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체육학 박사학위 논문

초등학교 체육수업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이 미 송 



- i -

국 문 초 록

초등학교 체육수업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이 미 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간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탐색하여 권력관계를 다

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의 교육적, 사회적 함의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권력의 유형과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은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

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계

와 커뮤니케이션은 체육수업 실제에 기여할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가지는가?

넷째,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통해 권력현상은 어떻

게 이해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니클라스 루만의「사회체계이론」에 근거한 커뮤니케이션적 권

력론을 이론적 준거틀로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회구성주의적 패러다

임에 입각한 다중 사례 연구를 채택하여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10개월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는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

의 3개 학급이 참여했으며 자료는 참여관찰, 심층 면담, 현지 문서, 연구자 반

성일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참여관찰 대상자는 168명이었고, 심층 면담 대상자

는 교사 3명, 학생 21명(각 사례별로 교사 1명, 학생 7명)이었다. 수집된 자료

는 질적 연구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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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나리 반 교사권력유형과 특징은 강압적 

행위, 상호적 행위, 윤리적 행위로 나타났다. 민들레 반 교사의 권력유형과 특

징은 강압적 행위, 반성적 행위, 조작 행위로 나타났다. 진달래 반 교사의 권

력유형과 특징은 전문적 행위, 조작 행위, 강압적 행위, 배려적 행위로 나타났

다.

둘째, 개나리 반 학생의 교사-학생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은 강압적 권력관

계와 상생적 권력관계로 나타났다. 민들레 반 학생의 교사-학생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은 복종적 권력관계와 공감적 권력관계로 나타났다. 진달래 반 학생

의 교사-학생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은 결속적 권력관계와 비윤리적 권력관계

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적 함의는 첫째, 커뮤니케

이션 불일치의 필연적 모습으로서의 갈등이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학생들의 선별적인 선택이었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과의 더 나은 커뮤

니케이션을 위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을 성찰했다. 넷째,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관계에 근거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학생 권력관계 내에서 권력은 형성-유지-재생산 과정을 거쳤다.

교사권력은 학생들과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권력 형성) 형성된 

권력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위임되거나 조작 행위를 동반하여(권력 유지) 커

뮤니케이션 오해상태 감축을 위한 학생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냈다(권력 재

생산). 이로써 권력관계는 권력격차를 가정한 ‘차이’의 관점에서 더 나은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적’ 권력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나리 반 교사권력유형

과 학생인식을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권력실천은 박탈적 권력, 강압적 권력,

호의적 권력이었고 전문적 권력과 권력격차에 대한 인식은 불일치했다. 민들

레 반 교사권력유형과 학생인식을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권력실천은 강압적 

권력이었고 호의적 권력, 조작 권력, 권력격차에 대한 인식은 불일치했다. 진

달래 반 교사권력유형과 학생인식을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권력실천은 강압

적(비윤리적) 권력, 배려적(관계적) 권력, 조작 권력이었고 불일치하는 권력실

천은 전문적 권력이었다.

둘째, 교사권력은 강압, 조작, 관계의존, 윤리, 전문성 등 역동적인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사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행사자로

서의 교사가 도덕적,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권력실천은 권력원천으로,

권력원천은 권력 역동성으로, 권력 역동성은 권력 정당성으로, 권력 정당성은 



- iii -

교사 윤리성으로 이어졌다.

셋째, 교사권력은 학습 통제권으로서의 선택이자 합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결정이라는 속성을 지녔다. 교사권력은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더 나은 진보를 위해 자신을 성찰했으며 불완전한 

선택을 통해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의지는 교사권력이 ‘좋은 권력’일 수 있게 했다.

제시된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사는 자신의 불완전한 권력이 

더 나은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성찰했으며 둘째, 학생들 동의에 기반한 관계적

인 권력은 정당한 권력으로 이해되었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유동적 관계는 

권력을 구성적이게 했다. 셋째, 권력은 ‘결정’을 담당하는 권력커뮤니케이션으

로 스스로를 재생산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을 합의 상태로 이끄는 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복종은 커뮤니케이션적 권력을 ‘좋은 권력’으로 탄생시켰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권력유

형과 특징은 매우 다면적이고 역동적이다. 둘째,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인식을 

파헤치는 작업은 교사권력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권력관계

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공유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넷

째, 권력은 형성, 유지, 재생산의 과정을 거치며 역동적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권력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제언으로는 첫째, 권력의 기전(mechanism)을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둘째,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을 ‘시간성’이라는 관

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권력이 ‘탈권력화’되는 과정에 관한 연

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연구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설을 권력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현상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교사-학생 권력관계, 교사권력, 커뮤니케이션적 권력, 체육

수업, 루만

학 번 : 2013-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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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는 학생이 가장 처음 경험하는 제도화된 사회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래 혹은 교사들과 많은 경험을 공유하며, 그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학습

이라는 교육의 모습으로 자리한다.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또래 혹은 교사와

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며(조남홍, 2008;

정명수, 박중길, 2011; 한중구, 2013; 정선미, 강충열, 2013; Camp, 2011;

Giles et al., 2012), 매 수업의 맥락에서 그러한 상호작용은 더욱 증폭된다

(황명구, 남상우, 박세윤, 2010; Brophy & Good, 1974; Baker, 1999). 학생들

은 교육을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을 배워 나가며,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에게 익숙하게 패턴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상

호작용에 대한 익숙함이 상호작용 그 자체의 단조로움이나 예측가능성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나가는 상호작용들은

매우 역동적이며 예측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가진다. 상호작용에 대한 익숙

함이란 역동적인 상호과정 상황에 대한 전이력 즉, 유사한 상황에 대한 융

통적 대처 방식 혹은 반응 전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호작

용에 대한 익숙함 정도는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특히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선

호하는 상호작용 방식이 특정 교과목과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또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상호작용 과정은 상이

할 수 있다. 가령 교실에서 행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교실이

아닌 곳에서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의 배경이 되는 공간적 자

원의 크기와 규모에 따른 상호작용의 긴밀성에 의존해서도 상호작용 방식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실에서의 상호작

용과 교실이 아닌 곳에서의 그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조홍식, 성기훈,

이종철, 2007; 황명구, 남상우, 박세윤, 2010). 실제로 초등학교에서의 수업은

체육 교과를 비롯한 몇몇 기능 위주의 교과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교실에서

진행된다. 교실에는 개별 학생들에게 부여된 자리와 역할이 있고, 교실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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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은 비교적 한정적이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실 내 교사와 학생 간 상

호작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체육수업은 그것과 다른 양태를

보인다. 공간의 폐쇄성이 확보된 교실 수업에 비해 체육수업시간은 교수-학

습 공간이 확대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체육수업의 이러한 독특함은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든다(남상우,

2003; Greenbaum & Greenbaum, 1983; Barker, Quennerstedt, &

Annerstedt, 2013). 수업 공간의 확대는 교수-학습을 위한 공간적 자원의 확

보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주의가 쉽게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곧 ‘질

서’의 문제와 직결된다. 체육수업에서의 ‘질서’는 곧 학생들의 안전과 효과적

인 체육수업을 위한 준비로 이어진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하여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육수업을 구조화시킨다(정상원, 1995; 장은식, 1996; 신

기철, 1997). 사전에 약속된 수신호나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여 수업활동의

경계를 알리는 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업 용기구의 사용에 주의를 기

울이는 일, ‘체육부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체육수업 준비에서부터 뒷정리

까지 특정 학생에게 체육수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일 등은 학생들의 주

의 분산을 막고 수업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교사들만의 수업 관리 전략의

일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수업 공간의 확대는 증가될 수 있는 수업 역동

성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체육수업 관리 능력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체육수업 구조화 전략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역동

적인 상호과정이 수업 시간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

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나름대로의 준거에 의거해 학생들과 상호

작용 하는데 이 때, 상호작용에 대한 통제 즉,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수

업에 질서를 부여하고, 수업에 필요한 규칙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언행을 제

한하는 등 안정된 수업을 위한 교사의 통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에 ‘수업에의 적합성’이라는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상호작용

의 선별과 그러한 선별을 위한 준거의 설정은 교사가 수업을 지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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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가지는 수업 구조의

독특성과 ‘학생 관리 및 통제’라는 교사의 수업 방식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회학적 개념으로 ‘권력관계’라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는 양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전제한다. 교사

와 학생이 만나 복잡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학교 현장은 권력의 생성과

유지, 소멸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중 하나(최인호, 2013; McCroskey

& Richmond, 1983; Richmond & McCroskey, 1984; Cahn, 1987; Wood,

1996; Frymier & Houser, 2000; Silva, & Neves, 2007)이며, 권력의 행사 방

식에 따라 권력관계 역시 다변적인 곳이기도 하다(이한종, 2002; 허은주,

2011; Wood, 1996; Morrow, Kelly, & Skolits, 2013). 하지만 수업 구조의

특이성은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정향지우기도 한다.

예컨대 학생들은 교사가 가지는 권력을 의심하지 않으며(Hurt, Scott &

McCroskey, 1978; Kearney, Plax, Richmond, & McCroskey, 1985; Golish

& Olson, 2000), 교수과정에서 권력의 사용은 본성적인 것으로 이해된다(엄

민용, 송민경, 2014; Lancaster, 1972; Menger, 1977; McCroskey &

Richmond, 1983; McCroskey, 1984; Cummins, 2009; Vetter, Meachamm, &

Schieble, 2013). 나아가 다른 사회 영역에 비해 학교 내의 권력관계는 비교

적 안정적이며(McCroskey & Richmond, 1983; Kearney, Plax, Richmond,

& McCroskey, 1985), 학교 내에서의 교사 권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하

게 받아들여진다(Hall & Sandler, 1982; Golish & Olson, 2000, 2002;

Turman & Schrodt, 2006). 학교에서 교사가 가지는 권력은 교사와 학생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행사되고 있으며, 그러한 교사 권력은 수업

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Wood, 1996; Wood & Wollenberg, 2012)되

면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을 통해 재현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면

밀하게 살펴보는 일은 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교사권력의 실천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파헤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교사가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 방식과 범위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의 효

과를 의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수과정에서 교사권력의 사용은 본질적인

것(Richmond, 1990; Manke, 1997; Buzzellia & Johnston, 2001; Mott,

Frymier, & Beebe, 2006)이며 교사와 학생 권력관계 역시 필연적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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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상호작용의 역동성이 증폭되고 질서와 통제가

강조되는 체육수업의 경우 교사의 수업 관리 방식이 교사와 학생 권력관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수업 시간 내 교사와 학생 권력관계

는 심층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독특성을 가진 체육수업 장면

에서 상호작용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는 어떠한 모

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기존

연구들(Rahim & Buntzman, 1989; Verhoek-Miller, Miller, & Shira, 2002;

Teven & Herring, 2005; Turman & Schrodt, 2006; Finn, 2012)에서는 교사

와 학생의 권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French & Raven(1959)의 사회적 권력

(social power)이론을 활용하여 교사가 행사하는 보상적, 준거적, 전문적 권

력이 강압적, 합법적 권력보다 학생들의 학습과 관계형성, 학교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유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권

력의 부정성을 전제로 논의를 펼쳐나가는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억압적인

권력의 행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정현승(2003)의

연구, 강압적 권력행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오

충열(2005)의 연구, 수업이 교사의 억압적 구조로 흐를 경우 교사와 학생 모

두 즐겁게 참여할 수 없다는 표임두(2001)의 연구, 교사 권력의 지배적인 사

용은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Jeniffer et al.(2013)의 연구, 교사

와 학생 사이의 권력격차가 클수록 학생들의 불만족이 커진다는 연구

(Hofstede, 1986; Spencer-oatey, 1997; Camp, 2011) 등에서 부정적인 속성

을 지닌 교사권력은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선행 연구 대부분은 학교에는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교사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교사가 가진 권력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지니는

양가적인 것(Cummins, 2009; Golish & Olson, 2000)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신중을 기울이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를 자칫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학생 권력관계의

통제, 질서, 규제와 같은 관념들의 부정태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관념들의 연

속선상에 놓여 있는 교사권력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 내에 지배적이고 주류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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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하는 교사에 대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다(이한종, 2002; 정현승, 2003;

옹진환, 2012; 최인호, 2013; Cothran, 1997; Graham, & Dornan, 2013). 학교

구조의 특이성은 학생보다 교사에게 더 많은 권력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교사와 학생 간에 존재하는 위계적인 권력 지위로 말미암아 양자 간의 권력

격차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오충열, 2005;

Cummins, 2009; Alderman, & Green, 2011; Morrow, Kelly, & Skolits,

2013).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진행된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에 관한 대부

분의 연구들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권력격차를 밝히고, 그러한 격차를 줄이

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제언하고 있었다(표

임두, 2001; 박지현, 2011; 이주화, 나채만, 2014; Morrow, Kelly, & Skolits,

2013).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제언은 우리에게 매

우 익숙한 맥락이다. 기존까지 우리에 인식에 자리하고 있는 통제, 질서, 규

제, 관리와 같은 개념들은 타인에 대한 강제성과 억압성 즉, 지배적 지위를

가진 교사가 자신의 수업 의도에 맞게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는 존재라는 베버적 권력관과 상통한다.

홉스(Hobbes, 1999)와 베버(Weber, 1982, 1984)에게 권력은 지배와 갈등의

문제와 공속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으로 권력은 타

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강제하는 힘

즉, ‘타인에 대한 강제력’으로 이해되어(이동수, 2011; Silva, 2006) 왔다. 권

력의 행사에 동원되는 강제성은 안정적 권력관계 확립을 위한 권력행사자의

지배 가치 행사에 다름 아니며, 그러한 강제적 권력은 지배와 피지배의 권

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김만흠, 1995). 학

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와 관리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합목적적이고

도구적인 권력관은 지배관계 형성을 위해 통제와 질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고와 유사한 맥락이다.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함께 떠오르는 지배

와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의 지위적 우월성, 그리고 지위적 우월성에

의해 가능한 통제, 질서, 규제라는 관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권력관계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이며 박탈적인 것이라는 권력의 도구성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ahim, & Buntzman, 1989). 교사의 우월적 권력관에 대한 인식

의 고착은 전통적인 권력 개념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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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권력의 본질과 구별되는 권력관계의 속성 중 한 단면일 뿐이다

(Habermas, 1977, p. 12). 모든 권력관계가 창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고 해서 모든 권력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될 필요는 없다(이동

수, 2001; Grice, 1991; Jamieson & Thomas, 1974; Habermas, 1977). 관건은

권력관계의 본질과 제 속성을 명확히 구별하는 일이다.

