 제작한 지질 여권

- 번역 전략 2 : 지필평가와 연합하기

윤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과학 학습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지필

평가’라는 행위자와 연합하였다. 이는 Latour(1987)가 제시한 ‘예상치 

않은 새로운 동맹과 연합하기’ 라는 전략과 관련된다. 윤교사는 평상시 

과학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문해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학생들의 문해력을 길러주기 위해 과학 수업 시간에 읽기 활동을 중심적

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과학 교과 지필평가에서는 ‘문해력’ 자

체가 강조되지 않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스타일을 학교 지필평가 

문항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흔하다. 즉 일선 학교에서는 정확한 과학 개

념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과 계산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으로 과학 교과의 지필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학 학습

에 있어 문해력을 중요시 여기는 윤교사는 ‘문해력’ 향상이라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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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업 목표를 지구과학 지필평가 문항과 연합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읽기 자료를 읽고 문해력을 기르도록 만들었다. 윤교사는 지필평가 

문항 제작을 위해 교과서 외의 다양한 전공 기초 서적, 교양 과학서, 뉴스 

기사 등에서 지문을 발췌하였다. 

윤교사 : 첫 해 첫 학기에는 내내 읽기만 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당연

히 읽고 답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연구자 : 그럼 이제 너무 되게 어렵겠다. 

윤교사 : 나는 나름대로 내 문제가 내 수업 시간과 매우 연계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비문학이라고 (다른 과학교사들에게) 지탄을 받고.

연구자 : 그 지문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전공서? 

윤교사 : 그다음에 전공 기초 서적, 전공 그다음에 교양 과학서 (...)‘얼

음의 나이’진짜 재밌잖아. ‘얼음의 나이’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지금 거

기서 이제 그래프 이런 거 뽑아서 그래프 해석하는 그런 근데 그런 문제들

이 난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제서야 한 3년, 4년 되니까 이제서야 나오는 말

이 나의 (시험)문제가 재미있다는 애들이 있어.

(2차 심층 면담)

동시에 지필평가 문항과 관련된 읽기 자료의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공

했다[그림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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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윤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지필평가 대비용 읽기 자료 출처 모음

이처럼 윤교사가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서 ‘읽기’를 통한 문해력 향

상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지필평가’라는 행위자와 

연합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유지될 수 있었다. Latour(1987)은 새로운 행위

자와 동맹 맺음으로써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포기해

야할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Latour(1987)가 제시한 하나의 사

례로 이스트먼의 경우 필름 코팅의 수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룰로이드

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자신만의 사진건판으로 사진을 현상해오던 준 프

로 사진사들을 포기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윤교사가 출제하는 지필평가는 

다른 과학교사들이 출제하는 일반적인 과학 교과 지필평가 문항과는 다른 

형식이었고, 그로 인해 다른 과학교사들과 갈등이 빚어졌다. 즉 윤교사 역

시 자신의 네트워크를 위해 지필평가와 연합함으로써 동료 과학교사들과

의 원만한 협력 관계를 포기했어야 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윤교사는 문

해력 기르기라는 자신의 과학 수업에서 중요한 목적을 매 차례 지필평가 



- 236 -

문항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관철하였다.

[그림 5-21] 윤교사가 만든 지필평가 문

항 예시

- 번역 전략 3 :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수업을 수정하기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노트에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러한 학습 결

과를 정리하는 활동에서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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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떻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노트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이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 

그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고 싶어한다는 요구를 파악하여 

학습지에 수능특강 문제 푸는 시간을 포함하였다. 이는 Latour(1987)가 제

시한 사람들의 명시적 이해관계(explicit interests)에 부응하도록 대상물을 

손질해 맞추는 번역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윤교사 : 근데 조금 더 피드백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애들

이 조금 더 자기 스스로 학습한 걸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어서. 올해는 다 빼고 그래서 올해 담임 질의 응답하고 마지막 설문 구글 

설문에 자기 활동 돌아보기에 애들이 쓰게 했는데 진짜 대충 쓰거든. 그래

서 또 다른 장치를 애들이 이걸 학습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옆에서 뭐를 더 

놓아주면 좋을까라는 고민? 애들이 여기는 문제 푸는 거 너무 좋아해. 내가 

문제를 안 주면 문제를 달라 그래. 강의도 없는데 문제는 있어야 되는 거니

까 자꾸 학습지를 요구하거든. (...) 다른 교과에서 너무 익숙한단 말이야. 

다 학습지를 주고 다른 교과에서는 너무 다 강의를 해 주고. 그런데 내가 

수업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나는 학습지도 없고 강의도 없어. 이러니까 이

제(학생들이) 벙 찌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거지?' (...) 애들의 수준을 생각했

을 때 분명 수능을 준비하는 애들도 있거든. 내신으로 갈 수 없는 애들 조

금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를 원하니까 계속 수능 특강을 풀어. (...) 지금은 

수업 시작하면서 수특(EBS 수틍특강)을 (문제를)뿌려. 어 수특을 한 장이나 

두 장 뿌려 그래서 앞부분에 4문제에서 8문제 풀어. 거기서 바로 즉석에서 

채점해서 바로 모둠 편성하고 자리 바꾸고 그날 진도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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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교사의 과학 수업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계

매 수업에 앞서 윤교사는 과학 수업에 대한 나름의 번역본을 가지고 있

었다. 윤교사가 추구하는 과학 수업은‘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문해력을 키우는 수업’이었다. 이는 윤교사의 ‘과학’과 ‘학

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윤교사가 추구하는 과학 수

업은 실제 실행되기 전에는 윤교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윤교

사가 생각하는 과학 수업이 실행되려면 윤교사의 지식이나 신념, 의도와 

함께 행위자들을 안정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번역 전략이 필요했다. 윤교

사는 자신의 수업 의도, 교육에 대한 신념이나 관점 등을 수업 안에서 지

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자신의 의도를 

위임하고, 학생들을 결집시켰다. 이는 과학 수업 네트워크를 안정화 하기 

위한 일종의 번역 전략이었다.‘디지털 플랫폼’은 윤교사와 함께 과학 수

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이때‘디지털 플랫폼’이 주요한 행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민들레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개인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도 윤교사

는 과학고등학교라는 정책 예산과 관련된 고가의 실험 장치들, 동교과 교

사,윤교사가 고안한 장치 등 다양한 행위자와 관계 맺으며 과학 수업을 구

성해 나갔다.

