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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은 분분하지만, 학습의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최근 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개념과 탐구 방법뿐만 아니라 ‘실행으로서의 과학(science as 
practice)’을 학습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추세이다(Abell, 2007; 
NRC, 2012).

실행으로서의 과학이란 과학을 하나의 사회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현대 과학철학적 관점에 바탕을 둔다. 즉, 과학이란 하나의 큰 활동 

네트워크이며, 과학 지식과 추론뿐만 아니라, 맥락의 사회적⋅정치

적⋅문화적 측면에 향을 받는 구체적인 담화와 역사적인 규범을 

포함한다는 것이다(Knorr-Cetina, 1999; Latour, 1999). 이러한 관점에

서 Stroupe(2014)는 실행으로서의 과학을 학습하는 것을 개념적⋅사

회적⋅인식적⋅물질적 측면이라는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하 다. 하나

의 맥락에 들어온 초임자는 과학적 탐구를 하면서 이론, 원리와 같은 

과학 지식을 사용하여 추론하는 방법(개념적)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

니라, 아이디어를 발달시키고 비평하는 과정의 규범을 따르는 방법

(사회적)과 무엇을 알아야하고, 왜 그런지 철학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인식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도구, 기술, 자원 등을 생성하고, 사용하

는 방법(물질적)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Stroupe, 2014).

이러한 수업에서는 전통적인 수업과는 다른 학습자의 역할을 필요

로 한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지식 구성과 학습 진행 과정에 대한 권한

은 대부분 교사에게 있으며, 학생은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을 습득하

여야 한다. 이에 반해 실행으로서의 과학을 학습하는 교실에서는 학

습자가 실행과 지식의 형성에 책임을 갖고 과학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Damşa, et al., 2010; Stroupe, 2014). 다시 말해, 학습

자는 과학 학습이라는 인식적인 실행의 중심에 위치하며, 학습의 실

행과 지식의 형성에 권위(authority)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주

도하는 인식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진정한 과학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과학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 학생이 인식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선지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교육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지식과 권위가 부족하다고 여긴다(Barton 
& Tan, 2009; Moll et al., 1992). 또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권력(power) 관계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비판이론에서는 교육과정, 수
업, 교실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교사의 행동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을 드러내고 배우는 방법을 제약한다고 본다

(Foucault, 1982). 이러한 전통적인 교실 구조는 학생의 참여를 수동적

이면서 제한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학생이 수업의 인식적인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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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행과 지식의 형성에 권위

를 가질 수 있는 수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Barton & Tan, 
2009; Basu, 2008; Cornelius, & Herrenkohl, 2004; Damşa, et al., 
2010; Kim, Kang, & Kim, 2015; Patchen & Smithenry, 2014; Stroupe, 
2014). 

본 연구는 실행으로서의 과학 학습하기를 과학 수업의 중요한 목표

로 두는 연구들과 의견을 같이하며,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권한을 

제공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는 학생들의 진정

한 참여를 지향하는 수업으로서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활동을 

개발하 다. 이 활동은 애완동물 안내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

을 학생들의 일상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이 안내

문 만들기(소집단 활동)와 발표하기(전체 활동)와 같은 사회적 장에서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안내문이라는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도록 하

다. 즉, 과학 교실에 필요한 자원의 사용, 지식 구성의 책임과 권한을 

학생들에게 부여한 활동이다. 
과학 교실에서 지식의 구성과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학생

에게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지는 자원이 단순히 교육 과정 지식의 

심화와 확장을 보조한다고 보는 관점을 넘어 교육 과정의 내용과 동등

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 관계로 교실 활동을 바라

보는 비판 이론(e.g., Cornelius, Herrenkohl; 2004; Foucault, 1982),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일상 지식과 전략을 강조한 

지식 자본 개념(e.g., Rodrigues, 2013; González, Molls & Amanti, 
2005)과 관점을 같이 한다. 비판이론에서는 참여를 위해 소외집단에 

권력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며, 지식 자본 관점의 연구들에서는 소외된 

계층의 문화적 결핍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환경에서 생성되

는 실행적 지식과 전략을 가진 식견이 있는 지식인으로 인정한다. 
이것은 탐구에서 일상의 경험과 관련있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지식의 

실생활 활용 및 창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과학 교육의 성격(Ministry 
of Education, 2016)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교실에

서 교사에게 집중되었던 권위를 학생에게 인계하거나 또는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Basu, 2008; Moreno-Lopez, 2005). 또한 

실행으로서 과학을 학습하는 4가지 차원(Stroupe, 2014) 즉, 동물과 

관련한 개념적 차원, 그리고 소집단⋅대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회

적 차원과 인식적 차원, 안내문이라는 산출물로 만드는 과정의 물질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참여와 학습이 일어날 것이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방법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연구자는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초등학

생들이 수업의 인식적인 주체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의 실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식적인 주체로 행동한다는 것은 

수업에 필요한 자원의 활용과 지식 구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Basu, 2008; Ford,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행에 참

여하는 동안 학생들이 그러한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인식하는지, 
또 이러한 권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자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

하는지 등)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을 탐색하 다.
특히,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활동은 소집단 활동과 전체 활동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집단과 전체 활동은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대상과 방식(참여구조)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식적인 주체로서의 행

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집단과 전체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실제 실행 과정을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식적인 주체로서 실행으로서의 과학을 학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활동에서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역

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적 권위를 드러내는가?
(2)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활동의 소집단 활동과 전체 발표에서 

초등학생들의 인식적 권위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상황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평균적인 도시 가정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서울 소재

의 1개 초등학교에서 4학년 2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에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활동은 소집단 단위로 진행되었는데, 
안내문 만들기 활동에서 같은 애완동물을 선택한 학생들을 묶어 하나

의 집단으로 구성한 것이다. 소집단은 3∼5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졌으

며, 모두 11개의 소집단이 생성되었다. 각 소집단에서 선택한 애완동

물은 table 1과 같다.