권력관계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의 본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며(이효성, 2015; 정호근, 1996; Silva,

& Neves, 2007), 공동체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서로에 대한 영향력의 관계

로 볼 수 있다(김선욱, 2012). 구성원들 간의 행위적 관계성에 의존하고 있

는 권력은 행위자들간의 상호적 관계가 성립될 때만 발생하고 유지되며, 쇠

퇴하고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의 탄생 그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Gods, 1959;

Grice, 1991). 권력은 다만 행사되는 원천과 그 방식에 따라 제 색깔이 부여

되는 매우 가소적인 것이다. 요컨대 권력이란 이미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

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권력관계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현

실적인 발현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관계란 ‘관계의 관계’

라는 영역에 포섭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권력의 본질이 관계적이라는 통찰은 권력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별개

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다(이

화용, 2010; 이효성, 2014; Cunningham, Simmons, Mascarenhas, &

Redhead, 2014).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는 권력은 일반적으로 그것의 행사를

위해 권력관계에 관여된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한다. 관계적이

지 않은 권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한 권력은 결코 관

계적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상관적

이다(French & Raven 1959; Dahl, 1973; Giddens, 1980; McCroskey &

Richmond, 1983; Richmond & McCroskey, 1984; Richmond, McCroskey,

Kearney, & Plax, 1984; Kearney, Plax, Richmond, & McCroskey, 1985;

Golish & Olson, 2000, 2002; Teven & Herring, 2005; Silva, 2006;

Cummins, 2009; Alderman & Green, 2011; Finn, 2012). 요컨대 권력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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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성은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권력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의 스펙트럼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권력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한쪽과 분리되어 다른 쪽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권력관계를 관통하는 본질이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그러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할 여지

를 제공한다. 교사에게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확대된 수업 공간은 ‘통제의 범

위’가 증가된 것인 반면 학생들은 수업 공간의 확대를 ‘자유로운 활동의 범

위’로 체감한다. 동일한 공간 자원의 확대에 대한 상이한 인식 차이는 교사

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다(Buzzellia, & Johnston, 2001). 의

도성을 가지던 그렇지 않던, 그러한 의도성을 가시화하던 그렇지 않던 체육

수업이 가지는 독특성은 교사에게 반드시 일정한 수준과 범위의 권력을 제

공하며, 필요한 경우 교사가 가진 권력의 행사를 요구하기도 한다(진현경,

2013; Cummins, 2009; Cothran, 1997). 그러나 체육수업 시간에 가동되는 교

사의 권력을 반드시 질서 유지에 필요하고, 수업의 방향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강제나 규제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Graham &

Dornan, 2013; Silva, 2006). 베버적 권력론으로 이해되는 교사-학생 권력관

계는 교사 중심의 권력관계일 뿐이며, 그러한 접근으로 담아내는 체육수업

의 모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계적 본질에 근거

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지배와 억압, 강제와 복종의 관계로 한정짓는 일은

오히려 권력관계의 본질과 유리된 해석이다(Turman, & Schrodt, 2007;

Golish, & Olson, 2000; Golish, 1999). 관계란 결코 한 방향적이거나 수렴적

이지 않다. 그것은 서로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지향을 전제하며(진인숙,

2005), 상호지향성이란 강제와 복종, 통제와 질서의 시각이 담아내지 못하는

권력관계의 다른 면을 채워나가는 단초일 수 있다.

베버식의 도구적 권력론은 권력관계의 상호지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교

사-학생 권력관계를 지배와 억압, 강제와 복종, 통제와 질서의 시각으로 한

정하는 일은 권력관계의 다변성 즉, 그것이 행사되는 순간의 맥락성과 유동

성, 상호의존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베버적 시각은 권력관계의 상

호성과 구성성을 담아내지 못하며, 관계가 전제하는 소통성 또한 제 범주에

서 배제시킨다. 교사-학생 권력관계에 관한 베버적 시각은 권력관계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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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다양한 관점 중 하나일 뿐 결코 권력관계의 전부일 수 없다. 학교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교사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

지고 있지만 그것이 교사-학생 권력관계의 전부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관

계’와 ‘소통’이라는 권력관계의 제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고전적

권력론에서부터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베버식의 고전적 관점에서 일

고찰해보고, 그러한 관점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권력의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권력을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매체로 보는 루만

(Luhmann)의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구적 권력론과 달리 루만은 권

력을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다. 루만에게 권력은 행위의 우

연성을 줄여주고, 커뮤니케이션 불확실성 감축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일종

의 매체이다(Luhmann, 1990, 1995; Lee, 2000, Seidl, 2004). 즉, 커뮤니케이

션의 불확실성은 권력이라는 매체에 의해 줄어들 수 있고(Pottage, 1998;

Luhmann, 2000), 그러한 의미에서 권력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구성되는 교사권력은 질서와 통제

를 위해 요구되기도 하지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

업에의 몰입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주의 분산을 감축시키기도 한다. 교사권

력이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은 생산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며, 안정적인 수

업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여해줄 수 있는 자유의 범위

를 확장시키기도 한다(김홍미, 2014; 한병철. 2012).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

업 구조가 구축되었다면 교사권력은 스스로를 작동시키기 않아도 그것이 작

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생산해낼 수 있다.

권력을 소통 수단으로 보고 있는 루만의 견해는 권력관계를 지배와 복종

의 관계로 이해하던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는 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

다임이다. 교사-학생 권력관계가 도구적 권력론의 관점에서 빈번히 연구되

어 왔던 것에 비해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 연

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론의 깊이에 비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Borch, 2005) 루만의 권력론은 권력관계를 정의했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

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의의 가치를 지닌 이론이라고 판단된다. 역동적인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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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가득한 수업 내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를 베버와 홉스를 시

작으로 루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일은 권력현상을 다양

한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시도인 동시에 권력현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

을 살펴봄으로써 체육수업의 실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사례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

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탐색하여 권력관계를 다

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의 교육적,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3. 연구 문제

첫째,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권력의 유형과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은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체

육수업 실제에 기여할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가지는가?

넷째,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통해 권력현상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권력

권력이란 일반적으로 힘을 가진 주체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

제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정치영역에서의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

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뜻한다. 즉, 권력은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소유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통상적으로 권력개념에는 지배와 억압, 강제와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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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권력의 개념을 좀 더 확장

시키고자 한다. 권력이란 강제나 금지와 같은 부정적일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구성적일 수도 있다. 권력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권력 개념의 하위 범주에 권위, 영향력, 강성,

자율적인 복종의지 등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권력개념에 대한 해

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권력(power)은 리더를 지지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하는데 필요한 통치에 대한 동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권력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것의 행사를 가능하게 해준 집단에 속한 것이다.

강성(strength)은 힘을 개인 혹은 사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람들

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들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다. 히틀러의 나치주의는 강성의 예가 될 수 있다. 권위(authority)는 어떤

강압과 설득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율적인 복종에 가깝다(Arendt, 2000). 부

모와 자식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은 권위의 예가 될 수 있다. 루만

역시 권력의 범주에 권력대상자의 ‘자율적인 복종의지’를 포함시켰다(서영조,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안적 선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복종자

의 자유의지를 권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물리적 강제력(physical

force)이란 강압의 수단 즉, 총이나 칼과 같은 폭력을 의미한다. 포괄적 의미

에서 물리적 강제력은 기타의 개념들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권력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나. 권력관계

일반적으로 권력관계(power relation)는 지배와 피지배자 사이의 지배-복

종의 관계로 정의된다. 권력관계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권력을 타인을 강제

하고 억압할 수 있는 힘, 그들의 행동을 복종시키고 금지시킬 수 있는 힘으

로 이해할 때 규정 가능하다. 그러나 권력관계는 권력 그 자체와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다. 권력관계는 이념상으로 존재하는 권력개념에 비해 실제적

이며 실천적이다. 따라서 권력관계를 반드시 지배와 복종의 수직적인 것으

로 정의하기 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학생의 다양한 권

력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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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 한정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 작용방식, 예컨대 상황적이거나 가변적인 것 혹은

합의적이거나 커뮤니케이션적인 모습, 나아가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는 다맥

락적이고 구성적인 양태 모두를 포함하고자 한다.

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공통‘ 혹은 ’공유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communius를 어원으로 삼고 있다. 이 개념은 조

직 구성원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전달함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이란 개념에는 전달

하는 내용과 전달받는 내용 간의 일치, 즉 교환되는 정보 간의 합의적 성격

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일상적 의미의 의사소통 개념과 달리 루만은 커

뮤니케이션을 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일치를 보증할 수 없는 것으

로 파악한다(이철, 2011). 루만에게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불안정하고 우연한

것(조태윤, 2003)이며 상호간의 일치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범위에는 ‘구성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의사전달이 가능한 상태’라는 합의적 의사소통과 ‘양

자 간의 소통이 불일치된 상태 즉, 소통의 오해상태’ 모두가 포함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권력의 범위에 ‘물리적인 강제력’을 포함시키지 않았

다. 그러나 루만은 권력의 작동을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력(폭력)’이란 속성

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권력의 범위에 물리적 강제력을

포함시키지 않은 본 연구는 권력을 물리적 강제력과의 독특한 관련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 루만의 권력론을 이해하는데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루만은 권력이란 매체를 정치체계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하며 교육

체계 내에서는 권력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체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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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 교육체계 내에서 권력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연구자 해석에 의

존적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범위가 체육수업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육교과뿐

만 아니라 기타의 교과들도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체육수

업시간을 통해 포착된 교사-학생 권력관계는 교실 수업에서의 그것과 완전

하게 분리하여 설명하기 힘들 수 있다.

넷째,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의 아이디어를 학교 현장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례 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의 맥락과 상

이한 체육 수업 상황에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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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계

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권력을 커뮤

니케이션 수단으로 바라보는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견해를 이

해하고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번 절에서는 다양한 권력관계의 개념들과 특징, 교사와 학생 간의 커뮤니

케이션,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및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권력관계의 개념과 특징

권력관계는 권력의 개념이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권력이 이념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권력관계는 권력이 하나의 현상으로, 양자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태에 가깝다. 복잡다단한 현실태로 존재하는 권력관

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념형으로서의 권력 개념과 특징들을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관계를 살펴보기 앞서 권력의 개념과 특징을 살

펴보는 일은 현장에서 관찰되는 권력관계의 다양한 양태들을 이해하고 해석

하기 위한 준거를 정치하게 하는 작업일 수 있다(김형호, 2001).

현실에서 권력은 다양한 상황들이 얽혀 작동하는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이효성, 2015) 권력의 개념과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권력

을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들은 베버와 홉스로부터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거쳐

푸코와 루만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존재해 왔다. 권력을 목적합리적인 것으

로 보는 경향은 홉스에 의해 시작되어 베버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권력개념

으로 천착되었다(박봉규, 1997). 반면 정당성의 관점에서 권력의 목적합리성

을 문제 삼고 있는 전통적 권력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아렌트를 거쳐

하버마스에 이르러 절정이 다다른다. 그러나 권력의 목적합리성을 비판하기

위해 아렌트와 하버마스가 제시한 합의적 권력 역시 홉스나 베버와 마찬가

지로 무언가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도구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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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근대에 들어와 이들과 다른 시각으로 권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푸코와

루만과 같은 구성적 권력론자들도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홉스(Hobbes), 베버

(Weber), 아렌트(Arendt), 하버마스(Habermas)를 비롯하여 푸코(Foucault)와

루만(Luhmann)이 설명하는 권력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 권력관계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원천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로 한다.

가. 도구적 권력론

1) 갈등적 권력론

홉스와 베버로 대표되는 갈등적 권력론은 권력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

계 혹은 통치와 복종의 관계로 설명한다. 지배와 통치를 위해 누군가는 권

력을 행사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가) 홉스(Hobbes)의 권력론

홉스(T. Hobbes)의 권력개념은 사회계약론을 통한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홉스에게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였

다.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연권은 인간에게 마땅

히 보존되어야 하는 권리였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자기보존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서로 간에 동일한 갈망을 낳아 사람들 사이의 불화와 경쟁을 끊임없

이 만들었다. 어떠한 인위적인 힘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자연상태의 인간은

스스로의 자연권 보장을 위해 언제나 갈등하고 대립해야만 했다. 자연상태

에는 인간의 갈등을 제어해주는 공동의 힘이 부재하였고 인간은 언제나 지

속적인 두려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Hobbes, 1999, p. 89). 인간의 자연권이 안정적

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권력

(common power)이 필요하게 되었다. 홉스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해 창출된 공동권력을 인격화시키면서 이를 주관자(the Sovereign)이라

고 하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국가’였다(이화용, 2010). 인간은 자연상태 즉,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모두가 파멸하는 죽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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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연권을 주권자인 국가에게 이양한다

(Birmingham, 2011; Forsyth, 1981). 주권자에게 이양된 권한은 더 이상 개

인의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며, 그것은 온전히 국가의 몫으로 헌납된다.

개인으로부터 대부분의 권리를 이양 받은 국가는 개인의 자연권 보전을 위

한 명목으로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다(이화용, 2010). 이로써 주

권자인 국가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상태가 된다.

홉스의 권력개념에는 모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절대적인 강제력

과 힘을 가진 국가의 존재가 포함되어 있다. 권력이란 국가에 가공할 만한

힘과 강제력을 집중하는 일련의 과정이며(박혁, 2014), 결코 나누어질 수 없

고, 나누어져서도 안되는 지배적인 것이다. 홉스에게 권력은 ‘미래에 분명히

선(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수

단’(Hobbes, 1999, p. 66)으로 정의된다. 권력의 범위는 한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며, 그러므로 홉스에게 미래의 선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현재적 수단은 모조리 권력이 될 수 있다. 홉스의 도구적 권력론

의 관점에서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부, 평판, 우정과 같은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 등의 모든 것은 권력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즉, 홉스의

권력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욕망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귀결된다

(Birmingham, 2011). 홉스에게 인간은 동물이며 죽음으로서야 끝나는 권력

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박혁, 2014).

홉스는 나누어진 권력은 서로에게 파괴적이라고 말하며 권력은 집중될 때

만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존재하는 권력만이 권력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

로 여겼다(Hobbes, 1999, p. 248-249). 그러므로 권력이 권력을 좋아하고 권

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문제인 한 그것은 언제나 소유

되는 것이며 동시에 누군가를 지배하는 양태일 수밖에 없다. 홉스에게 권력

의 소유란 곧 지배와 동일한 것이었다(이화용, 2010; Shaw et al., 2000). 지

배가 권력의 독점으로 이해되고 권력대상자들이 더 적은 권력을 가질수록

지배는 더욱 강화되며(박혁, 2014) 권력을 통한 지배가 강화될수록 개인의

자기보존권은 영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로써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근대정치체계의 안정된 구축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합되면

서 안정된 사회를 위한 권력 즉, 지배적 권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수석, 2001). 홉스의 인식 안에서 정치와 권력은 억압과 지배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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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기 때문에 정치와 권력, 지배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박혁, 2014).

