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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진짜 과학이 재미있다.

5학년이 되면서 이런 과학 선생님은 처음이다.

과학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실험도 재미있

다. 

6학년 때도 이런 선생님이면 좋겠다.

학생일기 자료에서

과학 교육계에서는 과학적 지식을 하향식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
적으로 과학 수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많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
다(Han, 2019; NGSS Lead States, 2013; Patchen & 
Smithenry, 2014). 이를테면 탐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탐구 수업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andoval & Reiser, 2004). 또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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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작 활동이 포함된 실험 활동은 학생들이 자
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즐겁게 참여하도
록 이끌 수 있으며(King et al., 2015),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공학, 미술, 음악 교과
지식을 융합하여 활용하도록 돕는 STEAM 수업도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Chu et al., 2018; English, 2017).
이렇게 학습자 중심 과학 수업이 학생들의 적극

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부정적 정서1)를 지속적으로 경
험하면서(Pekrun et al., 2002) 과학 수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King et al., 2017; Tobin 
et al., 2013). 첫째, 학생들은 탐구 수업과 같은 과학
적 지식 탐색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적 정서를 경
험하며수업에참여하지않을수있다(Pekrun, 2006). 
예를 들어, 학생들은 인지적 비평형을 해결하지 못
한 상황에서 긴장, 혼란, 좌절을 경험하며, 문제 해
결 의지를 잃어버려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다(Muis 
et al., 2018). 둘째,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부정적
인 사회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Han & Kim, 2017). 예를 들어, 학생
들은 소집단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제재
(negative sanction)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부정적 정
서를 느끼게 되고(Turner, 2009), 이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Pekrun, 2006).
셋째, 학생들은 과학 학습 과제를 연거푸 성취하

지 못했을 때 긴장과 수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
게 되고,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면서 점
점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다(Petersen & 
Dohn, 2017). 넷째, 학생들은 특정 과학 주제와 관
련하여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과
학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심장 해부 경험에서 메스꺼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혐오감을 경험하면서 과학 수업에 흥미
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Holstermann et al., 2012). 
이렇게 학생들은 과학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부정
적 학습 정서를 통해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
어버리면서(Pekrun, 2002; Petersen & Dohn, 2017)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Tomas et al., 2016).
본래 과학은 긴장,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함께 경험되는 것이며(Sinatra et al., 2014), 
과학 수업에서 특정 부정적 정서(예를 들어, 인지
적 비평형으로 유발되는 혼란스러움)를 경험하는
것은 피하기어려운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Jaber & 
Hammer, 2016), 학습자가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
로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수업 참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Tobin, 2005; Tuan et al., 2005)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Tobin et al., 2013).
여러 연구들은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긍정적 정서2)를 구성하도록 돕
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Han 
& Kim, 2018a; Tobin et al., 2013). 여러 연구들은
인간의 정서가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
고(Barrett, 2017; Boiger & Mesquita, 2012; Russel, 
2003) 학생의 긍정적 정서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Han & Kim, 2017). 인간의 정
서는 내수용 감각(interoceptive network), 인지적 판
단,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기반하여 능동적으로 구
성되는데(Barrett, 2017; Russel, 2003),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과학 수업에 관련된 여러 인지적 사고, 
판단(정서의 심리적 구성) 및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정서의 사회
적 구성) 긍정적 정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Han & Kim, 2018a).
예를 들어, 교사가 과학 수업에서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제공할 때 학생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과학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서(Han & Kim, 2018b) ‘즐거
움’을심리적으로구성할수있다(Han & Kim, 2018a). 
또한, 학생은 과학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사회
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더 알고 싶다
는 ‘호기심’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참
여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Mortimer & Scott, 2003). 
이렇게 학습자가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예: 호기심)
는 과제와 관련한 인지적 사고를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고(Pekrun et al., 2002),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1) 과학교육을 다루고 있는 본 논문에서 부정적 정서는 학습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이끄는 생리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들이 얽혀진
마음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Pekun et al., 2002) 정의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는 좌절, 혼란, 긴장, 분노, 슬
픔, 피곤함, 지침 등이 있다(Pekrun et al., 2007).

2) 본 논문에서 긍정적 정서는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이끄는 생리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들이 얽혀진 마음 상태(Pekun et al., 
2002)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에는 흥분, 행복, 즐거움, 편안함, 호기심 등이 있다(Pekru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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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 수 있다(King et al., 2015; Pekrun et al., 2007; 
Shin et al., 2017).
하지만 학습자 중심 과학 수업에서 초등학생들

이 여러 종류의 부정적 정서(예: 좌절, 분노)를 경험
할 때 초등교사가 어떠한 수업 환경 및 수업 전략
을 구축하여 그들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이
끌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교사가 학습자 중심 과학 수업 중에 학생들의
긍정적정서를높이기위해구체적으로어떠한수업 
설계 및 환경을 구축해 나가며, 수업을 이끌었는지
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초등 과학 전담 교

사가 학습자 중심 과학 수업에서 초등학생들의 긍
정적 정서를 어떻게 높여 나갈 수 있었는지를 실천
적 지식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실천적 지식은
교사의 가치관, 신념, 이론적 지식, 수업 맥락을 바
탕으로 능동적으로 해석된 교수-학습 지식으로
(Elbaz, 1981; Schön, 1983), 교사는 실제 수업 상황
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끌어야 하는지를
실천적 지식을 기반으로 결정해 나간다(Elbaz, 1981; 
Oh et al., 2018).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수업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참지식이며, 교사 공동
체에서 서로의 수업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논의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탐색될 가치
가 있다(Oh et al., 2018).