애완동물 소집단

개(진돗개 포함) 4-1, 4-4, 4-5, 4-6
거북 2-2

앵무새 2-3
햄스터 2-4, 4-3

고슴도치 2-5
구피 2-1

달팽이 4-2

Table 1. Pet posters of small groups 

본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내의 창의체험 수업 시간에 두 명의 대학

원생이 진행하 다. 이들은 수업을 진행할 당시 대학원에서 과학 교

육을 전공하 고, 한 명의 과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본 활동(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을 개발하여 전반적인 활동의 내용과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활동의 개발 및 개요

본 연구는 실행으로서 과학을 학습하는 것을 과학 수업의 중요한 

목표로 두며,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권한을 제공하는 수업에서 학생

들이 어떻게 인식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는지 탐색하고자 하 다. 전통

적인 교실에서 자원의 사용과 지식 구성의 권한은 교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의 참여는 제한되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학생들에게 과학 교실에서 필요한 

자원의 사용, 지식 구성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활동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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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을 개발할 때 크게 고민한 부분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습득할 

수 있는 관련 지식이 많은 주제와 주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과 

지식을 과학 교실에 자유롭게 유입하고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었다. 
우선 활동의 주제는 애완동물로 선정하 다. 애완동물은 3∼4학년

군 과학 과목의 ｢동물의 생활｣ 단원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 생활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주제이다. 또한 애완동물

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친 하게 느낄 수 있는 생물 주제

이다. 초등학생들의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Ma(2004)의 연

구는 학생들이 애완동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애완동물

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직접 경험에 크게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Jeon et al.(2012)은 생물에 대한 친 감과 지적 호기심이 높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학생들은 애완동물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

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면서 애완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생식과 같은 

지식과 경험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습득하 을 것으로 기대하 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 교실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자유롭게 

유입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필요한 자

원의 선택과 지식 구성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 다. 활동에서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이 안내

문의 중심 내용이 되도록 하 는데, 학생들의 경험과 지식에 교육과

정 내용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수업에서 필요

한 자원을 선별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책임을 온전히 학생들에게 주

었다. 이때 수업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활동에서 전통적인 학교 지식

과 담화(Discourse)를 전달하거나 학생들이 제시한 지식과 경험에 대

해 과학적으로 옳고 그른지, 과학이라는 수업에 맞는지 틀린지 판단

하는 절대자 또는 평가자의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수업의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에 집중하 다. 이와 같이 교실에서 학

생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수

업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신념에 바탕을 두며(Crawford, Krajcik, 
& Marx, 1999),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 즉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Basu, 2008).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활동의 전체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총 

4차시의 수업을 2회에 걸쳐 진행하 다. 첫 번째 활동은 본 활동인 

애완동물 안내문을 만들기에 앞서 학생들이 가진 자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끌어나가는 학생 중심의 수업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활

동으로 계획되었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20종류의 애완동물을 

비슷한 특징을 가진 동물들로 분류하고, 하나로 분류한 동물들의 공

통된 특징을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애완동물과 관련한 학생들의 자

원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집단의 학생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애완동물에 관한 과학적 정보들을 정리할 수 

횟수 시간(분) 활동내용 상호작용

1

60 애완동물 분류하기
 주변의 애완동물

 20가지 애완동물 분류하기

교사-전체

교사-조별

20 안내문 설명하기

 안내문을 만들 애완동물 정하고 소집단 만들기

 안내문에 대한 설명

 조사할 자료 정하고 역할 분담하기

교사-전체

교사-조별

개별 과제  애완동물 자료 조사해오기 개인

2

60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안내문 질문 정하기(6∼8개)
 내용의 출처 구분 안내

 안내문 내용 작성

교사-조별

20∼30 애완동물 안내문 발표하기

 발표할 내용 고르기(2∼3개)
 발표하기

 자유 질의응답하기

교사-발표조-전체

Table 2. Overview of activities 

(a) 4-6모둠: 강아지 (b) 4-3모둠: 햄스터 (C) 4-4모둠: 진돗개

Figure 1. Examples of pet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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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 다. 이때 교사는 동물들의 특징과 분류, 분류 

기준에 대해 표준적인 과학 지식을 제시하기보다 학생들이 개진한 

정보를 정리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 다. 첫 번째 수업의 뒷부분에서는 안내문을 만들 애완동물을 정

하고 같은 애완동물을 선택한 학생들을 묶어 소집단을 구성하 다. 
이때 소집단의 각 학생들에게 다음 수업에서 필요한 자료를 결정하고 

두 번째 수업에 준비해 오도록 하 다. 이것은 본 수업에서 관련 지식

을 풍부하게 할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적은 학생

들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수업은 학생들이 조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문을 만드

는 소집단 활동과 이를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전체 활동(전체 

발표)으로 구분된다. 안내문을 만들고 이를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하

는 것은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적

인 자료로 만드는 과정이며, 애완동물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안

내문이라는 하나의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경험과 정보와 

같은 학생들이 가지는 다양한 자원을 이끌어내고 논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첫 번째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 활동에서도 안내문에 

넣을 내용 탐색과 선별, 협의와 같은 권한은 학생들에게 일임하고 

교사는 수업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에 집중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일상 관련 지식을 충분히 

드러낸 두 번째 수업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Figure 1은 일부 

소집단에서 만든 안내문의 예시를 보여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업은 2013년 10월에 진행되었으며, 수업 동안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녹음 및 비디오 녹화하 다. 학생들의 담화는 전사되었으며 

학생들이 만들어 낸 안내문과 함께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의 인식적인 주체로서 어떻게 행동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에서 드러나는 인식적 

권위의 특성을 탐색하 다. Basu(2008)는 학생들이 물리 수업을 계

획하고 실행할 때 드러내는 권위를 분석하 는데, 권위에 대해 인식

적 권위(epistemic authority)와 지위적 권위(positional authority)로 

구분하여 탐색하 다. 그에 따르면, 인식적 권위는 학생들이 전문적

인 지식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 

주도권을 끌어오는 지식을, 지위적 권위는 교실 공동체에서 구축하

는 존경과 지위를 획득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학생들이 소집단 상호작용과 전체 집단 상호작용 과정에서 드러

나는 권위를 탐색하고자 하 는데, 이때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존경

과 지위를 획득하려는 욕구보다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두드러지게 드러났으며, 이에 기반하여 인식적 권위에 초점

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인식적 권위는 Basu(2008)의 정의를 따르며, 구체적

으로는 어떠한 자료를 얼마나 수집하고 사용할지, 그리고 수집한 내

용을 어떻게 발표할지와 같이 결과의 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지

식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

하는지, 학생들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들이 내릴 수 있는 주체로 생각

하는지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에 기반한 지속적 비교분석법(Strauss & 

Corbin, 1990)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모든 담화 전사

본, 학생들이 만든 안내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공통적으로 드러나

는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명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집단 활동과 전체 활동에서 차이를 발견하 고, 결과에서 이러한 

차이를 자세히 정리하 다. 
이러한 질적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출처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고, 자료들의 비교를 통해 자료를 분석, 해석

하고자 하 다. 또한 저자와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이 연구 주제 및 

분석 내용,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연구자의 해석이 자의적이

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자료 분석의 타당성

을 높이고자 하 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라는 활동에서 초등학생

들이 어떻게 인식적 권위를 드러내는지 탐색하 다. 자료 분석 결과, 
애완동물 안내문을 만드는 소집단 활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

하고 질의응답하는 전체 발표에서 다른 양상으로 권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 다. 소집단 활동에서는 집단에서 맡은 애완동물의 전문가

로 모습을 갖추려는 형태로, 그리고 전체 활동에서는 전문가로서 검

증받고, 검증하려는 형태로 활동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래의 연구결

과에서는 소집단 활동과 전체 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맥락에서 드러

나는 학생들의 행위 특성을 밝히고 이를 권위와 연결하여 설명할 것

이다. 

