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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래의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진정한 과학 탐구의 경험을 강조하

고 있는 고등학생의 R&E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탐구 주체’로서의 학생의 참여다. 진정한 탐구의 경험이란 

과학적 지식의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제공

되기보다는 학생의 진정한 참여를 통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며, 

학생의 진정한 참여란 참여의 양적 증진 뿐 아니라 주체로서의 참여, 

실행을 통한 참여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시작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교수-학습의 시공간적 경계를 허물고, 

참여와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를 요구하고 

있다. 주체로서의 학습자 교육에 한 연구는 과학교육의 역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스로의 행위 과정을 통

제,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를 의미하는 행위주체성(agency)

의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Arnold & Clarke, 2014; 

Reed, 2001; Schwartz & Okita, 2004). 

행위주체성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학의 연구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사회구조(structure)와 더불어 논의되곤 

해 왔다. 오랫동안 사회구조와 행위주체의 관계에 한 지배적인 견

해는 인간이란 사회구조 내에 존재하며, 구조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

이었다(Durkheim, 1964).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Giddens 

(1984)와 같은 학자들은 ‘사회구조는 행위주체에 향을 주는 동시에 

행위주체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이론을 펼쳤고, 사회구조란 제약인 

동시에 가능성, 인간 행위의 매개이자 결과라는 관점을 제안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과학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학 교실은 하나

의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과학 교실이라는 구조는 학습자에

게 향을 주는 동시에 학습자에 의해 재생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과학 교실에서 일어나는 탐구 그리고 학생의 과학적 지식 구성에 

주목하며 행위주체성을 탐색한 연구들 가운데는 인식적 행위주체성

(epistemic agency)의 관점을 도입한 연구가 많다(Barton & Tan, 

2010; Damsa et al., 2010; Goulart & Roth, 2010; Stroupe, 2014). 

Stroupe(2014)에 따르면 인식적 행위주체(epistemic agent)란 ‘특정한 

학습 공동체 내에서의 지식과 실행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며, 

그것을 당당히 여기는 집단이나 개인’을 말한다. 미국의 차세  과학

교육표준(NGSS)에서는 ‘실행으로서의 과학(science as practice)’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인식적 행위주체가 되어

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학생들은 과학의 지식과 방법을 배우는 

것에 더하여 과학의 사회적, 인식적, 물질적 차원의 합법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Duschl, 2008; Stroupe, 2014). 인

식적 행위주체로서의 학습자는 단순한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자신의 

지식 발전에 책임을 지는 생산적 참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과학 교실에서 인식적 행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실 내에

서의 권력의 재분배(redistribution of power)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연구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문제 제기, 실험 수행에 한 결정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Longino, 1990; Stroupe, 2014), 학습의 상황에

서 학습 내용의 선정, 학습 방법의 선택 등에 한 결정권의 분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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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식 생산의 

주체로 배치(positioning)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Chinn & Malhotra, 

2002; Sandoval, 2005).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한 분석에서 이와 같은 행위주체성, 특히 

인식적 행위주체성 관점의 도입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관점이 

연구자들의 시선을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보여주는 자발적 학습의 과

정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행위주체성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학습

자를 결핍을 가진 수동적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과학 수업이

라는 구조와 학습자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보다 주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행위주체성과 학습자의 정체성이 지니는 변증법적 관계

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의 행위주체성은 실질적 

행위를 통해 관찰될 수 있으며, 행위는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서 주요한 지표가 된다(Holland et al., 1988, p. 55). 

본 연구에서 주목한 학생 주도의 R&E 활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책임을 공유하며 실행 공동체 속에서 과학적 의문 해결이라는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교육적 구조이다. ‘주도’이라는 단어

를 표준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동적인 처지가 되어 이끎’이라고 

쓰여 있는데, ‘주동’이란 ‘주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성질’

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과 

연구의 주요 과정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이끌어 나가는 R&E 활동을 

학생 주도의 R&E로 정의하 다.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연구 

활동의 내용 선정, 연구 방법 선택, 탐구의 실행과 같은 주요 과정은 

교사와 학생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교사는 인식적 행위주

체로서의 학생 활동을 최 한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 다. 이는 교

사나 책임 교수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방법을 지도하는 가운

데 학습과 학생들의 연구 참여가 이루어지는 전문가 사사 혹은 교사 

주도의 R&E 활동과 그 운  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과학 재의 문제해결 능력 및 탐구 역량 증진을 목표로 시작된 

R&E 활동은 2003년 최초 도입 이후 그 상을 일반계 고등학생으로

까지 넓히며 한국과학창의재단, 각 시도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확 되어 왔다(Jung et al., 2012ab; Lee & Kim, 

2016). 그리고 R&E에 한 연구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

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R&E에 한 초기 연구의 상당수는 양적 

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R&E에 한 과학 재 학생 혹은 운 자의 인식, R&E의 

효과 등을 탐색하 다(Choe & Tae, 2015; Jung et al., 2012ab; Kang 

et al., 2009; Kim & Shim, 2008). 그러나 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R&E가 과학중점학교를 비롯한 일반계 고등학

교로까지 확산되면서 연구는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Lee 

& Kim(2016)은 학생들이 R&E 참여 과정에서 드러낸 과학적 실행 

및 인식의 변화를 실행공동체 내에서의 합법적 주변 참여의 관점에서 

분석하 으며, Yun & Kim(2018)은 자유탐구 활동 과정에서 과학고

등학교 학생들이 드러낸 인식적 목표, 인식적 이해와 추론의 복잡성

을 탐색하 다. Lee & Kim(2018)은 고등학교 과제 연구 수업에서의 

탐구 문제 도출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발전되어 가는지

를 알아보고, 학생의 탐구문제 도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연구의 

단계별로 분석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아쉬움

은 남는다. 그 첫째는 다수의 연구가 교수나 전문 과학자의 사사 

중심 R&E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Choe & Tae, 2015; Jung et 
al., 2012ab; Kang et al., 2009; Lee & Kim, 2016). 비록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수의 R&E 활동이 전문가 사사의 형태로 운 되

고 있지만, 전문 과학자가 아닌 학생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R&E 활동은 어떠한 차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운 될 수 있는지, 과학

자의 실험실이 아닌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한 R&E는 어떠한 형태로 

운 되고 있는지에 한 연구의 부재는 상당한 아쉬움으로 자리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내 R&E에 한 연구는 과학교육 

연구자들에게는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R&E를 운  및 지

도하게 되는 교사에게 또한 꼭 필요한 연구로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상당수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과학의 과정을 배우

고 익히는 수동적 학습자의 입장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점이다(Choe 

& Tae, 2015; Kim & Shim, 2008; Jung et al., 2012ab). 그러나 이제는 

주어진 이론이나 실험 기법을 배우고 따르며 과학의 형식과 절차를 

학습하는 것 못지않게,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주어진 학습 

환경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주체적 학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는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

들이 과학적 의문을 탐색하고, 실험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R&E 활동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연구의 주요 수행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총 18개월에 걸쳐 

지방의 한 도시에 위치한 M 과학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학생 연구 

활동에 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연구가 수행된 구체적인 상황 및 

연구 참여자,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황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과학 재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1년 

동안 수행한 R&E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학교의 R&E는 

‘기초자율연구’라는 과목명의 교육과정 내 연구 활동으로, 매주 목요

일 오후에 3시간씩 이루어졌으며, 1학년 학생은 모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정의 산출물을 제출해야 졸업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R&E 활동의 초기인 3월 중순부터 약 4주간에 걸쳐 학생들은 연구 

활동을 위한 공통 교육을 받은 뒤, 각 팀별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공통 교육의 주제는 실험실 안전, 연구 주제 선정, 연구노트 작성법, 

보고서 작성 등이었으며, 교육은 인근 학과 연구소의 교수 혹은 

연구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인 3명의 학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93명의 1학년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한 팀으로, 2명의 남학생과 1명의 여학생

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수학과 과학 역에 한 높은 흥미와 관심

을 가지고 장차 이공계 진학 계획을 가지는 등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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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학습 역량, 세부적인 흥미, R&E에 한 개인적 인식과 기