[그림 5-22]에 가시화한 실행된 과학수업 네트워크는 매 차시의 윤교사

의 과학 수업이 이처럼 고정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 

과정중에 포착할 수 있었던 어느 한 순간의 네트워크이지만, 비교적 안정

적인 네트워크 였기에 연구자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

교사는 다양한 행위자와 관계맺으며 자신의 과학 수업을 안정화해나가고 

있을 것이다. 윤교사의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문

해력을 키우는 수업’ 이라는 네트워크는 매 차시 과학 수업에서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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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동원하기 위한 윤교사의 번역 전략을 통해 여러 인간 비인간 행위자

들이 한데 연합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과정이었다. 

[그림 5-22] 윤교사의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계

가령, 윤교사의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소유한 개인 디지털 기기가 없

었다면 어떠했을까? 윤교사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문해력을 기

를 수 있도록 매 차시 패들렛과 구글 사이트 도구에 읽기 자료를 탑재하였

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읽기 자료를 읽고 댓글로 윤교사와 다른 학생들에

게 질문하고 서로 답변할 수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학생들의 디지

털 기기 등 기술과 사물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윤교사가 추구하는 수업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매 차시마다 다양한 읽기 자료를 

복사해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질문들에 답해주기는 어려웠을 것

이기 때문이다. 윤교사의 과학 수업이 윤교사의 의도에 따라 과학 수업이 

수업시간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학생들의 문해력과 학습에 있어 주체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실행된 것은 디지털 플랫폼과 기기라는 기술과 사물 형

태의 행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윤교사의 ‘과학’과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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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체성 규정에 따라 번역된 ‘문해력을 키우는 수업’은 번역을 위

한 윤교사의 번역 전략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연합했을 때 실행

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윤교사가 생각하는 ‘과학’과 ‘학

생’의 정체성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교사와 함께 성

공적인 과학 수업 네트워크로 구축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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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과학교사의 실행에 관한 논의

과학교사의 실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교사의 전문적 실행 즉 

전문성을 중심으로 그 실행을 이해하고 논의해 왔다. 이때 가장 오랜 시간 

교사 전문성 논의를 구성한 것은 기술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내용교수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Shulman, 1986) 등 지식이나 

역량 기반 접근의 논의였다. 그러나 과학교사의 실행은 PCK와 같은 지식

이나 역량 등으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다. 과학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의도

와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맥락에서 여러 인간, 비인간 행위

자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실행해나간다. 그러한 과학교사의 실행은 우발성, 

불확정성, 복잡성을 띄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

를 해결하고 일을 수행해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선험적으로 규정된 지식이

나 역량 차원으로 온전히 환원시켜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세 과학교사의 사례를 통해 과학교사들의 실행의 사회

물질적 특성에 주목하여 과학교사의 실행 특징을 이해하고, 과학교사 실행

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4장

에서는 세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과 관련해 행위자-네트워크를 가시

화하고, 정책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다음 제5장에서는 과학

교사 나름의 ‘과학’과 ‘학생’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을 바탕으로한 과

학교육과 수업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실제 과학 수업으로 번역되는지를 

과학 수업 행위자-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을 드러내고 번역 전략이 무엇이었

는지, 과학교사의 과학 수업에 대한 번역본과 실제 실행된 과학수업의 관

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세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

현 및 과학 수업 실행 사례를 고찰한 것을 바탕으로 과학교사 실행의 특징

을 기존의 과학교사의 실행을 이해하는 관점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과학교사 실행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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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 수업 밖의 과학교사 실행

본 연구에서 과학교사가 자기 나름의 번역을 바탕으로 과학교육 정책

을 실행해나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과학교사들은 정책문서상

의 지침을 있는 그대로 옮겨내기보다 자기 자신 만의 정책 해석과 번역에 

따라 새로운 교육활동을 모색하고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이때 과학교사의 

실행은 단지 ‘과학 수업’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학교사의 모

든 실행이 오로지 과학 수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과학교

사는 과학 수업을 포함한 더 넓은 맥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였

으며, 교육활동 그 자체 외에도 자신이 의도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동료교사를 설득하고, 사물들을 동원하는 등 복잡한 사회물질적 맥락속의 

행위자로서 행위하였다. 

김교사의 사례는 여러 교과 교사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여, 다양한 교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전문적 실행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김교사의 실행에서 전문적 측면은 기존의 교과 내용 

중심의 교사 전문성이나 수업 전문성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김교

사는 과학중점학교 정책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교과 통합 수

업 프로젝트’를 구상하였고, 수년에 걸쳐 시도하였다. 수년간의 시도가 

언제나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의 실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실현되었을 때야 비로소 김

교사가 학교안의 다양한 교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전

문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또 그 전문성은 김교사 내면의 내재

된 역량의 결과로 보였을 것이다. ANT라는 이론적 관점을 가진 연구자의 

눈에 김교사의 전문적 실행을 구성한 것은 김교사가 내면에 보유한 과학 

교과 관련 지식이나 역량만이 아니었다. 김교사의 ‘교과 통합 수업 프로

젝트’를 마침내 실행으로 이끈 것은 다수의 동료 교사를 설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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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략들이었으며, 예산이나 연구계획서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들을 

동원하는 김교사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였다. 요컨대 과학중점학교 

정책을 지역적 맥락의 실행으로 번역한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김교사의 대부분의 행위들은 ‘과학 수업 밖’의 것이었다. 

이러한 김교사의 실행과 전문적 측면은 기존의 교과 지식 중심의 교사 전

문성, 수업 전문성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강교사와 윤교사

의 ‘독서’와 관련된 교육활동 역시 과학 수업 밖에서 이루어진 의미있

는 교육활동이었다. 그동안 교사의 실행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그러한 수업 

밖 실행과 관련된 부분이 간과되어온 측면이 크다. 수업 밖의 실행은 수업

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여겨져왔고, ‘실행’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Carlgres, 1999, 소경희, 2003, 재인용).

2. 과학교사의 다양한 과학 수업 번역과 실행

세 과학교사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과학교사의 수업에서 ‘과학’은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었다. 이 연구에서 세 교사는 ‘과학’에 대한 다른 

번역을 바탕으로 다른 목적으로 과학 수업을 실행했다. 이처럼 다양한 관

점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과학교사의 수업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문적 실

행 측면을 포착하기에 PCK 와 같은 지식기반 관점은 한계가 있다. PCK는 

‘내용(contents)' 에 대한 교수 지식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이나 주제에 따

라 다른 요소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PCK와 같은 기술적 합리성 관점의 

지식기반 관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Elbaz, 1981)도 그 구성 요소로 교육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 교과 내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한계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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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는 교육체

계, 그리고 국가 중심 과학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이 과학의 학문적 지식 체

계를 충실히 따르는 상황에서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을 학문 지식 체계

만을 전수하는 것으로 축소 시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최근에

는 SSI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학교육의 방략과 관련해서도 PCK 연구가 이

루어진 사례도 있다(이현주, 2016). 다만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례이고, 실제 중,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대부분의 과학 수업

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따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체

계와 주로 관련된다.