Elbaz (1981)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교사의 실천
적 지식이 규칙(rules), 원리(principle), 이미지(image)
로 추상화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먼저, 규칙은 교
사가 수업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진술을 말한다(예: 교사
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떠들지 않도록 떠드는 학생
들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둘째, 원리는 규칙보다
는 덜 명료한 진술로 교사가 사용하는 여러 규칙들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예: 교사는 학생
들이 떠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는 교사의 수업 실행에 대한 주요 인식을 보여주
는 것으로 가장 추상적이며 은유적인 진술(예: 조
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교실)로 설명될 수 있다
(Cho & Oh, 2011; Kim, 2009).
교사들은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학술적 논의를 통

해 생산된 이론적 지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수업 경험과 이를 통한 반성을 통해 자신만의 실천
적 지식을 규칙, 원리, 이미지로 구체화시켜 나간다

고 설명한다(Elbaz, 1981).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
들이 떠드는 상황을 잦은 빈도로 경험하면서 학생
들을 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세부적인 규칙
들을 실천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하나
의 원리(예를 들어, 학생들이 떠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써 추상화되며, 이 원리는 더 추상화된 이
미지(예를 들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교실)로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Elbaz는 교사가 수업 상황에서 스스로 발

달시켜온 규칙을 순간순간 점검하고 이를 사용할
지를 판단하며 수업을 이끌어가기보다는 계속되는
실천과 반성을 통해 구체화된 실천적 지식의 이미
지를 먼저 떠올린 뒤 이에 부합하는 원리 및 규칙
을 실행해 나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실천
적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업의 특정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원리와 규칙이 구현되는 것을 말
하며, 이러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이미지-원리-규칙의 구조를 탐색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과
학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촉진
하는 실천적 지식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초등학교 과학 전담

교사가 어떠한 실천적 지식을 사용하여 과학 수업
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촉진하였는지
와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자문화기술지(auto- 
ethnography)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한
다. 본 논문에서 흥미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인지적 과제 및 학습에 집중하도록 이끄는 인지적, 
정서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Rheinberg, 2008), 
과제 수행 및 학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흥미는 그들
이 여러 긍정적 정서(예를 들어, 즐거움)들을 잦은
빈도로 경험할 때 점점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Rathende & Csikszentmihalyi, 1993). 그러므로 연구
자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
서 및 흥미 변화를 동시에 탐색하여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자신이 특정 사회-문화

적 맥락에서 겪은 특수한 경험을 해석 및 설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Han, 2019; Kim & Lee, 
2011). 인간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사회적 존재
이며, 집단 내 구성원 및 집단의 사회-문화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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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특수한 경험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특수한 경험에 대한 통찰
을 제공하는데 있어 자문화기술지는 유용한 방법
론으로 인정받고 있다(Kincheloe, 2005). 교사의 실
천적 지식은 교실 상황이라는 특정 사회-문화적 맥
락 속에서 구성되는 특수한 경험을 통해 발달되어
나가므로(Lee et al., 2009) 이를 밝혀내기 위한 자문
화기술지 연구 방법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긍정

적 정서 구성 촉진을 돕는 맥락 기반의 실천적 지
식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
구 참여자가 되어 자신의 특수한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 경험의 실체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잘 묘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이렇게 자문화기
술지는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 놓여 있는 구성원
들만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강점을 가
지므로(Lee, 2012), 실제 수업 맥락에서 교사와 학
생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교
사의 실천적 지식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이기도 한 연구자가 경험

한 바를 최대한 생생히 표현하고, 이를 통해 논문
을 읽는 독자들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적
용되는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 부분에서
연구자를 ‘연구 참여자로서의 나(이하 나)’로 표현
하고자 한다(Han, 2019; Park et al., 2016). 또한, 연
구 결과의 서술도 3인칭 관찰자적 시점이 아닌 1인
칭 관찰자적 시점으로 서술하고자 하며, 연구 결과
는 연구자 및 연구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경험과 이
야기를 기술하는 기술적-사실적 글쓰기와 이러한
경험들과 이야기들이 어떠한 구조(즉, 실천적 지식)
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분석적-해석적
글쓰기를 사용하여 기술될 것이다(Chang, 2008). 이
러한 시도는 이미 교육학 연구에서 활발히 다뤄지
고 있으며(Lee, 2012), 과학교육 연구에서도 최근 들
어 시도되고 있다(e.g., Choi et al., 2016; Han, 2019; 
Park et al., 2016). 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1. 초등학생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촉진하는 학습
자 중심 과학 수업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2. 과학적 지식 탐색 과정에서 초등학생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돕는 과학 전담 교사의 실천적 지

식은 무엇인가?
3. 실험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돕는 과학 전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무
엇인가?

4. 과학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초등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돕는 과학 전담 교사의 실천적 지식
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잘 알고 편하게 대

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 중 연구에 적합한 이들을
참여자로 삼는 편의 편집(convenience sampling)의
방법을 사용하였다(Kim, 2006). 경기도 A시 소재 B 
초등학교 과학 전담 교사인 연구자이자 연구 참여
자인 ‘나’(본 연구의 제 1저자) 및 5~6학년 초등학
생 112명(5학년 67명, 6학년 45명)이 연구에 참여하
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교실 맥락 및 학생들과 분

리될 수 없는 타자 지향적 자아, 상호작용적 자아
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사회적 자아
이자 이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성찰해 나
가는 자아 성찰적 자아로 볼 수 있다(Lee, 2012, p. 
17). 이러한 사회적 및 자아 성찰적 자아를 가진 연
구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초등교사
경력 13년 차의 과학 전담 교사로서 초등학생에 대
한 인지적, 정서적 이해가 높고 실제 수업 현장 상
황 이해가 깊은 편이었다. 둘째, 연구자는 과학 수
업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 기반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인 모형 구성, 탐구 수업, STEAM 수업, 실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는 등 과학 수업에
서 과학교육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연구자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의 정서와 관

련한 논문 작성 및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통해 초등학생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이론적 지식들을 확장해오고 있었다. 즉, 연구
자는 학습자 중심 과학 수업에서 교실 상황, 자신
의 가치관, 신념,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달시켜
온 과학 수업에서의 학생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어
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수업에
적용해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B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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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학습자 중심 과학
수업에서 흥미를 잃고 참여를 보이지 않게 되었음
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단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6학년 학생들(당시 4~5학년)을
가르쳤었던 과학 전담 교사 D가 학생들이 과학 수
업에 흥미를 잃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 잦은 언급
이었다. 특히, 그녀는 과학 수업을 강의식 수업보다
는 실험 수업과 같은 학습자 중심 과학 수업으로
운영하는데도 학생들이 흥미를 읽고 참여하지 않
는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D의 언급을 단서
로 2018년 2월, B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체를
설문 조사하였고, 그들의 72%(112명 중 80명)가 과
학 수업에 흥미를 잃어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
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 과학 수업에서 과학 수업에 흥미를 느
끼지 못해 참여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두 번
째 단서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연구자는 B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다수가 학습자 중심 과학 수업에
서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
게 되었다. 즉, 연구자는 2018년 3월부터 B 초등학
교 과학 전담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어떠한 실천
적 지식을 사용하였을 때 그들이 잦은 빈도로 긍정
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과학 수업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
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2월 5일부터 2018

