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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004 to 2017, Korean science teachers have performed the overseas volunteer activity of
science experiments in Timor-Les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is activity.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we used coteaching,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CHAT), and structure theory. The authors analyzed various data through cogenerative
dialoguing, which included consecutive analysis and discussion, and confirmed by member check.
As a result, the volunteer activity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and the cases of coteaching in each
period were described in three phases: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his could
be described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actions among elements in the 3rd generation
CHAT model.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he volunteer activity was described as follows: a
change of structure by practice, an increase of agency, and a change of practice by the theory of
structure. We discuss the importance of a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construct in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volunteer activity.
PACS numbers: 01.40.jh
Keywords: Science teacher, Overseas volunteer activity, Coteaching,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Theory of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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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과학 교사들은 동티모르에 봉사활동을 나가 현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 과학실험 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며, 분석
틀로 코티칭과 문화역사활동이론, 구조 이론을 활용하였다. 연구 자료는 봉사활동에 대한 각종 기록물과
연구자의 참여관찰 일지이며, 연구자 2인의 공동생성적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분석과 논의를 한 후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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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검토를 거쳤다. 연구 결과 봉사활동 발전 과정을 1기, 2기, 3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코티칭 사례를 준비, 실행, 평가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러한 코티칭 사례는 봉사활동이 1기, 2기, 3
기로 발전해 가면서 다양해졌으며, 이는 문화역사활동이론의 3세대 활동 모형에서 요소간 상호작용의
증가로 기술할 수 있었다. 또한 봉사활동이 발전하는 모습을 구조 이론에 비추어 실행을 통한 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행위성 증대와 이어지는 실천의 변화로 기술하였다. 또한, 봉사활동의 지속된 수행과 발전에
정의적이고 심리적인 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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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이 공적개발원조 수여국이었다가 공여국으로 된 세
계 유일의 나라임은 주지의 사실로, 해외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발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1]. 해방 후
한국의 중추 산업이 경공업, 중공업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으로 변화 [2]하는 과정에서 과학교육을 통한
과학기술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은 민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과학교육 분야 해외 봉사활동의 예로, 2004 년부터 2017
년까지 한국의 과학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전국 교사
모임에서 동티모르에 봉사활동을 나가 현지 사람들을 대
상으로 중등 과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기관에서 세계 많은
나라에 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자원봉사에 관련된
자료 축적이 부족하여, 종단적, 횡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3].
동티모르 과학실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몇 편의 선행연
구가 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교사의 인식 연구 [4]에서는
2012 년 한 해의 봉사활동에 대해 한국 교사와 동티모르
교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조사하였
다. 봉사활동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분석한 연구 [5]에서는
봉사활동에 내재한 갈등을 통해 봉사활동 과정을 기술하고
과학교육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역사활동이론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CHAT) 을 통한 봉사
활동 분석 연구 [6]에서는 CHAT의 6가지 요소에 따라 봉
사활동을 분석하며 CHAT 모형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봉사활동을 정적으로 기술하거나 갈등 요
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봉사활동의 지속 요인이나
발달 과정, 봉사활동이 동티모르 현지에 미친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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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 과학교사의 동티모르 봉사활동이
발달해 나간 과정을 자세히 다루면서 봉사활동이 한국과
동티모르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봉사활동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의 활동으로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국 과학교사들의 동티모르
봉사활동에서는 교사들 간의 협업이 공동 교수활동의 형태
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교수 이론이나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정적인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해가는 인간 활동으로 이
해하는 문화역사적 관점이 필요하며, 봉사활동이 참여하는
구성원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간
의 행위를 사회 구조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회학적 관점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로서 코티칭
(coteaching) 과 3세대 CHAT, 그리고 수웰 (Sewell) 의 구조
이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코티칭은 둘 이상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일종의
협력교수 방식으로서, 가르치는 내용의 분담을 강조하는
팀티칭 (team teaching)과는 조금 다르게, 둘 이상의 교사가
협력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과정 전체
를 지칭한다 [7]. 코티칭에서는 여러 교사가 수업을 함께
계획할 뿐 아니라 공동으로 실행하고 실행 결과로 얻어진
공유된 경험을 함께 반성까지 함으로서 학생들에게는 배움
의 기회가 증가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배움이 일어난다. 코티칭 과정에서는 공동생성적 대화
(cogenerative dialogue) 가 일어난다. 공동생성적 대화는
대화의 참여자들이 공유된 경험이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 반추하는 담화 방법을 의미한다 [8]. 코티칭
수업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한 수업 경험에 대해 자
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논의되며 각자의 전문성이 증가하게 된다. 코티칭은 현직
및 예비교사교육의 맥락에서 과학교사교육의 방법론으로
소개되거나 [9,10], 과학영재교육이나 물리실험교육 등에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적용되기도 하였다 [11,12].
CHAT은 인간의 사회 활동을 문화, 역사의 맥락과 함께
분석하여 이해하는 이론으로, 인간 활동에 대한 기술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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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3rd generation CHAT model.
께 활동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을 분석하여 활동의 변
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준다 [13]. 그냥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이라고도 알려진 이 이론은 인간의 활동을
도구나 기호를 통하여 문화적으로 매개된다고 보는 비고츠
키 (L. Vygotsky) 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초기의 활동이
론에 인간 활동의 집합적 성격의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공동
체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때 인간의 활동은 전체 활
동체계 안에서 일어나는데, 활동체계는 주체 (subject), 객체
(object), 도구 (tool), 커뮤니티 (community), 규칙 (rule),
역할분담 (division of labor) 의 6가지 요소를 가진다. 이 6
가지 요소로 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2세대 CHAT이라 하며,
동티모르 봉사활동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주요 연구방법론
으로 적용된 바 있다 [6]. 한편, 서로 다른 활동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모순, 또는 활동체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
여 2세대 CHAT을 확장하여 Fig. 11 과 같은 3세대 CHAT
이 등장했다 [13]. 3세대 CHAT에 따르면 특정한 활동체계
에서 최초 상태의 객체는 다른 활동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집단적으로 유의미한 객체 또는 잠정적으로 공유되거나 공
동으로 도출된 객체로 이동한다 [14]. 기존 CHAT이 인간
활동을 집단적, 매개체 중재적 및 객체지향적 활동체계로
이해하면서 활동체계의 여러 요소들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면, 3세대 이론은 이에 덧붙여 활동
체계의 역사성, 즉 활동체계의 확대와 전환 가능성,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에서 모순의 역할 강조 등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3세대 CHAT모형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 과학 교수학습 실천 활동의
변화 양상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연구에서 연구방법론으로
적용되고 있다 [15,16].
구조 이론 (theory of structure) 은 인간의 집단적 사회 활
동을 문화로 파악하고 그 변화 논리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을 융합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역사학자 수웰 (W. H. Sewell)
1