홉스에게 권력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며, 권력의 분할이

란 서로에 대한 파괴일 뿐이다. 홉스의 권력론에 기반하여 형성된 권력관계

역시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강제, 금지와 복종의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개인의 자연권 확보를 위한 권력의 절대화 및 수단화는 권력을

정당성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한 것으로(Birmingham, 2011) 만들었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탄생한 강력하고 분할지양적인 홉스적 권력 개

념은 상당부분 베버의 권력이론에서 유사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권력을 정

의함에 있어 인간의 문제를 배제시켰던 홉스와 달리 베버는 권력의 관계성

에 조금 더 주목하며,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나) 베버(Weber)의 권력론

홉스의 목적 합리적 권력론의 계보를 잇는 베버(M. Weber)의 권력론은

가장 전통적인 권력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홉스와 유사하게 베버에게도

권력은 개별적인 인격의 능력을 의미한다. 베버는 이러한 능력을 ‘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모든

기회’(Weber, 1972, p. 25)라고 정의한다. 베버적 관점에서 권력은 개인이 가

진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권력이 제공하는 우월감을 향유하

고 내보이기 위한 권력의 소유 그 자체로 파악된다(장명학, 2009b).

베버에 따르면 인간은 처벌을 기피하고 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지배자와의 이해(interest)관계 속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관계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버의 권력개념은 홉스

와 마찬가지로 ‘지배’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놓여있으며 권력관계 역

시 지배와 피지배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이 때 ‘지배’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 즉, 특정한 명령(혹은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특정

한 인격에게 복종을 유발하는 기회로(Weber, 1972, p. 29) 정의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지배의 문제와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베버는 자신의 권력 개

념에 ‘지배자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피지배자의 자발적인 의지’를 포함

시켰다. 이러한 자발적 복종은 ‘정당성’에 대한 피지배자의 주관적 확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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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립 가능하다.

베버의 권력론은 본질적으로 정당성을 전제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 위에

성립된다.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자발적 복종을 위해서는 지배의 정당

성 즉,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베버가 언급한 정당성의 유

형에 따른 지배 형태는 카리스마적 지배, 전통적 지배, 법적 지배의 3가지로

구분된다. 카리스마적 지배는 지배자가 가진 특출한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맹목적이고 순종적인 복종에 기초한다. 전통적 지배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배적 권력과 기존 질서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지배 형태이다. 법적 지배란 형식적으로 규정된 권리와 법적 규정에

의거한 지배 형태이다.

베버 권력의 핵심은 정당한 지배에 대한 믿음이다. 합법성과 정당성에 근

거한 권력만이 피지배자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베버의

권력은 정당성과 합법성이라는 권위에 의거하면 할수록 더욱 안정적이며 신

뢰로운 것이다(장명학, 2009a). 그럼에도 베버의 권력론이 갈등적이며 도구

적인 권력론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의 권력개념이 권력의 목적지향적

성격과 물리적 폭력에 대한 용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적인 능력이나 역량을 앞세워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권력행사를 용인하

는 권력의 ‘목적지향적’인 성격은 권력을 도구적인 수단으로 만들었으며 권

력관계를 절대적 힘에 대한 복종의지로 한정시켰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목적지향적인 베버의

권력론은 타인을 강제할 수 있으며, 내가 바라는 대로 타인을 길들일 수 있

다는 도구적 성격 외에 지배와 폭력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도 비판 받아 왔

다. 베버에 따르면 권력은 폭력을 용인하는 권위인 동시에 피지배자의 복종

을 이끌어 내는 지도자의 능력에(장명학, 2009a) 다름 아니다. 지배자에 대

한 합법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베버의 권력론은 피지배자에 대

한 물리적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에 근거한 지배 또한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버의 권력론은 ‘갈등’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권력행사자와 대상자 간의 갈등 관계 해결을 위해 행사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타인에 대한 지배를 본성적으로 좋아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

지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타인의 의지에는 적대적이야 한다는 베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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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권력관은 합의적 권력을 추구하는 아렌트와 하버마스에 의해 강하게

비판받는다. 특히 아렌트는 ‘통제된 권력은 폭력적 억압’(Arendt, 2000, p.

173)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력의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력은

권력으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분할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2) 합의적 권력론

권력이 가지는 목적합리성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아렌트와 하버마스는 권력의 소통성 즉, 합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들에게 권력은 지배 관계로 말미암은 힘의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 서로 간

의 소통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합의적인 것이다.

가) 아렌트(Arendt)의 권력론

갈등적 권력론자인 베버나 홉스와 달리 아렌트와 하버마스는 ‘권력은 의

사소통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권력은 물리적 폭력의 행사를 통

해 일방향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공동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자율적인 것이다(Goehler &

Spetch, 1998, p. 20). 지배적인 타율권력의 기본 형태가 자기의지가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면 자율권력은 구성원들의 동등한 관계 위에 형성된

다. 따라서 아렌트에게 타율권력의 집중화를 위해 행사되는 폭력은 권력의

집중화를 수단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폭력인

(Arendt, 2000, p. 181) 것이다. 베버의 갈등적 권력론과 아렌트의 합의적 권

력론을 구별지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렌트는 베버의 권력개념에 내재된 폭력성을 비판하며 고대 그리스의 폴

리스에 대한 사유로부터 자신의 이론을 출발시키고 있다. 아렌트는 서구의

근대성이 지닌 도구적 합리성과 개인주의, 그리고 획일적인 절대성을 비판

한다. 근대성의 이러한 특징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공론장

을 소멸시켰다. 공론장은 평등한 시민들이 모여 문제가 되는 의제를 논의하

는 공적(公的)이 영역인데 아렌트는 시민들이 모여 대화와 토론을 벌이는

공론장을 권력이 발생하는 정치적인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아렌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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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란 타인들과 공동으로 행위하는 공론장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소통적인 것’이다. 베버의 도구적 권력관과 달리 아렌트의 의사소통적 권력

론에서 시민들간의 의사소통은 권력발현의 시발점으로서(김선욱, 2012)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공론장 내에서 개인들은 모두 동등한 관계에 놓여있다. 동등한 지위를 가

진 개인들은 외부의 강제력이나 강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적 행위

즉, 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형식을 마련한다.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물

리적 강제력이나 지배의 영향력 밖에서 이루어진다. 여럿이 모여 함께 어울

려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되는 공동

행위 과정에서 권력은 형성된다.

그러나 공동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아렌트의 권력개념을 단순히 동등한 입

장에 놓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형성되는 단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아렌트의 공론장 이론과 권력개념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간의 다원성 또는 복수성을 들을 수 있다(장명학, 2009a). 아렌트는 공론

장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단일화 되는 것을 경

계한다. 공론장에서는 개인의 독특성과 유일성이 드러나야 하며, 만약 공론

장에서 형성된 권력이 전체주의적인 형태를 띤다면 그것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도구적 권력의 극단적인 발현일 뿐이다. 요컨대 아렌

트는 다원주의적 사고 위에 절대성을 부정하고 다양성과 민주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박혁, 2014).

그러므로 의사소통적으로 형성된 권력은 결코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렌트에게 권력은 특정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각 개인이

존재하는 집단에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 붕괴되거

나 소멸할 경우 권력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공동의 의사 행위 속

에서 발생한 권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목적적인 권력이 되며, 최종 목

적으로서 모든 인간적 공동사회에 내재한다(장명학, 2009a). 아렌트의 권력

을 자기목적적인 권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까닭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지

지와 동의라는 공동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을 통해 의사소통적 권력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권

력이 다시 공적 영역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아렌트의 권력론은 두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정치를 지나치게 순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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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정치의 순수성

회복은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달성되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동의 이익에 충실하기란 복잡화된 현대 사회에서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

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사회의 성격을 정치적인 것으로 한정시켜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치는 사회적 차원

이나 경제적 영역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사회경

제적 변화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정치영역의 상정은 현대 사회의 다변성을

충분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

평등한 정치를 지향했던 아렌트의 의사소통적 권력1)의 개념은 하버마스에

의해 비판적으로 계승되면서 좀 정교하게 발전되었다. 하버마스는 아렌트의

소통적 권력개념에 법이란 행정적 매개체를 더하여 의사소통적 권력의 적법

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하버마스(Habermas)의 권력론

아렌트의 공론장 이론을 계승했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권력 개념은 현

대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직접민주주의의

전통을 부활시키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한 하버마스는 대화와 토론에 기초하

여 시민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하버마스에게 의사소통

적 권력이란 곧 시민들의 민주적인 역량인 셈이다(장명학, 2009b).

하버마스는 현대사회를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ebenswelt)로 구분한

다. 체계에는 행정활동과 경제활동이 존재하고, 경제체계는 화폐를 매개로,

행정체계는 권력을 매개로 작동한다. 체계는 도구적 이성 즉, 인간의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반면 생활세계는

언어를 매개로 사회적 삶을 재생산하는 영역으로 공론장은 이러한 생활세계

사이의 연결을 매개한다. 생활세계에서의 의사소통이 상호간의 이해를 지향

하는 상호주관적인 것이라면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행정적 행위는

전략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상이한 성격을 가진 양분화된 두 체계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

1) 엄밀히 말해 ‘소통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한나 아렌트의 권력 개

념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개념이다(Habermas,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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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꾸어 말하면 공론장(생활세계)에서 형성된 공동의 의견은 권력을 매개

로 하는 체계 내의 행정적 영역 안으로 직접 투과될 수 없는 것이다. 시민

들의 공동의견이 정치적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하버마스는 이 제도적 절차가 사회적 규범인 ‘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론장에서 형성된 시민들의 의견은 의회에서 의결과정을 통

해 제정된 법이란 형태를 통해서만 행정적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버마스는 오늘날의 정치체계를 행정권력과 의사소통적 권력의 양자로 분리

한 다음 제정된 법을 통해 다시금 이 양자를 매개하고 있다(장명학, 2009a).

공론장을 통해 탄생한 권력이 법을 매개할 때만 비로소 행사 가능한 정치

적 권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하버마스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권력의 발

생과 구분짓고 있다. 권력이 의사소통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획득은 행정적인 적법성에 부합해야 한다. 행정적 권력은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관리하는 전략적인 차원이다. 다시 말해 행정적 권력은 오직

의사소통적 권력으로부터 발생한 것일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권

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 오직 이럴 때만 행정적 권력은 행사되는

권력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Flynn, 2004).

하버마스는 궁극적으로 권력의 발생에 관여하는 의사소통적 권력과 권력

의 행사 혹은 유지와 관련되는 행정적 권력의 분리와 균형을 지향한다. 행

정적 권력이 의사소통적 권력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공론장을 통해

형성된 권력은 정당한 것이 된다(장명학, 2007). 만약 행정적 권력이 의사소

통적 권력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폭력으로 전락한다(이동수,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두 권력은 대립적이거나 상호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형성의 실제

성과 행사의 정당성 획득을 위해 공존해야 하는 양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적 권력이 행정적 권력으로 모두 전이될 수

있는가? 아렌트의 권력이론이 그러했듯이 하버마스의 권력론 역시 지나치게

정치 내 구조를 단순화시켜 복잡한 현대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양한 요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의사결

정은 다양한 맥락 속에 포섭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의 의견을 행정

적 차원으로 전이시키는 일은 결코 단편적이거나 선형적일 수 없다. 분리되

어 존재하는 두 차원과 각 영역들 사이의 소통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권력개념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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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소통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근거한다. 아렌트가 권력이 발생

하는 공간에 집중하고(Arendt, 2000, p. 225) 있다면 하버마스는 아렌트의 권

력개념을 좀 더 정교화시켜 권력의 형성과정과 행사과정을 분리하여 설명한

다. 아렌트를 시작으로 하버마스를 거쳐 발전되어 온 의사소통적 권력론이

권력 형성과정의 합의적 관계에 천착하고 있다고 해도 권력은 누군가에게

소유되고 점유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사고를 격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즉 권력을 도구적 차원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관계를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갈등적 권력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이고 소유

론적인 권력론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 구성적 권력론

1) 푸코(Foucault)의 권력론

베버로 대표되는 갈등론자들은 권력을 개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렌트와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합의론자들은 개인들

의 공동행위 참여가 의사소통적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갈등론이냐 합의론이냐의 양비론적 시각에서 두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권력을 인간에 소유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면 양쪽은 동일범주로 구

분될 수 있다. 인간은 권력을 가진 존재이고, 권력은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소유되고, 행사된다는 입장에서 양쪽은 동일한 관점을 견지한다.

그러나 권력을 인간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개념화 하는 관점에는 포함

될 수 없는 구성적 권력(constitutive power)이 존재한다(Foucault, 1972, p.

27). 푸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베버와 홉스, 아렌트와 하버마스 모두가 권

력을 소유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데 반하여 푸코에게 권력은 결코 실체적

대상이거나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박혁, 2014). 권력은 일정한

형태로 머물러있지 않으며 어디에도 고착되지 않는다. 형태 없이 존재하는

권력은 스스로 작동하기(Foucault, 1972, p. 114) 때문에 한 사회 안에서 복

잡한 상황들에 붙이는 하나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은 스스로를 작동

시키면서 공간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 가능

한 권력에 의해 은밀하게 구성된다. 실제로 푸코는 인간을 권력에 의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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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시대적인 산물로 간주한다(이효성, 2014). 푸코에 따르면 인간은 권

력을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는 객체에 불과

하다. 개인이란 사회구조에 의해 사회화되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사회구

조에 의해 매몰될 수도 있는 존재이다(Guzzin, 2001). 즉, 인간은 자기 창조

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의해 ‘구성되는’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그렇다

면 푸코의 맥락에서 ‘구성’은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가?