이처럼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을 교과 지식이나 특정한 교육적 방향

성과 관련된 수업 측면에 규정한다면 과학교사의 실행을 상당히 축소 시

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누군가는 과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것, 과학적 실행으로서 ‘탐구’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과학

교사의 전문적 실행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누군가는 과학교육에 있어 삶과 

관련된 과학기술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활

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과학교사 전문적 실행의 기준으로 볼 수 있

다. 이때 어떤 것이 더 전문적인 실행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 과학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둘 다 중요한 교육적 실행이기 때문

이다.

윤교사의 사례는 교사의 전문적 실행을 바라보는 축소된 관점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윤교사의 과학 학습, 교육에 

대한 관점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과학교사와 달랐다. 윤교사

는 과학 수업이나 과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것이 ‘과학’이라는 학문의 

지식 체계를 전수하는 것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과학고등학교의 교사로서 

과학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 중점을 둔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의 ‘문해

력’과 ‘삶’에 초점을 둔 윤교사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과 긴장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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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실제로 타 교사들은 ‘과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

의식 수업을 실행하지 않는 윤교사를 과학교사로서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

로 여기기도 했고, 여러 갈등 상황을 야기하여 윤교사로 하여금 심정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문적 지식 체계를 전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과학교사와 과학 학습을 통한 문해력 등 일반적인 교육의 

의미가 강조되어 삶의 역량의 증진을 중요시 여기는 과학교사 각각의 교

육 관점과 내용에 따른 상이한 전문적 실행에 대한 규정은 각 교사에게 각 

관점에 맞는 지식, 기술,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를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의 내용이나 주제마다 각기 다른 전문성 요소를 도출하는 것

이 실제 과학교사의 실행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

이다. 무엇이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인가? 라는 논의에서 어떤 특정한 상

황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교

육 관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과 교사 전문성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세 과학교사의 상이한 ‘과학 수업 번

역’은 과학교사의 수업에서 전문적 실행이란 다원적이고 다층적으로 드

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서 과학교사의 실행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를 여느 행위자와 다를 것 없이 복잡한 네트워

크 속에서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와 관계 맺고 또한 자신만의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시도하는 존재로 보고 그 실행의 

특성에 주목했다. 과학교사가 단순히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 지식, 교

육학적 지식이나 이론을 과학 수업으로 구현해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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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질적 맥락에서 다채로운 실행을 해나가는 행위자라는 것을 보였

다. 과학교사는 수업만이 아니라 수업 밖에서도 교육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물질적 실행을 해나가는 존재였다. 

김교사의 사례는 한 교사가 정책을 해석하여 그에 기반한 교육활동을 

수행해나가는 것이 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김교사의 실행은 사회적, 물질적 관계 맺음의 결과였다. 자신이 전공한 교

과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교육받고 습득해 온 교사들에게 교과를 넘어

서 다양한 교과 교사와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다. 그럼에도 김교사는 다른 동료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잘 해석하여, 그

에 맞는 다양한 전략과 사물을 동원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의도에 따라 교

육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 김교사가 보여준 사례는 오늘날 하나의 ‘교

과’안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다양한 교과간 ‘융합’, ‘통합’

을 통해 학문간 경계를 넘어선 초학문적(transdiciplinary)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실행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일찍이 

그러한 교과 간 경계를 넘는 교사의 전문적 실행은‘연계적 전문성

(connective specialization)(Young, 1988)'으로 논의된 바 있다. 소경희(2006)

는 그러한 연계적 전문성 논의를 바탕으로 교사 양성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는 호주 퀸즐랜드 주의 교사의 12가지 전

문성 기준을 바탕으로 교과를 초월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 학교 실제에 대

한 지식과 경험, 학교밖의 지역사회와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다만 그러한 전문성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

게 실제 실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은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

가 없다. 김교사가 수행한 ‘교과 통합 수업 프로젝트’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번역 과정은 연계적 전문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

례가 될 수 있다. 김교사는 교과 통합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교사들

과 사회적 관계를 맺었고, 또한 다양한 물질들을 동원하였다. 그것이 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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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전문적 실행이었다. 

강교사의 사례는 과학 수업에서 다양한 물질들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

함을 보여주었다. 강교사는 학생들의 과학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

이 직접 조작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실험 도구들을 동원하였다. 강교사는 과

학 활동이 본질적으로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을 알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적재적소에 제공하였다. 강교사의 과학 수업

에서는 그러한 물질들과 함께 다양한 학습이 일어났다. 이때 강교사는 가

용한 예산을 활용해 실험기구를 구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때로는 지역

사회의 공공 기관들과 관계 맺으며 다양한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였다. 강

교사의 사례는 소경희(2006)가 제시한 연계적 전문성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

다. 강교사의 수업에서는 특수한 좌석 배치를 포함한 교실 공간 역시 중요

한 행위자였다. 이처럼 모든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한데 동원됨으로써 

강교사의 의도를 실현하는 과학 수업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었다.

윤교사는 자신의 과학 수업에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

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윤교사의 의도는 다양한 ‘디

지털 플랫폼’의 형식에 위임되었고, 디지털 플랫폼은 윤교사가 없는 곳에

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위자가 되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점차 교육 상황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

다. 윤교사의 사례는 그러한 기술에 자신의 교육 관점을 기입하고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윤교사는 동원할 물질

이 없다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자신의 실행을 안정화하였다. 윤교사가 

만든 다양한 규칙들은 일종의‘작은 제도’였다. 인간이 다양한 사회적 실

행을 제도라는 형태로 물질화하면서 사회의 구조적 안정성을 획득해온 것

처럼, 윤교사가 만든 규칙들은 자신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위임한 행위자였다. 그러한 다채로운 물질들은 윤교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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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교육 의도와 신념을 관철할 수 있도록 행위했다.