CHAT 도식에서 요소들 사이를 화살표로 나타내어 내적 모순을 표시하
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순이나 갈등보다는 코티칭을 통한
협동과 협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선행연구 [1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요소 사이의 연결선을 화살표가 아닌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105

[17]의 이론을 말한다. 수웰의 이론은 사회 현상을 구조
(structure) 와 행위 (practice) 간의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
하는 기든스 (A. Giddens) 의 구조화 (structuration) 이론
과 부르디외 (P. Bourdieu) 의 문화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구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 (structure) 의 매개이자 동시에 결과라는 이
중성 (duality) 을 갖는다 [18].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가
구조를 만들고 구조는 인간의 행위를 결정한다. 사회적 장
(field) 안에서 구조는 도식 (schema) 과 자원 (resource) 으로
구성된다 [19]. 도식은 ‘사회생활에서의 실행 및 재생산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과정’ 또는 인간의 행동을 안내하는
관습, 규칙, 규범 등을 의미하며, 자원이란 사회적 상호작
용에서 권력 (power) 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적
자원 (예 : 과학 지식, 교사 등) 과 비인적 자원 (예 : 실험실,
실험도구 등) 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사회 현상에서
인간의 행위는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구조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 때 사회적 삶의 주체로서 인간의 행위성
(agency) 이 중요하다. 행위성은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자원을 선택하고 조절하여
구체적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위성 (agency)
은 도식과 자원이라는 구조 안에서 제한받아 기존 구조를
재생산 (reproduction)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식과 자원의
변형을 통하여 기존 구조의 변혁 (transformation) 을 가져
오기도 한다. 수웰의 이론은 바로 이러한 구조와 행위성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역사적인 사례를 통하여
사회 변혁 과정의 논리를 설명한다. 한편, 인간의 사회문화
현상이 항상 이러한 논리대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우연성이 포함되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모
순점 (contradiction) 이 나타날 수 있다. 구조 이론은 최근
일부 과학교육 연구문헌에서,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특정 실천 사례를 사회문화이론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적 배경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20–22].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이론적 틀을 연구방법
론으로 하여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한국 과학교사
들의 동티모르 봉사활동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함으
로서 과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하위 과제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과학교사들의 동티모르 봉사활동의 변화 과
정에서 나타난 코티칭 사례를 추출하여 기술한다.
둘째, 한국 과학교사들의 동티모르 봉사활동의 변화 과
정을 3세대 CHAT으로 분석하여 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도식화한다.
셋째, 한국 과학교사들의 동티모르 봉사활동의 변화 과
정을 구조 이론을 통하여 해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및
동티모르 과학교사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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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맥락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는 한국 과학교사들의 자발적인 동티모르 교육 봉사
활동이다. 처음에 한 명의 물리 교사 (P 교사) 가 동티모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을 보여주면서 시작한 일련의
과학교육 봉사활동 (이하 ‘동티모르 봉사활동’) 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 규모의 과학교사단체가 참여하는 집단적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이 연구는 바로 2004년부터 2017
년까지 수행된 동티모르 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는 봉사활동 자료집, 봉사활동에
대한 기고문, 봉사활동 보도 자료, 학회 발표 자료, 학술지
논문, 참여자 수기, 참여관찰 일지 등이 포함된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원은 2004년에 동티모르에 가서 혼자
봉사활동을 수행했던 P교사의 수기 [23]와 서울 지역 과학
교사 모임의 회원인 K교사가 10년간의 봉사활동을 정리
하여 화학세계에 기고한 글 [24,25], 이 연구의 제1저자가
봉사활동에 직접 3회 참여하며 기록한 참여관찰 일지이다.
또한 동티모르 교사나 신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이야기
내용도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 간의 연속적 비교
분석법과 공동생성적 대화를 활용하였다. 즉, 제1저자가
자료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분석한 내용에 대해 제2저자가
검토를 하며 논의를 추가하고, 검토 논의 내용에 대해 제1
저자가 재검토와 재논의를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
였다. 공동생성적 대화는 사회연결망서비스 (SNS) 를 통해
수행했으며, 그 대화 내용에는 연구의 주제 선정, 연구 방법
논의, 이론적 배경 탐색, 자료 분석 및 검토, 자료의 해석 및
결론 도출, 시사점 논의 등이 포함된다.
자료 분석을 통해 작성한 논문 초안에 대해 P교사, K
교사를 포함한 동티모르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검토를 받는
참여자 점검 (member check) 과정을 거쳤다. 또한 봉사
활동에서 나타난 코티칭 사례에 대해서는 국내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다.