푸코의 권력론이 독특한 이유는 구성적 권력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적 통

제에는 행위자도, 행위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도, 행위자의 의도도 배

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성적 권력은 갈등적 혹은 합의적 권력이라는 도구

적 권력론2)과는 다르게 그것의 효과를 ‘담론에 의해 인간은 구성된다’라는

매우 추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이효성, 2015; 정성훈, 2009a). 권력은 우

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담론, 지식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숨긴 채 작동하

는데(이남복, 1997) 지식과 담론의 형태로 존재하는 권력에 의해 지식의 정

당성은 곧 권력의 정당한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Buzzellia & Johnston,

2001) 간주된다. 푸코적 권력은 고전적 권력과 달리 강력한 구심점 없이도

우리 도처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중심적 영역에서 탈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영조, 김영일, 2009; Birmingham, 2011). 그러나 권력의

탈구조화가 권력과 지배의 관계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푸코는

권력을 상황맥락적이며 역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권력

에 내포되어 있는 탈구조성은 오히려 은밀한 방식으로 지배를 안정화시키고

있다(박혁, 2014). 권력은 어디에나 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형태로 머물러 있지 않은 권력은 지식과 담론의 형성과 유포, 재

생산 과정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초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낼

수 있다. 개인의 행위는 권력의 작동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성적 대상으

로서의 행위는 언제가 가변적이고 맥락적이다. 푸코는 이렇게 구성되는 개

인의 행위 방식을 ‘행위에 대한 행위’(conduct of conduct)로 설명한다

(Borch, 2005). 권력은 행위들 사이에서 언제나 잠재한다. 푸코의 이러한 인

식은 권력현상을 역동적이며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는 루만의 시각과도

2) 여기에서의 ‘도구적 권력론’이란 목적합리적인 베버적 관점을 설명하는 협의적 관점

이 아니라 권력을 인간에게 소유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 즉, 갈등적 권력론과 합의적 권

력론을 모두 포괄하는 다소 광의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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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일치한다(Borch, 2005; Rempel, 1996). 푸코에게 개인의 행위란

상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며 비목적론적이고 비결정론적인 것이다. 지식과

담론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구성해 낼 수 있다는 푸코의 구성적 권력개념에

는 전통적 권력론이 설명하지 못한 행위의 비의도성과 비목적성이 포함되어

있다(이효성, 2015). 권력의 구성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푸코의 아이디어는

루만의 이론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루만 역시 권력의 결정론

적이고 합목적적인 성격을 비판하며 권력이란 언제나 무수한 가능성 내에서

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권력 및 권력

관계의 다양한 개념 특징들을 요목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권력 및 권력관계 개념 

구분 학자 권력 개념

도구적
권력론

갈등적
권력론
(합목적
론적
권력론)

홉스

▪ 근대사회의 형성과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권
력이란 미래의 선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현재
적 수단

▪ 권력은 수렴적인 것으로 권력의 분할은 서로
에 대한 파괴

베버

▪ 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타인의 저항에도 불
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모든 기회

▪ 복종과 지배의 관계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합법성’ 내지는
‘정당성’

합의적
권력론
(의사소
통적
권력론)

아렌트

▪ 권력은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공동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자율적인 것(권력의 자기 목적
성)

▪ 인간의 다원성과 복수성의 존중

하버마스
▪ 의사소통적 권력이란 시민들의 민주적인 역량
▪ 의사소통적 권력은 법에 의해서만 행정적 권
력으로 치환 가능

구성적 권력론 푸코
▪ 권력은 지식과 담론의 형태로 스스로 작동
▪ 인간은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는 역사
적 산물



- 25 -

2) 시사점

종래까지 권력관계는 갈등과 합의 혹은 지배와 공유, 더 나아가 독재와

민주의 문제로까지 이분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에서 우위를 점한 전자의 시

각 즉, 권력관계에는 갈등의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고, 갈등과 대립의 해

결은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구별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으며, 투쟁의 역사를

넘어서기 위해 합의적인 방식으로 누군가에서 권력을 수렴시켜야 한다는 입

장이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권력관계 혹은 권력의 작동 방식을 단

순하게 이분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현실에서의 권력은 다양한 상황들이

얽혀 작동하는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이효성, 2015) 권력관계 역시

권력의 작동 방식 혹은 권력의 작동과 관련된 환경에 의존적인 다맥락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권력관계를 논함에 있어 기존과 같이 권력에

결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관계의 다맥락성을 간과하는 일인 동시

에 지금껏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권력의 다변적 스펙트럼을 여

전히 주변화시키는 작업일 것이다. 권력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

히 지배적인 까닭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누군가의 인식 속에 자리

한 권력관계는 다분히 지배적 혹은 합의적인 것일 뿐, 우리에게 지배적이지

도 합의적이지도 않은 권력관계는 그저 낯설고 생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지배적이지도 합의적이지도 않은 권력관계 즉, 처

음부터 제 속성이나 목적이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출현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부족한 고찰이 자리하고 있다. 익숙했던 사고에

가려져서 우리가 지금껏 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권력관계에 대한 새로

운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듯 푸코와 루만은 권력관계를 설명해왔던 기존의 방

식 즉, 권력관계는 결정론적이며 반드시 그것은 이미 결정된 방식으로만 존

재해야 한다는 도구적 권력론의 입장을 넘어서고 있다. 그들에게 권력은 특

정한 형태를 지향하는 유형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권력관계 역시 특정

한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하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권력관계는 다

변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것에 가까우며, 결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존재

하거나 이념적인 형태를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어떠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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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지 않고 선결정적이지 않은 구성론자들의 구성적 권력은 언제나 불확

실할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이 상황에 의존해야 하는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것이다.

구성되는 권력의 불안정성과 상황의존성은 학교 현장의 역동성과 밀접하

게 맞물린다. 역동성은 상황 의존성과 가변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학교 현장의 권력관계는 언제나 맥락적인 유연함을 필요로 한다. 모든 수업

은 교사-학생의 상호작용 과정이며, 특히 체육수업이 가지는 독특함은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증폭시킨다. 교사와 학생들은 동적인 수업 환경에 적

응해 나가기 위해 주어진 상황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그렇기 때

문에 교사-학생 권력관계는 언제나 역동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이분화된 기

존의 권력관계로는 이러한 역동성을 깊이 있게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다. 전

통적 권력론은 권력관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향지우기 때문에 그 역동성이

우리의 익숙한 사고에 갇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교사-학생 권력관계의

역동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도구적이고 결정론적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생성과 구성의 관점에서 권력관계를 바라볼 수 있

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적 권력론은 권력의 현실

적인 발현태인 권력관계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새

로운 대안점이 될 수 있다.

다. 권력원천

권력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고찰 이외에

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bases) 즉, 권력이 작동하는 유형과 방

식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권력원천은 권력유형과 유사하게 이해되기도

하며, 권력의 하위 범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선택된 권력원천에 따라 권력관

계의 모습과 특징이 결정될 수 있다.

1) French & Raven의 사회적 권력원천

French & Raven(1959)은 권력을 ‘한 쪽이 다른 쪽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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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권력(social power)의 원

천(bases)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French & Raven에 따르면 사회적 권

력은 권력을 유지시켜 주는 지지기반 즉, 권력원천에 따라 강압적 권력, 보

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French & Raven이 제시한 사회적 권력원천은 개인들 간의 권력관계를 살

펴보고 있는 연구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설명체계이기도 하다

(Rahim & Buntzman, 1989; Tauber, 1985).

가) 강압적 권력(coercive power)

강압적 권력이란 권력행사자가 권력대상자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권력대

상자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권력유형으로 권력대상자가 권력행사자에 순

응하지 않을 때 행사된다. 교사는 벌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학

생들의 인식이 강압적 권력의 예가 될 수 있다. 강압적 권력은 교사가 가지

는 지배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권력유형이기도 하다. 교사는

강압적 권력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고 그들의 행동

을 자신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Alderman &

Green, 2011).

나) 보상적 권력(reward power)

보상적 권력이란 권력행사자는 권력대상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긍

정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권력유형이다. 보상적 권력에

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권력대상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박탈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수

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벌을 주거나 해당 학생을 일정시간 타임 아웃

시키는 행위 혹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에게 엄지를 치켜 올리거나

칭찬을 하는 행위 등이 보상적 권력에 포함된다. 그러나 보상적 권력의 핵

심은 부정적 강화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강화를 제거함

으로서 긍정적인 강화를 촉진시키데 있다(Turman & Schrod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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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법적 권력(legitimate power)

합법적 권력은 권력행사자가 권력대상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권력유형으로 권력대상자는 권력행서자에게 부여

된 권력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학생들은 교사를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관여

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

서 스스로를 ‘교사’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라고 느낀다

(McCroskey & Richmond, 1982). 합법적 권력의 행사는 교사가 자신의 방

식으로 수업 체계를 조직하거나 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만드는 행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합법적 권력은 교사라는 지위와 역할에 근거

(Turman & Schrodt, 2006)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형태의 권력원천이다.

라)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

준거적 권력이란 권력행사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권력대

상자들의 인식에 근거한 권력유형이다. 준거적 권력은 자신과 권력행사자를

개인적으로 연관된 관계로(personal linking) 파악하고자(Rahim &

Buntzman, 1989) 하는 상호 과정 속에서 행사된다. 가령,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의 말을 따르는 학생들의 행위, 수업 중 학생 스

스로 판단을 내리기 모호한 상황에서 교사를 찾는 행위 등을 통해 교사의

준거적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가 준거적

권력을 행사하지만 교사가 가지는 준거적 권력의 영향력 정도는 학생들이

교사를 따르는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Finn, 2012).

마) 전문적 권력(expert power)

전문적 권력이란 권력행사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 경험과 특출난 지식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권력대상자의 인식에 근거한 권력유형이다. 전

문적 권력은 교과목에 대한 교과 지식이나 교사의 유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 즉, 교사가 가지는 지식의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으로부터 형성된

다(Turman & Schrodt, 2006). French & Raven(1959)은 교사의 지식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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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전수되며, 전수된 지식은 학생들이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라고 언급하며 권력원천으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가

가진 전문적 권력은 교사의 시범이나 구체적인 설명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교수의 효율성은 교사가 가진 전문적 권력의 수준과 밀접한 상관을 가진다

(McCroskey & Richmond, 1983; Hall & Sandler, 1982). 이상에서 살펴본

French & Raven(1959)의 사회적 권력원천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French & Raven의 사회적 권력원천

권력원천 특징 전략

강압적 권력
권력행사자가 권력대상자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권력대상자의 인식에
근거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
동을 수정하고 그들의 행동
을 자신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

보상적 권력
권력행사자는 권력대상자가 바람직
한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보상
을 해줄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
생에게 엄지를 치켜 올리는
교사의 행동

합법적 권력
권력행사자가 권력대상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

교사가 자신의 방식으로
수업 체계를 조직하거나 규
칙을 만드는 행위

준거적 권력
권력행사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을 찾고자 하는 권력대상자들의 인
식에 근거

판단이 모호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행위

전문적 권력

권력행사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
경험과 특출난 지식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권력대상자의 인식
에 근거

교사의 시범이나 구체적인
설명



- 30 -

2) Wood의 사회적 권력원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차용

되고 있는 이론은 French & Raven(1959)의 권력 이론이다. 그러나

Wood(1996) 역시 자신의 이론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권력을을 강압성, 조작, 전문성, 호감 등의 4가지 유형으로 제시

하고 있다(Wood, Quirk, & Swindle, 2007; Wood, 1996). Wood(1996)는 4가

지 사회적 권력원천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과

전략으로 변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Alderman & Green, 2011). Wood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권력원천은 다음과 같다.

가) 강압성(coercive)

강압성이란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의 강제적인 위협이다.

강압성에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우와 교사에 의해

강제로 학생의 행동이 변화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만약 학생들이 교사

의 위협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교사의 요구는 강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교사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강압적 권력이 이상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 교사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

해야 한다. 또한 질책과 비난이 많은 강압적 권력은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

하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은 긍정적인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며,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감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양한 전략으

로 강압적 권력은 행사될 수 있지만 강압적인 권력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Wood, 1996)

나) 조작(manipulation)

조작이란 실제로 교사 자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교사가 변화되

었다고 느끼도록 하는 능력이다. 강압적 권력이 교사의 강제를 통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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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조작 권력은 학생

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는데 그 방점이 있다. Wood에게 조작 권력이란 학

생들에게 자신의 의사결정 영역이 증대되었다고 느끼도록 하는 전략의 일종

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의사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언어의 사용

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작적

권력이 이상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규칙과 결과에 대한 선택

권이 주어져야 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행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적 권력을 제공해야 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성공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몰입적인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학습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성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 전문성(expertness)

전문성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교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다.

전문적 권력의 핵심은 학생들이 교사를 ‘문제해결자’, ‘경청자’, ‘조력자’로 인

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학생들이 교사를 문제해결자로 인정하게 되면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제시한 방법을 따른다.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교사의 행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Hamre & Pianata, 2005). 교사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적절한 도

움을 적시에 제공하는 일은 학생들이 교사를 더욱 잘 따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문적 권력이 이상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도

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미리 약속을 정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멘토와 관

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으며, 학생들에게 완성된 결과

물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호감(likability)

호감은 학생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기 위한 교사의 인격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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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호감을 가진 교사를 더욱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교

실 상황에서 교사는 의도적으로 학생들과의 호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Alderman & Green, 2011). 호감은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전문적 권력과 유사하지만 학생행동에 대한 강압적인 성격이

덜하고 교사에 의한 지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강압적 권력과 구별된

다. 호감적 권력이 이상적으로 행사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적절한 유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를 함께 찾아줄 수 있어야 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보상과 강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권력과 호감적 권

력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Wood(1996)의 사회

적 권력 모델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Wood의 사회적 권력원천

권력 모델 특징 전략

강압성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 위한
교사의 강제적인 위협

▪ 행동수정을 위한 토큰
▪ 학생 행동의 긍정적 교정
▪ 감정 지지적 언어 사용

조작
실제로 교사 자신은 변하지 않았
지만 학생들에게 교사가 변화되
었다고 느끼도록 하는 능력

▪ 규칙과 결과에 대한 학생선택권
확대

▪ 수행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적
권력 확대

▪ 자기반성 기회 제공

전문성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
는 과제에 직면하여 교사에게 도
움을 청했을 때,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

▪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과 약속
정하기

▪ 학생들에게 멘토 만들어주기
▪ 학생들의 이야기 경청하기

호감
학생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
지해주기 위한 교사의 인격적 요
소

▪ 학생과 함께 활동 참여
▪ 유머의 사용
▪ 학생의 관심 발견
▪ 독특한 보상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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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rong(1974)의 권력원천

Wrong은 권력의 범위와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권력원천을 5가지로 제시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권력원천은 설득, 조작, 권위, 심리적 강제력, 물리

적 강제력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5가지 권력원천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방식인 동시에 권력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가) 설득(persuasion)

설득이란 언어와 같은 상징 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바

꾸려는 시도이다. 권력행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그에 따를 것을 권

유하고, 권력대상자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 그의 주장을 자기 행동

의 기초로 삼는다(Wrong 1979, p. 32). 설득은 비교적 권력의 비대칭성이 없

는 원천으로 권력행사자는 자신의 의도를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

한 도전도 수용한다는 점에서 권력행사자와 대상자의 상호적인 소통에 의존

하는 편이다(Wood & Fels, 1992). 설득은 권력유형 중 가장 약한 명령형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저항과 비동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

이고 윤리적인 권력유형이기도 하다. 가령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지켜

등교해야 하는 이유’, ‘주어진 절차에 따라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한 안내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저항이나 비자발성 또한 인정된다.