어느 순간에는 과학 수업이 과학교사의 과학 수업에 대한 관점이 구현

된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보이기도 했지만, 과학교사의 과학,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을 바탕으로 한 과학 수업에 대한 관점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네트워크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과학교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학생’에 대한 복합적인 관점은 교육 과정상의 특정한 내용,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결되며 비로소 구체적인 실행의 모습으로 눈앞에 드

러났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교사, 윤교사의 사례는 과

학 수업이 대학입시제도 및 그와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 예컨대 학교생

활기록부, 내신 성적 등과 연결되면서 과학교사의 의도를 변화시키거나 실

행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행위함을 보였다. 과학교사의 수업을 교실이라는 

진공속에서 교사와 학생 인간 행위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

으로만 보기는 어려웠다. 오랜 시간 교육장면에서 함께 해온 대학 입시제

도라는 안정적인 행위자를 만드는 다양한 물질들과 관계들은 과학교사의 

실행과도 연결되며 과학 수업을 함께 구성하였다. 때로는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된 기존의 네트워크는 과학교사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과학 수업을 

구성해 나가는것을 가로막는 행위자가 되기도 하였다. 과학교사가 추구하

는 과학 수업은 기존의 제도, 교육 공한, 사물, 기술 등이 얽힌 복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를 자신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에 

등록시키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요컨대 과학 수업

은 교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과학,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이 과학교

사에 의해 수업으로 단순히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교사와 상호작용하

거나 결합하는 다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사회물질적 관계 속에

서 성취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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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세 가지 특징과 논의는 과학교사 혹은 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고

자 한 기존의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바라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교과를 넘어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전문적 실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세 교사

의 사례를 통해 보인 연구 결과는 기존 교사의 전문적 실행과 관련된 이론

과 개념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세 교사가 교육 정책

과 과학 수업을 실행해나가는 모습은 여러 인간과 비인간이 얽혀있는 사

회물질적 네트워크로 그려졌다[그림 6-1]. 그러한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구

축되고 때로는 와해되며 변화하기를 반복하였다. 과학교사는 자신의 과학

에 대한 인식과 교육학적 의도를 실제 행위로 구현하기 위해, 때로는 시간

표와 협상하고, 동료 교사와 충돌하고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며, 자신의 실

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공물을 동원하였다. 또한 과학교사는 학교

에서 과학교사로서만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담임교

사로, 행정부서의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로 복잡하게 중첩된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행위자로서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세 과학교사의 실행은 자신의 교육적 의도와 신념

을 실행하기 위해 수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와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사

회물질적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실행은 교사 자신의 의도와 신념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지속적인 과정은 같은 방식

의 수업이 단순히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실행됨을 의미하지 않았다. 매 순

간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를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교사의 

실행은 반복적이었지만, 어느 한 차시의 수업도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학교 현장의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고 우발적인 상황들에 따라, 해당 시간에 

다루어야 하는 교육과정 상의 내용 지식에 따라 매 차시의 수업에서 동원

가능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에 따라 과학 수업의 양상은 달라졌다. 그 안

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과학교사의 과학교육 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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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신념이었다.

교육활동이 의도적 행위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들은 아무런 교육적 의도나 의미 없이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언제나 심오한 교육적 의도와 함

께 제반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적인 활동’이 

교사의 전문적 실행의 핵심이라고 보았을 때, 그러한 의도적인 교육적 활

동은 누적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복될 때 하나의 교육 ‘현상’으로서 포착

될 것이다(한숭희, 2019). 또한 그 가운데서 교사의 전문적 실행 즉 교사의 

전문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 과학교사가 어쩌다 한번 이벤트

처럼 실행한 과학 수업에서 수많은 PCK 구성 요소들이 포착되었다고 해서 

해당 교사를 근본적인 의미에서 ‘전문성’ 있는 교사라고 단언하기는 어

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세 과학교사의 실행 사례는 교사의 전문적 실행의 의

미를 새롭게 고찰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세 교사는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 정책을 주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실행했으며,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자신의 과학교육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하

고, 타협하고 협상해나가면서 자신의 교육 신념과 의도를 오랜 기간에 걸

쳐 지속적인 실행으로 옮겨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자였다. 연구자의 

눈에는 그러한 세 교사의 실행이 과학교사로서 행하는‘전문적 실행’으

로 비추어졌다. 그러한 실행은 어떻게 가능했고,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상세히 짚어 보는 것이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을 논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요컨대 다양한 행위자들이 얽혀있어 계속해서 변화하고 우발적

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교육 

신념과 의도를 실제 교육 정책과 수업 실행으로 구현해내는 세 교사는 과

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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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했다. 

세 과학교사의 교육 실행을 구성하는 것은 그 자신이 내면에 가지고 있

는 지식, 역량만이 아니었다. 교과 내용 지식과 교육적 신념 등 과학교사 

내면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요소들은 비인간 물질, 시공간, 제도, 

정책, 기술 등 다양한 물질들과 얽힘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의 모습으로 드

러났다. 과학교사의 모든 실행은 언제나 그 순간 결합 될 수 있는 행위자

들과의 연합의 효과였으며, 교사에게 내재 된 보편적 지식이나 역량으로만 

측정되거나 포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세 교

사의 사례는 교사의 전문적 실행이 가지는 사회물질적 특성, 불확정성, 역

동성, 우발성을 인식하는 새로운 사유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경험적 사례

였다. 과학교사의 실행에서 중요했던 것은 다른 교사들과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다양한 기입을 통해 비인간 행위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위임

하는 등 자신의 교육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인간과 비인간과 관계맺음

으로써 자신의 교육 의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었다. 연구자는 과학교사가 그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교육의 목표가 학생

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거나 ‘삶을 위한 역

량’을 기르는 것에 있거나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과학교육의 목표와 

의도에 기반해 자신의 교육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실제 실행으로 

만들고,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전문적인 과학교사 실행

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탐색한 세 과학교사의 실행에서 핵심적

인 것은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즉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

와 결합하여 자신만의 과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

교사의 실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과학교

사는 매일매일 다른 물질과 행위자들과 한데 얽히고 새로운 물질들과 행

위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언제나 적극적인 행위자였다. 세 과학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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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술, 도구, 사람 등 수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와 협상하여 자신의 

실행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고, 어떤 순간에는 타협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

정적으로 자신의 교육 의도를 실제 행위로 옮기기 위해 기술, 사물 등 물

질에 자신의 교육 및 수업 의도를 위임하고, 새로운 기입을 만들어내었다. 

그러한 물질들은 교사와 함께 교사의 교육 실행을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

자였다. 교사가 끊임없이 다른 행위자와 협상하고 결합하고, 그들을 결집

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번역 전략이었다. 과학교사의 번역 전략은 과학교사의 과학,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을 바탕으로 한 과학 수업의 번역본이 안정적이고 일관

된 과학 수업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데 기여했다. 즉 언제나 과학교사의 일

관되고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과학 수업에 대한 관점은 네트워크를 구축

하기 위한 과학교사의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와의 

관계속에서 과학 수업 실행이라는 모습으로 매순간 성취되는 것이었다.