2. 봉사활동의 시기 구분
이 연구에서는 동티모르 봉사활동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4년에 달하는 봉사활동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봉사활동의 시기 구분은
봉사활동의 인원과 주체 등 봉사활동의 특징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1기는 P교사 혼자 또는
다른 교사 1명과 봉사활동을 수행한 2004년∼2006년으로서
이 때 봉사활동의 양상은 주로 개인적이고 소규모 활동의 성
격을 띠고 있다. 2기는 한국 과학교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2007년∼2014년로서, 이 시기에는 전국 규모의 과
학교사 단체가 참여하면서 활동의 양상은 집단적이고 보다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3기는 일부 동티모르 교사들이
한국 교사와 함께 과학실험 강사로 활동을 한 2015년∼2017
년로서,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한국의 과학교사들이 집
단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은 같지만 동티모르
교사들이 한국 교사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체의 성격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구분은 분석을 위하여 연구에서 임
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각 시기의 특성이 뚜렷이 구
분되기보다는 일부 연속적인 모습을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봉사활동을 1월과 8월 두 번 수행했는데,
처음 봉사활동은 1기의 모습에 가깝고, 나중 봉사활동은
2기의 모습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기 구분을 통해
봉사활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론적 틀의 적용 방법과 논문의 구조
이 연구에서는 코티칭, 3세대 CHAT, 구조 이론을 주요
이론적 틀로 삼고 각각의 이론적 관점에서 세 시기로 구분된
동티모르 봉사활동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에서도 각각의 이론적 틀에 따라 결과를 기술하였다.
먼저 첫 번째 절에서는 코티칭 관점에서 동티모르 봉사
활동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즉, 동티모르 봉사활동에
서 코티칭 사례를 추출하고 그 양상과 특징을 각 시기별로
분석하면서 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 때
봉사활동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두기보다 협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또, 코티칭은 교사들끼리의 공동
계획, 실행, 반성을 모두 포함하므로 [7], 봉사활동에 나타난
코티칭을 분석할 때 준비-실행-반성의 3 요소별로 분석하였
다. 한편, 해외 봉사활동은 여러 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집단
적인 활동으로서 봉사활동에 관여된 모든 행동 (예, 날짜 및
장소 선정, 행사 물품 준비, 교통편이나 숙박 등 전체적인
진행 점검 등) 이 넓은 의미의 코티칭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연구
분석으로서 의미를 찾기 어려우므로, ‘봉사활동 코티칭’ 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사례의 경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말하는 봉사활동 코티칭은 봉사활동 수행
중 ‘teaching’(실험 연수 실행) 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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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teaching’ 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로 제한
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 연수의 준비와 반성의 경우는 직접
교수활동은 아니라도 코티칭의 주요 단계를 포함하므로 코
티칭에 포함하여 분석한 반면, 의료팀 (치과의사, 보건교사
등) 이나 촬영 전문가, 봉사활동 참관자 등의 활동은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수에 직접적이거나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두 번째 절에서는 활동이론 즉 CHAT을 바탕으로 동티
모르 봉사활동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앞 절에서
분석한 코티칭 사례를 CHAT과 통합하여 논의함으로써
봉사활동의 발달 과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관
련된 선행연구에서 한국 교사의 활동체계에만 초점을 둔 2
세대 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한 것을 보완하여, 한국 교사들의
활동체계와 동티모르 교사들의 활동체계를 함께 포함하는
3세대 분석을 활용하였다. 즉, 두 활동체계의 상호작용, 이
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활동체계들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에서는 Sewell의 구조 이론을 통
해 동티모르 봉사활동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봉사활동이
한국과 동티모르의 과학교사의 실행 변화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구조 이론에서는 인간의 사회 활동을 구조와
행위성의 변증법적 관계로 해석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동티
모르 봉사활동의 시기별 활동을 구조와 행위로 구분하여
해석의 밑자료로 삼았다. 즉, 각 시기별로 동티모르 봉사
활동이 실행되는 사회 구조를 자원과 도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봉사활동이 어떻게 자원과 도식에 영향을
받는지와 더불어 자원과 도식이 어떻게 봉사활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해석하였다. 또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변천되는 과정에서 활동 주체들의 행위성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한국 교사의 행위성과 동티모르 교사의 행위성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코티칭 관점에서 살펴본 동티모르 봉사활동의 변천
과정
1) 봉사활동 1기의 코티칭
2004년 P교사가 처음으로 동티모르에 갔을 때에는 코
티칭 사례를 한 가지밖에 찾을 수 없었고, 2005년 교사 두
명이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 코티칭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준비 단계에서 P교사와 다른 과학교사 (L교사) 는 수업
내용을 논의하여 동티모르 학생들을 위한 수업 교재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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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비하였다. P교사가 수업 교재를 준비할 때에는 본인
학교의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사진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
으며, 동티모르에서 구할 수 있는 실험 재료에 대한 정보를
동티모르 대사관을 통해 얻기도 하였다.
실행 단계에서 P 교사와 L 교사는 서로 각자의 실험을
진행할 때 보조교사가 되어 수업을 도왔다. 이와 같은 코
티칭은 이후 봉사활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코티칭
사례로, 200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혈액형 판정
실험을 할 때에는 P교사보다 젊은 L교사가 피를 내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의 손을 잡아 란셋을 찌르기도 하였다.
동티모르에서는 토착어인 떼뚬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P교사가 영어로 말을 하면 동티모르의 신부가
떼뚬어로 번역을 해 주는 코티칭도 처음 나타났다.
평가 단계에서는 코티칭을 찾기 어려웠다.
봉사활동 1기가 가지는 중요성은 봉사활동이 처음 실시된
후 지속적인 수행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계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아래 조금 길게 인용한다 [23].
“맨 발에 청바지 차림으로 청소년들과 격의 없
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옷 위에 제의를 걸치
고 경건하게 미사를 집전하는 살레시오 수도회
신부님들의 모습은 세상 어떤 아름다움에 비할
바 아니었다. 거친 음식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동티모르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을 보면
서 ‘저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 동티모르에
머무는 내내 답을 찾고자했다.
(중략) 천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일까? 한
시간 넘게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나는 같은 생
각에 잠겼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고
깨달을 무렵 목적지에 도착했다. 내가 동티모
르에 간다고 했을 때 형제들은 물론 친구들까지
아연실색하였다. ‘그렇게 위험한 곳에 제 돈
왕창 들여 실험수업 하러 떠난다고?’ 그들은
모른다.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을.
(중략) 행사 마지막 날 C 수녀님이 동티모르에
또 올 건지 물었다.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되묻자, 동티모르에 두 번 오는 외국인을 본 적
이 없기 때문이란다. ‘떠나면 다시는 오지 않더
라.’ 그 말이 어찌나 강하게 와 닿든지 순식간에
생각이 정리되었다.
(중략) 나의 입장에서 보면 동티모르에서 수업
만족도가 더 높았다. 어느 교사가 자기 수업에
감동받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지 않
겠는가.”
P교사가 동티모르 봉사활동에서 느낀 행복, 기쁨, 감동,
만족, 보람, 믿음 등이 바로 이후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수행
과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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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사활동 2기의 코티칭
2007년 이후 한국 과학교사 여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
하면서 코티칭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 연수를
두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 하나의 실험을 한국 교사 두 명이
맡아 준비 단계에서 코티칭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준비 단계에서 실험 주제 선정, 실험 기구나 시약을 선택
할 때부터 동티모르 현지 여건을 고려한 준비가 되도록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때 동티모르에 처음 가는
교사는 몇 번 갔었던 교사에게 현지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
고 같은 실험을 맡은 한국 교사는 함께 실험 연수 자료집을

Fig. 2. (Color online) Case of coteaching (1).