년 5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에 수집된 자료들은 B 초등학교 5~6학년 학
생들이 작성한 흥미 일지, 학생들과의 사후 인터뷰, 
초등 과학 수업을 녹화한 비디오 자료, 학생일기
자료들이었다. 
첫째, 흥미 일지는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통해서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매달마다 기록한 것이다. 흥미 일지는 학생들이 과
학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정서(예: 즐거움, 
편안함)를 경험한다면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 높
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Bellocchi et al., 2017; King 
et al., 2015)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흥미
일지는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달 동안의 과학 수업을 통해서 과학 수
업에 대한 흥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5단위 척도로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1- 흥미가 전혀 없음, 2-흥미
가 없는 편임, 3-흥미가 조금 있음, 4-흥미가 있음, 
5-매우 흥미 있음).
두 번째 질문은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서술하도록 한 것
이다. 연구자는 흥미 일지 기록과 관련하여 작성할
내용이 학생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올 때, 학
생들이 성실히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 및 작성 과정
중 스트레스를 받아 왜곡된 결과를 기록할 가능성
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에 흥미 일지 작성은 매달 1
회만 실시하였고(총 4회), 흥미를 느낀 이유를 간략
히 서술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흥미 일지 작성을 힘
들어 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이렇게 흥미 일지는
학생들이 한 달 동안 과학 수업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흥미를느끼게되었는지를중시적수준에서파
악할 수 있는 자료로 수집되었다(King et al., 2017).
두 번째, 학생들과의 사후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자들은 흥미 일지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 변화를 중시적 수준에서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흥미 상승을 이끈 긍정
적 정서 구성 상황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러한
상황을 이끈 교사의 지도(즉, 실천적 지식)는 무엇
이었는지 인터뷰하였다. 학생들은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과학 전담 교사인 연구자가 어떻게 수업을
이끌었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는
지를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및 긍정적 정서가 구성된 맥락을 미시
적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교사
의 실천적 지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자들은 흥미 일지 및 사후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긍정
적 정서를 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제 수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학 수업이 녹화된 비디
오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8년 3월 5일부터 5월 25
일까지, 연구자 및 B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과학 수업이 녹화된 비디오 자료는 학교 차원의 교
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를 위해 약 3개월 동안 녹
화된 자료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긍정적 정
서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성될 수 있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녹화된 과학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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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학생일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8년, B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매주 일기를 작성한
뒤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있었다. 이를 알고 있었
던연구자는담임교사의양해를구해학생들의일기 
중 과학 수업과 관련된 정서 표현을 드러낸 일기들
을 수집할 수 있었다. 학생일기 자료는 학생들이 
흥미 일지, 사후 인터뷰 자료, 녹화된 비디오 자료
를 통해 보여준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 긍정적 정
서를 경험한 맥락, 수업 참여 정도에 대한 연구자
들의 해석을 보완하는 자료로써 활용되었다(Fig. 1).

3. 자료 분석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도운

연구자의 수업 행위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실천적 지
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3. 자료 수집’에서 설
명한 질적 자료들을 검토하고, 서로 의견 합의에
이를 때까지 분석 과정을 반복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Kim, 2009).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B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흥미 일지, 사후 인터뷰 자료, 
녹화된 비디오 자료, 학생 일기 자료와 같은 질적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Corbin & Strauss, 

2014)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돕는 연구자의
실천적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실천적 지식의 구조(Elbaz, 1981)를 찾기 위해 연

구자들은 연구자의 실천적 지식의 하위 구조부터
상위 구조까지를 탐색하는 상향식 방법, 즉 규칙, 
원리, 이미지 순으로 그의 실천적 지식의 구조를
구체화해 나갔다. 첫째, 연구자들은 녹화된 비디오
자료를 반복적으로 돌려보며 수업 상황의 맥락까
지 포함한 학생들과 교사(즉, 연구자)의 담화들을
전사하였다. 둘째, 수업 전사본을 영상과 함께 반복
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교사의 수업 장면에서 드러
나는 규칙과 원리를 찾아서 기술하였다. 셋째, 연구
자들은 범주화한 실천적 지식의 규칙과 원리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쳐 그들
의 흥미를 높일 수 있었는지를 B 초등학교 학생들
의 흥미 일지, 사후 인터뷰 자료, 녹화된 비디오 자
료, 학생 일기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범주화한 실천적 지식 중 학생들의 긍
정적 정서를 촉진하지 않았던 행위들은 제외했다. 
넷째, 탐색된 규칙과 원리들을 포괄하는 이미지를
생성한 뒤, 이를 은유적인 진술로 재기술하였고, 위
에서 언급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과정을 반복해

Table 1. A brief description of learner-centered science instruction recorded in video

단원 차시 주제 촬영 날짜 대상

1. 온도와 열 3~4 고체에서 열의 이동 3월 2주 5학년

1. 온도와 열 5~6 액체에서 열의 이동 3월 3주 5학년

1. 온도와 열 7 기체에서 열의 이동 3월 3주 5학년

통합 탐구 활동 익히기 1~2 탐구 문제 설정 및 실험 계획하기 4월 2주 5학년

통합 탐구 활동 익히기 3~4 실험하기 4월 2주 5학년

통합 탐구 활동 익히기 5~6 실험 결과 정리, 해석 및 발표하기 4월 3주 5학년

3. 식물의 구조와 기능 5~6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5월 1주 5학년

3. 식물의 구조와 기능 9~10 현미경으로 식물 관찰하기 5월 2주 5학년

3. 식물의 구조와 기능 11~12 식물의 세계 디자인하기 5월 3주 5학년

1. 지구와 달의 운동 2~3 지구의 자전, 달과 별의 위치 변화 3월 2주 6학년

1. 지구와 달의 운동 5~6 지구의 공전과 별자리의 변화 3월 3주 6학년

통합 탐구 활동 익히기 1~2 탐구 문제 설정 및 실험 계획하기 4월 2주 6학년

통합 탐구 활동 익히기 3~4 실험하기 4월 2주 6학년

통합 탐구 활동 익히기 5~6 실험 결과 정리, 해석 및 발표하기 4월 3주 6학년

2. 생물과 환경 3 생태계의 구성요소 5월 1주 6학년

2. 생물과 환경 4~5 먹이그물과 먹이피라미드 모형 5월 2주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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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연구자의 실천적 지식을 정교화해 나갔다.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자의 수