점차 연결되고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인간이 기술, 사물과 결합하여 네

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분야에서나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

회는 더욱 복잡해졌고, 점차 사람들은 더욱 많은 제도와 행위자 그리고 다

양한 기술들과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

의 전문적 실행이 무엇인가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 

탐색한 세 교사의 사례는 과학교사의 전문적인 실행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를 탐색해볼 수 있는 논의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다만 과학교사 혹은 교사

의 전문적 실행에 관한 논의는 다원성을 가짐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과학교사의 다양한 번역 능력 즉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활동을 고안하

여 다른 동료 교사와 함께 사물들을 동원하거나, 자신의 과학 수업을 위해 

다양한 사물, 기술을 동원하여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과

학교사 전문적 실행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로 제시하였다. 이것이 과학교

사의 전문적 실행을 구성하는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연구는 시론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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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인 연구로 이후 특정한 교육 내용이나 관점을 넘어서 보편적인 차

원에서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경험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논의는 기존의 과학교사의 전문

적 실행에 대한 논의와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하며, 언제나 실제로 

행해진 교사의 다층적인 실행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학교사와 그의 실행은 과학교육이라는 더욱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블

랙박스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6-1]. 본 연구에서는 그 블랙박스를 펼쳐 세 

과학교사가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지, 그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을 

드러내고 그 관계를 기술했다.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수

업 밖의 과학교사 실행, 과학교사의 과학 수업 실행, 사회물질적 네트워크

로서 과학교사 실행 특징에 관해 각각 논의 하였다. 과학교사 정책 실행과 

수업 실행은 완성되고 완결된 결과로 존재하지 않았다. 과학교사의 실행은 

과학교육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현재 진행

형인 번역과정으로 존재했다. 과학교사의 전문성 역시 언제나 쉽게 허물어

질 수 있는 자신의 교육 네트워크를 지속되고 일관된 교육 실행으로 만들

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상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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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세 과학교사의 네트워크와 과학교육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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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인간중심 사유에 기반해 과학교사의 실행을 바라보는 기존

의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과학교사의 실행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과학교사를 둘러싼 복잡한 맥락에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얽

히면서 만들어지는 관계와 그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에는 ANT라는 이론을 토대로 사회물질적 관점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탐

색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정

책 및 수업 실행의 양상과 특징을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탐색하였다. 

ANT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유도된 연구방법론에 따라 참여관찰,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문제의 방향에 따

라 분석되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정책은 과학교사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가?

- 과학교사를 중심으로한 교육 정책 네트워크의 특징은 무엇인가?

- 과학교사는 교육 정책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둘째, 과학수업은 과학교사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는가?

- 과학교사는 과학,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정에 따라 과학 수업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 과학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과학교사의 번역 전략은 

무엇인가?

- 과학교사의 번역과 실행된 과학 수업의 관계는 무엇인가?

셋째,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 및 수업 실행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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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 결과에서는 과학교육 및 교육 정책이 교사의 번역을 통한 

실행과 함께 완성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관계와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 정책은 대부분 

‘운영 지침’ 과 같은 정책문서의 형태로 교육 현장에 처방되었고, 과학

교사는 정책의 협상 공간에서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협상

을 통해 정책을 구현해 나갔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과학중점학교, 혁신학

교, 과학고등학교 정책은 법령을 근거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을 통해 그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 교육 정책과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은 일종의 처

방 공간을 구성했으며, 과학교사가 정책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만의 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협상의 공간도 존재했다. 과학교사의 협상공간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얽혀 정책입안 당시 의도되었거나 예견되지 않았던 다채로운 

현실들이 구성되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존재했다. 예컨대 김교사는 과학중

점학교 운영 지침의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자신이 추구하는 ‘교과 통

합 수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김교사가 

재직중인 개나리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학교 정책과 혁신학교 정책이

라는 두 가지 교육 정책이 함께 실행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이 개

나리 고등학교에서 한데 얽히면서 김교사가 혁신학교 정책에 근거해 수행

하고자 했던 수업 방식이 과학중점학교라는 정책적 맥락에서 과학 시수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만들었고, 김교사는 그 안에서 나름의 협상을 통해 교

육을 실행해 나갔다. 

윤교사의 사례는 ‘과학고등학교’가 특수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반

계 고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부의 정책에 따라 교육과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학생들에게 학업 부

담을 지우는 현실이 구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목

적에 따라 과학고등학교의 핵심적인 교육활동인 R&E 는 정책적 변화로 

인해 입시제도와 연결된 학교생활기록부라는 행위자와 연결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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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이 R&E 활동을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구성했다. 이처럼 윤교사

의 사례는 입시제도라는 행위자, 또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얽

히면서 구성되는 복잡한 현실이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

른 효과나 관계를 만들도록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교사의 사례는 혁신학교 정책과 같이 학교 현장에서 다채로운 정책 

실행을 강조하는 비교적 덜 처방적인 교육 정책은 교사의 적극적인 네트

워크 구축 활동이 정책 구현에서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혁신학교 정책이 

강조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은 문서상에 처방되어 있지만, 정책문

서는 마을의 어떤 주체와 학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교사가 마을의 

어떤 주체와 협력해 어떤 교육활동을 해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세 과학교사는 자신을 교육 정책 네트워크의 행위자로 인식하고, 

나름의 정책 번역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도 한

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교사의 경우 과학 중점학교에서는 융합적이고 통합

적인 과학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자신 이외에 여러 동

료 교사와 함께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

서 실패하기도 하였다. 강교사와 윤교사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정책적 맥락에 대한 해석과 함께 나름의 교육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두 교

사는 자신이 교과를 담당하는 학급의 학생들이나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

생들과 함께 각각‘과학 독서 및 서평 쓰기’활동이나 조회 시간을 활용

한‘독서 활동’을 실행하였다. 과학교사는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을 실행

으로 옮기기 위해 동료 교사들 혹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 즉 이해관계를 파

악하고, 협상을 통해 네트워크로 끌어들여야 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으

며 실패도 있었지만 김교사는 행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행위

자와 장치를 동원하고, 협상함으로써 비로소 동맹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

러한 동맹은 과학교사가 자신의 교육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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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의 정책 번역 사례는 교사의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과학교사가 자신

의 교육적 역량을 발휘하여 나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

과 결합됨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과학 수업이 과학교사의 번역에 의해 다양한 버전

으로 실행됨을 보였다. 과학교사는 과학, 학생에 대한 나름의 정체성 규정

을 바탕으로 과학 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김교사는 화학 수업을 

‘미래 이공계 전공 준비를 위해 과학적 실행(실험)과 이론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수업’으로 번역하였고, 강교사는 과학 수업을 ‘학생들의 삶과 관