준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에
대해 한 교사가 처음 원고를 작성한 후 다른 교사 (교수)
가 내용을 검토한 후 영어로 번역을 하였다. 처음 원고를
작성한 교사는 이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 연수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 분량이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교사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고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두 교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드러내 교
류하고 융합하여 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코티칭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수업 자료 준비 뿐 아니라 수업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도
코티칭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위의 예에서 다른 연

Fig. 3. (Color online) Case of coteaching (2).

수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어려워하고, 어떤 내용을 주의해서 설명해야 하는지, 시간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교사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다른 교사는 유사한 실험은 해 본 적이 있지만
정확히 똑같은 실험은 해 본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행 단계에서 1기와 유사한 코티칭이 많이 나타났다.
즉, 하나의 실험 수업은 한국 과학교사 두 명이 함께 진행하
는데, 한 명이 주된 진행을 하는 교사가 되고 다른 한 명이
진행을 보조하는 교사가 되었다. Fig. 2는 한국 교사 (서
있는 사람) 두 명이 실험에 대해 같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을 보여준다.2 왼쪽의 교사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티모르 교사 두 명이 그를 쳐다보고 있다.
오른쪽 교사는 실험 장치를 가리키며 설명을 하고 다른 두
동티모르 교사가 실험 장치를 보고 있다. 왼쪽 교사가 보조
교사이고 오른쪽 교사가 주교사였는데, 이 순간에는 그러한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동티모르 교사들은 서로 다른 한국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게 된다. 동일한 실험에 대해 한국
2

Fig. 2와 Fig. 3의 특정 사례는 제1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하면서 코티
칭을 통해 실험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던 장면이다.

교사 두 명이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한 사
람은 그림을 그린 후 구두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실물을
지칭하며 구두로 설명을 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도움이 동시에 제공되면서 동티모르 교사는 그만큼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코티칭의 특징
적인 모습이다.
Fig. 3은 한국 교사와 동티모르 신부가 함께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티모르 교사는 주로 떼뚬어를 사용하고,
한국 교사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동티모르 교사나
한국 교사의 영어 실력이 모두 좋지 않아 내용을 길고 자세
하게 설명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때 필리핀 출신인 동티모르 신부가 영어를 떼뚬어로 번
역해 주면 동티모르 교사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동티모르
신부는 이 봉사활동을 유치하고 활동 전체를 주관하므로
매우 바빠서 모든 실험에 이런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하
지만 이 순간에는 코티처 두 명이 자신의 전문성을 분명히
발휘하여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실험 연수 실행 과정에서 코티
칭이 일어나는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 교사가
실험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교사가 직접 실험 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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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경우, 한 교사가 이론적인 설명을 말로 제공하는 동안
다른 교사가 칠판에 요약적인 그림을 그려 주는 경우, 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교사가 부족한 실험 재
료 (예, 주변에 피어 있는 꽃) 를 공급하거나 실험 준비 (예,
소형 전동기 실험 준비) 를 하는 경우, 두 교사가 여러 명의
동티모르 교사를 함께 순회 지도하거나 실험을 도와주는
경우, 한 교사가 일부 동티모르 교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다른 교사가 다른 동티모르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
등 다양한 코티칭이 일어났다.
평가 단계에서 한국 교사는 저녁마다 모여 평가회를 했
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전체 평가회를 열어 실험
실행을 반성하였다. 이렇게 공동으로 반성을 하는 과정은
공동생성적 대화의 형식을 띠었다. 평가회에서는 코티처들
이 동등한 위치에서 실험 연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날 수행한 실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 등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 예를 들어
광합성 실험에서 나뭇잎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둔 것이
사라지는 문제 (주변 동티모르 아이들이 가져감) 가 발생하
여 실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아이들의
접근이 어려운 나무에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원
공급이 약해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가열기를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구두로만 실험 설명을 해 왔는데 그에 대해 그림을 그려서
보조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처럼 코티칭으로 수행된 실험 연수를 반성함으로써 이후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봉사활동 2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코티칭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국 과학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 뿐 아니라 교사모
임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2기 동티모르 봉사활동을 대부
분 이끌어간 서울 지역 S교사모임의 한 회원은 ‘봉사활동이
교사모임의 동력 (driving force) 이 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동티모르 봉사활동을 준비, 실행, 반성하는 과정
이 교사모임을 활발히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이다.3

3) 봉사활동 3기의 코티칭
봉사활동 3기는 한국 과학교사와 동티모르 교사가 함께
실험 연수를 진행한 시기로, 2기에 나타난 코티칭 사례에
추가하여 새로운 코티칭 모습들이 나타났다.
준비 단계는 2016년과 2017년이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
다.4 2016년에는 TOT(training of trainers) 방식을 통해
3
4