업 실행에 대한 실천적 지식(규칙-원리-이미지)을
이미지, 원리, 규칙 순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실천
적 지식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촉진하였는지를 교사(즉, 연구자)의 1인칭 관찰자 
관점에서 서술하여 독자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
는 교사의 입장에서 연구 결과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국내
외에서 이미 수행된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연
구(e.g., Cho & Oh, 2011; Kim, 2003; Oh et al., 2018; 
Yu et al., 2010; Elbaz, 1981)를 참고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

써 연구 분석을 담당하고 있기도 한 제 1저자 본인
의 실천적 지식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므로
자료의 신뢰성 및 해석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
었다(Ellis & Bochner, 2000). 연구자들은 이를 세 가
지 측면에서 보완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질적 자
료들을 사용하는 삼각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즉, 연
구자들은 흥미 일지, 사후 인터뷰 자료, 비디오 녹
화본 자료, 일기 자료와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수
집하고, 이 자료들이 가리키는 바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를 연구 결과 해석에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자만의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지양
하고, 과학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결론을 연
구 결과로 포함할 수 있도록(Lee, 2012) 제1 저자
(과학교육 경력 13년 및 과학교육 박사)와 동료 연
구자(과학교육 경력 12년 및 과학교육 박사 수료)

가 연구 분석에서 합의한 결론만을 연구 결과로 포
함하였으며, 과학교육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현직
초등학교 2명(경력 9년, 11년)에게 연구 분석 방법
을 설명하고, 이를 통한 연구 결과 해석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였다. 셋째, 정직성 타당도
(Bochner, 2000)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과학 전담
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현직 초등교사 6명에게 연
구 결과 검토를 부탁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연
구 결과에 대해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연구 결과가 현장의 특정 맥락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돕는 실천적 지식이었음이 잘
기술되도록 노력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 수업에대한초등학생들의흥미변화
교사로서 내가 사용한 실천적 지식의 구조와 이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
을 도왔는지 설명하기 전, 2018년 3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약 12주) 나의 수업에 참여한 B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흥미 일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흥미 일지 결과는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긍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과학적 흥
미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해 볼 때
(Petersen & Dohn, 2017) 그들이 긍정적 정서를 지속
적으로 경험했을 것으로 추론하도록 한 간접 단서
였다. 흥미 일지 척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Fig. 1. A student’s personal diary showing positive emotion in a science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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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나는 실천적 지식이 학생들
의 흥미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흥미 일지에서 과학 수업이 흥미로
웠던 이유를 응답하였는데(Table 3), 나는 ‘연구 결
과 2’에서 기술할 실천적 지식의 관련된 이미지와
이를 연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흥미 일지
결과(Table 3)를 통해 실천적 지식이 학생들의 긍정
적 정서(예: 즐거움) 구성을 잦은 빈도로 도왔고, 이
것이 그들의 흥미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2’에서 나는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돕는 실천적 지식의 구조가 무엇이었
으며,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도왔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초등학생의긍정적정서구성을돕는초등

과학 전담 교사의 실천적 지식
나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미지는 첫째, ‘과학

교실에서 과학 카페로’, 둘째,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실험 수업’, 셋째,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참
여하는 과학 수업’이었다. 다음 단락에서는 각각의

실천적 지식의 이미지에 따른 원리와 규칙을 설명
하고자 한다.

1) 과학 교실에서 과학 카페로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돕는 실천적 지식
의 첫 번째 이미지는 ‘과학 교실에서 과학 카페로’
였다. 학생들의 사후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이 떠올
리는 과학실에 대한 이미지는 1) 안전사고에 주의
해야하므로조심스럽게행동해야하며(Yoon, 2008), 
2) 조용히 ‘실험 관찰’ 책에 올바른 과학적 지식만
을 기록해야 하는 (학생들과의 사후 인터뷰, 2019. 
03. 05) 불편하고 엄숙한 곳이었다. 나는 학생들이
과학실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상태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에 나는 이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과
학실이 올바른 과학적 지식을 전달받고 안전사고
에 유의해야 하는 엄숙하고 진지한 공간이라기보
다는 과학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들이 격의 없이
공유되는 카페와 같은 장소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이는 ‘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에서 자신들
의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로
구체화되었다. 이 원리에 따른 규칙은 Table 4와 같
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두 가지 규칙이 어떻게 구
현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카페와 같은 과학실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

한다.

내가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에서 자신들의 의견

Table 2. Interest rating as recorded by students for weeks 1-12

과학적 흥미 3월 1주 4월 1주 5월 1주 5월 4주

5학년 평균
(n=67) 2.1 4.1 4.6 4.5

6학년 평균
(n=45) 3.1 4.0 4.0 4.1

전체 평균
(n=112) 2.5 4.1 4.4 4.3

Table 3. Reasons why students were interested in science classes and the science teacher’s related practical knowledge (image).

과학 수업이 흥미로웠던 이유(누적응답)  관련된 실천적 지식(이미지)

∙ 과학실에서 음료수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탐구 주제를 정할 수 있어 즐거워져서(35명).

과학 교실에서 과학 카페로
∙ 카페와 같은 조명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서(18명). 

∙ 선생님께서 탐구 주제를 토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서두르지 않을 수 있어서(24명).

∙ 선생님께서 탐구 아이디어와 실험 방법에 대해 공감해 주셔서(13명).

∙ 실험 동영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실험을 직접 하도록 해 주셔서 좋았다(56명).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실험 수업
∙ 대표 실험보다는 조별 실험이 많아서(75명).

∙ 실험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13명).

∙ 과학 시간에 그리기나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5명).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참여하는 과학 수업

∙ 평소 소집단에서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탐구 시간에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져서
(4명).