나) 조작(manipulation)

조작이란 은밀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을 변

화시키는 권력의 한 유형으로(Braiker, 2004) 권력의 행사자가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고자 하는 경우 즉, 자신이 낳고자 하는 의도된 효과

를 비밀로 하는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 조작적 권력은 권력대상자의 무지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력대상자는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순응하게 된다(Lukes, 1974,

p. 18). 조작의 과정을 통해 권력행사자는 대상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은밀



- 34 -

하고 비밀스럽게 행사한다. 조작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동기제이자 상대

를 권력에 순응하게 하는 하나의 전략이다(Foucault, 1975). 조작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행사될 수 있지만 권력행사자와 대상자

간의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경우에도 행해질 수 있다. 나아가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솔직함, 온화함, 동기, 상호작용과는 거리가 먼 계산적이고 비윤리

적이며, 무책임한 권력유형이다(Wood & Wollenberg, 2012; Wrong, 1979).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잘 보이는 곳에 도서를 비치

해 두는 교사의 행동, 페어플레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교사의 행위 등은 학생들의 인식을 조작하는 흔한 사례일 수 있다.

다) 권위(authority)

권위란 명령을 내리거나 결정을 하는 힘 혹은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나 권

한을 의미한다. 권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권력

유형으로 권력행사자의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자의 무조건적인 순응으로 구

성되는 관계에 있다(Wrong, 1979, p. 35). 권력행사자에 대한 순응과 복종은

일정한 자격이나 제도를 속에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보다 명령

하는 사람의 지위, 자원, 능력, 정통성, 합법성, 역량, 기질 등이 대상자의 행

위를 규정짓는 기초로 작용한다. 권위는 복종이라는 행위를 결과하고 있지

만(Arendt, 1986, p. 85) 복종을 요구받는 사람의 ‘의문없는 인정’을 그 특징

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적인 권력원천으로 볼 수 있다. 가령 학생들

은 교사의 지시와 명령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선생님이까요’와

같은 방식으로 교사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분위기

의 학급일수록 교사의 지시나 요구, 요청은 더욱 강력한 행동 지침으로 수

용된다. 권위는 행사하는 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명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이지만 상대방의 저항이나 반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민주적인

권력유형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의 경우 권력대상자는 권력행사자의 지

시와 명령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합법적 권위는 권력이 지향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다

(Lukes, 1974,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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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리적 강제력(psychic force)

심리적 강제력이란 언어와 같은 상징을 통해 대상자에게 모욕감과 같은

심리적 압박을 주는 힘을 의미한다. 다른 권력기반과 달리 심리적 강제력은

대상자의 정서와 감정에 손상을 가해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Wrong, 1979,

p. 27). 권력행사자는 욕설과 저주, 모욕, 조롱, 비난, 풍자와 같은 언어적인

상징이나 비웃음, 냉소, 찡그리기, 무시하기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상징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이 때 상징적 행위 그 자체

가 강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압박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유발

되는 정서적 차원의 결과일 수 있다. 권위와 달리 심리적 강제력은 상대방

에게 저항의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덜 강압적이지만 권력행사자가 자

신의 감정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위축시킨다는 점

에서는 비윤리적 권력이다. 그러나 상대가 권력행사자의 상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상호적 관계가 전제된 권력

원천으로 볼 수 있다(Hinchman, & Hinchman, 1994; Debnam, 1984). 학생

들이 교사의 달라진 목소리 톤과 표정을 통해 교사의 기분을 파악하는 행

위, 교사가 수업 중 갈등을 유발하는 학생들을 노려보는 행위, 수업과 무관

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조롱하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통해 상징과 심리적

강제력 사이의 밀접한 상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마) 물리적 강제력(physical force)

물리적 강제력이란 흔히 폭력과 등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권력행사자

가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대상자에게 순응여부의 선택권을 박탈

하는 방법이다. 물리적 강제력은 권력자와 피권력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것의 행사와 비례해 피권력자의 자율성은

상실된다(Cohen, 1972). 물리적 강제력은 권력대상자와 행사자간의 커뮤니케

이션이 실패하거나 차단된 경우에 행사되는 최후의 설득 요건이다(Wrong,

1979, p. 26). 즉, 물리적 강제력은 그것을 피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노력

이 실패되거나 좌절된 경우 마지막으로 행사되는 권력원천인 셈이다. 물리

적 강제력은 그것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커뮤니케이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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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과는 역설적 관계에 놓여 있다

(Luhmann, 1980). 상호적인 관계성도 커뮤니케이션도 필요로 않는다는 점에

서 물리적 강제력은 가장 비윤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권력유형이다.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

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Wrong의 권력유형을 정리하

면 <표 4>와 같다.

표 4. Wrong의 권력원천 

권력원천 특징 전략

설득
상징 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
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려는 권
력유형

▪ 시간을 지켜 등교해야 하는
이유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등을 안내하는 행위

조작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다른 사
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을 변화
시키기 위한 권력유형

▪ 페어플레이를 위해 인성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교사의 행위

권위
명령을 내리거나 복종을 강요
하는 권력유형

▪ ‘선생님이까요’와 같은 학생들
의 반응

심리적 강제력
상징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권력유형

▪ 교사의 달라진 목소리 톤과
표정을 보고 교사의 기분을
파악하는 학생들의 행위

물리적 강제력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순응여부의 선택권
을 박탈하기 위한 권력유형

▪ 학교 현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음

4) 시사점

권력원천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해본 결과 학자마다 제시한 권력원천의 종

류와 특징은 상이했지만 몇 가지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압성

이나 강제력과 같은 권력원천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French & Raven의

강압적 권력, Wood가 제시하고 있는 강압성, Wrong이 소개하고 있는 심리

적 강제력과 물리적 강제력 모두 권력관계에 있어 권력대상자가 권력행사자

의 의도를 따르지 않거나 그의 의도에 순응하지 않을 때 행사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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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원천이었다. 강압성은 다른 권력원천들에 비해 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양

자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가장 낮았다. 비교적 권력관계의 상호성으로부터 독

립적인 강제성을 동반한 권력원천은 여전히 권력의 개념이 지배나 갈등의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둘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행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rench & Raven이 제시하고 있는 합법적 권력과 Wrong의 권위

와 같은 권력원천은 권력행사자의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지만 권력대상

자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기보다 권력행사자가 처음부터 가질 수 있

는 것들이었다. 권력원천에 대한 이러한 관점 역시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강압성이나 강제적 권력원천에 비해 일정 부분 관계적인 속

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갈등과 커뮤니케이션을 양 끝점으로 하는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대립과 강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력

원천은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권력관계의 위계적 정립을 위해 등장한 것이

라 생각된다. 정당성을 의문 삼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권력원천 또한 지배

나 갈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일방향적인 권력관계 외에 양쪽 모두의 동의와 이해에 근거하고 있

는 권력원천으로 French & Raven의 준거적 권력과 Wood의 호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앞서 제시한 두 종류의 권력원천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적

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한 쪽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적 권력

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력행사자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압적 권력이나 권위에 비해 이러한 권력원천은 권력관

계 내에서 도드라지게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강제력이나 지위에

의해 담보되는 합법적 권위 모두 권력의 관계적 본질과 아예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관계에 있어 관계성 혹은 소통성, 더 나아가 관계가 가지는

구성적인 성질은 익숙한 배경으로 인식된다.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소통을 전제로 구성되는 것임에도 정작 우리는 그러한 익숙

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권력관계를 설명하

기 위해 강제력과 같은 부정적인 관념을 떠올리고 그것이 전경으로 부상되

는 순간 모든 사회적 관계를 관통하는 소통성은 배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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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권력관계의 본질은 상호성과 소통성이라는 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아가 권력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넘어 ‘좋은 권력’의 공

존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라. 교사-학생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1) 연구 동향 및 시사점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장에

서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가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본 연구와 관련지어 1) 교사의 권위에 관한 연구 2) 교사의 담론과 권력에

관한 연구 3) 교사-학생 권력격차 인식에 관한 연구 4) 교사-학생 권력 특

성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교사의 권위에 관한 연구

교사의 권위에 관한 선행 연구는 1) 교사의 권위와 학생 간 관계에 관한

연구 2) 교사 권위의 의미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

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권위는 권력의 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McCroskey & Richmond, 1982). 실제로 현장에서 권력과 권위는 뒤섞인

형태로 혼재하기 때문에(김홍미, 2014; 김강섭, 1997) 권력에 관한 연구를 위

해 권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 교사의 권위와 학생 관계에 관한 연구

교사의 권위와 학생 관계에 관한 연구에는 교사의 권위라는 측면에 초점

을 맞추어 학교교육의 위기를 낳는 요인을 분석한 류방란(2001)의 연구가

있었다. 교사의 권위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연성적인 특성을 가지며 교

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

구 결과에서는 교사들의 자신감 혹은 권위는 학생들의 인정에 의해 좌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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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 하였고, 교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기 위해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즐거

움을 느낄 때면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교사들은 권위의 행사를 고민한

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이해하려

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의 권위는 높아지며 이러한 노력이 수업 전문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에 대

한 통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권위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사

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위는 학생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었다.

정현승(2003)은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의 관계를 살피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절대적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권이 행사되면 학생의 학습권은 제한

내지 침해되는 상충관계에 되기 쉽다고 하였다.

옹진환(2012)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의견 표명의 정당성을 연구하였다. 교사중심의

권력구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전개하면서 교사의 중립적 태도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는 이러한 권력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절대적 영

향력을 부정할 없고 결국 학생들은 교사의 의견에 동조하여 교실에서의 논

의는 교사의 견해로 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수업에서의 교사의 현

실적 영향력을 부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교사 권위의 의미에 관한 연구

교사 권위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는 초등교사의 교육적 권위 경험을 토대

로 그들이 교육적 권위를 알아차리는 상황을 분석하여 초등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탐색해 보려는 박지현(2011)의 연구가 있었다. 연구 결과 초등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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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약속하고 학생이 이를 지키는 상황에서, 2) 교사가

가르치는 상황을 학생들이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3) 교사가 학생을

믿어주고 학생이 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교육적

권위를 알아차린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교사의 교육적 권위는

규칙 준수, 전문성, 인간관계에서 확인되는 영향력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교

육적 권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진현경(2013)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반톡(Van-tok)이 주장한 카리스마적

권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기존까지 교사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지

적 권위 확립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비합리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교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권위의 형태는 교사의 존재만으로도 학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하였다. 교사의 권위를 이성의 측면에서만 부각시키는 것은 합리주의적인

사고이며 교사의 권위는 결코 합리적인 요소로만 환원될 수 없다고 하였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교사가 가지는 지적 권위의 핵심인데 그것이 교사 학생

간의 애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만 한다면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 대한 소

망으로 카리스마적 권위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카리

스마적 권위란 상대를 감화시킬 수 있는 모종의 인화력이며 서로에 대한 애

정적 관계라고 하였다.

김홍미(2014)는 피터즈(R. S. Peters)의 권위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에서의

권위 정당성을 살피고 있었다. 교실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 권

위가 필요하며, 학생들은 질서가 유지된 교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반드시 카리스마적 권위를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와 학생 사이

의 관계에서 교사가 지위상의 관계보다는 인간적, 정서적 관계에 더 큰 중

점을 두고 카리스마적 권위를 행사한다면 그러한 권위는 교육적으로 정당하

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는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권위를 부정

적인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의 행사가 자유와 갈등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만 오히려 자유와 권위는 대립적인 것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는 물리적 강제

력이 아니라 현명한 권고를 위한 도덕적인 힘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교사의 권위는 그에 대한 학생 인식이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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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부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 권위는 그

대상과 관계지향적인 것이며 교사의 영향력 역시 학생관의 관계가 선행될

때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교사의 권

위가 인격적이라면 그것은 교육적 권위로서 가치가 있고 이러한 인식은 권

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권위

를 권력관계 속에서 확인 가능한 하위요소로 가정하였지만 권위가 가지는

관계적 성격에 관한 검토는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

시켜 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권위 혹은 권력에

대한 해석은 그것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육적 맥락과 분리되어서는 안된

다.

나) 교사의 담론과 권력에 관한 연구

교사의 담론(담화)과 권력에 관한 연구에는 교사의 권력과 도덕성 사이의

관계를 교실에서 발생하는 담론을 통해 확인하려는 Buzzellia &

Johnston(2001)의 연구가 있었다. 교수는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활동이라는

전제 위에 번스타인(Bernstein)의 교수학적 담화(pedagogical discourse)이론

을 통해 교실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교사의 담론은 교실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제한하려는 ‘규제적 담론’과 학생을 고려하며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의식적 담론’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실에서 교사들은 권

위주의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

지고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교사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아래에 도덕성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이며 교사가 가지고 있는 도

덕성은 교사권력을 지속적으로 반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권력과 도덕성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재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Silva & Neves(2007) 역시 학생들이 보이는 산만하고 방해적인 행동을

번스타인의 교수학적 담화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교실에서 학생

이 보이는 산만한 행동은 교사 담론을 통해 실천으로 나타나는 통제 관계

(control relation)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부호화(coding) 사이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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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학생들의 산만한 행동은 그들

이 교사가 만들어내는 담론을 통한 교사-학생 권력관계 혹은 통제관계를 얼

만큼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교실

에서의 산만한 행동은 교사-학생 통제관계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Cummins(2009)는 언어와 권력의 관계를 인종과 담론의 사회학적 관점에

서 접근하고 있었다. 즉,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수업 환경 분석을 통해 교

사 언어와 권력 사이의 상호교차점을 찾아보고 교사-학생 권력관계의 속성

을 설명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다양한 인종이 혼재되어 있는 학급에서 교

사가 사용하는 언어와 동종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사회적 관

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증진으로 수렴된다고 하

였다. 교사-학생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강압적 관계란 지배관계라기보다

권력에 의한 ‘새로운 집합력의 창조’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Graham & Dornan(2013)은 권력에 대한 위치지움(position)이 교사의 정

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푸코의 담화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교사가

구사하는 담화를 통해 교사가 학생들과의 갈등과 긴장 해소 방법을 확인하

였는데 연구 결과 민주적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학생들과의 권력 공

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시킨 반면 학생들이 저항하는 경우에는 교사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담화

에는 권력 공유를 위한 영역을 확대하려는 내용과 권력 통제를 줄여나가려

는 내용이 공존하고 있었다.