 등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차이도 가지고 있었다. <Table 1>은 연구 

참여자의 관심 역, R&E 프로그램에 한 인식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설정한 ‘건조복숭아의 이화학적 특성’ 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R&E 활동을 수행하 다. 연구 참여자의 표집은 장

기간에 걸친 학생의 활동을 보다 근접하여 심층적으로 관찰할 수 있

도록 연구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는 학생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의 저자이기도 한 지도 

교사는 교육 경력 14년의 생물교육 전공자로, 연구 수행 당시 해당 

학교에서 4년째 연속하여 R&E 활동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학생의 

주도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R&E 운 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2.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해 수집된 1차적인 자료는 R&E 활동 중에 이루어진 학생

들의 논의 과정 녹음 자료, 학생들과의 반구조화 된 면담 및 짧은 

수시 면담 자료, 그리고 연구자의 참여관찰일지이다. 연구자는 1년여

에 걸친 R&E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특이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 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학생들과 짧은 면담(총 8회, 평균 

10분 이내)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또 주제 선정과 

연구 설계, 결과 해석을 위한 팀원 간의 논의(총 6회, 1회 평균 120여

분)에 함께 참여하 고, 논의 내용은 녹음하여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 다. 연구 참여 초기 및 후기에 실시한 개별 면담(1인 2회씩 

총 6회, 1회 평균 60여분)과, 세 학생 모두가 참여한 집단 면담(총 

2회, 평균 80분) 자료도 녹음과 전사의 과정을 거쳐 분석 자료로 활용

되었다. 

면담 질문은 R&E에 한 개별 학생의 인식 및 기 , 특정 행위의 

동기나 배경을 비롯한 의미부여, 구성원들의 역할과 실행에 한 반

성적 성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이와 같은 면담의 일차적

인 목적은 연구자의 관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인식을 보

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는 참여 관찰을 통해 

수집한 학생 행위의 이면에 담긴 이들의 생각이나 의도, 인식적 특성

을 심층 면담을 통해 이해하고자 노력하 다. 그 외에 학생들이 R&E 

활동 중에 작성한 연구일지와 산출물, R&E 보고서 등도 연구를 위한 

자료로 수집되었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학생 주도 R&E의 주요 수행 단계와 연구의 각 단계에

서 드러난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에 해 각각 이루어졌다. 이는 

먼저 학생 주도 R&E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

주체성의 관점에서 학생의 실행을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R&E의 수행 단계는 탐구의 주요 과정으로 강조되고 있는 문제인

식, 실험설계, 자료수집, 자료해석, 결론도출, 의사소통 등(NRC, 

2000; Sandoval, 2005; Krajcik et al., 1998)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학생 주도의 R&E 활동 중 이루어진 주요 과업을 추출하고 명명한 

뒤, 시간의 흐름을 반 하여 귀납적으로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학생의 행위주체성은 구조와 행위주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 던 Giddens(1984)의 구조화 이론을 활용하여, R&E 활동의 

구조를 규칙과 자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하 다. 

Giddens(1984, 2001)는 하나의 구조를 규칙(rules)과 자원(resources)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며, 규칙을 주어진 구조 내에서 사회적 관행을 

재생산하는 절차로 정의하 다. 또 자원은 인적자원과 비인적자원으

로 구분되며, 행위주체가 의도한 결과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강조하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Giddens 

(1984, 2001)가 제안한 구조와 행위주체의 관계에 주목한 이유는 이

들의 변증법적 관계 분석을 통하여 행위주체성의 역동적 발현을 보다 

선명하게 탐색하기 위함이다. 학생의 행위주체성은 실행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한데, 행위주체의 반성적 성찰, 선택적인 정보의 여과, 

행위의 적절한 배치(positioning)와 같은 일련의 실행은 구조와의 역

Category Examples of questions i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Individual perception 

⋅What did you think of the R&E and what did you want to get from the R&E participation?
⋅Retrospect your participation in the R&E and tell me your reflection on the actions. 
⋅Was there any intention or psychological background on your specific behaviors during the R&E? 
⋅What is the most valuable experience or learning of yours in each stage of the R&E?

R&E Practice

⋅Introduce each stages of the R&E with your emphasis on the importance or value-attachment
⋅If there had been any obstacles in each stages of the R&E, please let me know it in detail 
⋅Was there any agentic behavior for the R&E research in your daily life?
⋅What does it mean to you to do an autonomous practice?

Team activities
⋅Describe the cooperation and interactions among the members for the R&E
⋅Could you introduce the role of the other members of the R&E team?
⋅What do you think of the strategy and practice of the R&E team?

Table 2. Examples of interview questions

Student Gender Interest Participant’s description on the function of R&E program

A Male Bio-informatics
Experiencing the whole process of a research: Enhancing the ability of using equipments, data analysis, 
and writing paper 

B Male Biochemistry Specific program for 
the gifted students 

Doing a novel inquiry as a scientist and training skills for a research 

C Female Biology Experiencing a research as a preparation for the future

Table 1. Descriptions of researc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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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자료 분석에 들어가면서,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근거이론

에 기반한 지속적 비교분석법(Charmaz, 2006; Glaser, 1965)에 따라 

질적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면담 자료는 모두 전사되었으며, 학생 

활동 및 면담의 전사본, 참여관찰일지 등이 1차적인 자료로서 먼저 

코딩되었다. 코딩의 과정은 학생의 인식과 실행, 구조의 특성에 해 

각각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진행된 것은 학생 주도 R&E 활동의 구조

와 특성, 학생의 인식 및 실행을 드러내는 핵심어가 무엇인지 탐색, 

추출, 명명하는 개방코딩이었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로 전환된 자료

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R&E 활동의 전개, 학생 활동, 담화의 주요 

내용을 면 하게 살폈고, 선행연구(Damsa et al., 2010; Goulart & 

Roth, 2010; Stroupe 2014; Stroupe et al., 2018)에서 분석된 구조 

및 행위주체성의 주요 주제어를 참고로 명명의 과정을 거쳤다. 명명

된 각 주제어에 해서는 그 출현의 배경을 별도의 메모로 기록하여 

주제어 간의 관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가령 주제 탐색의 

단계에서는 공동연구, 자료의 공유, 수행가능성, 논의, 의도성, 문헌 

탐색, 일상의 지식, 신념 등과 같은 주제어들이 추출되고 명명되었다. 

두 번째 축 코딩에서는 개방 코딩에서 추출된 핵심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렬한 뒤 1차적으로 범주화 하 다. R&E 활동의 규칙, 

자원, 학생의 인식, 학생의 실행 등과 같은 주요 범주들이 이와 같은 

축 코딩의 과정에서 구성되었는데, 가령 학생의 의지, 신념, 의도, 책

임감 등은 인식의 범주로, 선택, 판단, 배치, 참여, 지속성 등의 주제어

는 실행으로 범주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코딩의 단계에서는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연결 짓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규칙

과 자원, 인식과 실행의 관계를 면 하게 분석하여, 인식의 범주가 

실행의 범주로 연계되는 사례를 찾거나 실행의 범주가 구조의 범주에 

미치는 향을 찾는 등 인식적 행위주체성 발현에 관련된 중심 현상

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단계에서 집중되었다. <Table 3>은 

실제 연구자가 수행한 코딩 과정의 한 사례이다. . 

또한 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상으로 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소규모 질적 사례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연구의 내적 타

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 & Guba(1985)가 제안한 다음의 방

법을 활용하 다. 첫 번째는 장기간에 걸친 참여다. 질적 연구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친 연구 기간의 확보가 이루어

졌을 때 이를 장기간에 걸친 참여로 간주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총 18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 다. 두 번째는 지속

적인 관찰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인 지도교사는 R&E 활동 및 후속 

연구 과정을 18개월에 걸쳐 지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생을 근거리에

서 관찰하고 참여관찰 일지를 기록하 다. 세 번째는 삼각검증과 참

여자 검토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자료가 발견되거나 학생의 실질적 행위 이면에 놓인 인식에 한 해

석이 필요할 경우 연구 참여자와 추가적 면담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최종 분석이 끝난 자료에 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확인 과정을 거쳐(member-checks) 참여자의 행위주

체적 실행에 한 연구자의 해석에 자의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

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해석된 자료에 해서는 개인 면담, 

집단 면담, 집단 토의 과정에서의 발화 내용 등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 분석 결과와 상호 조 및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함으로

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다(Merriam, 2009). 