∙평소발표기회를얻지못했는데, 탐구발표시간에내가맡은부분을직접발표할수있어서(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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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원리)’ 하기 위해 실천한
첫 번째 규칙은 ‘카페와 같은 과학실이 되도록 환
경을 조성한다.’이었다. 2018년 2월, B 초등학교의
기존 과학실 환경은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 곳이었
다. 첫째, 기존 과학실은 교사의 과학 시연 또는 시
범 실험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소집단 테이블이 배
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조별 실험 활동을 지양하고
시범 실험을 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직접
조별 실험 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기존 과학실은 소
집단 테이블 간 거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
배치되었는데, 이는 소집단 간 학생들이 떠들지 않
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이러한 기존 과학실 환경이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부정적 정서 구성을 촉진한다고 생각했
다. 왜냐하면, 첫째로 교사의 시범 실험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 도구를 조작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실험
도구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긍정
적 정서 촉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Bellochi et al., 2017). 둘째, 소집단 테이블과
소집단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학생과 교사 사이의 물리적 거리까지 멀어지게 하
면서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떠들게 되면서 교사의 부
정적 제재를 받아 그들이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
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개선하고자 나는 학생들에게 있어 과학

실이 암묵적인 규범을 어겼을 때 부정적 제재를 받
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보다는 과학적 담화가 활발
히 일어나는 공간으로 여겨지도록 노력하였다(Fig. 
2). 과학실은 학생들에게 수동적으로 정해진 절
차에 따라 실험을 하거나, 과학적 지식을 전달받
는 곳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과학적 담화가 활발
히 일어나는 곳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Mortimer & Scott, 2003). 게다가, 나는 과학실의 물
리적 환경이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
며(Stroupe, 2017), 인간의 행위 주체성을 촉진하거
나 제한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다(Bang & Marin, 
2015; Ha & Kim, 2019)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과
학실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있어 과학실이 과학적 담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으로 여겨지도록 돕기 위해 첫
째, 교실 중앙에 설치된 칠판 이외에 이동식 화이
트보드 칠판 2대를 설치하였다. 이는 소집단 학생
들이 과학적 지식 탐색 과정에서(예: 탐구 문제 설
정) 화이트보드를 하나의 협의 및 의사소통 도구로

Table 4. The principles and rules related to the image of ‘From science class to science café’

이미지 과학 교실에서 과학 카페로

원리 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규칙
1. 카페와 같은 과학실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2. 과학적 지식 탐색 과정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인식적 공감한다. 

Fig. 2. The new science classroom like ca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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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논의를이어나갈수있도록(Han & Kim, 2018b) 
설치된 것이다. 둘째, 기존 소집단 테이블은 학생들
이 서로 떠들지 않도록 최대한 거리를 두어 배치되
었으나, 변경된 과학실에서는 소집단 테이블이 학
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어 배치되었다(Stroupe, 2017).
셋째, 과학실 조명을 주광색에서 카페에서 사용

하는 조명인 전구색으로 바꾸어 학생들이 마치 카
페에 온 것처럼 느끼도록 하였다. 넷째, 과학적 지
식 탐색 과정에서 과학적 아이디어를 나누거나 과
학적 담화를 이어나갈 때, 음료(즉, 우유, 탄산음료
등)를 허용하여 마치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과학실 뒤편에는 음료수 바 및 전자레인지를 설치
하여 우유 또는 코코아를 데워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학실 환경 조성(규칙)은 학생들이 과학실
을 엄숙하고 진지해야 하는 곳으로 여기기보다는
편하게 과학적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과학실에서 과학 카
페로’라는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
고 이 규칙은 그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도왔다
(사후 인터뷰 1).

나 : 교실을 이렇게 다르게 바꾼 것, 어떤가요? 괜찮나요?

S1 : 솔직히 과학실 오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과학실은 

지루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과학실에 좀 오고 싶어졌어요.

S2 : 맞아요. 음료수도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학생들 웃음)

나 : 그런데 선생님은 즐겁게만 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

해요. 혹시 탐구 주제를 정하거나 만들 때 이런 카

페 같은 분위기가 작업할 때 도움이 되던가요?

S3 :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 조명, 뭐라 하지?

(웃음) 이 조명 밑에서 애들이랑 탐구 주제도 이

야기하고, 화이트보드에 적으면서 토의할 수 있어

서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S4 : 쌤(정색하며), 저희 안 놀았어요. 탐구 주제 정할 

때 화이트보드에 적으면서 (저희들이) 말하는 거 

보셨잖아요(중략).

사후 인터뷰 1

(2) 과학적 지식 탐색 과정에서 학생들의 아이

디어에 인식적 공감(epistemic empathy)한다.

내가 ‘과학 교실에서 과학 카페로’라는 이미지
및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편

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실천한 두 번째 규칙은 ‘과학적 지식 탐색 과
정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인식적 공감한다.’이
었다. 학생들은 D교사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 제재를 받아왔고, 이를 통해 과
학실을 다소 엄숙하고 무서운 곳으로 여겼다고 진
술하였다(학생들과의 사후 인터뷰, 2019. 03. 05). 
나는 이렇게 학생들의 말과 행동에 교사가 평가하
는 대화 패턴(즉, I-R-E 패턴)이 주가 되었을 때 학
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열린 사고와 활발한 담화마저 제한할 수
도 있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나는 ‘과학적 지식 탐색 과정

(인식적 실행)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 및 사고에
인식적 공감한다’는 규칙을 사용하였다. 인식적 공
감은 지식 탐색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사고, 
아이디어, 정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Jaber et al., 
2018)을 말하는데, 나는 인식적 공감을 사용하여 소
집단에서 학생들의 과학적 담화가 더 활발히 일어
나도록 수업을 이끌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통합 탐구 활동 익히기 수업에서

(Table 1) 학생들이 탐구 주제를 정할 때 그들이 일
상 속의 사례를 언급하면 이를 판단하지 않고 인식
적 공감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학생들이 언급한
일상 속 사례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탐구 주
제로 적당한가?’와 같은 판단 또는 평가하기보다는
관심, 지지, 격려를 실천하였다. Jaber et al. (2018)
은 교사가 학생의 아이디어에 인식적 공감할 때 인
식적 실행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제안한다. 나 역시 수업에
서 ‘학생들이 일상 속 사례를 말했을 때 그들의 아
이디어 및 사고를 판단하기보다는 인식적 공감한
다.’라는 규칙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편하게 말하도
록 해야 한다’는 원리를 구현하였으며(비디오 녹화
본 1), 이를 기반으로 ‘과학 교실을 과학 카페로’라
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이 규칙은 학
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도왔다(사후 인터뷰 2). 