한 교사는 이를 통해 해당 교사모임이 다른 교사모임과 뚜렷이 차별되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5년에 TOT 방식이 처음 시도되었으나, 두 지역 중 한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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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교사 중 실험 연수 강사를 뽑아 먼저 실험 교육을
시킨 후, 그 동티모르 강사가 다른 동티모르 교사에게 실험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두 지역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할
동티모르 교사끼리 실험 연수를 연습할 때 두 교사는 같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또한 동티모르
강사가 실험 연수를 연습할 때 한국 교사는 옆에서 실험을
보조하였으며, 동티모르 교사끼리 논의하는 내용 중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예, 대나무 속은
진공인지 공기가 들어 있는지 질문함). 2017년에 동티모르
교사 4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실험 주제 선정 논의를 하고,
동티모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실험을 준비하도록
재료비를 지원하였다.
실행 단계는 2기와 유사하나 동티모르 교사가 주 진행
교사가 되고 한국 교사가 보조 교사가 되는 형태로 코티칭이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동티모르 교사가 수업을 할 때 한국
교사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제공하거나 (예,
박쥐가 배설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를 찾아 줌), 실험을
시연하거나 (예, 플라스크 안에 공기를 불어넣어 압력 차이
로 삶은 달걀 꺼내기), 보충 실험을 보여주거나 (예, 삶은
달걀 가열해서 꺼내기, 수소 풍선을 밖에 나가 터뜨리기,
현미경으로 추가 관찰 유도하기), 실험 안전 관리를 해 주는
(예, 수소 발생 실험 장치 관리) 활동을 하였다. 동티모르
교사는 실험 연수 강사를 거의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한국
교사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했다. 2017년에는 한국 교사가
준비한 실험 연수를 할 때 동티모르 교사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동티모르 교사는 실험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전체
토론을 이끌어가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티모르 교사가 실험 연수 강사가 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험 연수에 참여한 동티모르 교사들끼리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일어났다. 봉사활동 2기까지는
실험 연수에서 동티모르 교사가 수동적인 입장이 되거나
언어 장벽에 막혀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모습에 비하면, 이러한 활발한 상호작용은 동티모르 교사와
한국 교사의 코티칭이 이끌어낸 매우 중요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평가 단계도 2기와 유사하나, 실험 연수에 강사로 활동한
동티모르 교사도 평가회에 참석한 점이 추가되었다. 평가회
에서 나온 이야기의 예로 [24], ‘동티모르 교사가 동티모르
교사들을 가르치면 연수받는 교사들이 강사를 인정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TOT 교사 옆에 한국 과학교사가
있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언어 장벽 문제로
평가회가 매년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봉사활동 3기는 동티모르 교사가 실험 연수 강사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동티모르 교사
중에는 실험 준비 정도나 연수 진행 정도에 수준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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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teaching in the first period: ① preparing the
topic ② help from students and embassy ③ dividing roles
in an experiment lesson ④ translating.

Fig. 5. Coteaching in the second period: ① selecting
the topic ② discussing the method ③ dividing roles in
an experiment lesson ④ translating ⑤ preparing apparatus and chemicals ⑥ evaluating the activity ⑦ dividing roles of translation ⑧ hosting the activity by TimorLeste priest.
기도 했으나, 2017년의 경우 순수하게 동티모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만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뜻 깊다.
한국 과학교사들이 생각하는 동티모르 봉사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동티모르 교사들이 변화하여 스스로 교사 모임을
만들고 실험을 개발하여 서로 논의하고 학생들에게 실험을
해 주는 것인데, 봉사활동 3기에서 그런 모습의 단편을 볼
수 있었다.

2. 문화역사활동이론 (CHAT) 에 따른 봉사활동의
변화 분석
봉사활동 1기, 2기, 3기의 코티칭에 사례를 기술하는 것만
으로는 봉사활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코티칭 사례들을 3세대 CHAT 활동이론을
통해 모식화하여 발전 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Fig. 4, Fig. 5, Fig. 6은 각각 봉사활동 1기, 2기, 3기에서
나타난 코티칭 사례에 대해 CHAT 모형의 6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에서 왼쪽 삼각형은 한국
과학교사의 활동체계이며, 오른쪽 삼각형은 동티모르 교사
의 활동체계이다. Fig. 1에서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선을 점선으로 바꾸고, 앞 절에서 분석한 코티칭 사례에
해당하는 관계를 찾아 실선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점선은