Ⅲ. 연구 결과

1. 학생 주도 R&E 활동의 주요 수행 단계

학생 주도 R&E 활동을 탐구의 과정에 한 선행 이론과 실제로 

수행된 주요 과업에 따라 분석해 보면 5개의 단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었는데, 이는 각각 주제 탐색의 단계, 연구 설계의 단계, 실험활

동 수행의 단계, 해석 및 고찰의 단계, 과학적 의사소통의 단계이다. 

첫 번째 주제 탐색의 단계에 학생들은 개인별 주제 탐색, 개별적으로 

찾아본 주제의 팀 내 발표 및 구현 가능성 논의, 주제의 범위 축소 

및 선행 연구 탐색, 그리고 협의를 통한 주제 선정 등의 활동을 순차적

으로 수행하 다. 학생들에게는 1년 동안 진행될 연구의 주제를 직접 

찾는 것이 비교적 낯선 활동이었으므로, 주제 선정에는 거의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3월 중순에 시작된 주제 탐색은 4월 

말 경 핵심어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형태를 갖추었고, 5월 첫 주가 

되어서야 최종적인 주제가 선정되었다. 

두 번째 연구 설계의 단계는 그 기간이 주제 탐색의 단계와 일부 

중첩되었다. 주제의 큰 틀이 결정된 4월 말부터 학생들이 주제의 정교

화를 위해 선행 논문을 탐색하거나,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 방법 탐색을 시작하 기 때문이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합의된 

연구 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프로토콜을 찾고, 구체적인 도구나 

방법을 탐색하며 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이 포함된 ‘건조 방법에 따른 말린 복숭아의 이화학적 특성 분

석’(R&E 활동 중, 2016/05/06)이라는 비교적 정교한 연구 주제를 설

정하 다. 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복숭아 칩을 

직접 구입하여 건조 방법, 식감, 건조되었을 때의 형태 등을 비교해서 

분석하며 ‘아, 복숭아는 이런 식으로 말리는구나’를 알게 되기도 하고

(학생 A, 소집단 1차면담, 2017/12/22), 건조 과일에 한 여러 논문들

Data Open coding Axial coding Selective coding

A: I intended not to see the annual report of R&E because I wanted 
to come up with a novel idea for my research. Instead, I read weekly 
science magazine to get ideas.

(Group interview, 2017/12/28)

Intention, will Epistemic belief (perception)

When student shows actual 
practices from their epistemic
belief, it can be interpreted 
as an epistemic agency

Selective searching Practice 

B: In data analysis, it will be more helpful if we have more 
knowledge. But in case of having little knowledge, I think we should 
study and know it well for the research. I searched various 
documents in the school library. Biochemistry, Biophysics, Food 
analysis. It took more than one week.

 (Individual interview, 2016/11/22)

learning attitude,
belief

Epistemic belief (perception)

Autonomous learning Practice

Table 3. An example of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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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 함께 읽으며 연구 설계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이 단계 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으로(2016/ 

05/16) 일차적인 연구 설계의 단계는 마무리되었다. 

실험활동 수행의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실험의 수행 및 실험 결과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매주 주어진 3시간의 정규 

R&E 시간을 훌쩍 넘겨 늦은 밤까지 실험실을 밝히며 연구를 수행하

곤 하 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 다. 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착안을 하게 되면 연구 설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하 다. 스스로 선택한 교내의 분석 장비 사

용 방법을 배우고, 분광광도계, 물성분석기, 동결건조기 등의 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며 정량적인 측정값을 얻은 것도 이 단계에 해당된다. 

5월 중순에 예비실험으로 시작된 실험활동 수행의 단계는 11월경까

지 계속되었다. 

해석 및 고찰의 단계는 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서 이에 한 

분석이 이루어진 한 달여의 시기로, 실험활동 수행의 단계 및 과학적 

의사소통의 단계와 일부 중첩되는 기간을 가진다. 학생들은 수집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전환하여 경향성을 살피고, 건조 시료의 갈변도, 

당산비 등 서로 다른 결과 값들의 상관관계를 탐색하 으며, 정량적

으로 측정된 결과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을 시도하 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의사소통의 단계에서는 보고서 작성 및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결과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외부 

심사자들을 상으로 한 구두 발표, 학교 체육관에서 교내의 모든 

R&E 팀이 함께 한 포스터 발표 회 등에 참여하며, 스스로 수행한 

연구에 해 글쓰기의 방법으로 또 말하기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

할 기회를 가졌다. <Table 4>는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드러난 

주요 연구 단계 및 각 단계에서 드러난 특징적 실행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 주도 R&E의 주요 수행 단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

면, 연구의 각 단계는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전단

계로의 잦은 회귀를 드러내는 비선형적 구조를 보 으며, 그 가운데 

특정 활동의 반복적 수행을 빈번하게 드러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선형적 구조는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Park et al.(2009)은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 분석을 통해 과학교육

에의 함의를 얻고자 했던 그들의 논문에서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은 

선형적, 순환적, 비선형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드러남을 실제 물리학

자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학생 주도 R&E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반

복적 실행은 문헌 탐색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해 

다양한 문헌을 탐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R&E의 모든 단계에서 문헌

을 찾고 읽었다. 문헌의 출처는 R&E의 진행에 따라 그 조금씩 달라졌

다. 연구 초기에 주제 탐색을 위해 다양한 문헌을 찾고 읽었다면, 연구

의 진행과 더불어 관련 선행 연구 논문을 집중적으로 찾아 읽는 형태

를 보이다가, 해석 및 고찰의 단계에서는 생화학, 생물물리, 식품공학 

등의 전공 서적으로 다시 범위를 확 하는 한편 내용은 심화되는 형태

를 보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헌 탐색의 반복적 실행은 학습을 

통해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해야 하는 학생 주도 R&E의 구조

적 특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후 학생의 학습 

발달 및 행위주체적 실행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인 반복과 회귀를 보인 또 다른 실행으로는 연구 설계의 

수정, 추가적인 실험 수행 등과 같은 시행착오의 탐구 과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실행은 ‘주제 관련 지식학습 단계’(Jung et al., 
2012a) 등을 통하여 체계적 학습을 하고, 정교한 실험 설계를 바탕으

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사사 중심의 R&E에 비하여 학생 주도의 

R&E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차이점이었다. 과학의 탐구 과정이란 

하나의 정해진 순서를 따르기 보다는 다양한 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했던 여러 선행 연구에서의 지적에서처럼(Bartholomew et al., 
2004; Park et al., 2009; Sandoval, 2005), 학생들은 실제 연구의 과정

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향을 미친 요인을 찾기 위해 종종 전 단계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 다. 그리고 보다 정교한 결과를 위해 전 단계에

서 빠졌던 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들이 해야 할 과업을 

Stage Major practice

Exploring research theme
⋅Exploring research theme
⋅Searching resources and literatures* 
⋅Negotiation in the community of practice

Designing research
⋅Searching literatures*
⋅Elaborating research theme
⋅Research design*: methods and equipments

Performing lab activity

⋅Experimentation
⋅Searching literatures*
⋅Complementing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Interpreting results

⋅Data interpretation
⋅Searching literatures*
⋅Complementing research design*
⋅Extra experimentation for a better research* 
⋅Reflection on the process

Communicating research

⋅Writing research paper
⋅Extra experimentation and interpretation* 
⋅Searching literatures*
⋅Presentation for scientists and peer students

[*] represents repeatedly observed practices at several stages

Table 4. Key stages and practice of a research in the student-driven 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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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찾아 몰두하는 모습을 보 다. 