련되며 과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으로 번역하였다. 윤교사는 지구과

학 수업을‘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문해력을 키우는 

수업’으로 번역하였다. 세 교사의 과학 수업에는 ‘과학적 실행’이 그 

중심에 놓이기도, 학생들의 ‘삶’이나‘문해력’이 중심에 놓이기도 했

다. 김교사와 윤교사의 경우 학생들을 이공계에 진학하여 과학연구를 수행

해나갈 미래의 과학자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반

적인 교육안에서 과학교육에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가 상이했고, 그 결과 

실제 수업 실행 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과학

교육의 목표는 블랙박스화되어 있어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 인재를 양성

하거나 과학적 소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일관된 목표를 견지하는 것

처럼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세 과학교사의 사례를 통해 어떤 과학 수업의 

목표와 관점들이 존재하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어본 결과 과학교육은 다양

한 의미로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모든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같은 의미로 과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학교사의 실행은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서 매 순간 다양한 인

간 비인간과 함께 구성된 것이었고, 세 과학교사는 나름의 번역 전략을 통

해 과학 수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고자 노력했다. 세 과학교사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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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과 연합하였다. 세 

과학교사의 과학 수업 사례는 과학교사가 자신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활동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인공물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실행을 안정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학교사가 만든 학습 활동

지의 형식이나 활동지에 사용된 용어, 디지털 플랫폼의 형식이나 구조 등

은 과학교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학생, 과학교육에 대한 관점 등이 기입

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과학교사의 수업 의도와 목적은 ‘활동지’나 

‘디지털 플랫폼’ 같은 인공물에 기입되고 위임되어 안정적인 수업 실행

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교사의 사례는 활동지를 통한 교사의 기입이 일종

의 불변의 가동물이 되어 다른 과학교사에게까지 이동하였고, 수년간 다른 

과학교사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는 김교사 외의 다

른 과학교사들의 수업이 활동지를 통해 김교사의 의도대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비인간 사물의 행위성을 여실히 보여주었

다. 또한 과학 수업에서 다양한 사물, 도구는 ‘과학적 실행’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강교사의 사례에서 다양한 실험 교구들은 

학생들과 함께 ‘관찰’ 활동을 수행하면서, 과학적 실행 측면에서 ‘관

찰’과 관련된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강교사의 학생들의 과학적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과학 수업에서 실험 교구는 과학교사의 수업 진행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과학 수업을 만들어가는 행위자였다.

어느 순간에는 과학 수업이 과학교사의 관점이 온전히 번역된 안정적

인 네트워크로 보이기도 했지만, 과학교사의 과학, 학생에 대한 정체성 규

정을 바탕으로 한 과학 수업 번역이 항상 안정적이고 일관된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과학교사의 실행은 결국 그와 상호작용하거나 결

합하는 다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와의 관계속에서 매 순간 함께 결합하

려는 노력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생 행위자들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과학 수업 네트워크에 결집시키기 위한 과학교사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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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번역 전략은 중요했다. 

세번째 연구 결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도출된 

과학교사 실행의 특징들이 기존의 교사 실행 논의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하였다. 첫째, 과학 수업 밖의 과학교사 실행에 대해 논의하

였다. 과학교사는 과학 수업을 포함한 더 넓은 맥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을 수행하였으며, 교육활동 외에 자신이 의도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동료교사를 설득하고, 사물들을 동원하는 등 복잡한 사회물질적 네트워크

상의 행위자로서 행위하였다. 이러한 수업 밖의 행위는 그동안 교사의 전

문적 실행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관점에서는 간과되었던 부분이다. 둘

째, 다양한 과학 수업 번역과 실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교사는 ‘과

학’에 대한 다른 번역을 바탕으로 다른 목적으로 과학 수업을 실행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과학교사의 수업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문적 실행 측면을 포착하기에 PCK 와 같은 지식기반 관점은 한

계가 있었다. PCK는 내용에 대한 교수 지식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이나 주

제에 따라 구체적인 지식 요소들이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

물질적 네트워크로서 과학교사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교사는 자

신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교육학적 의도를 실제 행위로 구현하기 위해, 때

로는 시간표와 협상하고, 동료 교사와 충돌하고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며, 

자신의 실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공물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학교사는 학교에서 과학교사로서만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로, 행정부서의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로 복잡하게 

중첩된 네트워크 속의 행위자로서 존재했다. 즉 과학교사의 실행은 자신의 

교육적 의도와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 수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와 지속

적으로 결합하는 사회물질적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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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를 오로지 과학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위 

하며, 과학과 관련된 실행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다양한 행위자

가 얽힌 사회물질적 네트워크의 한 행위자로서 때로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과학교사의 실행에 주목했다. 즉 과학교

육 분야에서‘과학’이라는 학문의 전수 등 교과와 관련된 실행안에서 주

된 의미를 찾는데 관심을 두었던 기존의 과학교사의 실행을 바라보는 관

점들과 어느 정도 다른 관점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그동안 과학교사 실행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

았던 과학교사 실행의 사회물질적 특성에 주목하여 과학교사의 실행을 새

로운 존재론적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과학교육 분야에서 교육장면을 탐색하기 위한 사

회학적 연구방법론으로 ANT를 활용한 연구가 거의 드물게 이루어진 상황

에서(하윤희, 임성은, 김찬종, 2022),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과 수업 실

행 측면을 탐색할 수 있는 이론적 렌즈로 ANT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과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

지 함의를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

께 교사 양성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해의 지점들을 보여주었

다.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이 단순히 교과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차

원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맥락에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수

행하고, 학제적 융합을 통한 다양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교과 교

실 밖의 측면에서도 발휘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학교 현장에 언제나 존재하

는 제약과 한정된 자원속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자신만의 과학교육 네

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과학교사의 실행 속에 전문적 실행의 요소가 있음

을 보였다. 현재 다양한 교육 정책의 방향이 그러하듯 앞으로도 학교 교육 

정책의 방향은 점차 다양한 교과의 융합, 교과 내용 지식 습득을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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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밖 다양한 교육활동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교과 간 융합 즉 

학제 간 융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각기 독립된 학문적 실행과 지식 체

계를 전수하는 측면에서만 교사의 전문성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과학교사가 다양한 타 교과 교사들과 협력하고 교과를 융합하여 의미있는 

교육 실행을 해나가기 위해서는‘연계적 전문성’이 필요하다(소경희,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연계적 전문성을 발휘한 것 보이는 교사

의 실행을 탐색함으로써, 연계적 전문성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교사 양성과정에서도 역시 그러한 연계적 

전문성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독서 활

동’과 같은 교과 밖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도 의미있는 교육이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내 교사 양성과정에서는 교과와 관련된 분과

학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실습하는 활동이 과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교육부, 2021; 소경희, 2006). 본 연구는 세 교사에 관한 경험적 

사례를 통해 교사 양성 단계에서 학교 교육 맥락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

한 교육활동과 수업 밖 실행에 관련해서도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다루어

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의 측면이 교육 정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교육 정책 연구에 있어 새로운 연구 관점을 형

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서 과학교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정책들을 수행해나가야 하는 존재이다. 