S5 : 어떤 자석이 어느 정도 무게까지 끌어당길 수 있을

까? 어때?

S6 : 재료는 과학실에 있다고 하셨으니, 그런데 너무 뻔

하지 않을까? 뭔가 과학책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같

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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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 : 너는 아이디어를 힘들게 내도 안 된다고 그러냐?

(한숨)

S6 :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낸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

잖아.

나 : 뭐 잘 안되는 거 있어요?

S5 : 선생님, 탐구 문제를 정하는데 어떤 자석이 어느 

정도 무게까지 끌어당길 수 있을까?를 하려고 하

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나 : 막대자석, 말굽자석, 원형자석 같은 것을 사용해서 

여러 물체들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좋은 생각 

같은데요? 좋은 시작이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

하느냐에 따라 더 재미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계속 해봐요. 편하게.

S5 : 봐봐. 과학책에서 배웠더라도 애들이 좋아한다니

까(미소 지음). 탐구의 필요성을 만들려면 의견을 

많이 내야 해. 자석이 평소에 어떻게 사용되지? 

의견을 내봅시다.

S4 : 장난감에 많이 사용하잖아. 장난감에 어떻게 사용

하는지를 써야지(중략).

비디오 녹화본 1

나 : 어땠어요? 여러분 탐구를 진행할 때 선생님이 여러

분의 아이디어에 공감하려고 노력한 것 알았어요? 

S4 : 공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 그러니까 예를 들어 S5가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선

생님이 ‘이건 좋은 생각이야. 더 발전시켜 나가보

면 좋을 것 같아. 훌륭해’ 라고 했던 것들요.

S5 : 아...(미소를 지으며)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건 아

니라고 하면 좌절이죠. 선생님이 결국은 평가를 

하시니 선생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는

요. 그런데 이런 게 좋다고 하시니 홀가분해지면

서 편해졌던 것 같아요.

S6 : 탐구 시작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해

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건 좋은 생

각이야’ 말씀하셔서 편해졌던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았고요. 

나 :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말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감사했고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가

는 거잖아요(중략).

사후 인터뷰 2

2)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실험 수업

내가 구축한 실천적 지식의 두 번째 이미지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실험 수업’이었다. 초
등학생들은 직접적인 조작 활동이 포함된 실험 활
동에서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이를 통해 과학 수
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Han, 2019; 
King et al., 2015). 이러한 실험 수업의 장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들은 안전사고 문제(Yoon, 
2008), 실험 준비의 어려움 및 학생 통제 문제(Won 
et al., 2010)로 인해 실험 수업을 꺼리게 되는 경우
가 많다(Lee et al., 2007). 하지만 나는 실험 수업을
꺼리기보다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실험 수
업’이라는이미지를통해즐거운수업을구현하고자 
했다. 이 이미지는 ‘다소 위험한 실험이라도 학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원리로 구체
화되었다. 이에 따른 규칙은 Table 5와 같다.

(1)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험 시간을 늘려

교사와 학생들이 여유롭게 실험 수업에 참여하도

록 한다.

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험 시간을 늘려
교사와 학생들이 여유롭게 실험 수업에 참여하도
록 한다.’를 첫 번째 규칙으로 사용하였다. 나는 실
험 도구의 조작 활동이 포함된 실험 수업이 학생들
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으므로(Bellochi et 
al., 2017) 학생들에게 실험 수업 기회를 충분히 제
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과학 지도서에 따라 과학 수업을 진

행할 경우 실험 시간 부족으로 첫째, 교사가 학생
들을 여유를 가지고 지도하기 쉽지 않음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둘째로 학생들도

Table 5. The principles and rules related to the image of ‘Pleasant experiment class for all of students and a teacher’

이미지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실험 수업

원리 다소 위험한 실험이라도 학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규칙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험 시간을 늘려 교사와 학생들이 여유롭게 실험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2. 교사는 학생들이 조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할 수 있는 실험의 경우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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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쫓겨 정신없이 실험해야 하는 상황을 바탕
으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했
다. 이렇게 될 경우, 나는 학생들과 교사가 동시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 부정적 정서의 상승 작
용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교사가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의 실험 활동을 이
끌려고 할 경우, 교사 스스로 압박감 및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것이며, 이것이 학생들
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전달되면서 그들의 부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Turner, 2009). 그리
고 학생들도 제한된 시간에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질 때 실험 활동을 즐기기보다는 긴장
감, 압박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학생과 교사가 경험하
는 부정적 정서는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집
단의 정서적 에너지를 떨어뜨려 부정적 정서를 더
높일 수 있다(Milne & Otieno, 2007).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자 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실험에 참
여하도록 하였다(Table 6). 예를 들어 보자. 5학년 1
학기 ‘3.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5차시 수업은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잎을
알코올에 넣어 중탕하고, 중탕한 잎을 아이오딘-아
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녹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Table 6).
나는 이전 수업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잎을 중

탕하면서 엽록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을 관찰할 때
긍정적 정서(예: 즐거움)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엽록소가 빠져나온 잎이 투
명하게 보이는 현상을 재미있어 한다는 사실도 알
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실험 활동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재미있게 즐기려면 40분의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나는 본 수업이 알
코올램프 및 불을 다루는 실험이기 때문에 안전 장
비를 착용하고 안전 교육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였
을 경우 40분은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따라

서 나는 40분의 수업을 80분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교사와 학생이 여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
하였음을 얼굴 표정, 분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Fig. 3, left). 

9차시 수업은 현미경을 사용하여 양파 표피 세
포를 관찰하는 실험 활동이었다(Table 6). 나는 현
미경을 처음 다루는 5학년 학생들에게 현미경을 다
루는 법을 교육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이 양파 표
피 세포를 관찰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40분의 시간
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는 40분의 수업을 80분의 수업으로 늘렸다. 이렇
게 하여 나는 학생들이 실험을 재빨리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낮추어 편안함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도 여
유를가지고실험활동을충분히경험하는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구성할 수 있었다(사후 인터뷰 3).

S7 : 실험 수업이 달라져서 좋은 것 같아요.

나 : 좋아진 거 맞죠?(웃음) 어떤 점이 더 좋아졌어요?