반복적인 문헌 탐색을 통한 자발적 학습과 연구 수행, 연구의 완성

도를 높이기 위한 전단계로의 회귀와 탐구 수행. 학생들의 이와 같은 

실행은 이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연구에 몰두하며, 주체적인 연구자

로서 참여하 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실행공동체 내에서의 참여

를 학습으로 간주하 던 Lave & Wenger(1991)에 따르면, 이들은 주

도적 연구 참여와 더불어 진정한 학습을 수행하 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실행 공동체 내에서의 이와 같은 참여의 발달은 또한 과학 정체성 

변화의 강력한 지표가 된다(Holland et al., 1998; Lave & Wenger, 

1991; Lee & Kim, 2016). 작은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

한 이들 학습자들의 참여 변화의 근거가 되는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

행에 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2. 연구 활동의 단계에서 드러난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

가. 주제 탐색의 단계

개인별 주제 탐색, 팀 논의, 선행 연구 탐색, 그리고 합의를 통한 

주제 선정 등의 활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주제 탐색의 단계에서 학

생의 행위주체적 실행은 교사가 제공한 R&E 구조의 규칙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지도 교사는 학생의 심층적 참여

를 이끌어 낼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 는데, 그 첫 번째 규칙은 학생 

스스로가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교사의 이러한 규칙 제안

에는 이후 진행될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보다 인식

적,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구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 에피소드 1: R&E 활동 중 팀 논의, 제 4주차 (2016/03/24) ]

1. 교사 : 연구는 너희가 하는 거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연구, 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생각해 봐야겠지?

2. 일동 : 네∼ (약간 자신 없는 말투로)

3. 교사 : 그럼 각자 찾아 본 아이디어랑 참고자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기 전까지 이메일로 보내기∼
4. 학생 B :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되죠?

5. 교사 :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같이 보내줘. 그래야 토론 전에 미리 

읽어보고 생각도 해 볼 수 있지…

6. 학생 A : 네, 그럼 저는 선생님이랑 B, C 이렇게 보낼게요.

학생들이 스스로 수행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과 더불어 지도교

사가 강조한 두 번째 규칙은 자원의 공유 다. 교사는 구성원 개개인

이 찾은 자료나 연구 아이디어를 팀원 모두가 공유하도록 제안함으로

써(1-3, 1-5) 지식 구성의 과정과 산물이 공유될 수 있는 인식적, 구조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다. 또 R&E 팀이라는 실행공동체 내에서 

교사와 나머지 구성원들의 위치를 위계적인 형태보다는 수평적인 형

태로 배치(positioning)하고, 교사 또한 연구의 과정에서 권위를 독점

하지 않는 한 사람의 공동 연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임을 선

언함으로써 학생 주도의 R&E 구조가 가질 방향성을 제시하 다. 이

와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게 

한 R&E 초기의 규칙들은 실행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아이디어

의 존중, 구성원 모두가 상호의 의견에 주목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학생들은 부분 연구 주제 설정의 경험이 부족하 으므로 처음에

는 조금 긴장하는 모습을 보 다. 그러나 곧 평소에 궁금했던 현상들

을 떠올리며 주제 탐색을 시작했고, 세 학생 모두 문헌 탐색에 몰두하

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계속 하다

가…. 뭔가 제 머리로 떠올릴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도서관에서 

실험 생화학 책도 빌려서 읽어보고…(개별면담, 2016/11/22)”라며 B

는 도서관에서 연구 주제를 찾던 기억을 회고하 다. A는 “무슨 무슨 

어세이(assay), 무슨 무슨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측정 방법만 딱 나와 

있으니까 실험 책은 주제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관심 있는 거를 일일이 다 긁어모았

던 것 같아요(소집단 2차면담, 2017/12/28)”라며 과학 기사읽기에 노

력을 기울 다고 설명했다. C는 도서관에 비치된 이전 학년도의 R&E 

자료집을 찾아보았다고 하 다. 

[ 에피소드 2: 소집단 2차면담 (2017/12/28) ] 

1. 학생 C :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 잘… 마음에 꽂히는 

걸 딱히 못 찾아서 어… 선배들 R&E가 궁금해서 조금 찾아

봤는데, 그거를 보다가 생각했어요. 

2. 교사 : 다른 친구들도 도서관에 있는 선배들 R&E 책자를 좀 찾아 

봤니? 

3. 학생 A : 그걸 보면 그거랑 비슷한 주제 밖에 생각이 안날 것 같아서, 

했던 걸 또한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주제 탐색 과정에서 A는 도서관에 비치된 R&E 자료집을 일부러 

읽지 않았다고 강조하 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 자신들만의 연구 주

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하 다(2-3). B 또한 

“만약에 아직까지 안 밝혀진 게 있다면, 그게 밝혀질 수도 있고…(개

별면담, 2016/11/22)”라며 밝혀지지 않은 현상을 탐색하고 싶었던 속

마음을 회고했고, C 역시 비록 선배들의 R&E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는 

했지만 그 구체화 과정에서는 “진짜 안 흔한 거를 찾고 싶어서… 논문

도 안 나와 있는… 그런 걸 찾으려고(소집단 2차면담, 2017/12/28)”라

며 연구의 독창성을 위해 애썼음을 강조하 다. 

연구 주제 설정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주변의 정보를 선택

적으로 여과하여 탐색하는 모습을 보 다. 그리고 이유는 ‘비슷한 주

제’를 피하려는 의도(2-3)와 ‘안 밝혀진 것, 안 흔한 주제’를 찾고자 

함(C, 소집단 2차면담, 2017/12/28)이었음을 명료하게 설명하 다. 

‘주제의 참신성과 독창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학생들의 이와 같은 

의도와 실행은 ‘스스로의 연구 주제 찾기’라는 규칙에서 출발했지만, 

단지 구조가 가진 규칙에서 머무르지 않고 연구주제 설정에 한 학

생의 인식적 신념을 반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의 인식

적 신념에 따라 자료 탐색이라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모습은 

행위자의 의지, 의도, 선택적 판단 등이 반 된 행위주체적 실행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Bandura, 2001; Goulart & Roth, 2010; Stroupe, 

2014).

학생들의 행위주체적 실행의 또 다른 사례는 주제 논의의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침을 씹어서 삼키면 왜 건강에 좋을까?’, ‘술에 취한 초

파리는 평소와 비행 궤도가 달라질까?’, ‘말린 먹거리 탐구’ 등 여러 

주제에 한 활발한 논의 끝에 R&E의 주제는 ‘말린 복숭아의 품질 

특성 탐구’로 정해졌다. 그리고 주제 선정은 학생 전원의 합의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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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제의 종류에 따

라 학생들의 논의에 한 참여 정도나 깊이가 확연한 차이를 보 다. 

‘이 주제를 어떻게 실험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면서 동의보

감을 참고로 한 ‘침’ 연구나 숙취 해소제 개발 기사와 관련되었던 

‘술 취한 초파리’ 주제가 짧은 질의-응답 형식에 그쳤다면, 말린 먹거

리 탐구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며 활발한 의견 

제시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진 

일상에서의 다양한 선지식들이 의미 있는 요소로 도입되었기 때문이

다.

‘말리기’라는 단순한 키워드로 시작된 논의는 말린 먹거리에 한 

학생들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었다. 곶감, 

무말랭이 같은 전통적인 말린 먹거리(C, A), 오래 두고 먹고자 하는 

말린 먹거리의 목적(B, C, A), 건조 바나나, 건조 망고 등 다양한 시제

품은 물론 가정용 전기 건조기 같은 제품 지식까지, 말린 먹거리에 

한 친숙함은 학생들을 빠르고 열정적인 논의로 이끌었다. Goulart

와 Roth(2010)는 활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가 확 되면서 행위주체는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편하고, 행위주체성에 더욱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학문적인 내용이 

아닌, ‘말린 복숭아의 품질 특성’이라는 주제 선정은 학생들의 풍부한 

선지식이 R&E 활동을 위한 자원으로 기능하게 하 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용 자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주제의 정교화 과정에서 보다 

행위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상의 선지식

을 R&E의 자원으로 끌어와 활용한 학생들의 행위주체적 실행은 과학

수업에서 일상에서의 선지식 도입을 강조하 던 Stroupe(2014)의 주

장과도 상당히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Stroupe는 교사들에게 학생의 

선지식을 교실로 끌어와 수업 내용과 접점을 찾음으로써, 학생이 인

식적 행위주체가 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 기 때문이다. 