1.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소집단 활동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가진 경험과 지

식을 바탕으로 안내문이라는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소집단 

활동이다. 소집단 활동은 안내문을 만들기 전과 안내문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안내문을 만들기 전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안내문 작성 방향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우선 교사는 2주 전에 이루

어진 첫 번째 활동이 끝난 후 각 소집단에 과제로 부과하 던 애완

동물 조사 자료를 확인하 고, 이 자료 가운데 안내문에 넣을 내용

을 6∼8가지 고르도록 하 다. 이 내용은 초보자가 물어보는 것과 

같은 질문의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 다. 또한, 교사는 안내문의 종

이를 왼쪽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을, 오른쪽은 ‘조사한 내용’으로 

나누도록 한 후, 작성할 내용을 두 종류의 출처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 다. 이것은 학생들이 웹 또는 책과 같은 조사 자료 

외에도,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이었다. 
안내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안내문에 넣을 내용과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결정하 고,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려 하 다. 교사는 각 소집단을 순회하면

서 학생들이 활동의 목적과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

고, 안내문에 넣을 내용을 결정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해주었으며, 구성원들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모든 학생들

의 참여를 독려하 다. 또한 학생들이 알고 있거나 조사한 내용을 

안내문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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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도록 한 다음 안내문에 작성하게 하 다. 
안내문을 작성할 때, 학생들은 가정과 지역공동체, 대중문화에서 

얻은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유입하여 애완동물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하 고,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등 학생들의 재능과 

흥미를 활용하여 안내문의 미적인 부분 또한 고려하 다. 어떠한 자

원이 안내문에 포함이 될지 여부는 동료 사이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

었다. 학생들은 내용을 공유하고 확인⋅점검하면서 과학 교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적합한 지식으로 변형하 다. 
이러한 과정은 각 집단이 ‘애완동물 전문가’의 모습을 갖추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는데, 학생들은 서로 점검하면서 안내문에 넣을 

자료를 선택하고 검증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면서 인식적인 

권위가 전적으로 집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래 결과에서는 

다양한 출처의 자원을 유입, 확인 및 공유하기와 과학 교실에 적합한 

공적인 자원으로 변형하기로 구분하여 각 과정에서 어떻게 권위를 

드러내었는지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가. 다양한 출처의 자원 유입, 확인 및 공유하기 – ‘애완동물 

전문가’로서 인식적 권위의 표현

학생들은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수업 전에 

조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안내문에 기입하

려고 하 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은 가정 또는 친척, 친구 집에서의 

직간접적인 사육 경험과 마트와 동물병원과 같은 주변 공동체로부터 

얻은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또한 조사해 온 자료는 인터넷 검색, 
TV, 책과 같은 대중문화에 기반을 둔 것이었는데, 이 가운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아 온 경우가 많았다. 담화에서는 애완동물을 

직접 키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안내문의 질문과 관련된 애완동물의 

버릇, 성격 등 다른 구성원들이 흥미로워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이

야기하면서 담화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 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면서 다양한 자원의 유입을 촉진하 다. 또한 

애완동물을 사육해 본 경험이 있는 구성원끼리 서로 다른 정보를 공

유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 다. 
아래 담화 예시의 햄스터 안내문을 만든 4-3 집단은 구성원 모두 

햄스터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 4명의 

구성원 가운데 주도적으로 집단의 활동과 담화를 이끌어간 학생은 

학생 1이었으며, 학생 2는 학생 1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 다. 학생 

3,4는 햄스터를 직접 키워 본 경험을, 학생 1,2는 주변에서 사육하는 

것을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2와 4는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과제로 조사해왔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조사해 온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소집단 활동에서 충분히 이야기하 고 안내문에는 햄

스터의 먹이, 종류, 목욕 등의 내용을 포함하 다. 다음은 학생들이 

안내문에 넣을 내용을 결정하거나 안내문을 작성할 때 나누었던 담화

의 일부이다. 

(안내문에 넣을 내용을 선정할 때)

[63] 학생 1: 또 뭐라고 쓰면 되지?

[64] 학생 2: 운동, 그 다음에.

[65] 학생 4: 내가 종류를 조사해 왔으니까 종류도 적어줘. 

...(중략)

[183] 학생 4: 원터화이트, 러시안이라는 햄스터가 있어.
[184] 학생 1: 종류가 한 몇 종류 정도 있니?

...(중략)

[193] 학생 4: 햄스터 중에서 이름이 푸딩인 애도 있다?

[194] 학생 2: 귀엽다. 푸딩도 쓸 거야?

(4-3 ‘햄스터’ 집단, 소집단 활동)

(안내문의 다섯 번째 질문 ‘목욕은 시켜줘야 하나요?’ 내용을 작성할 때)

[218] 학생 2: 나 이런 정보 갖고 있다. 햄스터는 어떻게 보면 수영을 

잘 한다? 선생님이 몰라가지고 햄스터를 딱 들고 목욕시

키잖아. 근데 햄스터가 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잖

아. 그럼 수영한다.

[219] 학생 3: 진짜? 실험해봤어?

[220] 학생 2: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221] 학생 1: 목욕시켜주는 거, 그건 나중에 써야지. 

[222] 학생 2: 햄스터 중에서는 수영을 잘 하는 햄스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안내문에 넣으면) 안 돼?

...(중략)

[234] 학생 2: (교사에게) 근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요, 햄스터 중 에서도요. 이렇게 손에 잡고요 햄

스터를 떨어트렸어요. 물 안으로.

[235] 교사: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236] 학생 2: 근데요 햄스터가 수영 했대요.

[237] 교사: 햄스터가 수영을 해요?

[238] 학생 2: 수영하는 햄스터도 있더라고요.

[239] 교사: 그걸 어디서 봤다고?

[240] 학생 2: 인터넷에서요 찾아보니까요.

[241] 교사: 동영상에서? 되게 신기하다. 난 햄스터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해 평소에 

알고 있는 것 있어?

[242] 학생 1: 아니요, 없어요.

[243] 학생 3: 몰라요. 목욕은 안 해봤어요. 

[244] 교사: 목욕은 안 시켜봤어?

[245] 학생 4: 햄스터는요, 냄새가 나는 가루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깔아놓으면요, 햄스터가 거기 들어가서 막 뒹굴면요, 그

게 목욕하는 거예요.