S8 : 예전에는 대표 실험만 주로 해서 재미도 없었지만 

어쩌다가 실험을 해도 빨리빨리 하라고 하셔서 그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간을 넉넉히 주

시고 실험도 많이 하시니까 좋아요.

S9 : 예전에는 D쌤이 (실험을) 빨리빨리 끝내야 교실에 

올라간다고 하셔서 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실험도 재미있고요.

사후 인터뷰 3

(2) 교사는 학생들이 조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할 수 있는 실험의 경우 안전 장비를 반

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나는 실험 수업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
을 돕기 위해 반드시 실험 도구를 직접 조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
소 위험한 실험이라도 교사의 대표 실험보다는 조
별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불

Table 6. Redesign of the science instruction (‘3. Structure and functions of plants’) for fifth grade students

차시 변경 내용 재구성 내용

5차시(40분) →
5~6차시(80분)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확인하기

알코올램프를 다루는 실험을 안전을 고려하여 여유를 가지고 수업
할 수 있도록 2차시로 늘려 수업함.

9차시(40분) →
9~10차시(80분)

현미경을 이용하여
식물세포 관찰하기

현미경을 처음 다루는 모든 학생들이 양파 표피 세포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2차시로 늘려 수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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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실험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학교에서
꺼리는실험중의하나이지만(Won et al., 2010; Yoon, 
2008), 학생들이 이를 즐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별
실험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
라서 나는 다소 위험한 실험이라도 조별 실험을 하
되,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 뒤 실험에 임하도
록 한다면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를 촉진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학생들은 조별 실험 활동에서 긍정
적 정서를 경험함을 얼굴 표정, 담화 내용, 분위기
를 통해 드러내었다(Fig. 3, right; 비디오 녹화본 2). 

S10 : 와 불이다(웃음).

S11 : 빨간색이니까 많이 뜨겁겠지?

S10 : 조심해라. 특히 쇠에 닿는 부분.

S12 : 우와...촛농이 녹고 있어(즐거워 함). 

모두 : 우와.

비디오 녹화본 2

3)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참여하는 과학 수업

나는 평소 과학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이 이전 동안의 과학 수업에서 긍정적 정서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 수업에 흥미를 느끼
지 못하게 되면서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
였다. 이러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내가 구축한 이

미지는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참여하는 과학 수업’
이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리는 ‘학생들의 성향
과 상황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한
다.’였다. 이를 위한 세부적 규칙은 Table 7과 같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규칙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학
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이끌었는지를 설명하
고자 한다.

(1) STEAM 수업을 활용하여 다른 교과에 관심

을 보이는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이끌고, 다양한 학

생들의 생각 표현을 격려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 주제를 경험할
때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Petersen 
& Dohn, 2017).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과학 주제
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지만, 다른 어떤 학생들은 미
술 주제에서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주제가 사람마다 다른 것은
특이적인 내재적 성향에 관련된 것이라 쉽게 바뀌
기 어렵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나
는 과학 교과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술 교과를
좋아하는 학생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촉진하기 위
해 STEAM 수업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5
학년 1학기 ‘3. 식물의 구조와 기능’ 수업과 관련하
여(Table 1) 식물 세포 및 식물 표상이 포함된 티셔

Fig. 3. Students showing positive emotion during lab activities.

Table 7. The principles and rules related to the image of ‘A science class for students who were marginalized’

이미지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참여하는 과학 수업

원리 학생들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한다. 

규칙

1. STEAM 수업을 활용하여 다른 교과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이끌고,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 표
현을 격려한다.

2. 평소 과학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여 긍정적 성취정서를 경험하도록 한다. 



<연구논문> 참여 촉진하기 : 한문현 257

츠 디자인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하도록 수업을 이
끌었다(Fig. 4).

Fig. 4의 오른쪽 그림은 미술 교과를 좋아하는 학
생(S11)이 수업에 참여하여 완성한 것이다. S11은
자신이 완성한 그림을 나에게 설명할 때(Fig. 4, 
Right) ‘비가 온 뒤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무지개 색
깔 비를 식물이 맞게 되면 식물 속 세포 색깔이 빨
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3) 즐거워 하였다. 이렇게 내가
과학과 미술을 융합한 STEAM 수업을 실천할 때
과학 교과를 좋아하지 않지만, 미술 교과를 좋아하
는 학생이 즐거움을 구성하며 수업에 참여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사후 인터뷰 4).

S11 : 선생님, 이런 수업을 앞으로도 선생님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 어떤 수업을 말하는지?

S12 : 그림 그리는 거요. 저는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표

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과학 실험만 하는 것보

다 훨씬 재미있어요.

나 : (웃음) 그랬군요. 앞으로 그리기 많이 해야겠네. 

사후 인터뷰 4

(2) 평소 과학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여 긍정적 성취 정서를 경험

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과학 교실이라는 사회적 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그들의 지식, 지
위, 문화에 영향을 받아 수업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Barton & Tan, 2010). 
나는 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학생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
학업 성취도가 대체로 낮은 이들이 다른 학생들에
게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하
게 되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됨을 알게 되었다
(Barton & Tan, 2010). 나는 이 학생들이 첫째, 과학
수업에서 과제를 완수해본 경험이 부족하고, 둘째
로 이를 통한 학업 성취도의 향상 및 이로 인한 다
른 학생들의 인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
수업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점점 수업
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나는 과
학 과제를 완수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정
서인 성취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여 과학 수업에 흥
미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Pekrun, 
2006). 이에 나는 이들이 탐구 수업에서 긍정적 성
취 정서를 경험하도록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과제를
부여하고, 다른 학생들의 조력을 구하였다(비디오
녹화본 3).

나 : 이 조는 잘 되고 있어요?

S13 : 선생님,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S14(수업으로부

터 멀어진 학생)만 제대로 안 해요.

나 : 무슨 말이죠?

Fig. 4. A painting of a student who like science (left) and the painting of the student who like fine art (right).

3) 학생이 언급한 아이디어가 훌륭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올바른 개념이 아닐 수 있음을 이후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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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3 : S14가 아무래도 잘하지 못하니까 탐구의 배경 지

식에 들어갈 자료만이라도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해오고 장난만 쳐요.