문헌 탐색 과정에서의 인식적 선택, 선지식의 적극적 활용 외에도 

주제 탐색 단계의 학생들에게서는 어떻게 하면 연구 주제를 실제 실

험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한 적극적인 탐색 노력과 같은 인식적 

행위주체로서의 실행이 종종 관찰되었다. 그리고 교사에 의해 제시된 

권위의 재분배, 공동의 연구자로서의 자리매김, 실행공동체 내에서의 

자원 공유 등과 같은 R&E 활동의 구조에 향을 받으며 조금씩 발현

되기 시작한 학생들의 행위주체적 실행은 점차 실행공동체 내에서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 다. <Table 5>는 이 시기에 관찰된 R&E 

활동의 주요 구조와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을 요약한 것이다.

나. 연구 설계의 단계

연구 설계 단계의 주요 활동은 연구의 순차적 계획 수립, 실질적으

로 수행할 실험 도구나 방법의 탐색이 중심이 되었다. 시제품을 구입

하여 분석하며 건조 시료의 제작 방법을 논의하고, 실험과정 통제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 방법 탐색의 

한 방안으로 선행 연구 논문 읽기가 이루어졌다. 논문 읽기는 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매주 R&E 시간에 1시간씩 3∼4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사를 포함한 네 명의 연구자가 한 편의 선행 논문을 

한 문단씩 끝까지 소리 내어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논문을 읽으며 과학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 다양한 실험 방법, 결과 

분석 및 분석 자료의 제시 방법 등에 한 이해를 넓혀나갔다. 

[ 에피소드 3: R&E 활동 중 팀 논의, 제 8주차 (2016/04/21) ] 

1. 학생 C : (논문을 소리 내어 읽으며) 외관이 양호한 상태의 복숭아를 

구별한 후 제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육 부분을 0.5cm 두

께로 슬라이스 하여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학생 B : (다음 문단을 읽으며) 복숭아의 건조 조건은 다양한 예비 

실험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적외선 건조는 …

3. 교사 : 여기서 잠깐만! 그런데 제핵이 뭐지?

4. 일동 : (침묵)

5. 교사 : 잘 몰라? 그럼 다들 아는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얼른 찾아보자. 

6. 학생 A : (스마트 폰을 찾아본 뒤) 제핵. 생물의 핵을 세포에서 인공적

으로 제거하는 것. 복숭아 따위의 씨를 빼는 것 …

함께 소리 내어 논문을 읽으며 학생들은 더디지만 조금씩 연구에 

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시작하 다. 그리고 때로는 교사의 제안에 

의해, 때로는 스스로의 제안으로 R&E 팀에서의 연구 활동에 한 

규칙을 만들어 나갔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제안한 규칙은 모르는 

개념이나 용어가 있으면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것(3-3, 

3-5)이었고, 학생들이 제안한 규칙으로는 논문에 소개된 중요 실험이

나 자료 분석 방법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이후 연구에 도입해 보는 

것 등이었다. 학생들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주요 방법 및 실험은 예비 

실험 수행 후 세부 설계하기(A), 품질 특성을 분석을 위한 건조 복숭

아의 수분 함량 및 당산비 측정(B), 색도 검사와 관능검사 실시(C) 

등이었다. 학생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규칙 형성은 ‘건조복숭아의 

품질 특성’이라는 과학적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 및 행위의 의지를 표현

했다는 점에서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사는 또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계하

고, 연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최

한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 다. 학생들과의 연구 논의 과정에서 교

사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 

주제 설정이랑 연구 설계만 마무리되어도 아주 성공적인 R&E 활동이

라고 생각해∼(일동 웃음)”(R&E 활동 중 팀 논의 제 9주차, 2016 

Structure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Rules

⋅Doing students’ own research by themselves
⋅Participants’ positioning as a co-researcher including the teacher
⋅Redistribution of power and authority
⋅Sharing ideas and documents in the community of practice

⋅Selective searching of the references for the research
⋅Deep participation with one’s prior knowledge in the discussion
⋅Identifying the feasibility of the research theme
⋅Establishing students’ own research theme

Resources
⋅Books and literatures in school
⋅Students’ ideas and everyday knowledge on the dried food

Table 5. Structure and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in the stage of ‘Exploring research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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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도 하 는데, 이는 주제 설정 및 연구 

설계의 중요성 강조와 더불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이 과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직접 해결해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사의 제언은 R&E 활동의 시간적 구조를 보다 유연하고 

조절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리적 스키마 형

성에 기여하 다. 심리적 스키마의 변화는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에 한 새로운 인식과 재조직화의 가능성을 확 하며 행위주체

를 새로운 실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Goulart & Roth, 2010; Sewell, 1992)

연구 설계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또한 변인 설정 및 통제의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연구 설계의 주요한 준거로 생각하는 모습

을 종종 보 다. 

[ 에피소드 4: R&E 활동 중 팀 논의, 제 9주차 (2016/05/12) ] 

1. 학생 C : 그럼 건조 방법은 가열건조하고, 동결건조, 그리고 자연건조

로…

2. 학생 B : 모양은 어떻게 해? 똑같이 해야 되잖아.

3. 학생 A : 일단은 복숭아 모양이니까 동그랗게, 지름을 일정하게 해서

4. 학생 B : 다 잘라? 과도로? (일동 웃음)

5. 교사 :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6. 학생 C : 그거, 쿠키 틀 같은 거로 찍을까?

7. 학생 A : 그렇게 하자. 그럼 모양이랑 지름이 일정하니까…

8. 교사 : 그럼 채칼 같은 것도 써보면 어떨까? 일정한 두께로 슬라이스 

할 수 있게

9. 학생 B : 어… 찾아보니까, 3mm, 5mm 채칼 있어요. 건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3mm,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수업에서 종종 강조되곤 했던 변인 설정 및 통제는 학생들의 

연구 설계에서 중요한 인식적 목표로 작용하 다(4-2, 4-3, 4-7). 학생

들은 이 준거에 따라 시료를 어떻게 제작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

하 으며, 활발한 논의 끝에 연구 방법을 결정하 다. 이들이 결정한 

것은 건조 시료의 형태와 지름, 두께 등의 변인과 이들 변인의 통제를 

도와줄 기구의 선택이었는데,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학생들의 실행은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첫째는 이들이 과학적 지식의 구성에 한 스스로의 인식적 목표, 

즉 변인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을 모색하 다는 것이고, 두 번째

는 이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로 자신을 배치

(positioning)하 다는 점에서이다. Scardamalia(2002)에 따르면 인식

적 행위주체성은 학생이 인식적 목표를 추구하도록 지원하며,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의 지식 발전에 책임을 지는 생산적 참여자가 되게 

해 준다. 변인 설정과 통제, 그리고 이를 위한 실험 도구와 방법의 

결정은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학생들이 지식의 수동적 수용자 

위치를 넘어서 생산적 참여자로서 역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생의 일상적 지식은 또한 주제 탐색의 단계에 이어서 연구 설계

의 단계에서도 의미 있는 자원으로써 활용되었다. 시료 제작의 도구

로 선택된 쿠키 틀이나 채칼, 시료의 두께와 건조 시간의 관계 등은 

그 좋은 예다(4-6, 4-8, 4-9). 그 외에도 학생들은 복숭아가 여름에 

수확된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다른 과일로 예

비 실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 고, 예비 실험에서는 복숭아와 유사하

게 무르고, 껍질에 털이 있는 키위를 선택하 으며,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열 건조기를 실험기구로 채택하는 등 자신들의 선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다. 또한 연구 수행을 위한 연간 계획을 자발적

으로 세우고, 여름 방학이 끝나는 8월경에 시작될 본격 실험을 위해 

여러 복숭아 품종 중 비교적 늦은 시기인 8월 중순경 출하되는 장호원 

황도를 실험을 위한 주요 품종으로 결정하는 등 스스로의 연구에 있

어서 주체적 참여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 다.

연구 설계의 단계에서 구조는 학생 주도의 R&E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자발적 연구 설계의 보장, 연구 설계와 시행착오를 위한 충분

한 시간의 확보와 더불어 알지 못하는 지식이나 개념은 함께 공부해

가며 알아가기로 하는 규칙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는 Goulart & Roth(2010)가 제안한 바와 같이 적절한 연구 방법

을 결정하고, 변인을 설정하며 일상의 지식과 인식적 신념과 같은 

인적 자원을 도입한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을 보다 강력하게 지원하

고 있었다. <Table 6>은 이 시기에 나타난 R&E 활동의 구조와 학생들

의 행위주체적 실행을 요약한 것이다. 