[246] 교사: 그런 거 어떻게 알게 되었어?

[247] 학생 4: 그거요, 그 햄스터 사러 갈 때요. 그 누구냐 그 파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

[250] 교사: 그래? 전혀 몰랐는데?

(4-3 ‘햄스터’ 집단, 소집단 활동)

이 집단의 안내문에 포함된 내용인 햄스터의 종류, 햄스터를 목욕시키는 

방법은 학생 2와 학생 4의 의견이 반 된 것이다. 담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내가 종류를 조사해 왔으니까 종류도 적어줘”(65), “햄스터 중에서

는 수 을 잘 하는 햄스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안내문에 넣으면) 안 

돼?”(222)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고 안내문에 

넣을 것을 제안하 고, 안내문에 반 되었다. 특히, 학생 2의 제안으로 시작

된 햄스터의 목욕에 대한 주제는 처음에 안내문에 넣기로 결정된 내용이 

아니었지만 다른 구성원과 교사를 담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안내문에 

추가되었고, 전체 발표에서 발표할 2개 내용을 고르도록 했을 때 그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 다. 또한 “햄스터 중에서 이름이 푸딩인 애도 있

다?”(193), 학생 2의 “나 이런 정보 갖고 있다”(218), “(교사에게) 근데 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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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제가 어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요, 햄스터 중 에서도요. 이렇게 손에 

잡고요 햄스터를 떨어트렸어요.”(234)와 같이 학생 4는 자신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

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 다. 
담화에서 학생들은 교사와 동료의 권위를 다르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

의 지식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

히려 집단의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받았다. 이들에게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아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교사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많다고 판단함으로써 인식적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업에 어려움을 가지는 인종적⋅경제적 소수층 학습자들의 학

습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두는 많은 연구들의 경우 이들이 일상에서 

습득한 지식과 전략인 지식 자본(funds of knowledge)을 교실에서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Barton, Tan, & Rivet, 2008; Upadhyay, 
2006). 즉 교실 안에서 의미있는 과학 학습으로 연결 짓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경험들에 인식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

이다. 본 연구 또한 애완동물에 관한 일상의 지식과 경험을 수업 

공간에 가져와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지식에 가치를 부여

하고 과학 교실에서 초보자가 아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담화에 참여하는 교사의 반응도 눈여겨볼 만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신기하다”(241), “그래? 전혀 몰랐

는데?”(250)와 같이 학생들의 인식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 
Basu(2008)는 교사와 동등한 권위를 학생에게 부여하는 공유된 권위 

모형(shared authority model)을 제안하 고, 이때 학생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낸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실제로 이 담화 후에 학생들은 ‘목욕 후에 하는 햄스터 버릇’, 
‘햄스터에 물려 본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교

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보여주고자 하 다. 담화에서 평가

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인식적인 권위를 학생에게 이양하는 것과 같은 

교사의 반응은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인식적 권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긍정적인 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나. 과학 교실에 적합한 자원으로 변형하기 – 공식적인 인식적 

권위의 형성

소집단 활동에서 학생들이 인식적 권위를 표현하고자 한 노력

은 다양한 자원을 집단에 유입하고 공유할 때만 나타난 것은 아니

었다. 안내문에 넣을 내용을 선정하고 문구를 작성하는 방식을 

논의할 때도 나타났는데, 인식적 권위를 표현하고자 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모든 집단에서 학생들은 집단에 유입하여 공유

한 자원을 안내문에 그대로 기입한 것이 아니라, ‘자원의 출처 

구분하기’, ‘적합한 표현 사용하기’, ‘우선하는 가치를 고려하여 

주제 선별하기’와 같이 활동에서 요구되는 규범에 적합하게 변형

시켰다. 

‘자원의 출처 구분하기’는 공유된 내용이 조사해 온 자료인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인지 구분하기로 했던 활동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며, ‘적합한 표현 사용하기’는 공적인 자료에 요구되는 문법에 

맞는 단어와 문구, 적절한 표현 방식을 따르고자 한 것이다. 아래의 

2-1집단과 4-6집단의 담화에서는 두 규범에 대한 집단의 논의를 

보여준다. 구피를 맡은 2-1집단은 ‘구피는 무슨 종류가 있나요?’라
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 강아지를 맡은 4-6집단은 ‘(강아

지의) 지능은 얼마나 높은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이다. 

(안내문의 여섯 번째 질문 ‘구피는 무슨 종류가 있나요?’ 내용을 작성할 때)

[229] 학생 3: (‘제가 키우고 있는 구피 종류는 암컷은 꼬리가 회색이고 

수컷은 주황색입니다’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조사한 내용

에 붙인다.)

[230] 학생 1: (학생 3이 붙인 포스트잇을 보며) 이건 종류가 아니잖아.

[231] 학생 2: (학생 3에게) 이거는 생각이잖아. 생각이 있는 건데 여긴 

종류가 아예 있는 거잖아. 우리의 경험, 생각(이잖아).

[232] 학생 1: 괜히 (포스트잇) 뜯었어.

(2-1 ‘구피’ 집단, 소집단 활동)

(안내문의 세 번째 질문 ‘지능은 얼마나 높은가요?’ 내용을 작성할 때)

[46] 학생 2: (질문) 3번 지능. 지능은 약 어느 정도인가요?

...(중략)

[55] 학생 3: 지능은 얼만가요?

[56] 학생 2: 지능은 어떤가요?

[57] 학생 4: 지능은 어떤 것이 가장 높나요?

[58] 학생 2: ‘지능은 어떤가요?’가 낫지 않냐?

[59] 학생 3: 지능은 얼마나 좋은가요?

[60] 학생 2: ‘얼마나 좋은가요?’가 낫다. 근데 있잖아, 좀 떨어진대, 

지능이.

(4-6 ‘강아지’ 집단, 소집단 활동)

구성원 간의 논의 후, 2-1 집단의 “제가 키우고 있는 구피 종류는 

암컷은 꼬리가 회색이고 수컷은 주황색입니다”의 내용은 조사한 내용

에서 원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원의 출처를 수정하여 안내문에 작

성하 고, 4-6집단의 진돗개의 지능에 관한 질문 문장은 ‘지능은 얼마

나 높은가요?’로 결정되었다. 다른 집단에서도 “주인을 잘 따르나

요?”, “충성심이 높나요?”, “강하다가 나은데.. “등과 같이 이러한 논

의는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사

에게 질문하기도 하 다. 구성원들은 자원의 출처와 문법에 맞는 표

현을 지속적으로 서로 확인⋅점검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공식적인 

형식에 맞추고자 하 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조사해 오거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안내문에 넣은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우선순위에 대한 가

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 가운데 안내문에 넣을 내용을 선별하

다. 집단의 과제에서 주어진 독자(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 초보자)
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 또는 유용한 내용에 우선 가치를 두었

는데, 안내문의 목적과 가상의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한 것이다. 아
래의 4-3집단과 4-6집단의 담화는 모두 안내문에 넣을 질문 내용을 

선정할 때 이루어진 것이며, 내용을 선별할 때의 우선 가치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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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넣을 질문을 선정할 때)

[92] 학생 3: 종류?