현재의 과학교사 양성과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과학교수 학습 측

면과 주로 관련되어(이경건 외, 2022), 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 양상이나 사

례 등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는 못한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요한 교육 정책들이 

과학교사를 통해 구현되는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정책문서 상의 처방이 교사에 의해 단순히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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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그보다는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교사가 스스로 정책문서를 해석

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적 맥락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정책 실행의 측면은 정책 어셈블리지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논

의된 것이지만(Mulcahy, 2015), 국내 과학교육 분야에서는 그러한 접근을 

보이는 정책 실행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국내 과학교육 

및 교육 정책들이 만드는 어셈블리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탐색되지 않

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해와 논의점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의 과학 학습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학교의 정책적 맥락, 그것을 번역하는 교사의 번역에 따라 

다양한 과학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한 과학 수업 네트워

크는 학생의 학습이라는 것도 정책의 처방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 

혹은 교사-학생 둘 사이의 어떤 지적 과정으로만 개념화될 것이 아니라, 

정책, 사물, 기술 등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맥락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는 학생의 과학 학습 측면에서 어

떤 네트워크가 구축되는지는 탐색하고 있지 않다. 이에 후속 연구로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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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간중심 사유를 내려놓고,‘물질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신유

물론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교사의 실행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하는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과 수업 실행을 탐색하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루어진 시론적이고 탐색적인 연구이다. 따라서 과학교사의 실행의 모든 측

면을 본 연구를 통해 탐색하여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신유물론

의 주요한 전제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한 경험 연

구를 수행하여 과학교사의 실행의 다층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

요가 있다. ANT라는 하나의 이론적 관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과학교사 실

행과 관련해 탐색되고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놓쳤을 수 있기 때

문이다. ANT라는 이론은 과학교사의 실행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간 및 비

인간 행위자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만드는 다양한 관계를 탐색하는데에 유

용했다. 다만 여전히 과학교사의 실행, 과학 학습, 과학교육 네트워크와 관

련해 더욱 깊이 탐구되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첫째, 과학교사를 인간의 가치 지향이 담긴 ‘교육’을 실행하는 주요

한 행위자로 보고, 다양한 경험 연구를 통해 과학교사 실행의 규범적 측면

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과 행위실재론

은 ANT와 유사한 신유물론적 관점을 담지하면서, ANT 분석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윤리성, 책임성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추후 과학교사가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

위자와 얽히면서 형성되는 행위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데 유용한 렌

즈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적 현실을 기술하면서 동시에 과학교육 

장면에서 과학교사와 학생, 제도, 정책, 사물 등의 어떤 얽힘과 관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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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한지 등 과학교사의 실행과 관련된 규범적 측면을 탐색하여 상

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교사의 변화하는 정체성과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필

요하다. 본연구에서는 ANT라는 이론적 관점을 통해 과학교사와 정책, 제

도, 기술, 사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와 얽힘에 주목하였으며, 세 과

학교사의 실행에서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을 주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과학교사의 전문적 실행 즉 전문성과 관련

지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의 실행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과학교사의 정체성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

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네트워크로 존재한다는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과학교사의 정체성이나 교

사 행위성의 상세한 변화 양상을 탐색하지는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

해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과학교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과학교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교육 

맥락의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과 어떤 얽힘과 관계 맺음이 바람직한지, 이 

시대에 전문성이 있는 과학교사가 되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 과학교

사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의 실행을 이해하기 위한 긴 호흡의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과학교사 양성과 과

학교사 재교육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학교육 장면에서 수단이나 도구로 여겨졌던 물질들에 더욱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과학교사의 수업에서는 물질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과학 수업에서 다양한 물질들은 항상 의도한대로만 

행위성을 발휘하지 않았다. 예컨대, 교과서의 경우 단순히 교육과정의 내

용을 상세히 서술해놓은 참고용 도서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교과서상의 서

술어나 과학자들의 실행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는 용어 등은 알게 모르

게 저자의‘과학의 본성’ 과학에 대한 관점이 반영되어있는 것이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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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는 그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과학 수업 활동

지를 구성하면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과학교사가 만드는 ‘활

동지’는 단순한 과학 내용 지식의 요약본이 아닌 과학교사의 과학에 대

한 관점과 교육에 대한 의도 등이 기입된 행위자였다. 또한 과거에서 현재

에 걸쳐 과학교사와 연결된 또 다른 행위자들이 결절된 일종의 네트워크

일 것이다. 그러한 물질화된 기입들은 수많은 과학 교실에서 과학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과학 학습 측면에서 어떤 현실들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따

라서‘교과서’나 교사가 만든 ‘활동지’ 같은 객체가 단순히 교육과정

을 전달하거나 요약하는 단순한 중간매체가 아닌 잠재적 행위성을 가진 

매개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나 ‘활동

지’ 등 학습 장면에서 당연하게 존재하는 객체들의 행위성,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과 과학교사가 만나 어떻게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관여하는지, 

그러한 물질들이 만드는 관계와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깊이 탐구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향후 더욱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학교사들의 과학 수업을 과학교육 네트워크에서 결절된 하나의 

네트워크의 행위자로 인식하고, 더욱 광범위한 네트워크 또는 또 다른 네

트워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ANT 분석에

서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따라 언제나 어느 선에서 네트워크의 범위를 한

정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과학교사의 교육 정책 구현과 과학 수업 실

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행위자-네트워크를 탐색하였다.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전체 과학교육 네트워크에서 일종의 

행위 노드이거나 의무통과점, 블랙박스화된 행위자일 것이다. 즉 본 연구

는 과학교육 혹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극히 일부 측면을 탐색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교육과 함께 얽혀있는 또 다

른 기존의 강고한 네트워크 예컨대 대학 입시제도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

한 네트워크와 과학교육 관련 행위자들이 만드는 관계와 의미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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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욱 상세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 분야에서 연구되어 시도되

는 새로운 교육 방법과 관점들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방법의 효과와 의미를 검증하고 밝히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시도들이 대학 입시제도와 같은 기존의 강고한 네트워크와 어떤 관계를 