나 : S14. 안 해 올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S14 : (아무 말도 하지 않음)

나 : 오케이. 그러면 S14는 이렇게 해요. 자료 안 찾아

와도 되니까 애들이 나중에 탐구 자료 만든 것을 

보고 너만의 의견을 꼭 애들한테 전달해요. 그리고 

너희들은(소집단의 다른 학생들) 꼭 S14의 의견을 

집어넣어요. 그래야 S14가 뭘 했다는 느낌을 받

지. 그리고 나중에 탐구 발표할 때 모두가 발표하

는 거예요. S14까지 포함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S14가 발표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표를 제

대로 할 수 없으니 서로 발표 준비를 도와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모두 : 네, 선생님.

비디오 녹화본 3

나는 탐구 발표가 끝난 뒤 S14와 인터뷰를 하였
다. S14는 첫째, 발표를 준비할 때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할 줄 알았는데 이를 반영해주
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고, 둘째로 발표를 할
때 떨렸지만 발표 후에는 성취 정서를 경험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응답하였다(사후 인터뷰 5).

나 : 어때요? S14. 막상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하고 나

니까 재미있죠?

S14 : 처음에는 ‘이거 왜 해야 하지, 나는 아는 게 없는

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발표할 때 떨리기도 했

는데요. 막상 발표하고 나니까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나 : (웃으며) 선생님은 S14가 잘 해낼 줄 알았고, 수업

에서 좋은 감정을 경험할 줄 알았어요. 앞으로 이

러한 감정이 들도록 잘 이끌어 줄게요. 

3. 논의
연구 결과, 나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돕기 위해 ‘과학 교실에서 과학 카페
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실험 수업’, ‘소외
되었던 학생들도 참여하는 과학 수업’이라는 이미
지를 구현하는 실천적 지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나의 실천적 지식은 세 가지 전략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첫째, 나는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
성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D교사로부터 받아왔던
부정적 제재를 줄이고, 긍정적 보상(positive sanc-
tion)을 주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에서 언급한 대로 학생들은 D교사로부터 안전사고
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의를 받고, 조용한 분위기에
서 실험 관찰 책에 올바른 과학 지식을 기록해야
했으며, 과학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에 대한 제재
를 지속해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
적 제재는 학생들의 부정적 정서 구성에 이바지했
고(Collins, 2004; Turner, 2009), 학생들은 과학실을
떠올릴 때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 정서를 떠올리
며(King et al., 2017)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과학 교실에
서 과학 카페로’라는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과학적 담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실 환경을 조
성하고, 학생들의 과학적 담화에 인식적 공감함으
로써 부정적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
석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격려를 해주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에 유효했던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과학 수업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실험 수업에서(Cho & Oh, 2011)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학생들은 실험 수업에서 교
사의 대표 실험이나 실험 동영상 시청보다는 그들
이 직접 실험 도구를 조작하는 조별 실험을 선호하
였고, 실험 시간이 넉넉하여 실험을 충분히 즐길
시간을 기대하였다. 이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가 모
두 즐거운 실험 수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그들
의 기대를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학
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Thamm, 2004; Turner, 2009).
마지막으로, 평소 과학실에서 주목받거나 관심

받지 않아 온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의 특정 욕구
를 채워주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 교과보다 미술 교과에 내재적 흥미를 보이는
학생(Pekrun, 2006)에게 과학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
하게 하고, 이를 격려하는 것과 평소 성취 정서를
경험하지 못해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의 성취 정서를 촉진하는 것(Petersen & Dohn, 
2017)은 ‘과학 교실에서 과학 카페로’, ‘학생과 교사
가 모두 즐거운 실험 수업’과 같은 이미지 구현으
로도 긍정적 정서 구성 촉진이 어려웠던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도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나의 실천적 지식은 과학 수

업에서 학생들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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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풍자, 유머, 연극 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Tobin et al. (2013)의 연구와 비교
해볼 때 더 많은 교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
략을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사가
풍자, 유머, 연극 톤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과학 수
업에 대한 외재적 흥미를 높이는 전략은 교사의 쇼
맨십 능력에 따라 효과에 대한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4).
이와 달리 내가 사용한 실천적 지식은 교사의 쇼

맨십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정서
구성을 돕는 것으로 지식 탐색 과정에서 학생들에
게 부정적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긍정적 보상을 높
이고, 실험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
시켜 주며, 소외되었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욕구를 채워주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인지적 실행에서 인지적 참여
를 심화시켜 나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과학적 지식 탐색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지적 참여
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과학교육에서 핵심적으
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NGSS Lead States, 2013) 학
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 
인지적 참여 간의 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한 추후 연
구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과학 전담 교사인 연구자가
초등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촉진을 위해 사용한 실
천적 지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한 것이다. 연구자는 ‘과학 교실에서
과학 카페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실험 수
업’,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참여하는 과학 수업’이
라는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여러 규칙들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자의 실천적 지식은 첫째, 부정적 제재를 줄이
고 긍정적 보상을 높이는 것, 둘째로, 학생들이 과
학 수업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 셋째
로, 평소 과학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의 특정
욕구를 채워주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과학교육에 대한
제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첫째, 과학 수
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는 장기적으로 과학 수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으므로(Kwak, 2018) 그들의 흥
미를 낮출 수 있는 교사의 부정적 제재는 줄이고, 
긍정적 보상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과학 수업 시간
에 장난치거나 떠든다고 부정적 제재를 가하기보
다는 그들이 경험하는 일상 속 사례들이 과학적 담
화로 이어지도록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아이디어, 사고에 인식적 공감하는 것이 하나의 전
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초등 과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실험

수업에서 초등학생들이 마음껏 실험 활동을 경험
하도록 돕는 실천적 지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안전사고 문제를 우려하여 실험
활동을 축소하거나 대표 실험 또는 실험 동영상 시
청으로 대체하였을 때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얻
을 수 있는 주요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
해 부정적 제재 일변도로 학생들을 이끄는 것은 과
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낮출 가능성
이 높다. 오히려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
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전 장비
착용을 반드시 안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전략임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평소 과학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학

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특정 주제 정서나 성취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보다 다른 주제(예: 그림 그리
기)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을 위해 STEAM 수업을
운영하는 것, 성취 정서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
게 비교적 쉬운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들의 긍정적 정서 구성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이
러한 긍정적 정서 구성은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과학 학업 성취도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Kwak, 2018).

4) 또한, 이 전략은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보다 교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의도치 않은 외부 효과를 이끌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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