[93] 학생 2: 햄스터는 쥐류잖아, 쥐류.

[94] 학생 3: 쥐류 아닌데, 설치류인데, 어떤 류를 말하잖아.

[95] 학생 2: 그게 상식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누가 자세히 

알고 싶어 하냐?

[96] 학생 3: 어 알겠어, 알겠어.

[97] 학생 4: 햄스터는 무슨 과냐고? 당연한 거겠지.

(4-3 ‘햄스터’ 집단, 소집단 활동)

(안내문에 넣을 질문을 선정할 때)

[88] 학생 3: 털날림

[89] 학생 2: (크게 동조하며) 아∼∼ 털날림. 엄마들은 털 날리면 

진짜 싫어해.

[90] 학생 3: 털이? 음.

[91] 학생 2: 털이 많이 날리나요?

(4-6 ‘강아지’ 집단, 소집단 활동)

4-3 집단에서 햄스터의 종류를 넣자는 학생 3의 의견에 학생 2, 
4는 “누가 자세히 알고 싶어 하냐?”(95), “햄스터는 무슨 과냐고? 당
연한 거겠지”(97)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내문에 넣을 필요가 없는 이유

를 제시하 다. 이것은 안내문에 넣는 기준으로 독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다. 이 외에도 ‘햄스터에 주면 안 되는 먹이’, ‘햄스터에 물려 본 경험’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두 안내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6 
집단에서도 안내문에 넣을 질문으로 ‘털이 많이 날리나요?’를 선정하

게 된 근거로 “엄마들은 털 날리면 진짜 싫어해”(89)라는 이유를 제시

하 는데, 독자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안내

문에 포함하는게 좋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 

안내문의 ‘조사한 자료’에 ‘시츄는 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털

이 날리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에는’털이 긴 강아지는 

털이 잘 안 빠진다. 그런데 잘 빗어 주어야 한다’라고 작성하여, 털이 

많이 날리지 않는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 다. 이러한 기준에 

두 집단의 다른 구성원 모두 수긍하 고, 기준에 따라 안내문의 내용

을 선별하여 작성하 다. 
앞서 이야기한 자원의 출처와 문법에 맞는 표현과 함께 안내문

에 넣을 내용의 선별 기준들은 집단에 유입된 다양한 지식들이 

보다 공적인 형태를 갖추도록 한다. 즉 단순히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 

적합한 내용을 선별하고 적절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다. 기준을 

적용하여 안내문에 넣을 내용을 검열하는 과정은 소집단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학생들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

용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용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범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4-3 집단의 흥미로움, 4-6 집단의 유용함과 같은 이러한 선별 기준은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제안하고 동의한 것이며, 기준이 맞는지 교사로부

터 확인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앞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안내문을 만드는 활동의 중심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두고 있으며, 어떠한 자원을 선택하거나 선택

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같이 자료의 질과 타당성을 결정하는 인식

적인 권위가 소집단의 구성원인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애완동물 안내문 발표하기 (전체 활동)

애완동물 안내문을 만드는 소집단 활동이 끝난 후, 모든 집단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문의 내용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

을 하는 전체 활동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앞서 교사는 집단마다 안내

문의 내용 가운데 발표할 내용을 2-3개 고르도록 하 고, 학생들은 

여러 개의 질문 가운데 가장 흥미롭거나 풍부한 내용이 있는 질문을 

선택하 다. 집단마다 선별한 질문은 교사가 파워포인트에 적어 TV 
화면으로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 다. 교사는 TV 화면으로 

보이는 질문을 청중이 읽고 발표자들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 는데, 
청중이 궁금해 하고 발표자가 이를 설명해주는 모양새를 만들어준 

것이다. 준비된 내용의 발표가 끝난 후, 자유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사

가 청중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고, 질문자를 지정한 후 추가적인 

질문과 답을 주고받도록 하 다. 
전체 활동에서 교사는 소집단 활동과 같이 학생들의 활동이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 다. 교사는 전체발표를 

시작하거나 종료하 고, 질문하려고 손을 든 학생 가운데 질문자를 

지정하 으며, 발표자나 청중의 이야기를 다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기도 하 다. 
안내문을 발표하는 전체 활동에서 학생들은 발표자와 청중으로 

구분되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 는데, 이 과정은 발표 

집단이 ‘애완동물 전문가’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

다. 발표 집단의 학생들은 자신의 집단이 맡은 애완동물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맞다는 것을 정당화하 고, 청중은 구체적인 질문

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소집단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애완동물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타당성에 대한 모든 결

정권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체발표 후반에 학생들은 

교사 대신 진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발표자-청중의 상호작용을 이

어가면서 활동의 완전한 주도권을 잡고자 하 다. 아래 결과에서

는 충실한 발표자와 청중의 역할하기와 주체적으로 발표 진행하기

로 구분하여 각 과정에서 어떻게 권위를 드러내었는지 자세히 기

술할 것이다. 

가. 충실한 발표자와 청중의 역할하기 - 인식적 권위의 검증

학생들은 전체발표에서 교사로부터 받은 역할인 발표자와 청중

의 역할을 충실히 따랐다. 청중은 발표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읽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발표자는 안내문에 있는 내용을 읽거나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답변을 하 다. 이들의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자유질의

응답 시간이었다. 청중은 발표자의 답변에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

는 추가질문 또는 평소에 궁금해 했던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 고, 
발표자는 다양한 출처, 특히 직접 경험에서 온 구체적인 정보를 제

시하면서 충실히 답변하 다.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은 청중은 발표

자가 정말로 애완동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고, 발표

자는 청중에게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검증받으려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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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었다. 
아래의 담화 예시는 고슴도치 안내문을 만든 2-5 집단의 전체발표 

시간에 이루어진 담화의 일부이다. 2-5 집단 구성원 가운데 학생 4는 

집에서 고슴도치를 직접 키우고 있었으며, 그 외 3명의 학생은 고슴도

치를 키워 본 경험은 없었다. 안내문을 만드는 소집단 활동에서 학생 

4가 활동에 주도적이기는 하 지만 다른 3명의 학생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문 작성에 고르게 참여하 다. 전체발표에서 청중으로

부터 자유질문을 받으면서부터 구성원 가운데 학생 4가 적극적으로 

답을 하 는데, 직접 경험이 없이는 대답하기 어려운 사소하거나 구

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전체 발표에

서 두 번째 질문인 ‘고슴도치의 평균 수명은 얼마인가요?’의 발표와 

뒤에 이어진 청중의 자유질문 동안의 담화이다. 