다. 실험활동 수행의 단계

실질적인 실험 수행 및 결과 수집이 이루어진 이 단계에서 학생들

은 잦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험을 하 고, 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착안을 하게 되면 연구 설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

나 보완하기도 하 다. 또 스스로의 연구 설계에 따라 학교 실험실의 

여러 실험 장비 가운데 동결건조기, 분광광도계, 물성분석기 등을 선

택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 에피소드 5: 소집단 2차면담 (2017/12/28) ] 

1. 학생 A : 동결 건조를 하면 실제로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예비실험에서 ‘이런 식으로 딱딱해지고 가벼워지는구나’ 이

런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교사 : 그랬구나.

3. 학생 A : 사실은 물성 분석에서 압축강도를 측정한 게, 자연건조처럼 

잘 구부러지고 물렁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딱딱

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압축강도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4. 교사 :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Structure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Rules
⋅Ensuring voluntary research design of students
⋅Securing enough time for the research design
⋅Norms for studying unknown concept and terminology

⋅Adapting relevant methods of prior research into the R&E
⋅Using knowledge in everyday life for the research design
⋅Variable setting and control to achieve epistemic goal
⋅Positioning oneself as a decision makerResources

⋅Student’s everyday knowledge 
⋅Various methods and experiments of prior research 

Table 6. Structure and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in the stage of ‘Design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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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A : 네

6. 학생 B : 현미경으로 조직을 본 것도….

7. 교사 : 그래, 처음에는 건조 전후 과육의 조직을 비교해 보기로 했잖아?

8. 학생 B : 그게 조직이 너무 두꺼워서 결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9. 학생 A : 여기는 선형구조가 있고, 뭐 여기는 비어있고 이런 정도? 

섬유질 말고는 다른 특성을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빼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실험 결과에 따라 특정 과정을 추가로 설계하여 삽입하기

도 하 고(5-3),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계획

되었던 실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하 다(5-8, 5-9). 그리고 이와 같은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학생 스스로의 판단과 구성원들의 논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

은 스스로의 행위에 한 의사 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 다. 지도

교사는 실험 기자재의 제공 및 사용법 안내,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제공, 팀 논의 참여 등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며 학생들이 실험 

활동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과학적 지식을 구성할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 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여 연구 활동에 매진한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이었으며, 이들은 필요할 경우 점심시간에도 

보충 실험을 하 다. 또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실험상의 유의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의 여지를 탐색하는 반성적 성찰도 보 다. 

반복적인 측정과 분석, 잦은 시행착오, 연구 설계의 수정을 위한 

추가적 문헌 탐색 등으로 실험활동 수행 단계의 학생들은 종종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에 한 이해 증진, 방법에

의 적응과 기술적 향상 등을 경험하며 연구 활동의 즐거움을 표현하

기도 하 다. “어, 제핵하면 A! 3단계 동작이면 제핵 완료! (일동 웃

음)” (B, R&E 활동 중, 2016/09/01)하며 능숙하게 건조용 시료를 만들

거나, ‘관능검사의 필요성, 당산비와 식감의 관계’ 등을 토론하며 공

동 실험실의 다른 팀 학생들에게 연구에 해 설명도 해 주는 등 그들

만의 전문성 향상도 자주 관찰되었다. 그리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연구를 즐길 수 있었던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 에피소드 6: 소집단 1차면담 (2017/12/22) ] 

1. 학생 B : 그러니까 저희가 다 실험을 계획했으니까 뭔가 실험에 문제

가 생겨도 ‘아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가?’ 그런 의문점 

같은 것도 제시를 할 수 있고…

2. 학생 A : 실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어디를 바꿔보자’이렇게도…

3. 교사 : 그랬구나.

4. 학생 B : 그러니까… 건조 시간이랑 건조했을 때 뒤집는 거를 처음에

는 안했다가 

5. 학생 A : 최적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넣어 놓고 열 두 시간 마다 

꺼내보면서 그 물기나 찐득한 정도를 보며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았을 때

6. 교사 : 몇 시간이었지?

7. 학생 A⋅B: (동시에 큰 소리로) 72시간이요. (일동 웃음)

학생들은 실험 과정에서 스스로 새로운 실험방법을 고안해 내는 

과학적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이지만 성공적으로 해 냈고(6-5, 

6-7), 자신의 인식적 목표 달성을 위해(6-2)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반성적 성찰의 모습도 보 다(6-1). 사회적 인지이론 연구가인 

Bandura(2001)는 행위의 목적성, 행위의 결정, 그리고 행위의 반성적 

조절을 의도성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제안하며, 의도성이야말로 행

위주체성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기능하게 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의 과학 지식 구성이라는 명확한 목적, 

탐구 과정의 선택과 결정, 반성적 조절을 통한 의도적 탐구 수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 단계의 학생 활동 또한 의도성에 기반한 인

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었다. 또한 단순한 지

식의 수용자나 전달자가 아닌 R&E 활동의 생산적 참여자로서 이들이 

드러낸 행위주체적 실행은 이들이 학생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

하고 있음을 가늠하게 해 주는 지표로도 작용하 다(Holland et al., 
1998). <Table 7>은 이 단계에서 관찰된 R&E 활동의 구조와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라. 해석 및 고찰의 단계

해석 및 고찰의 단계에 학생들은 수집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전환하여 경향성을 살피고, 다양한 결과 값들의 상관관계를 탐색하

으며, 정량적 수치로 측정된 결과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을 

시도하 다. 교사는 학생들이 연구 결과 해석 및 고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을 살피며, 학생들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나 논문을 함께 찾고 토론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

다. M 과학고등학교의 여러 R&E 팀 가운데는 최종 보고서 제출 바로 

전 날까지도 실험 데이터를 얻는데 매진하며,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보다 집중하는 팀도 있었지만, 본 사례에서의 연구 참여자들은 보고

서 제출 마감을 한 달여 앞두고 일차적인 실험 활동을 마무리 한 뒤 

연구 결과의 분석을 시작하 다는 점에서 이들과 차별화되었다. 그리

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결과 분석 및 해석에 돌입한 연구 참여

자들은 단순한 결과 해석을 넘어서 연구에 한 깊이 있는 성찰을 

이 단계에서 드러냈다. 학생들의 고차원적 탐구 사고 활동이나 행위

주체적 실행이 최고조를 이룬 것 또한 이 시기에 해당된다. 스스로의 

연구 결과로 수집된 자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자신의 과학

적 지식, 선행 연구의 결과 등과 연계하여 해석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 에피소드 7: 개별면담, B (2016/11/22) ] 

1. 학생 B : 그 때 갈변하는 거랑 관련해서, ‘당도가 왜 떨어질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2. 교사 : 어떤 경우에 당도가 왜 떨어질까?

Structure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Rules
⋅Ensuring voluntary lab activities of students
⋅Empowering students with the authority of decision making
⋅Norms for studying unknown concept and terminology 

⋅Decision making for adding or omitting some parts of experiment
⋅Exceeding the allotted time of R&E for autonomous experimentation
⋅Reflection on the experiments and refining the research 
⋅Searching proper way of experiment by trial and errorResources ⋅Materials and equipments for the experiments.

Table 7. Structure and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in the stage of ‘Performing lab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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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B : 상온 보관한 것에서 당도가 왜 떨어질까를 먼저 해결하려고 

찾다보니까 갈변현상과도 연관이 있었고, 시료들 자체에서 

이용된 그 건조 방법의 특성에 따라서 반응 속도에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4. 교사 : 그랬구나. 

5. 학생 B : 그러다가 그 유기반응을 찾아낸 거… 정말 설명할 수 없이 

좋았어요. 

6. 교사 : 어떻게 그 반응을 찾았었지?

7. 학생 B : 생화학책, Biophysics, 이런 걸 도서관에서 다 빌려가지고…. 

일주일도 넘게 계속 책을 찾았었는데, 그 식품 분석학인가? 