추갑식(2014)은 교사의 담화 분석을 통해 교사-학생 권력관계의 교육적 함

의를 찾고 있었다. 연구 결과 교사는 남학생들에게 비지시형태보다 지시형

태의 담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남녀 구분없이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교

사가 원하는 규칙 준수를 위해 교사는 지시적 담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의 감정적 담화를 사용하면서도

숨겨진 언어를 통해 교사권력을 형성하여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고 있

었다. 교사는 스스로의 권력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수업 중 그것은 언어, 행

동, 눈빛 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학생들과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

론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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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교사가 수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담론들은 학

생들과의 권력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

사의 담화는 교수과정에서 특정 이데올로기와 지식을 생산하며 이렇게 생산

된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담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간이었다.

교사들에게 권력은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거나 학생

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권력은 통제와, 지배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아

이디어는 권력관계를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요 맥락이 교사-학생 갈등 상황 속에서의 지배와 통제, 그에 대한 수용과

저항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 교사-학생 권력격차 인식에 관한 연구

교사-학생 권력격차에 관한 연구에는 간호학과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 권력 차이를 살펴본 Brown(1993)의 연구가 있었다.

연구 결과 교사와 학생은 교육적 과정, 상호적 관계, 학업 결과라는 권력의

3가지 작동 방식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권력은 교사라는 합법적 권

력을 매개로 형성되는 ‘교육적 권력’, 학생들을 수업 대상이 아니라 개인 그

자체로 인식하는 ‘관계적 권력’, 학생들은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기 때문에 학업 결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적 권력’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순서를 부여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교사의 '교육적 권력'에 교사와 학생 모두 동의를 표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

들에 비해 ‘관계적 권력’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다. 관계적 권력에 대한 신뢰

도는 학생들의 이전 경험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권력격차 극복을 위

해서는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건강한 관계 구축을 통해

권력 형성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었다.

Cothran(1997)은 갈등에 대한 교사와 학생 인식 조사와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권력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교육적 혹은 비교육적 체육 수업을 구분

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교사와 학생 모

두 수업 중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수업 중

공식적인 형태의 권력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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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인 형태의 학생 권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의 가치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업 참여를 거

부하거나 게임 규칙을 바꾸거나 교사의 말을 거부하기도 하면서 반복종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교사권력은 확고하다고 인식한 학생들과는 달리 교

사들은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며 수업 중 자신의 권력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권력 약화에 대한 교사의 대응은 수업을 적극적으

로 가르치지 않거나 점수를 수단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학생들이 선호하

는 활동을 박탈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사와 학생 각각

이 가진 권력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므로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이한종(2002)은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권력격차 인식 차이를 확인하여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교사-학생 권력격차는 ‘교사가 학생

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와 ‘학생이 교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학생 권력격차는 상호 관계에

서의 권력 불평등 정도에 관한 암묵적인 동의라고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사-학생 권력격차는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권

력격차보다 크며, 권력격차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교사집단과 학생집단 사이

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진미숙(2005)은 초등학교 도덕 수업 중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에 담긴 도

덕적 성질을 파악하여 교사-학생 권력격차를 밝히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수업의 도덕적 성질을 2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주로 지

식에 관한 교사-학생의 수직적 권력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학

생들의 지적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질문은 교사가, 대답은 학생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학생들은 스스로를 능동적인 행위자로

대접받길 원하고 있었다. 제언에서는 교사가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받

아들이기 위해서는 수업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권력과 지위적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었다.

오충렬(2005)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조직의 권력행사방식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력현

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인식하는 권력

격차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사는 통제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졌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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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 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의 권력을 그와 같이 크게 인식하

고 있지 않았다. 교사는 권력행사방식에 있어 강압적 권력을 비롯한 부정적

권력행사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적 권력의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

교사-학생 권력격차 인식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둘 간에 어느

정도의 권력격차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위계적인 교사-학생 권력격차는 본 연구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권력격차를 수직적이거나 불평등한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 교

사와 학생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권력격

차가 파생시킬 수 있는 권력관계의 커뮤니케이션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 집

중해 보고자 한다. 또한 권력관계를 이분화시키기보다 그것의 다양한 모습

들을 조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라) 교사-학생 권력 특성에 관한 연구

교사와 학생 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의 권력 특성에 관한 연구의 대

부분은 French & Raven(1959)의 사회적 권력원천에 근거하고 있었다.

Rahim & Buntzman(1989)의 연구는 집단 내에서의 권력형성과 갈등 해결

방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었다. 5가지 권력원천이 관리자와 관리 대

상자 간의 통합과 갈등 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보상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은 관리자와 관리 대상자간의 통합이나 갈

등 회피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준거적 권력은 통합과는 정적상관을

이루었으나 갈등회피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합법적 권력은 통합과만 정적

상관을 이루었다.

Verhoek-Miller, Miller, & Shira(2002)는 French & Raven(1959)의 이론

을 토대로 교사 권력유형과 학생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가 가진 준거적 권력, 합법적 권력, 전문적 권력은 수업에 대한 학

생 만족도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교급과 학급 분위기에 따라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Teven & Herring(2005) 역시 French & Raven(1959)의 권력유형을 준거

로 인지된 교사권력, 교사 신뢰성과 학생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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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교사의 전문적 권력, 준거적 권력, 보상적 권력의 행사는 교사의

신뢰성(유능성, 보살핌, 도덕성)에 대한 학생 인식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

한 교사권력의 행사는 교사의 신뢰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변인이었으나

학생 만족도는 교사의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강압적 권력에 대한 학생 인식은 학생 만족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

을 보였다.

Turman & Schrodt(2006)는 French & Raven(1959)의 이론을 준거틀로

인지된 교사의 확정적 행동(관심 보여주기, 질문에 응답하기, 교수 방식 등)

과 교사의 권력에 대한 학생 인식 사이의 상관을 살피고 있었다. 연구 결과

인지된 교사의 확정적 행동은 교사의 반사회적 권력(강압적 권력)보다 친사

회적 권력(보상적 권력, 준거적 권력, 합법적 권력, 전문적 권력)과 높은 정

적상관을 보였으며, 준거적 권력이나 합법적 권력에 비해 보상적 권력이나

전문적 권력과 더욱 높은 정적상관을 가진다고 하였다. 교사가 학생들과 더

많이 의사소통할수록 교사의 전문적 권력과 보상적 권력은 더욱 효과적인

권력으로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Finn(2012)은 교사가 행사하는 친사회적 권력(보상적 권력, 전문적 권력,

준거적 권력)과 반사회적 권력(합법적 권력, 강압적 권력)이 강의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사가 행사하는 친사

회적 권력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생들의 오

해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교사가 행사하는 반사회적 권력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부적상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합법적 권력보다 전문

적 권력, 준거적 권력이 수업에 대한 학생이해를 촉진시키는 긍정적 변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 특성을 French &

Raven(1959)이 구분하고 있는 보상적, 준거적, 전문적, 강압적, 합법적 권력

의 분류를 통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은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

력 특성을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사

의 권력 특성을 유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가령 동

일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복수의 교사권력이나 각 유형에 꼭 들어맞지 않는

교사의 권력 특성들은 French & Raven(1959)의 권력이론으로는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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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목화 된 교사권력을 토대로 유목화 되지 않

은 교사권력의 범주를 살펴보았다. 교사권력에 대한 새로운 유목화는 교사-

학생 권력관계를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

2) 종합 고찰

이상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

해 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교사의 권위에 관한 연구, 교사의 담화(담론)와

권력에 관한 연구,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 격차 인식에 관한 연구,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성격에 관한 연구의 4가지로 분류될 수 있

었다. 기존 연구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루

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로부터 본 연

구와 관련되어 도출한 4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의 하위 요소로서 권위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

들에는 권위란 ‘학생들에게 인식될 때만 성립되는 대상지향적인 것이고 관

계지향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Camp, 2011). 권위주의와 구별되는

권위의 진정한 의미는 대상을 감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었다. 교사의 권위

는 강압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권위의 속성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

자 하는 ‘관계성’ 혹은 ‘소통성’이라는 권력관계의 본질과 상당히 밀접하게

닿아있다.

둘째, 교수과정에서 교사가 만들어내는 담화나 담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언어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까닭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이었다. 통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든 학교

에서 학생을 통제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며, 학생을 통제하는 교사의 행위

는 학생과 교사에 의해 암묵적으로 용인된다. 언어가 학생 통제를 위한 강

력하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 문제가 교사가 만들어내는 특정 담론의 차원에서 고찰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었다.

셋째, 구조를 권력관계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권력관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격차가 학교라는 구조에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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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기존까지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구조주의

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라는 구조는 권력의 탄

생을 낳았고, 그렇게 탄생된 권력에 의해 형성된 권력관계는 구조 유지를

위해 교사에서 출발해 학생을 향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은 권력관계에 대한 논의를 학교라는 구조에 한정시켜

그 적용범위를 ‘교육적 권력’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적 권력’은 교사가 학

생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 수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권력, 질서 유지에 필요한 통제를 지향하는 권력으로, 교사-학생 권력

관계의 범위를 매우 제한하였다. 또한 구조를 권력관계에 선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관점은 권력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구조에 기인해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부동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했다. 학교의

특이한 구조와 무관할 수 없는 교사-학생 특별한 권력관계에서 교사가 학생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학생들 역시 교사-학생 권력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권력관계의 본질인

관계성과 소통성은 언제나 가변적이면서 불안정한 것이다. 따라서 권력관계

에 대한 구조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권력관계를 바라볼 필요

가 있다.

넷째, 권력의 개념을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

어 보였다.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권력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French & Raven의 이론이나 푸코(Foucault)의 권력론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학자들의 이론을 준거로 권력의 개념과 속성을 확인하

고 있었지만 기존의 권력개념을 넘어설 수 있는 지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

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권력론을 교육 현장에서 접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루만의 권력론

이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에는 많은 사정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이론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루만의 권력론을 이론적 준거로 삼아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

력관계를 살펴보고, 루만적 권력론과 교육 현장 사이의 접목 가능성을 탐색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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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학생 커뮤니케이션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의미전달과 수용, 합리성, 상호작용, 대화, 상

호주관성 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자 목적으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다(김

무규, 2010).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활동 중 하

나이며, 특히 교육적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활

발한 커뮤니케이션은 학생들을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할 수 있게 해준다(김정기, 2012; Myers,

2010). 교육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방식과 유형이 어떠하냐에 따라 교육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영미, 2009). 전통적인 관점에서 커뮤니케

이션은 ‘전달(transmission)’ 혹은 ‘교류(transaction)’라는 객관주의적인 것으

로 이해되어왔다(Pea, 1996). 전달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주

체는 전달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매우 피동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동근성(同根性)에 기반한 공유된 믿음의 표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되고 있다(강상원, 2011; 강인애, 2000). 여기에서

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와 모델(모형)이 고전적인 관점에서부터 현대

의 구성주의적인 관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가. 커뮤니케이션 개념

흔히 ‘의사소통’이라고 표현되는 커뮤니케이션은 ‘공통되는’(common) 혹은

‘공유’(share)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하였다(Hills,

1987). 또한 영어로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community 역시

communication과 동일한 어원으로부터 파생되었다(Hills, 1987). 이처럼

communication의 개념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을 나누는 행위가 포함된

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와 생각, 정

서 등을 말과 글을 통해 혹은 손짓, 발짓, 얼굴표정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용덕, 2011). 커뮤니케이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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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

적 개념들이 그러한 듯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 또한 학자별로 상이하다.

Osgood et al.(1957)은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정보원인 한 체

계가 여러 상징을 조작하여 채널을 통해 나머지 체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Theodorson & Theodorson(1969)은 커뮤니케이

션을 주로 상징을 통해 정보나 사상, 태도 혹은 감정을 개인이나 집단이 다

른 개인 혹은 집단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Gerbner(1969)에게 커뮤니케이션이란 메시지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Nickel, & Ruse, & Tucker(1976)은 커뮤니케이션을 아이디

어를 생성하고, 조직해서 한 사람 이상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이 때 커뮤니케이션 되는 메시지에는 감정, 태도, 사실, 신념 등이

포함된다. 학자마다 커뮤니케이션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대체로 커뮤니

케이션은 송신자, 채널, 메시지, 수신자,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관계, 커뮤니

케이션 발생하는 상황 및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오치선, 1996).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동일하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

의 작동방식 즉,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 효과가 확인되는 과정

은 선형적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종래의 관점 속에

상정되는 인간은 그저 커뮤니케이션하기만 하면 의미(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전달의 관점에서 인간은 주어진 메시지를 그대로 흡수하

는 방어력이 무기력한 존재(강인애, 2000)일 뿐이며, 전통적 패러다임 속에

서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3)이었다. 그러나 커뮤니

케이션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반응 및 상호작용으로 보는 패러다임이 등

장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수단(김무규, 2010) 이상의 의

미를 가지게 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달되는

3)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은 마치 개인의 혈관을 지나는 혈액과 같아서 개

개인이 그 혈액의 기능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인간의 의사전달은 자연

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일반화되면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

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러한 설정에 근거하여 인간을 상호간에 의사를 전

달하는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커뮤니케이션의 환상’이라고 한다(이원

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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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즉,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개인의 경험세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이다. 요컨대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의식이나 자율적인 작동에 의

해 가능한 것 즉, 단순히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미 생성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김학준, 김성봉, 2011;

Ivnova, 2014). 인간의 의미 구성과정을 커뮤니케이션으로 본다면 그것은 본

질적으로 역동적이면서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크게 중심적인 두 개의 연구 학파를 중심으로 진행

되어 왔다(Fiske, 1990). 첫 번째 학파는 커뮤니케이션을 ‘메시지의 전달’로

정의한다. 이 학파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 정확성 즉, 송신자의 메

시지가 수신자에게 오류 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입장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정

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한다(Fiske, 1990). 즉, 메시지의

의미는 처음부터 메시지 속에 고정된 형태로 담겨져 있고 수신자가 메시지

를 받아들이는 순간 초기의 의도가 함께 재생될 수 있다(전영미, 2009). 이

들에게 메시지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

며,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전에 합의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학파는 의도한 것과 다른 효과가 나타났거나 의도한 만큼의 효과

를 얻지 못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했다’라고 표현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참여자들 간의 동일한 메시지의 생산이라고 보는 관점과

달리 두 번째 학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의 산출과 교환이라고 정의한

다. 이들은 메시지가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주목한다. 개인들을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은

개별적인 의미구성과정을 거치며 커뮤니케이션 하는 존재다. 이들에게 메시

지란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산출되는 기호의

구성체다(Fiske, 1990). 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라

는 용어로 표현하며 커뮤니케이션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오해를 커뮤니

케이션의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다(Fiske, 1990). 문화적 맥락에서, 그리고 개

인의 인지적 작용에 의해 메시지에는 수신자와 송신자의 능동적인 의미산출

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전영미, 2009).