(전체 발표의 두 번째 질문 ‘고슴도치의 평균 수명은 얼마인가요?’ 답변

하기와 자유질문에서)

[35] 교사: 잘 모르는구나. 그럼 두 번째 질문 시작합니다.

[36] 청중: (TV 화면의 질문을 보고 읽는다) 고슴도치의 평균 수명은 

얼마인가요? 

[37] 학생 1: (안내문을 보고 읽으며) 고슴도치의 수명은 보통 자연생활

을 하면 2-3년 이상을 살지만 사육생활을 하면 8년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38] 청중: 왜 사육하면 8년 살고 야생 생활하면 2-3년 밖에 못 살아요? 

[39] 학생 4: 야생에는 다른 동물들의 위협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40] 청중: 아∼∼∼!

[41] 청중: 사육하면요, 사육자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42] 학생 4: 그냥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면 되는 거예요.

...(중략)

[50] 청중: 고슴도치 키울 때 냄새가 많이 나는데, 키울 때 힘들지 않을까요?

[51] 학생 4: 힘들긴 하지만...

[52] 교사: 그럼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왜 냄새가 많이 나요?

[53] 학생 4: 고슴도치가 똥을 많이 쌉니다. 그 똥으로 인해서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데요, 그 냄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

다.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략)

[56] 교사: 마지막 질문하고 끝낼게요. 뒤 학생!

[57] 청중: 고슴도치는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나갑니까? 

[58] 학생 5: 0.15kg 정도. 아닌가? 

...(중략)

[63] 청중: 하루에 똥은 얼마나 싸나요? 

[64] 학생 4: 하루에 주는 양은 밥을 주는 양에 따라 다르구요, 고슴도치

가 얼마나...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다릅니다. 

[65] 청중: 약..

[66] 학생 4: 약 10개 정도.

[67] 교사: 그럼 똥의 개수를 셀 수 있어요?

[68] 청중: 얼마나 커요?

(2-5 ‘고슴도치’ 집단, 전체 발표)

전체 발표의 두 번째 질문인 고슴도치의 수명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 이후 청중은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면서, 전체발표는 자연스럽

게 자유질문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의 자유질문은 발표에서 들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자신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에 관

한 것이었다. 

자유질문에서 청중들의 질문에 특징적인 것은 “고슴도치는 몸무게

가 몇 킬로 정도 나갑니까?”(57), “하루에 똥은 얼마나 싸나요?”(63)
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질문이 많다는 것이었다. 위의 

담화 이후에도 “고슴도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씻겨줘야 합니까?”, 
“똥의 크기는?” 등의 질문은 계속되었고, 이와 유사하게 다른 집단의 

전체 발표에서도 청중들은 “(진돗개는) 몇 km로 달리나요?”, “그럼 

(구피는 새끼를) 몇 마리 정도 낳나요?”와 같은 질문을 종종 하 다.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는 질문은 애완동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답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자유질문에 대한 발표자들의 답변에 

대해 청중은 이를 평가하는 반응을 하 다. 청중은 고슴도치가 야생

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발표자의 답변에 “아∼∼∼!”(40)와 같

이 발표자의 답변에 수긍하고 발표자를 인정해주는 표현을 하기도 

하 고, “사육자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41)라고 질문하는 등 

추가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청중은 궁

금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표자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지 확인하고 검증하고자 하 다. 
구체적인 수치와 정보를 요구하는 위와 같은 청중들의 질문으로 

인해 자유질문 시간에는 직접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학생 4가 대체

로 답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의 답변 또한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고슴도치의 수명에 대한 발표집단

의 답변 이후 “왜 사육하면 8년 살고 야생 생활하면 2-3년 밖에 못 

살아요?”(38)라는 청중의 질문에 학생 4는 “야생에는 다른 동물들의 

위협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39)라고 답하 는데, 이
것은 안내문을 만드는 소집단 활동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고슴도치가 사육자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지 묻는 질

문이나 고슴도치의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집단 활

동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안내문을 만드는 동안 집단의 구성원들은 

청중들이 흥미로워할만한 주제에 대해 내용을 풍부하게 채우는 활동

이었으며, 구성원들이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왜 그런지 검증하지 않

았다. 소집단 논의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내용에 관한 청중의 질문

에 학생 4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답변을 하 다. 이러

한 모습은 “그냥 먹고 자고 똥 싸고 하면 되는 거예요.”(42), “현재 

의학으로는 (고슴도치 냄새를 막을 방법은) 불가능합니다.”(53) 답변

에서도 유사하다. 학생 4는 현재 자신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현재 의학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밝혀진 내용으로까지 확대하면

서 자신이 고슴도치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알고 있다는 표현을 분명

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집단의 발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4-4 

집단의 발표에서 발표자는 “진돗개는 근육이 많나요?”라는 청중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통입니다”라고 답하 고, 
4-3 집단에서는 햄스터를 물에서 목욕해도 된다는 청중들의 반박에 

“수 은 하지만, 몇 분 후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 다. 이것은 

자신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과 집에서 키우는 방식에 대단한 자신감

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애완동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발표자와 이를 검증하

고자 하는 청중의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서로를 설득하고 반박하는 

대화적 담화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담화는 햄스터 안내문을 만든 

4-3집단의 전체발표 시간에 잘 나타난다. 아래의 예시는 4-3집단이 



Elementary Students’ Perceptions of Role and Epistemic Authority in the Activity about ‘Making a Pet Poster’

595

두 번째 내용으로 선택한 ‘목욕은 시켜주어야 하나요?’ 발표와 뒤에 

이어진 청중의 자유질문 동안의 담화의 일부이다. 

(전체 발표의 두 번째 질문 ‘목욕은 시켜주어야 하나요?’ 답변하기와 

자유질문에서)

[18] 학생 4: 내가 해야지. 냄새가 나는 가루가 있는데요, 그거를 땅에 

깐 다음에 햄스터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햄스터가 뒹굴면

서 목욕을 해요.

[19] 청중 2: 물로 하면 안 돼요?

[20] 학생 4: 물로 하면, 그, 귀에 물어 들어가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21] 청중 2: 가끔씩만 하면 되잖아요. 

[22] 청중: 냄새 나는 가루로 하면 햄스터에게도 그 냄새가 나지 않아요?