거기에 마이야르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가령 스스로 수행한 당산비 분석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면서 B는 

건조 시료의 갈변도와 당도 변화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

고, 그 이유에 해 의문을 가졌다(7-1).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개별면담, 2016/11/22)라는 

평소의 인식적 신념에 따라, 실험 결과에 한 의미 있는 해석을 계속

해서 시도했다(7-3, 7-7). 육안으로 관찰되는 수준에서의 규칙성을 넘

어서 그 이면에 담긴 메커니즘의 탐색, 즉 복숭아의 갈변 현상과 당도 

변화의 관련성을 화학 반응으로 설명하려 한 B의 노력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을 시도하는 과학자들의 고차

원적이며 진정한 추론과정과 단히 유사한 형태를 보 다(Chinn & 

Malrotra, 2000). 또 B는 그 과정에서 “자료 해석을 하려면 일단은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는 공부를 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개별면담, 2016/11/22)라거나, “선행연구, 논

문이라든지 비슷한 경우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

야 될 것 같아요”(개별면담, 2016/11/22)라고 이야기하며 연구 수행에 

한 인식적 신념을 드러냈고, 주어진 학습의 맥락에서 인식적 주체

가 되어 실행으로서 과학을 학습하고, 스스로의 과학적 지식을 구성

하는 모습을 보 다. 이와 같은 B의 실행은 연구 설계의 단계로부터 

유지되어 온 ‘모르는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라는 규칙

과 심리적 스키마에 의해 행위주체의 실행이 확  및 재생산된 강력

한 예로, Giddens(1984)와 Sewell(1992), Goulart & Roth(2010), 그리

고 Barton & Tan(2010) 등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 있는 구조와 

행위주체성의 변증법적 관계를 잘 드러낸다. 

[ 에피소드 8: 개별면담, A (2016/11/24) ] 

1. 학생 A : 물성 분석에서… 제 해석만 보면 이 시료는 이렇고, 저 

시료는 이렇다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나로 묶을 결론이 

아직 없어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2. 교사 : 하나로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3. 학생 A : 그 낱낱이 해석해 놓은 결론들의 공통점과 경향성을 찾는다

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4. 교사 : 또 있을까?

5. 학생 A : 적절한 재 실험. 사실은 이게 한 번의 실험이니까… 어렵게 

연구한 거지만 그 중에 버릴 거는 버리고, 또 버려야 하는 

것은 정말 버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미를 발견

하지 못한 것인지…

학생들은 연구 결과의 해석 및 결론 도출 과정에서 발견된 어려움이

나 불명확한 점들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8-1, 

8-5). 한 예로 해석하기 어려운 튀는 데이터나 분석 자료들 간의 경향

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A는 몹시 난감해 했다. 교사는 

“사실 한 두 번의 실험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건 행운이지. 

어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야”(R&E 연구 활동 중, 

2016/11/10)라는 응답으로 실험의 성공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타당한 결론 도출을 고민하던 

A는 어떤 절차를 더 밟아야 할지, 어떤 실험을 추가해야 할지 고민했

지만 면담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견을 명료하게 표현하 다(8-3, 8-5).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실험은 팀 논의를 거쳐 역할을 나눈 뒤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실험결과를 얻고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 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생 A와 B가 보여준 이 단계에서의 특징적 

실행이 연구 활동의 초반에 이들이 보 던 행위주체적 실행과 그 성

격을 달리했다는 점이다. 주제 탐색의 단계나 연구 설계의 단계에 

관찰된 행위주체성의 발현이 교사가 제안한 R&E 활동의 ‘구조’에 

의해 적지 않은 향을 받는 모습이었다면, 이 단계의 행위주체성 

발현은 학생의 인식적 신념 및 학생 스스로에게 내재화된 스키마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형태를 보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면

화와 행위주체적 실행은 Lave& Wenger(1991)의 합법적 주변 참여의 

관점에서는 실행공동체 내에서의 완전한 참여로, Holland et al.(1998)

의 관점에서는 작은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석 및 고찰의 단계에 학생들은 또한 타당한 결론 도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의 전체 과정에 한 전략과 수행을 검토하는 왕성한 

메타인지적 사고를 보이기도 하 다. “그 때 실험 조건을 어떻게 두었

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개별면담, 

2016/11/22)라던 B의 회고나, “유통 효율을 높이려고 건조 샘플을 

만들면서도, 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세균이나 이런 건 생각을 못했었

고…”(개별면담, 2016/11/22)라던 C의 반성은 그 좋은 예다. 또 A는 

곧 R&E 활동의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모를 후속 연구의 계획을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 

해석 및 고찰의 단계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연구 활동에 한 주체

로서의 견고한 입지를 형성한 시기로 분석되었다. 수집된 실험 결과

와 이론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하며 스스로의 과학적 

지식을 구성함으로써 과학 지식의 생산자이자 지식 구성의 합법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냈기 때문이다(Stroupe, 2014). 

인식적 행위주체성에 한 논의에서 Scardamalia(2002)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에 해 인식적 책임을 가지며,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강조한 바 있다. 실험 결과의 해석 및 고찰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의사 결정자이자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한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학생들의 참여 또한 이와 같은 인

식적 행위주체성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8>은 

해석 및 고찰의 단계에 드러난 R&E 활동의 구조적 특징 및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에 한 요약이다.

마. 과학적 의사소통의 단계

“실험은 시작이었어요. 보고서가 진짜 할 것도 엄청… 보고서 쓰기

가 정말 엄청 빡빡했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배운다

는 느낌이…”(C, 개별면담, 2016/11/22)

실험보고서 작성에 한 C의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보고서 작성에 실험 활동 못지않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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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힘들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정의 고단함에 한 회고와 더불

어 그 의미에 한 가치 부여도 잊지 않았다. 보고서 작성 및 발표의 

단계에 학생들이 수행한 활동으로는 결과 보고서 작성 외에도 외부 

심사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의 구두 발표, 학교 체육관에서 

교내의 모든 R&E 팀이 함께 한 포스터 발표 회 참여 등이 있었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보충 실험 및 그 결과의 해석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할애하 다. 

[ 에피소드 9: 소집단 1차면담 (2017/12/22) ] 

1. 교사 : 보고서를 쓰면서도 계속 문제를 발견했잖아?

2. 학생 B : 당산비 반복 실험(일동 웃음)

3. 학생 A : 시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빠뜨리고 촬영을 안 한 것도 있었어

요. 그래서 뒤늦게 색차도 찍고…

4. 학생 B : 그래도 보고서 쓰면서 중간 중간에 계속 점검을 해 가면서 

5. 학생 C : 보고서를 쓰다가 중간에 틀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실험을 계속 하다보면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

에 그거를 알게 된 거죠. 

6. 학생 A : 세미나 괜찮았어요. 서로 결과 분석한 거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게 좀 많이 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복잡하고 개수도 많았던 여러 실험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부 분석을 

빠뜨리기도 했고, 반복 실험을 못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 다(9-2, 

9-3). 이미 결과 보고서 작성의 단계까지 온 학생들은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 당산비 추가 실험은 포기하고, 색차 촬 은 보충

하기도 하는 등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선택적 판단과 실행을 보 다.

또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단순히 해석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연구 방법에 한 논의나 스스로 수행한 연구의 의의를 

기록함으로써, 자신들의 보고서를 읽게 될 미래의 독자들-심사자인 

과학자들이나 동료학생들-에게 연구자인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

고자 노력하 다. “실험 방법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놓친 

조군이라든지 변인 통제가 있는 거니까”(소집단 1차면담, 2017/ 

12/22)라던 B의 의견이나, “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이 연구를 통해서 

다른 연구에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활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그 연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반드

시 있어야 된다”(소집단 1차면담, 2017/12/22)라고 하던 C의 단호한 

목소리는 과학 연구에 한 학생들의 인식적 신념을 드러내고 있었으

며, 학생들은 스스로 인식적 신념에 따라 추가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행위주체적 실행을 지속하 다(Table 8).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주체적 실행은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우리의 연구’라는 

인식에 크게 향을 받은 것으로 보 다. “저희는 저희가 선택한 주제

고, 실제로 그러면서 연구에 참여하는 열의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소집단 2차면담, 2017/12/28)라는 B의 담담한 목소리나 “저희 연구

고, 실제로 재미를 느꼈고, 되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불평을 하거나 

힘든 티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소집단 2차면담, 2017/12/28)라던 

A의 회고 등은 이와 같은 학생의 행위주체성의 배경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 준다. 