Fig. 6. Coteaching in the third period: ①∼ ⑧ same as
Figure 5 ⑨ TOT method ⑩ discussing among TimorLeste teachers ⑪ implementing experiment by TimorLeste teachers ⑫ evaluating by Timor-Leste teachers ⑬
dividing roles among Timor-Leste teachers ⑭ localization of experiment material.
요소 사이의 관계가 봉사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성을
의미하며, 실선은 봉사활동에서 나타난 요소 사이의 관계
를 보여주며, 화살표의 방향은 봉사활동의 목적 (object)
을 달성하기 위해 각 요소가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Fig. 4의 ①번 화살표는 P교사와 L교사가 수업
내용을 함께 논의하는 코티칭으로 한국 교사들 (subject)
이 봉사활동의 목적 (object) 의 달성을 위해 협업하는 것을
지칭하며, ④번은 P교사의 영어를 동티모르 신부가 번역
해주는 것으로 동티모르의 언어 (tool) 가 봉사활동의 수행
(obejct) 을 지원하는 것을 지칭한다.
Fig. 4 의 봉사활동 1 기에서는 한국의 교사 2 명, 학생,
대사관 등과 동티모르의 신부 (번역) 만이 봉사활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5의 봉사활동 2기에서는 한국 과학교사의 활동체
계에서 교사 여러 명이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수업 방법을
논의하며, 수업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실험 기구와 시약을
함께 준비하며, 자료집 준비를 같이 하며, 봉사활동을 공동
평가하는 등 봉사활동이 체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동티모르 교사의 활동체계에서는 동티모르 신부가
봉사활동 전체를 관리하고 번역을 도와주고 있을 뿐, 아직
동티모르 교사는 봉사활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6의 봉사활동 3기에서는 한국 과학교사의 활동체
계에서 봉사활동의 방식 (규칙) 이 개발되면서 2기 (Fig. 5)
에서 빠져 있던 나머지 요소까지 봉사활동 목표 달성에 기
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동티모르 교사의 활동체계
에서 신부뿐 아니라 동티모르 교사들끼리 실험을 수행하며,
활발한 논의를 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현지 재료를 준비하
고, 활동 평가에 참여하는 등 모든 요소가 봉사활동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즉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에서
화살표들이 거의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Fig. 4∼6을 비교해 보면 봉사활동 1기, 2기, 3
기로 변해감에 따라 코티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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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의 교사 활동체계가 점점 정교화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Fig. 4에서는 봉사활동의 목표 달성에 기
여하지 못하는 CHAT 요소가 많고, Fig. 5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증가하며, Fig. 6에서는 두 활동체계의 모든 요소가
봉사활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봉사활동 2기에서 3기로 되면서 동티모르 교사 활동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동티모르 봉사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티모르 자생적 교사모임 형성과 활동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계기로 앞서 봉
사활동 1기에서 P교사가 경험한 정의적이거나 심리적인
구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봉사활동 참가자의
정의/심리적 계기는 봉사활동 1기 뿐 아니라 2기, 3기에도
계속 나타난다. 그러한 계기는 참가자의 여러 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Fig. 4∼6이 봉사활동 발전 과정을 비교해
보여주기는 하지만, 봉사활동이 지속되는 계기를 나타내지
는 못한다. 이는 이론적 틀로서 CHAT이 가지는 한계이다.
봉사활동 참가자가 경험하는 정의/심리적 구인은 CHAT
모형에서 주체, 도구, 커뮤니티, 규칙 등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HAT 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는 아직
주체의 정의/심리적 구인을 다루지 않고 있다. CHAT에
서 도구의 매개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도
구에 한정될 뿐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도구는 언급하지
않는다. [26]. 이에 대하여 ‘정의-심리적인 커뮤니티-도구
(emotional/psychological community/tool)’ 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보고자 한다. 동티모르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국 교사가 경험하는 느낌은 동티모르의 사람들이나 상황
(community) 에 의해 촉발되며, 그것은 주체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정의적이고 심리적인 도구 (tool) 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CHAT 모형에서 6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 요소의 중심에 주체
(subject) 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여 CHAT 모형에
정의-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CHAT 이론을 보다 정교
화할 수 있다.
흥미나 동기, 태도 같은 정의적 구인들은 이미 과학교육학
에서 잘 알려진 구인이나 기쁨, 보람, 행복 등과 같은 정의심리적 구인 또는 심미적 구인은 비교적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예로, 한국형 융합인재교육 (STEAM) 에서 감성적
체험 (emotional experience) 을 핵심 준거로 채택하였으며
[27], 예비물리교사들의 수업 실행에 관련된 반성적 사고에
심미적 감상 (aesthetic appreciation) 과 같은 구인을 포함
하기도 하였다 [28].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에서 이와
같은 심리적 만족감이나 보람, 행복감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3] 이 연구에서 ‘정의-심리적인 커뮤니티-도구’ 를 도입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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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이론에 따른 봉사활동의 변천 과정 해석
구조 이론은 구조와 행위성 간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 구조
의 재생산 및 변혁의 과정을 설명한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국 교사들의 봉사활동은 동티모르
현지 과학교육이라는 사회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한국 교
사들에게나 동티모르 교사들에게 점진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구조 이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 교사들의 봉사활
동이라는 행위가 동티모르 및 한국 교사들의 기존 구조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행되면서,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기존 구조에 변형을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봉사활동의 시기별로 구조-행위성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1) 봉사활동 1기와 구조-행위 재생산
한국 교사 한 명의 개인 활동으로 시작한 봉사활동 1기는
한국 교사가 외부인으로서 동티모르 사회 구조에 개입하는
양상이었다. 한국 교사의 봉사활동이 막 시작될 무렵의
동티모르 과학교육은 제한된 기존 구조에 의한 기존 행위의
재생산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된 자원과 도식으로
구성된 기존 구조가 동티모르 과학교수학습의 행위를 재
생산하는 양상에 한국 교사 1인의 봉사활동은 기존 구조행위 재생산 과정에 변형을 촉매할 수 있는 하나의 모순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교사가 가져온 실험 재료들과
이를 이용한 실험시범 활동은 기존 동티모르 과학교실에
없었던 물적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다음은 동티모르
봉사활동 2기가 시작되기 전 동티모르를 사전 답사한 한국
교사의 수기로서, 자원 관점에서 동티모르의 과학교육 구
조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잠깐 있으면서 (이 나라의 교육에 대해) 느낀
문제점은 첫째, 제대로 된 과학교사가 별로 없
다는 것이다. 내 수업을 통역해 준 화학교사도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대학 나온 사람이
적다 보니 전공에 상관없이 교사를 하게 되는 것
같다. 둘째, 자체 교과서가 없다. 자체 교과서
뿐만 아니라 정식 커리큘럼도 없다. 그래서 인
도네시아로 된 교과서를 사용한다. 이 교과서는
개념 중심도 아니고 문제 풀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셋째, 실험기구 및 시약이 없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할 수는 있다고 한다. 아마
이것이 사랑의 과학 나눔터에서 바우카우 인근
지역의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이
유이기도 하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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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교사 1인의 행위는 여전히 기존 동티모르
구조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가
없다거나 기초적인 재료조차 구할 수 없다는 동티모르의 구
조는 수업행위에 제한을 가져왔고 그 제약이 수업의 주제나
활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대사관 직원, 수도회 신부, 동료 교사 등 공동체의 참
여 확대로 이어지면서 최초의 코티칭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봉사활동 1기에 나타나는 코티칭은 구조-행위 상호작용이
산출한 행위성 증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 봉사활동 2기와 구조의 변형
여러 명의 한국 교사들이 조직을 갖추어 참여한 봉사활동
2기에서는 한국 교사들의 공동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구체적
인 코티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부터
는 ‘대한민국-동티모르 과학교사 세미나 (KOREA-TIMOR
LESTE SCIENCE TEACHERS SEMINAR)’라는 공식적
인 명칭으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봉사활동 1기에서 교사
개인 수준의 행위성 중심이었다면 2기에서는 코티칭이라는
형태로 그 행위성이 집단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확장된
행위성은 구조 즉, 도식과 자원에 변형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는 바우카우 지역 교육청 최고행정관이
개회사에 참석하는 등 현지에서 이 활동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달라졌고 그로인해 한국 교사들의 봉사활동은 동티
모르 현지 교육청에서 공식 연수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도식의 변화는 동티모르 교사들의 연수 참여를 한결 수월하
게 만들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동티므르 한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연수가 두 지역으로 연수가 확대되면서 교통이
불편한 동티모르 상황에서 교사들의 연수 참여 가능성이
증가했다. 교육청의 공식 연수 인정이라는 도식의 변화는