[23] 학생 4: 하하. 좋은 냄새가 나는 가루

[24] 청중 2: 햄스터의 귀에 물어 들어가면 왜 죽나요?

[25] 교사: 어떻게 되나요? 왜 죽나요?

[26] 학생 3: 그건 모릅니다.

[27] 학생 1: 그, 물이 들어가면 사람 같으면 면봉으로 빼면 되는데, 

동물은 그 뺄 수 있는 장치 그런 게 없어서, 물이 계속 

있어 가지고 죽는다고 해요.

[28] 교사: 물이 계속 있어가지고 햄스터가 물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마지막 한 명.

[29] 청중 3: 햄스터가 바다에서 수영을 했는데, 물이 귀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요.

[30] 교사: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햄스터를 봤어요?

[31] 학생 3: 수영은 하지만, 몇 분 후에 죽을 것 같습니다.

[32] 교사자: 어디에서 봤어요?

[33] 청중 3: 저희 집 햄스터 아빠가 풀어놔가지고 봤어요.

[34] 교사: 바다에서요?

[35] 청중: 네.

[36] 교사: 그런데 안 죽었어요?

[37] 청중 4: 저희 누나가 물로 햄스터를 씻겼는데 안 죽었습니다.

(4-3 ‘햄스터’ 모둠, 전체발표)

햄스터를 목욕시키는 방법에 관해 냄새나는 가루를 사용한다는 

정보(18)를 이야기한 학생 4의 답변에 대해 청중들은 물로 목욕시키

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19,21,24), 물로 

목욕해도 된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자의 의견에 반박하

다(29,33,35,27). 발표자들 또한 근거나 추론을 제시하면서 자신들

의 초기 주장을 뒷받침하 다(20,27,31). 이와 같이 발표자와 학생들

은 다양한 조사 자료와 경험을 단순히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의견에 반박하고, 협상을 통해 초기의 정보를 

보완해나갔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장, 정당화, 반박으로 구성

된 논변 형태의 과학적 담화를 형성해 나간 것이며(Driver, Newton, 
& Osborne, 2000), 실행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발

달시키고 비평하는 과정의 규범을 따르는 방법인 사회적 측면

(Stroupe, 2014)을 학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중과 발표자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동안, 교사는 전체 발표

의 진행자와 청중의 역할을 하 다. 전체 발표를 진행하고, 질문을 

할 발표자를 정해주었으며(“그럼 두 번째 질문 시작합니다”(35), “뒤 

학생!”(56)), 발표 내용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한 명의 청중으

로 질문을 하기도 하 다(“그럼 똥의 개수를 셀 수 있어요?”(67), “물
이 계속 있어가지고 햄스터가 물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28)). 이와 

같이 교사는 상호작용의 주변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자신을 낮춤으로

써 발표자들의 인식적인 권위를 높여 주었다. 
요약하면, 이러한 전체 과정은 상호작용의 중심에 발표자와 청중이 

자리하고, 청중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발표자가 정말 ‘애완동물 전

문가’라고 할 만한지 검증하고, 발표자는 확정적인 표현으로 스스로

를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애완동물 전문가’로 위치시켜 학습의 주도

권을 끌어오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나. 주체적으로 발표 진행하기 – 수업의 진행자로서 지위적 권

위의 표현

학생들은 전체 발표에서 교사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인 발표자의 

역할을 넘어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주도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는 수업 

진행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 다. 이것은 진돗개를 맡은 4-4집단의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발표에서 자신들이 준비

한 색다른 질문 선택 방식을 사용하 는데, 안내문의 내용을 번호가 

적힌 종이로 덮어 청중들에게 안내문의 번호를 고르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유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의 질문을 유도하고 질문자를 스스

로 선택하 으며, 추가 질문자를 계속 받으면서 수업 진행에서 주체

적인 모습을 보 다. 아래의 담화는 4-4집단의 자유질의응답 시간에 

나타난 담화의 일부이다. 

(전체 발표의 자유 질문 질의응답에서)

[39] 교사: 더 질문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가자. 두 번째 질문.

[40] 청중: 진돗개의 생김새는 어떤가요?

[41] 학생 1: (청중을 보며) 백구는 엄청 순하게 생겼고요, 황구도 순하

게 생겼고요, 블랙탄은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42] 청중: 오∼∼! 

[43] 교사: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물어볼 거 없어요? 

[44] 학생 4: (두 손을 들어올리는 몸짓을 취하며) 더 물어보고 싶은.. 

어, 저기

[45] 청중: (일제히 손을 든다)

[46] 학생 1: 잠깐만요, 네, (손을 든 학생을 가리키며) 학생!

[47] 청중: 걔네들 중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

[48] 학생 1,4: 블랙탄입니다. 

[49] 학생 1: (앞에 손 든 학생 가리키며), 자 **씨 질문해주시죠.

[50] 청중: 개와 진돗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51] 학생 1: 개는 개고, 진돗개는 진돗개입니다.

[52] 청중: 뭐야?

[53] 학생 1: 이름도 다르고,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54] 학생 4 질문 이제 없나요? 질문? 네 **씨!

[55] 청중: 지금까지 진돗개 중에서 어떤 진돗개가 가장 크나요? 

[56] 학생 2: 재구. 

[57] 학생 4: 재구. 재구가 제일 큽니다. 

...(중략)

[68] 교사: 네 그럼 이제 박수칩시다.

[69] 정확한 길이 있는데...

[70] 자, 학생2 발표해 주세요.

(4-4 ‘진돗개’ 집단, 전체 발표)

학생들이 개와 진돗개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우 확신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인식적인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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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려 하는 것(51,53)은 앞서 다루었던 4-3집단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4-4집단의 학생들은 다른 집단에서는 보이지 않았

던 전체 발표의 진행자의 역할을 하 다. 처음 자유질문을 독려하는 

교사의 발언(43) 이후, 발표자들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

요?)”(44), “질문 이제 없나요? 질문?”(54)과 같이 직접 청중들의 질문

을 유도하 으며, 질문자를 지정하면서(44,54)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주도적으로 진행하 다. 예시의 담화 외에도 진돗개의 한 종류인 재

구의 크기를 짐작해보라고 하면서 청중의 발표를 유도하기도 하 다. 
이때 발표자들은 “네, 학생!”(46), “자 **씨 질문해주시죠”(49)와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사나 사회자가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발표자들은 청중의 질문을 유도하고 질문자를 정하 고 교사는 

발표의 진행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발표 진행에 관한 권한은 자연스

럽게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이양되었다. 교사가 집단의 발표를 마무

리짓기 위해 청중들에게 박수를 요청했을 때에도(68) 발표자들은 청

중에게 추가 질문과 발표를 유도하면서(69,70) 진행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려 하 다. 청중 또한 발표자의 지정에 따라 질문을 하면서