커뮤니케이션을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로 보는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의

미구성 과정으로 보는 근래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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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많은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해 왔다. 커뮤니케이션에 대

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 정의는 <표 5>와 같다.

표 5. 커뮤니케이션 개념 변천 

구분 설명

Osgood et al.(1957)
▪ 정보원인 한 체계가 여러 상징을 조작하여 채널을 통해
나머지 체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Theodorson &
Theodorson(1969)

▪ 상징을 통해 정보나 사상, 태도 혹은 감정을 개인이나 집
단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게 전달하는 것

Gerbner(1969) ▪ 메시지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Nickel, Ruse, &
Tucker(1976)

▪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해서 한 사람 이상의 수신자에
게 보내는 것

Fiske(1990) ▪ 의미의 산출과 교환작용

오치선(1996)
▪ 송신자, 채널, 메시지, 수신자,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발생하는 상황 및 효과를 포함하는 것

김학준, 김성봉(2011)
▪ 인간의 의식이나 자율적인 작동에 의해 가능한 의미 생성
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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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커뮤니케이션 모델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론과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 사이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인간커뮤니케이션으로 이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김우룡, 1992) 전자가 미디

어의 효과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인간 행동의 동기, 영향력, 인

간관계, 갈등, 자아개념과 같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강인애, 2000). 여

기에서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간커뮤니케이

션 이론에 초점을 두고 아리스토텔레스, 쉐넌과 위버, 라스웰, 버를로, 웨슬

리와 맥린, 쿤츠 등의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간을 두고 많은 모델들이

등장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선형적 모델과 양방적 모델

을 포함하는 전통적 모델과 이들을 넘어서고자 한 구성주의적 모델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통적 모델

전통적 모델의 특징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

해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찾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나가

고자 했다는 점이다. 피드백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양자 간의 커뮤니케

이션은 단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1960년대 이후 피드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순환적인 피드백 구조로 설명되고 있다.

가) 선형적 모델

(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의 모델(B.C. 385-322)

아리스토텔레스는 초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수사학

(修辭學)에서의 설득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았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을

화자(speaker)가 말(speech)이란 매체를 통해 청자(listener)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설득과정으로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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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은 화자, 말, 청자로 구성되어 있다.

화 자

(Speaker)
➡

말(메시지)

(Speech)
➡

청 자

(listener)

그림 1. 아리스토텔레스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2) 쉐넌(Shannon)과 위버(Weaver)의 모델(1949)

쉐넌과 위버의「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1949)에 제시되어 있는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시발점이다(Fiske, 1990, p. 29). 쉐넌과 위버는 커뮤니

케이션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창안하기 위해 선형적인 모델을 제시하였

다. 쉐넌과 위버의 관심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전달된 의미가 송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행위

(conduct)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있었다. 쉐넌과 위

버는 의미는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부호화(coding)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면 전달되는 의미의 정확성은 증가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보원 ➡ 송신기
신호
➡

수신된 신호

➡ 수신기 ➡
목적지

(수신자)


잡음원

그림 2. 쉐넌과 위버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쉐넌과 위버가 의미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고안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두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부호화시키면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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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은 증대될 수 있다는 쉐넌과 위버의 아이디어에는 커뮤니케이션 모델

에 담아낼 수 없는 문화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의미는 메시지 속에 담

겨 있지만 전달되는 메시지가 수신자의 이해를 거쳐 행동으로 전이되기 위

해서는 의미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맥락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쉐넌과 위버의 모형은 커뮤니케이션을 조작(manipulation) 혹은

선전(instigation)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수신자의 행

위를 송신자가 바라는 방식으로 반응시킨다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어떠한 작품에 대한 심미적 혹은 정서적

반응까지 초기의 의도대로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극단적 환원주의로 흐르기

쉽다.

(3) 라스웰(Lasswell)의 모델(1948)

라스웰은 1948년 커뮤니케이션 연구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실린 논문

(Lasswell, 1948)을 발표했다.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설명하는 그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가(Who)

무엇을 (says What)

어떤 채널로(in which channel)

누구에게(to Whom)

어떤 효과로(with what effect)

이 모델은 쉐넌과 위버의 초기 모델을 언어로 개념화한 것이지만 여전히

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Fiske, 1990, p. 67). 라스웰은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라스웰의 커뮤니

케이션 모형은 SMCRE(S: 송신자, M: 메시지, C: 채널, R: 수용자, E: 효과)

모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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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무엇을

➡

어떤
채널을
통해

➡

누구

에게

➡

어떤

효과를

통제

분석

내용

분석

매체

분석

수용자

분석

효과

분석

그림 3.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 모델 역시 메시지의 의미보다는 효과의 문제에 집중한다. 커뮤니케이

션의 효과는 의미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 구성요소를 변경시키면 효과

역시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라스웰의 모델 역시 커뮤니케이션

을 산출에 대한 투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지나치

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피

드백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지닌다(오치선, 1996).

나) 양방적 모델

(1) 버를로(Berlo)의 모델(1960)

쉐넌과 위버의 모델, 라스웰의 모델은 고전적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의 영

향으로 정보공학적인 모델로 칭해진다(김무규, 2010). 이에 버를로는 커뮤니

케이션을 입출력의 기계적 과정으로 보았던 고전적 접근에서 벗어나 커뮤니

케이션의 상호작용성에 주목한다. 버를로는 라스웰의 모델을 계승하여 커뮤

니케이션이 하나의 일련된 과정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커뮤니

케이션을 이전과 다르게 참여자들의 행위 즉, 선택한 단어나 몸짓, 감각에

의해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과정(Berlo, 1960, p. 175)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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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자

➡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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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

▪ 커뮤니케이션

기술

▪ 태도

▪ 사회체계

▪ 문화

▪ 내용

▪ 처리

▪ 구조

▪ 보기

▪ 듣기

▪ 만지기

▪ 냄새맡기

▪ 맛보기

▪ 커뮤니케이션

기술

▪ 태도

▪ 사회체계

▪ 문화

그림 4. 버를로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그러나 그의 모델이 널리 소개되고 난 후에도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사회 구성

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임에도 발신자로부터 수신자로 향하는 일

방향성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도입된 요소가 피드백(Feedback)의 개념이다(윤석균, 2007).

(2) 쿤츠 등(Koontz, O'Donnell & Weihrich)의 모델(1991)

쿤츠 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특정한 통로를 통해

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단선적이고 선형적인 모델과 달리

쿤츠 등은 커뮤니케이션을 쌍방향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피드백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순히 메시지의 내

용을 전달(transmission)하는 과정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피드백의 개념이 첨가되면서 전통적인 관점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의 역동

성이 더욱 강조되고는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합의’ 지향적인 것으

로 간주되고 있다(김무규, 2010; 강인애, 2000). 합의에 이른 커뮤니케이션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수신자는 여전히 송신자의 의도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김학준, 2011). 많은

역사와 시간을 지나며 커뮤니케이션의 일방적인 단성은 양가이고 상호작용

적인 것으로 변화되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합의를 지향한다는 패러다임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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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쿤츠 등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메르텐은 커뮤니케이션이 그것의 역동적인 개념

에 비해 아직 정적이고 유형론적인 도식에 지배당하고 있다(Mertten 1976,

p. 170)고 지적한다. 그는 정보모델이나 합의모델로 설명되어 왔던 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Mertten 1976, p.

184)

2) 구성주의적 모델

메르텐(Mertten)(1976)이나 슈미트(Schmidt)(1991), 루만(Luhmann)(1984)

에 이르면서 체계를 바라보던 종래의 구조결정론적 관점은 기능에 맞게 분

화된 체계의 작동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에 근거해 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전환된다.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더 이상 의도의 전달 기

능만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어진 상황과 맥

락 속에서 참여자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었다. 체계

가 구성하는 의미는 체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 즉, 담당하는 기능에 의존하

는데 이 때 커뮤니케이션은 구조에 종속되는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

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구성적인 것이다. 구성주의적 모델은 피동적

인 참여의 문제, 언어의 의미, 이중의 우연성 관점에서 합의모델로서의 커뮤

니케이션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은 기계와 같은 피동적인 존재일 수 없다. 인

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수신자가 아니며(김무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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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대상도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단순

한 정보 전달과정으로 보는 것은 인간을 커뮤니케이션의 발생 맥락과 분리

시키는 오류인 셈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한번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되며, 다음 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며 후속 커

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송신자와 수신자의 위치와 역

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면 송신자는 더 이상

송신자의 역할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수신자 역시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

하는 위치에만 놓이지 않는다. 수용자는 단순히 정보의 접수자가 아니라 커

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의미 산출자로 구성될 수 있다(김학준, 김

성본, 2011). 이로써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든 거절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고도

의 불안정성을 제 본질적 특성으로 갖게 되며(Matuszek, 2015) 그것은 곧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의미구성 과정에 기반한다.

둘째, 맥락성이 배제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종래의 관점에서 의

미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커뮤

니케이션을 구성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의미형성에 언어는 매우

깊게 관여하고 있는 매체다. 커뮤니케이션의 성립은 언어에 딸려오는 의미

를 전달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의도, 맥락, 상

대방의 기대, 발화유형 및 문체 등과 같은 언어주변의 것들까지 고려해야

가능한 것이다(김무규, 2010; Campe, 2012). 즉, 매체로서 기능하는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어 그 자체 외에 언어 주변적인 것까지를 포함한

다. 가령,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아무

리 적절한 의미를 지닌다고 해도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상대

방의 기대라는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

다. 커뮤니케이션은 문자 그대로의 사전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언어 외의 맥

락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을 위한 관건은

상충되는 의미들 속에서 나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지닌 정보를 구별해 내는

일이다(김학준, 2011).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양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언뜻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의 우연성(double

contingency) 문제는 합의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직면하는 역설적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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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합의적 커뮤니케이션이 양자 간의 의미교환이나 상호작용

과정에 근거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구성주의적 커

뮤니케이션은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이남복, 1997)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이중의 우연성을 문제 삼는다. 이중의 우연성 문제는 사실상 커뮤니케이션

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가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쪽에서도 시작될 수 없다. 구성적 커뮤니케이션은 참여자들이 동일한 이해

의 과정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전영미, 2009; Moellwe, 2015;

Mertten, 1976)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양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중의 우연성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주체들은 서로를 들여다 볼

수 없는 블랙박스로 간주된다(Luhmann, 1984, p. 229). 커뮤니케이션에 합의

적인 속성을 부여하던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구성주의적 체계이론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이중의 우연성에 근거하고 있는 불확실한 것으로 본다.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성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주체가 가진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언어와 언어 외의 맥락이 동시

에 고려될 때 확인 가능하다는 점, 이중의 우연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

임과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과 내가 서로를

잘 알 것’이라는 합의적 기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Matuszek, 2015; Guy,

2013). 커뮤니케이션은 서로가 산출한 의미를 상대방에게 각인(투영)시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이가 아는 것을 알고, 다른 이의 견해에 대한 견

해를 가지며, 다른 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또 그에 대한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한다(Mertten, 1976).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이란 상대방의 기

대와 내가 가진 기대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는 과정인 동시에 이중의 우연성

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설을 극복해 나가는 성찰(reflection)의 과정

(송형석, 스벤 쾨르너, 2012; 김무규, 2010)에 다름 아닌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이

기도 하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들(김정기, 2012; 박서진, 2010; Tongson, 2014; Black, 2005)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상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교

육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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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많은 것(정서적 안정, 학업 성취 등)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

나 구성주의적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적 커뮤니케이

션은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 즉, 합의적인 의미구성의 실패를 설명하지

못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의견 일치와 합의를 반드시 교육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합의에 도달하고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교실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교사가 학생이

가진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조태윤, 2003). 수

용자의 해석에 의존하는 구성주의적 모형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커

뮤니케이션은 선택에 의존하는 불확실한 것이고, 따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교사

와 학생 사이의 개별적인 의미 구성 즉, ‘커뮤니케이션의 우연성’이라는 점

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본 연구에 적합한 패러다임이

라고 할 수 있겠다.

다. 교사-학생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

1) 연구 동향 및 시사점

교사-학생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1)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

과 특징에 관한 연구 2) 교사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전략에 관한 연구 3) 커

뮤니케이션 모델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방식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었다. 상호작용을 주

제로 한 연구들에서도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다수 확인하였다.

가)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는 교사의 의사소통과 학생 인

식에 관한 연구, 정서에 관한 연구,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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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의 의사소통과 학생 인식에 관한 연구

교사의 의사소통에 대한 학생 인식 연구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의사소통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유미영과 송현순(2009)은 발명수업

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특성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기술하

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상호작용의 시작은 교사라는 점

과 학생들과 상호작용 하는데 필요한 교사 발화는 필요한 수업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적 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정보제공발화, 학

생들의 이해도와 확인을 위한 유도발화임을 제시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양상은 교사의 개시 발화와 그에 대한 학생의 응답, 학생 응답

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으로 확인되었다.

Webster(2009)는 골프 지도자들의 교수적인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학생

인식을 교사의 언어적/비언어적 즉각적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을 격려할

수 있다는 즉시성, 친근감, 편안함, 통제, 개방성 등의 의사소통 유형, 수업

에 필요한 메시지를 학생들의 맥락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 관련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전문적인 지도자에게 골프 수업을 받는 학생

들은 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을 자신의 학습과 개인적 경험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재천과 김슬기(2013)는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개념도 연구법

(concept mapping)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우수교사의 특성을 알아

보았다. 연구 결과, 우수교사의 특성은 스스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교사,

재미있게 열심히 가르쳐주는 교사, 학생을 존중해주는 교사, 인간적으로 매

력 있는 교사로 군집화 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우수교사란 높은 기대감

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많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교사임을 알

수 있다.