과학적 의사소통의 단계는 또한 연구 보고서 작성, 심사 위원 및 

동료 학생을 상으로 한 발표 수행이라는 프로그램 운  상의 견고

한 구조가 자리한 시기이기도 하 다(Table 9). 이와 같은 R&E 활동

의 구조는 학생들이 1년여의 연구 중에 얻은 산물들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도입하도록 학생의 행위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풍

부한 자원의 활용은 학생들의 실행을 포스터 발표 회라는 기존 구

조를 넘어선, 서로 다른 연구팀 간의 활발한 논의로 이끌었다. “친구

들과 서로의 연구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

지, 아니면 이런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서로 묻고 디스커

션도 하고”(A, 소집단 2차면담, 2017/12/28),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

으로 여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도 하고”(B, 소집단 

1차면담, 2017/12/22), “꼭 생물 분야가 아니어도 여기서 이거를 다르

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도 해보고”(C, 소집단 1차면

담, 2017/12/22) 했던 학생들의 모습은 행위주체적 참여를 통하여 평

가의 스키마를 논의의 스키마로 전환하는 전환적 실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Goulart & Roth(2010)는 행위주체성과 구조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에서 주어진 스키마로부터 출발한 학생들의 실행이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재배열하고, 새로운 스키마를 창조하며 구조를 진화

시켜 나갈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과학적 의사소통의 단계에 이루

어진 포스터 발표 회에서 평가의 스키마가 논의의 스키마로 전환된 

현상 또한 이와 같은 구조와 행위주체성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의한 

확  및 재생산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Structure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Rules 
⋅Securing enough time for the data interpretation
⋅Empowering students with the authority of interpretation 
⋅Norms for studying unknown concept and terminology

⋅Autonomous searching of references for the scientific questions
⋅Additional experiment to refine the research
⋅Autonomous planning for follow up study
⋅Reflection on the research process
⋅Suggesting ideas to draw a reasonable conclusionResources

⋅Accessibility to diverse literatures
⋅Student’s epistemic belief and meta-cognition

Table 8. Structure and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in the stage of ‘Interpreting results’ 

Structure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Rules

⋅Doing students’ own research by themselves
⋅Due date for submitting research paper
⋅Evaluation of the research 
⋅Public presentation of the research

⋅Doing extra experiments to elaborate the research 
⋅Documenting shortcomings and meanings of the research 
⋅Enjoying autonomous discussion on the research with peer students

Resources ⋅Diverse artifacts of the research 

Table 9. Structure and actions indicating epistemic agency in the stage of ‘Communica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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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연구 활동의 주요 단계

를 알아보고, 그 가운데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 형태

를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 다. 먼저 학생 주도 R&E 

활동의 주요 단계는 ‘주제 탐색-연구 설계-실험활동 수행-해석 및 고

찰-과학적 의사소통’의 단계로 구분 될 수 있었다. 각 단계에는 일부 

중첩되는 기간이 존재하 으며, 연구의 흐름에 있어서는 전단계로의 

잦은 회귀를 드러내는 비선형적 구조가 관찰되었다. 연구의 각 단계

에서는 또한 특정 활동의 반복적 수행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는데, 이

들은 부분 자발적인 문헌 탐색, 연구 설계의 수정 및 추가적인 실험 

등으로, 학생의 자발적 학습과 과학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식적 행위

주체성의 발현 사례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연구 활동의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관찰되었는데, 연구 과정의 주요 의사 결정에 한 권위의 공유가 

시작된 주제 탐색의 단계부터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과학적 연구 

활동에 한 학생의 인식적 신념과 깊은 관련을 보 다. 특히 해석 

및 고찰의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의 분석과 추론, 연구 과정에 한 

반성적 성찰, 귀납적 추론과 같은 고차원적 탐구 활동의 형태로 왕성

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드러났으며,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연구 수행

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학생을 이끄는 모습 또한 확인되었다. 

학생이 스스로를 연구 활동의 의사 결정자로 배치하는 인식적 행위주

체성 또한 본 연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 주도의 R&E에서 관찰된 이와 같은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

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첫 번째는 이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참여 초기에는 교사에 의해 제안된 R&E 활동의 

구조, 즉 규칙과 자원에 의해 촉발되었으나, 학생 수준에서의 지속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 학생 스스로의 주제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 , 

재생산되었다는 점이다. ‘학생 스스로의 연구’라는 학생 주도 R&E의 

구조는 연구 활동에 한 학생의 인식적 신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과학 행위를 이끌어 냈고, 일상에서의 지식, 공유된 자원, 지속적인 

학습의 산물과 같은 자원은 이들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 다. 이는 적절한 교육적 구조의 제공을 통해 

학생들을 연구 활동의 진정한 참여자, 보다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초

할 수 있음을 입증하며, 학생 주도의 R&E 활동이 그 안적 구조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두 번째는 학생 주도의 R&E에서 관찰된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

성은, 이들이 스스로 이끌어간 진정한 연구에의 참여를 통해 한 사람

의 주체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실질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의 과학자 양성이라는 R&E 프로그램

의 목적을 감안할 때, 주체적 연구 참여를 통한 작은 과학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은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학생의 성장으로서 그 의의를 

가지며, 이와 같은 학생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

습 구조의 조성에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분석적 도구로써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이

라는 렌즈가 지닌 강력한 힘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인식적 행위주체

성이라는 관점은 R&E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적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실행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자신의 지식 발전에 책임

을 지는 생산적 참여자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 동적인 메커니즘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는 분석의 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관점이 학습자를 결핍을 가진 수동적 존재로 보는 시각

에서 벗어나 주체적이며 스스로의 학습에 해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

는 행위주체로서의 학습자와 과학 수업이라는 구조의 역동적 상호작

용에 주목하 기 때문이다. 인식적 행위주체성 관점에서의 이와 같은 

연구는 학생의 학습과 참여에 한 심층적 이해와 더불어 현장의 과학

교사 및 과학교육 연구자들에게 학생의 탐구 지도 및 제도 수립, 개선에 

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학생 주도의 R&E 활동을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 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시선을 주체로서의 학습자에게로 이끌며, 

그 역동성에 주목하고자 하 고, 그 결과 학생들의 행위주체적 실행

과 더불어 이들이 작은 연구자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고등학

생들의 R&E 활동을 계획하고, 운 하며, 지도하는 많은 과학 교육 

연구자들과 현장의 교사들에게 학생의 연구 참여에 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탐구 활동에서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교육 연구자들

에게 그 방향성 수립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국문요약

미래의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진정한 과학 탐구의 경험을 강조하

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R&E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탐구 주체로서의 학생의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서 수행되고 있는 R&E 활동 중에서 특히 학생이 그 주체가 되어 

연구의 과정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학생 주도의 R&E를 상으로 연구 

수행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과학 재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행한 교내 R&E 활동에 하여 18개월에 걸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 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반 구조화된 면담 자료, 연구

자의 참여관찰 일지, 학생과의 논의 과정에 한 녹음자료, 학생 산출

물 등과 같은 질적 자료를 수집, 근거이론에 기반한 지속적 비교분석

법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학생 주도의 R&E 활동

은 주제 탐색의 단계-연구 설계의 단계-실험활동 수행의 단계-해석 

및 고찰의 단계-과학적 의사소통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으

며,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비선형적이며 단계 간 중첩과 회귀가 

빈번하게 드러나는 동적인 특징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학생의 인식적 행위주체성은 R&E 구조

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었다. R&E의 구조에 의한 인

식적 행위주체성의 촉발은 연구의 진행에 따라 점차 자발적 발현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학생의 인식적 신념과 깊은 관련성을 보 다. 또

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의 발현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를 R&E 활동

의 의사결정자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 으며, 이는 R&E 활동에 한 

권위의 재분배와도 접한 관련성을 드러냈다. 학생 주도의 R&E 활

동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적 행위주체성을 보이는지에 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산되

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연구 활동 참여에 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함

과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탐구 활동에서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

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교육 연구자들에게 그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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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R&E(Research & Education), 인식적 행위주체성, 구조, 
인식적 신념, 과학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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