만드는지, 예상치 못한 관계를 만들고 교육 개혁과 변화를 가로막는 행위

자가 무엇인지 등을 탐색하는 사회학적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러한 분석은 하나의 과학 수업, 과학 교실, 과학교사와 학생들을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괴리된 진공속의 행위자가 아닌 수많은 행위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한편 Latour(1984/1993)는 파스퇴르의 실험실에서 시작해 번역에 참여

한 수많은 행위자들을 드러냄으로써 파스퇴르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

구가 프랑스라는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연결망을 확장해나간 과정

을 보여준 바 있다. Latour(1984/1993)의 연구에서처럼 이 순간 우리의 과

학 교실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한국의 과학교육 더 나아가 세계의 과학

교육 네트워크에서 어떤 연결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 더

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탐색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그러한 탐색은 너무나 거대해서 한 연구자의 힘으로는 탐색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세계의 거시적 구조나 계층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지역적 

맥락에서 한 명의 과학교사, 하나의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행위자들의 연

결을 따라감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광범위한 과학교육 

네트워크를 탐색하기 위한 일종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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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science teachers' 

practice by exploring the science teacher's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Actor-Network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science 

teachers'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material networks. This 

perspective differs from prior studies that only focused on the teacher as 

a human actor. Exploring a social phenomenon from a socio-material 

perspective is aimed at breaking away from the limitation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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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temology of existing sociology has not captured the appearance of 

society as a material world.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ree 

science teachers enacting educational policy and practicing science 

classes. Data were collected using methods such as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by maintaining the methodological 

position of actor-network theory research. The research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ANT and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This study explored how science teachers enact educational policy. 

First, the space of prescriptions and negotiations of educational policy 

with science teachers at the center were described, and Actor-Networks 

that entangled human and non-human actors were visualized. In addition, 

a case in which a science teacher establishes a new network of 

educational activities based on an interpretation of educational policies, 

that is, a translation process, was explored. Second, how three teachers 

translate science classes based on their identity regulations about 

‘science’ and ‘student’ were analyzed and described. In addition,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teachers' science classes were 

identified, and the research results were described based on thi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emented science classes and the 

perspective on science classes of science teachers' was analyz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ealed that educational 

policies acquire specificity in the local context by translating teachers. 

The policies of science core school, innovative school, and science high 

school explored in this study were prepared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the Office of Education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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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related school operational guidelines formed a space of 

prescriptions, and there was also a space of negotiations in which science 

teachers could perform their translations within the policy network. 

Science teachers performed policy translation through negotiations with 

various actors such as other policies, systems, peer teachers, and villages. 

In addition, in enacting education policies by science teachers, unintended 

or unexpected practices occurred as they were mediated by other human 

and non-human actors such as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school 

records, and national curriculum. 

Second, science classes have been translated into various versions by 

science teachers. In addition, science classes were possible by mobilizing 

various human and non-human actors as socio-material networks, and 

science teachers delegated their educational intentions to objects and 

technologies used in science classes. Three science teachers constructed 

a science class network based on the identity regulations for ‘science’ 

and ‘student.’ Teacher Kim translated chemistry classes into a class 

that lays the foundation for scientific practice and theory to prepare for 

future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and teacher Kang translated 

science classes into a class that develops scientific sensitivity related to 

students' lives. Teacher Yoon translated the earth science class into a 

class that develops basic literacy to become a citizen of society. In the 

science class of the three teachers, “science” was at the center, and 

students' skills for “life” was at the center.

Based on the previous two research results, the meaning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actice of science teachers and the existing perspective of looking at 

teachers' profession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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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practice of science teachers outside science classes was 

discussed. Science teachers performed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in a 

broader context, including science classes. This has been overlooked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teachers' professional practice. 

Second, the translation of various science classes was discussed. The 

three teachers conducted science classes based on different translations 

of ‘science.’ There was a limit to the knowledge-based perspective 

such as PCK to capture the aspect of professional practice in the general 

sense in science teachers' class, which can be enac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rd, the practice of science teachers as a socio-material network 

was discussed.  Science teachers sometimes used a variety of artifacts, 

such as activity papers and digital platforms, to negotiate with timetables, 

conflict with fellow teachers, persuade them, and stabilize their practices. 

In other words, science teachers' practice was a social and material 

process that continuously combined with numerous human and 

non-human actors to enact their educational intentions and belief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the ability to 

‘translate’ in the practice of science teachers, that is, the ability to 

build one's educational network with various human and non-human 

actors, was presented as a clue to understanding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science teacher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of the limited research 

scope and cases. First of all,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was not 

possible to comprehensively grasp and discuss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vast educational policy network because it explored the educational 

policy actor-network centered on one science teacher. Second,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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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was not possible to explore the 

variou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class execu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career and major of science teac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further explored through follow-up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an essential discussion point for 

exploring the practices of science teachers from a new ontological 

perspective by paying attention to the socio-material characteristics of 

science teacher execution, which have not been noted in science teacher 

execution studies. In addition, research using ANT as a soci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in science education is almost rare (Ha, Lim & Kim, 

2022). So it meant that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ANT as a theoretical 

lens to explore the educational policy enactment and teaching practice of 

science teachers.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and implications of a new 

understanding of the teacher training process, policy enactment of 

science teachers, and science learning. First of all, this study showed new 

points of understanding that can develop the teacher training process and 

discuss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science teachers.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is not only discussed in terms of 

delivering and teaching subject knowledge but can also be exercised 

outside the classroom, such as implementing various educational policies 

in a broader context and planning and implementing new classes through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These new points of understanding raise 

the need for educational content to be organized and deal with teachers' 

expertise in the teacher training process and various activities outside of 

class that can be performed in the context of school education. Secon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how the aspec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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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implementation of science teachers is related to educational 

policy and forming a new research perspective in educational policy 

research. This study showed cases in which significant educational policies 

currently applied in Korea are implemented in a local context through 

science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eachers do not 

simply implement the prescription of educational policy documents. 

Instead, it showed that the policy was completed by teachers interpreting 

and enacting educational policy documents on their own, negotiating, 

compromising, and mobilizing various actors. 

These results will form a new research perspective in domestic 

educational policy research, further considering teachers' implementation 

and regional context in educational policy planning. Third, this study also 

showed the possibility of a new understanding of students' science 

learning. This study showed that student learning c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an individual student's intellectual growth or an intellectual 

proces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but as a relation in a complex 

context in which various educational policies, objects, and technologies 

are intertwined. However, this study did not explore students' science 

learning networks. Therefore, it was proposed as a follow-up study.

keywords : Actor-Network Theory, science teacher practices, 

educational policy, science class, teacher professionalism, science core 

school, science high school, innovatio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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