연수 장소 확대라는 다른 도식의 변화로 연결되고 보다 많은
동티모르 교사들의 연수 참가라는 행위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로인해 2007년부터 2017년도까지 연수에 참여
한 동티모르 교사는 누적인원이 624명에 달한다. 연수를
받은 동티모르 교사의 증대는 추후 동티모르 교사모임의
생성이라는 새로운 구조, 즉 인적 자원의 밑바탕이 되었다.
행위에 의한 구조의 변형은 물적 자원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교사들이 가져간 각종 실험 재료와 기자재들
은 많은 경우 동티모르에 기증되어 그대로 동티모르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자원이 되었다. 봉사활동이 체계화되면서
자료집이 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영어와 한국어로만 구성
된 자료집은 2011년부터 현지어인 테뚬어로도 제작되었다.
테뚬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등이 혼재되어
있는 동티모르의 언어 사용은 동티모르 봉사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이자 방해요소이다 [6]. 그중에 가장 많은 약
89%의 인구가 테뚬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테뚬어
로 번역된 자료집은 참여한 교사들이 이전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
“(중략) 연수 자료집에 테툼어 버전 원고 추가
는 현지 교사들의 수업 내용의 이해 폭을 넓힘
으로써 수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수업 태도 변화도 가져오게 했고
그 결과 세미나 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토론이
수업시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24]
도식과 자원 관점에서 구조의 변형은 한국 참여자들에게
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인적 자원의 확장은 동티모르
과학교사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과학교사들의 구조
관점에서도 나타났다. 한 명의 교사로부터 출발했던 1기에
비해 2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07년에는 8명의 한
국 교사들의 모임으로 확장되고, 매년 점차 확장되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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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달했다. 또한 참여 구성원도 확장되어 중등 과학교사
외에도 과학교육 관련 교수, 대학생, 교사 자녀 등 다양화
되었다. 또한 동티모르 과학교사들의 연수 태도 변화와
확대는 한국 교사들의 행위를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었다.
한국 교사들이 테뚬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그 예로서,
2012년도에 연수에 참여했던 동티모르 교사가 한국을 방
문하면서 2014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발적인 테뚬어
공부가 시작되었다. 한국 교사들의 행위성 변화는 또 다른
자원의 확대를 가져왔다. 2014년부터 한국 교사들은 연수를
준비하면서 세미나 자료집 뿐 아니라 실험과정 포스터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포스터는 연수 수업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운반에도 용이하여 수업을 확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 자원이 되었다.
동티모르 교사와 한국 교사들의 행위에 의한 구조의 변
형이 항상 행위성 증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는 언제나 예외 또는 모순이 등장한다. 강력한
행위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한 한국 교
사들 사이에서도 갈등 요소가 있었고 [5], 자발적인 교사
모임을 만들고 동티모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시범까지
보일 정도로 행위의 변화를 보였던 동티모르 교사들이 현지
과학교육 구조에서 실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성으로
확장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 초청받았던 선생님들도 동티모르로
돌아가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고 현지의 과
학교사 모임도 만들어졌다고는 했지만 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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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는 것 같지 않았다. 동티모르 선생님들이
스스로 그 틀을 깨기에는 아직은 내부적 힘이
부족한듯했다.” [24]
또한, 기존의 구조가 한꺼번에 격변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점차 변형된다 하더라고 현재의 구조에
의해 행위가 매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춰가면서 변형된
행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조가 변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2010년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 현지 평가회에서
현지 교사의 의견을 재발췌한 것이다 [25].
“티모르는 현재 오직 기억력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 교육을 하고 있다. 실험위주 교육을 하는
한국교사들의 내용은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다.
조금 수준을 낮추어서 수업을 준비해 주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티모르 전체지역에 실
험도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첫 봉사활동 이후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 교사들
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봉사활동이 자원의 증대와 도식의
지원 측면에서 동티모르 과학교육 구조에 긍정적 변형을
가져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의 변형이
이론 수업과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티모르 과학교육을
한국 과학교사들이 의도했던 실험 수업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3) 봉사활동 3기와 행위성 증대
동티모르 과학교육이라는 사회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는 한국 교사보다는 동티모르 교사와 학생들이다.
특히, 여전히 교사 중심 수업의 도식이 강한 동티모르 구조
에서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동티모르 과학교육의
변혁을 설명할 때 동티모르 과학교사의 행위성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봉사활동 3기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봉사활동 3기는 한국 교사들의 일
방적인 연수가 아니라 동티모르 교사가 연수 요원으로 참
여하여 동료 동티모르 교사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이전의
봉사활동과 질적으로 구분된다. 구조 이론 관점에서 보면
변형된 구조가 그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행위성
증대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
등장한 강사요원연수 (TOT) 라는 새로운 도식은 동티모
르 교사들의 행위성 증대에 강력하게 영향을 준 구조이다.
TOT라는 구조의 생성은 행위성 증대와 서로 상호작용하여
동티모르 현지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행위
변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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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때로는
우연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모순이 생기기도 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행위성의 증대는 점진적으로 기존 구조의
재생산이 아니라 구조의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처음 시작한 TOT는 동티모르 교사들 중에서
강사 요원을 미리 선발하여 한국 교사가 주도적으로 연수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방식이었으나, 2016년을 거쳐 2017년도
에는 동티모르 교사가 실험 선정, 준비물 구입, 자료 복사,
실험 수행, 실험 정리 등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리
과정까지 모두 참여하는 식으로 동티모르 교사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는 동티모르 교사들이 이전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2016년
에 비해 2017년 실험은 동티모르 교사 스스로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이어서 동티모르 교사들끼리 정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동티모르 교사들의 행위성 증대는 동티모르 현지 과학
교육 활성화라는 행위로 연결되었다. 2016년부터 TOT
연수를 거친 동티모르 교사들은 현지 중고등학생들과 과학
실험 (예, 전기 실험) 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한, 봉사활동 2기에 시도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던 현지
과학교사모임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 동티모르 교사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현지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 한국 교사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가졌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과학교사 모임의
생성과 활성화는 이 봉사활동의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국 교사 역시 동티모르 봉사활동이라는 사회 활동에
참여한 주요 주체로서 일련의 활동을 통한 동티모르 과학
교육의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행위성이 증가하였다. 한국
교사들의 행위성 증대 또한 이 봉사활동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처음 1명의 과학교사로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
8명으로 구성된 어느 교사모임으로 확대되다가, 2기를 지
나면서 전국 단위의 교사 모임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이 증가함과 더불어 대학
교수와 예비교사도 참여하는 등 참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봉사활동이 확산되었다. 또한, 참여한 한국 교사들은 참여
인력풀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결성된 전국단위 교사
모임 내에 해외교류사업단이라는 기구를 조직하기도 했다.
2017년도에는 이 활동이 동티모르를 넘어서 이 활동에 참
여했던 한국 교사들을 중심으로 필리핀과 탄자니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확대된 행위성은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보다 나은 행
위를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행위는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에는 예기치 않는
우연과 모순이 언제든 포함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한국국
제협력단 (KOICA) 동티모르 현지 직원이 전한 동티모르
실험연수를 진행한 동티모르 교사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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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팔로스 과학교사 모임은 바우카우 팔로모