(47,50,55), 발표자들을 진행자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이 교실 공동체에서 수업의 진행자로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러

한 지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려 하거나 과학 수업에서 지식을 선별하고 구성하는데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 수업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9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물리 수업

을 설계하고 실행해보도록 한 Basu(2008)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수

업을 설계하면서 자신을 교실의 교사로 위치시키면서 기존 수업에서 

낮았던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려 하 다. 4-4집단의 학생들 또한 

발표의 진행자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 으며, 특히 교사가 

가지고 있던 권위를 교사에게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

로 가져옴으로써 활동의 완전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주목할 

만하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수업의 주체로서 어떻게 인식적 권위를 

표현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애완동물 안내

문 만들기’ 수업을 개발하 고, 서울시 G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얻은 담화 자료와 안내문을 분석

하 다. 아래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과 이에 대한 교육적 시사

점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은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실행으로서

의 과학을 학습하는 모습을 보 다. Stroupe(2014)의 실행으로서 과학

을 학습하는 4가지 측면, 개념적⋅사회적⋅인식적⋅물질적 측면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애완동물의 종류, 먹이, 환경 등과 

같은 지식을 공유하면서 개념적 지식을 학습하 고, 소집단⋅대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차원 실행에 참여함으로써 주장, 반박, 정
당화 등 아이디어를 발달시키고 비평하는 과정의 규범을 따르는 사회

적 지식을 학습하 다. 또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내용을 

넘어 형식을 점검하고 자원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인식적 실행을 하는 것이며, 안내문이라는 산출물의 의

도를 잘 보여주고, 청중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 그림, 
도구를 고민하고 사용함으로써 물질적 차원의 학습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인식적인 권위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권위는 소집단 활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질의응

답하는 전체 발표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소집단 활동에서 학

생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선별하 으며, 공적

인 공간에 적합하도록 자원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이 ‘애완동물 전

문가’로서 인식적인 권위를 표현하고자 하 다. 전체 발표에서는 발

표자와 청중이라는 입장으로 구분되어 발표자는 ‘애완동물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청중은 발표자를 ‘검증하는 사람’으로 발표자를 평가하

면서, 적극적으로 인식적인 권위를 검증받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 다. 
또한 전체 발표의 진행을 주도함으로써 활동의 완전한 주도권을 잡고

자 하 다. Donnelly, McGarr, & O’Reilly(2014)는 학생들이 교실에

서의 아이디어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 교실에서의 자신

들의 역할을 스스로 충족되는 답을 해결하기 보다는 교사나 시험의 

요구에 맞춰나가는 것으로 본다고 하 다. 본 연구의 학생들은 자신

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소

유권(ownership)을 가지고 인식적 권위를 표현하면서 활동의 주체임

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또한 Patchen & Smithenry(2014)는 참여구조

에 따른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위 변화를 탐색하 는데, 본 연구와 

같이 학습자가 집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소집단 활동에서보다 하

나의 집합적인 전체 집단으로 참여하는 활동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

는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상호작

용의 대상과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기민하게 인식하고 다른 자

원을 사용하여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수업의 주체로서 충분한 가능

성을 보여준다. 
Patchen & Smithenry(2014)의 연구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권위를 

높이는데 있어 교사의 역할과 이들이 속한 활동 속의 구성 요소들(활
동 이론의 주체, 공동체, 분업, 매개체, 규칙, 객체, 결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이에 초점을 두었다. 학생이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기존에 

교사가 가진 권위를 학생에게 이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교사는 

단순히 학생 스스로 과학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활동 안에서 일어나는 주체의 행동을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활동 이론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과 

같은 주체를 포함하여 활동 속의 구성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관련되어 있다(Roth & Lee, 2007). 예를 들어, 권위를 공유

하는(분업) 참여구조에서 학생들(주체)은 소집단으로 활동하도록 하

는 규칙을 따르게 되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 권위가 교사에게 있는(분
업) 참여구조에서는 개별적으로 교사의 설명을 듣고, 노트 필기하도

록 요구하는 규칙을 따르게 된다(Patchen & Smithenry, 2014).
본 연구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이 인식적 권위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 다. 활동 전반에 걸쳐 교사는 안내문에 넣는 내용이 옳은지, 
또는 안내문을 잘 만들었는지 평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궁금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청중 가운데 한 명으로 자신을 위치시켰다. 
4-4집단에서 발표자들이 진행자로서의 권위를 얻고자 하 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남으로써 상호작용의 주변에 자신을 위치시키

고 발표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 또한 활동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이러한 권위의 이양(분
업)은 학생들이 참여한 소집단 활동과 전체 발표(매개체), 소집단 활



Elementary Students’ Perceptions of Role and Epistemic Authority in the Activity about ‘Making a Pet Poster’

597

동과 전체 발표의 내용을 학생들이 정하고 구성하도록 한 활동 규칙, 
안내문 만들기라는 과제(객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 수업에서 권위를 발달시키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때 학생들은 수업의 주체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 과목과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재 과학 교육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 어린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낮은 포부의 원인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Archer et al., 2010; Osborne & Collins, 2001), 
학생들은 ‘과학은 중요하지만 자신은 과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

고,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특별한 사람이거

나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학생들은 과학 그리

고 과학 관련 진로를 자신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교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학 수업을 자신과 관련시키면서 올바른 과학 

정체성을 형성하기는 어렵다. 교실에서 학생에게 권한을 줄 때, 학생

들은 자신을 과학 수업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수업에서의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사용하며 과학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실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경험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는 그 목적에 따라 정도와 방법은 다양하게 기

획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과학 교실에서 학생들이 학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표현하고 권위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애완동물 안내문 만들기’ 수업을 개발하 고, 이 수업에

서 초등학생들이 수업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권위를 드러내는지 탐색하 다. 서울시 G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 으며, 학생들의 활동은 모두 녹음

⋅녹화되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애완동물 안내문을 만드는 소집

단 활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전체 발표

에서 다른 양상으로 인식적 권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 다. 우선 

소집단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선별하 으며, 공적인 공간에 적합하도록 자원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이 ‘애완동물 전문가’로서 권위를 표현하고자 하 다. 전체 발표에

서는 발표자와 청중이라는 입장으로 구분되어 발표자는 ‘애완동물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청중은 ‘검증하는 사람’으로 발표자를 평가하

면서, 적극적으로 권위를 검증받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 다. 또한 전

체 발표의 진행을 주도함으로써 활동의 완전한 주도권을 잡고자 하

다. 연구 결과는 학생 중심으로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 교육의 

전략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인식적 권위, 소집단 활동, 전체집단 논의, 애완동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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