IV. 결 론

신부님에 영향을 받아 2015 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70여명이고 1년이 1∼2회
Laboratorio Escola teknika vocasional Agricola Fuiloro iha Lospalos(푸일로로 농업학교)
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하지만 재정문제와 교
통의 불편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및 한
국교사에 관한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사들에게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
치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동티모르에 오게 되어서 처음으로 실험을 할
수 있었고, 니노 코니 산타나 학교는 지원 받은
실험재료들로 기존의 작은 실험실에서 큰 실험
실을 확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사들이 일년에 한번씩은 와주었으면 합니다.
기간은 최소한 1주일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앞으로도 실험을 가르쳐 주시고 실험실
재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당에서는 한국
교사분들이 오실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선생님들은 재정적 여유가 없어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 초기 월급이 150불이고
저는 349불을 받습니다. 한 달 음식값으로도 부
족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길 원하지만 동티모르에서 무언가를 한다
는 너무 어렵습니다.” (KOICA 직원, 동티모르
F교사와 대화 내용 정리)
이 이야기는 동티모르 현지에 자발적 교사모임이 결성
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모임
운영이 현지의 구조 즉, 자원과 도식에 의해 여전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서 행위성
증대로 분석한 봉사활동의 성과가 현지에서 그대로 실행되
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한국 과학교사들의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결과들은 과거
에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동티모르와 한국의 과학
교사들에게 변형된 구조와 행위성이라는 형태로 남아 계속
진행 중인 사회문화 (sociocultural) 현상이고, 계속 진행
되고 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historic) 과정이다.
역사적 과정에는 언제나 우연히 작용하고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수 있는 성찰
(reflection) 능력이 필요하다 [18].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
는 지난 십수 년간 지속된 한국 교사들의 특별한 활동과 그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되돌아보는 성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사가 동티모르에 처음 간 것이 2004년이므로,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그 사이 동티모르는 많이 발전되었다고
한다 (예로, 2017년 8월에 동티모르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국가 도로 건설이 한창이었다).
한국의 과학교사가 그런 동티모르 발전에 기여한 바는 매우
미미할 것이지만, 과학교사 실험 연수는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봉사활동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연
구에서는 한국 과학교사의 동티모르 과학실험 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동티모르 봉사활동을 세 단계로 구분한 후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코티칭의 사례를 준비, 실행, 평가의 단계에 따라
조사하였다.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단계는 대부분 집단적으로 수행되었고 코티칭의 전형적인
모습을 종종 나타냈다.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준비하면서
실험 주제와 진행 방법 선정, 기구와 시약의 선택, 실험
자료집 번역 등에서 서로의 전문성을 발휘하였다. 실험을
실행할 때에는 주교사와 보조교사의 역할을 맡아 다양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동티모르 학생이나 교사의 학습 기
회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동의 평가를 통해 함께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코티칭은 한국 사람
들끼리 또는 한국 사람과 동티모르 사람, 그리고 동티모르
사람들끼리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동티모르
교사끼리 코티칭을 하는 경우 실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가능했다. 해외 봉사활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의 활동이라고 할 때, 활동 주체 사이에 다양한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 사이의 협력에 초점을 두어 봉사활동을 분석
하고 기술할 때 코티칭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사활동 세 시기에서 나타나는 코티칭 사례를 3세대
CHAT 활동이론 모형으로 모식화하여 변화 정도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봉사활동 1기, 2기, 3기로 가면서 코티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한국과 동티모르의 교사 활동체계가 정
교화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세대 CHAT 모형으로
한국 교사들의 활동체계와 동티모르 교사들의 활동체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활동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 두 활동체계의 발달 과정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 분석은 코티칭과 CHAT을
연결하여 논의한 첫 시도로 의미를 가진다.
구조 이론으로 살펴보면 한국 교사들의 10여년을 지속하
는 동티모르 봉사활동은 그동안 동티모르와 한국교사들의
구조와 행위성을 변형시키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교사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인적 자원의 투입,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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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재료의 공급, 자료집과 언어의 활용 등 자원의 변형을
가져다주었으며 더불어 현지에서의 인식 제고와 봉사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이라는 도식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자원과 도식 관점에서 변형된 구조는 동티모르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동티모르
교사와 한국 교사들의 행위성 증대로 이어졌다. 증대된
행위성은 다시 변형된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동티모르
교사들이 교수요원으로 참여하는 TOT, 필리핀과 탄자니아
등 다른 나라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봉사활동과 같은 새로운
구조를 이끌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해외 봉사활동과 같이 서로 다른 두
활동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연구할
때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코티칭
사례를 찾고 3세대 CHAT 모형으로 비교하며, 구조 이론
을 통해 발달 과정의 의미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룬 봉사활동은 2004년에 시작되었고 봉사활동을 통해
동티모르에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즉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이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적 연구 (interpretive research) 로서 이 연구에서 적
용한 이론적 틀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방법론적
배경이나, 실제 인간 활동의 다양함과 풍부함을 몇 가지 이
론으로 모두 포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적 틀을 주요 방법론으로 삼았으나
해석을 이에 국한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코티칭 관점
에서 해석하면서 기존 이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정서적
요인이 코티칭의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
고, 3세대 CHAT으로 해석할 때는 기존 CHAT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의/심리적 구인의 중요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한국 과학교사의 동티모르 봉사활동은 자비로 수행된
봉사활동이다. 그러한 민간 차원의 자비로 운영되는 봉사
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5]. 이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 봉사활동은 한 명의 물리교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지속되기까지 많은 물리교사들이 참여하였다. 봉사활동이
모두에게 의미있는 실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한국물리학
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과학계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사회적으로 의미있다면 봉사활동을 지
속하거나 확장 또는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활동 주체의
행복, 기쁨, 감동, 만족, 보람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
등이 봉사활동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논의하였다.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정의적 또는 심리적 구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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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봉사활동의 지속과 확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물리교사에게도 물리 교수학습 활동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
기쁨, 감동, 만족 또는 믿음이 물리교사로서의 삶과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과학교육 연구에서 깊게
고민해보지 못한 이와 같은 심리적 구인들이 과학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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