김정원과 신철균(2014)은 한국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이해와 소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통의 질을 묻는 하위 설문내용

에는 학생의 말 청취, 이해하는 표정, 질문을 통한 이해도 확인, 학생의 생

각 존중, 칭찬과 격려, 명령식 표현 사용의 지양,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갈등

발생 시 상호입장 정리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학생들은 담임교

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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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질수록 낮게 평가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성적이 높을수록, 대도시

에 살수록 담임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수준은 높게 인지되었다. 마지막

으로 교사와 소통하는 양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낮았으며 이와 관련

된 교사와 학생 간 인식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Ivanova(2014)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체육교육에서의 학생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살펴보았다 설문지에는 감정적 수용, 조직운영기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상호작용 촉진 기술 등이 포함되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교육적

인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효과적인 체육교육 실천을 위해 활발히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체육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는 수업 시간 내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 교사의 의사소통과 학생 정서에 관한 연구

교사의 의사소통과 학생 정서에 관한 연구에는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성별,

학년, 성적, 지역)에 따라 초등학생이 인식한 교과전담교사와의 갈등 사태에

관해 알아본 이연(2009)의 연구가 있었다. 연구는 갈등은 교사-학생 커뮤니

케이션 관계에서 배제될 수 없는 정서라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연구를 위한

설문내용에는 교사특성, 수업활동, 학급경영, 교사기대, 의사교환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학년이 중학년 보다,

대도시로 갈수록 교과전담교사와의 갈등을 더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고 성적

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였다. 교과전담교사들은 학생들과 효

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교사-학생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혜진(2009)은 무용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기표현행동

과 자기개발의지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사소통의

유형을 민주형, 촉구형, 강제형, 수용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공경력과

임상회수에 따라 자기표현행동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지만 경력과 임

상회수에 따른 자기개발의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무용교사와 학

생간의 의사소통유형은 자기표현행동과 자기개발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무

용전공 학생의 자기표현행동은 자기개발의지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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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2010)은 체육교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여고생의 지각과 체육수

업 만족도를 파악하여 체육수업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에 가장 바람직한 체육

교사의 의사소통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청태도(수용형과 비수용형)와

의사전달태도(촉구형과 명령형)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여고

생들은 체육교사가 비수용 명령 유형의 의사소통을 가장 선호한다고 지각하

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수용 명령형, 비수용 촉구형 순서로 교사의 의사소

통을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체육수업 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낮

았는데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체육수업 만족도가 더욱 낮았다. 교사의 의사

소통유형이 수용 촉구형으로 지각된 경우 학생의 수업 만족도가 가장 높았

고 비수용 명령형으로 지각된 경우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행성과 김효남(2010)은 교사와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소통행동을 분석

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를 알아보고 이와 학습자의 과학불안도 간의 관

계를 설명하여 학습자가 불안을 적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상호작용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도전 기회 제공, 격려와 칭찬, 비언어적지지, 이해와 친근감,

통제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고

학년 보다는 저학년이 이해와 친근감, 격려와 칭찬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교사는 학생들보다 자신이 조성한 학습 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의사소통과 실제 교사의사소통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통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교사는 학생들보다 교사의사소통행동 방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정명수와 박중길(2011)은 체육교사의 성별에 따라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

사의 상호작용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지각된 체육교사의 상호작용적 행동

과 체육에 대한 학생 태도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즐거움과 지각된 유용성

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에서는 여교사에

게 수업을 받는 여학생이 남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여학생보다, 남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남학생보다 체육시간에 주어

진 활동에 대해 교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교사에

게 수업을 받는 남학생은 남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남학생보다 체육교사가

더 엄격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 체육교사의 상호작용 행동은 체육에 대한 학생 태도에 많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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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수연과 권택동(2012)는 초등담임교사의 의사소통이 학급집단응집성 및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의사소통 지각,

학급집단 응집성, 학교생활 적응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검사를 통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중 일관성, 수용성,

적시성, 타당성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용성과

타당성은 학급의 집단응집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급 응집도를 높이기 위해 담임교사가 수용

적이고 타당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시사했다.

오대근, 김대진, 신창훈(2013)은 중학교 체육수업에서의 교사-학생 의사소

통 분석을 통해 친밀감 형성 요인을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교수-학습은 교

사와 학생 간 상호주관적 관계성 속에서 정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

통을 통해 가능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친밀감은 가르친 일에 대한 전문성,

학생에 대한 열정, 칭찬과 격쳐, 유머, 심리적 근접성, 얼굴표정과 신체접촉

과 같이 학생들과 일치하는 의사소통을 할 때 형성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고 있었

고, 학생들은 교사가 재미있고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를 형성할 때 교사와의

친밀적 의사소통이 더 강화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이 교사와 학생 간 친밀

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친밀감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

에서 두 개념은 교육의 장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3) 교사의 의사소통과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교사의 의사소통과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에는 교실수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업 성취와 체육수업을 통해 확인 가능한 운동수행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Brown(2005)은 교사와 학생 간 일치된 의사소통이 학생들의 학업 성

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일치된 의사소통에는 적극적인 경청 기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일방향적 의사소통 지양, 문화 반응적 의사소통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는 얼굴을 바라보며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것, 적절한 목소리 톤을 사용하는 것, 비언어적 신체

표현을 하는 것,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을 하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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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하였다. 교사는 자신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비해 학업에 더욱 몰입하고 학교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Frymier(2005)는 수업에서의 교수적 의사소통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의사소통수업에 등록한 대학생 297명을 대상으

로 수업 시간 내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였다. 설문내용에는 수업 내 교사

와의 상호작용 정도, 사회적 의사소통 지향성, 교실 밖 의사소통, 교과점수,

학업 동기, 정서적 학습, 의사소통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수업

시간의 효과적 의사소통은 학생들의 학업 결과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좋은

학업 성과를 이룬 학생들은 교사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이면서 교육적인 것으

로 여기고 있었다.

Webster(2010)는 숙련된 교사와 초보 교사의 커뮤니케이션과 학생 학습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수신자 선택’이라는 이론을 준거로 학생들의 기억이 교

사의 커뮤니케이션 행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골프 수업을 통해 확인

하였다. 연구는 참여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 2주 후 전화통화를 통해

학생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두 그

룹 모두 8명 중 7명의 학생이 교사가 제공하였던 정보를 기억해 내었는데

이는 초보 교사와 숙련된 교사 모두 학생의 학습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교사 한 명당 학생 한 명의 꼴로 교사의 비언어

적 행동이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상원(2011)은 체육교사의 커뮤니케이션 원활성이 체육수업효과성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범주로 명료성, 일관

성, 분포성, 타당성, 관심 및 수용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수업 명료성과

관심 및 수용은 체육수업 흥미도와 만족도 및 성취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

다. 학생들은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거나 방임적이고 무관심한 교사의 커뮤니

케이션보다는 학생들에게 수업 의도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학생들의 이야기

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사를

선호했다.

Giles et al. (2012)은 약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커뮤니케이

션 유형에 따른 교사의 수업 내용 전달 기술이 학생들의 수업 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권위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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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생 몰입 및 학업 성취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소통에 적극적인 의사

를 보인 교사의 의사소통방식은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및 수업 몰입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권위적(지배적) 교사’와 달리 학생들에게 표현의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며,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는 ‘표현적 의사소통자’인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학생들의 수준에

서 학습의 결과와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

교사의 의사소통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 정서적 반응, 학업 성취를 확인해

볼 결과 공통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은 친밀감, 공감, 관심, 존중,

경청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 인식이

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작용이 수

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교사

들에게 더 많은 기대와 신뢰를 보이는 것은 의사소통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

는 상호작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밀접성은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도 적용 가능한 중요

한 아이디어다.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과 권력관계,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순환적 삼각 구도는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범주를 상호작용의 맥

락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논의 범주가 풍부해 질 수 있다.

나) 교사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전략에 관한 연구

교사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전략에 관한 연구에는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해결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

여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김용덕, 임현주(2013)의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중심현상을 일으키는 인과적 상황에는 억압적인

체육수업문화, 주지교과 위주의 편향된 교육풍토, 비체계적 수업 구조가 포

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상황에는 사전의사소

통의 실패에 대한 지각정도, 연구 참여자들의 성격이 포함되었다. 중재적 조

건으로는 가족 내 의사소통, 다른 교사와의 의사소통, 체육성적에 대한 관심

이 있었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에는 위협감에 의해 압도된 상태에서 벗어나

기, 무력감 극복하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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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와 강충열(2013)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사

들이 겪는 어려움의 양상을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사

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겪는 어려움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 굽히거나 지지 않기 위해 맞서 버티

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항’, 교사가 예측한 것과 다

른 학생들의 비예측적 행동에 대한 ‘당황’, 교사의 기대와 다른 학생의 모습

에 대한 ‘실망’의 4가지 양상으로 범주화 되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는 의사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자 했지만 양방향적 소통이 일어나

지 않는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Grover, Casper, & Mehta(2013)는 학생에서 시작해 교사로 향하는 전달

(transition)은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실 상황의 역동적인

본성을 알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관리하고 수업을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교실에서 활

용 가능한 교수적 시나리오와 교실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

려움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학생들이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관리 능력’, 학생들에게 친숙

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줄 아는 ‘자료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뿐

만 아니라 교사는 개인적 삶과 더불어 전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

며, 팀 티칭을 통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French, Henderson, Lavay, & Silliman-French(2013)는 체육수업 중 발생

하는 학생들의 학습과 행동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사가 겸비해야 하는 효

과적인 수업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체육수업의 특성상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하는 학생들의 모든 행동

적 문제를 다루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육 교육자는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학생과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략을 구비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과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어려움과 전략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선행 연구들이

가정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교사와 학생 간의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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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적 접근이었다. 교사가 경험하는 의사소통 어려움을 분석한 후, 대안

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 전략은 학생과 교사 간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위한 제언에 가까웠다. 합의적 의사소통을 가정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양방

향적 커뮤니케이션이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통제와 억압의 권력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합의적 권력관계를 지향하는 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합의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가?’와 같은 비판적 물음으로 본 연구에 다가서고자 한다.

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관한 연구에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전통적 종

교교육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종교교육

의 본질에 적합한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전영

미(2009)의 연구가 있다. 종교교육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정보의 수

신자는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와 의미를 동일하게 재생해

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전수모델(transmission model)이었다. 그러

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메시지를 구성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

점에서 전수모델은 종교교수모델(religious instruction model), 총체적 커뮤

니케이션(total communication), 일체모델(one-body model) 모델로 대체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종교교수모델은 수업의 중심에 학습자를 두고 교사는 학

생들의 행동 변화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수업의 주체는 학

생이며 교사는 학습자의 배움을 조력하는 안내자이면서 교육내용을 준비하

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교육 내용

전달 매체가 아니라 그 자체를 교육내용으로 본다. 총체적 커뮤니케이션 과

점에서의 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상

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보다는 수

업을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체모델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

면서 다양한 시각들을 비교해볼 수 있는 민주적 공간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을 강조하면서 교실에서의 단조로운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

이라는 매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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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chilova & Neikov(2012)는 초등학교 방과후 테니스 활동을 통해 교

수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실행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과후 테니스 참여 집단은 일반적 스포츠 게임 집단과 개발된

의사소통모델 적용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연구 결과,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교사의 수업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사가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수업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며,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

는지 알고자 하지 않는 교사 위주의 ‘지시형 수업’ 보다는 토론을 통해 수업

목적을 결정하고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를 분절적으로 제시해 주며,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술/전략을 제시한 ‘개방형 수업’

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

리기 힘든 학생들에게 개방형 수업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결정과정에 시간

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성연(2013)은 문헌 분석을 통해 과학커뮤니케이션 소양도구 개발에 필

요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소양을 범주화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과

학 커뮤니케이션 소양은 과학 정보에 습득, 소통 방식, 이해 수준으로 범주

화될 수 있었다. 개발된 검사 도구를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학부모들에

게 적용하여 세 영역을 측정한 결과, 정보 습득에 대한 소양 수준과 이해

방식에 대한 소양 수준이 유사하게 높았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세 영역

간 상호작용이 지식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과

학 커뮤니케이션 소양의 지속적 함양을 위해서는 세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과 고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진보적 성과는

전수모델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영미(2009)의 연구이다.

전영미는 다양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적 위치여

야 하고, 그들 스스로는 학습 내용을 구성해낼 수 있으며, 교육의 의미가 지

금보다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다변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정

의 될 필요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모든 관계는 구성적이다’라는 본 연구의 아이디어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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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고찰

교사-학생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사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전략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

션 모델에 관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 검

토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의사소통이 상호작용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서적 반응, 학습

효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학생들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 즉, 학생들이 보이는 행위에 대한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

차이가 소통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이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반응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 행위에 대

한 반응성은 추상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학생의 인식, 정서, 학습 결과라는

구체적인 차원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델’ 유형에 입각하여 체계적 관점에

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살

펴볼 수 있었다. 종래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

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반면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참여자

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주관적 의미형성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

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나타

나는 많은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안목을 제공해줄

수 있다. 대안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규정하는 일은 교사와 학생 사이

의 관계를 역동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맥락과 일치한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

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권력과 관

련된 선행 연구 중 일부에서는 권력과 커뮤니케이션과의 관련성을 교사가

만들어 내는 담론이나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었으나 권

력과 커뮤니케이션을 각각의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서로간의 상관

성을 살피는 정도였고, 연구 결과 역시 ‘강압적 권력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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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감소 시킨다’와 같이 매우 간결한 수준이었다. 간혹 하버마

스의 ‘의사소통적 권력론’에 입각해 권력과 커뮤니케이션을 새로운 관점에서

일고찰 하려는 연구들도 있었으나 이들 연구들은 주류적인 연구 지형을 점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커뮤니케이

션과 권력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 풀어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

가. 사회체계이론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라는 주제를 니클라스 루만

(Niklas Luhmann)의 사회체계이론 관점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루만은 인간

과 사회를 행위와 구조의 관계로 바라본 기존의 시각4)에서 벗어나 체계와

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새로운 체계이론을 제안하였다(서영조, 2002). 루

만은 자신의 사회체계이론을 통해 현대 사회를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로

규정하면서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각 체계의 자기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커뮤니케이션5)이라고 언명한다. 루만에게 사회체계는 곧

4) 전통적으로 고전 사회학자들에게 체계란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회는 개인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와 이익(interest)에 대한 동의에 입각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향해왔다. 체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개인이 사회를 구성한다는

오래된 유럽적 사고방식이었으며, 개인 혹은 집단으로 구성되는 사회는 그들이 만든 경

계 외부에서 관찰되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었다(Lee, 2000, p. 323; 노진철, 2013, p.

202-204).
5) Communication이란 ‘공통’ 혹은 ‘공유’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communius’를 어원으

로 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전달함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전달하는 내용의 일

치를 가정하지만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을 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일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이철, 2011, p. 148). 즉, 루만에게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불안정

하고 우연한 것(조태윤, 2003, p. 176)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으로 번역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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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다(이철, 2010).

루만은 1984년에 출간된 자신의 대표저서「사회적 체계: 일반이론의 개

요」와 1997년에 발표한「사회의 사회(society of society)」를 통해 많은 개

념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연구의 맥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잡성, 체계와 환경, 자기생산체계, 커뮤니케이션, 매체, 권력 등의 핵

심 개념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정치체계와 교육체계의 구조적 연결

(structural coupling)에 대한 설명을 거쳐 본 연구의 핵심인 '권력'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현대사회의 복잡성(complexity)과 기능적 분화

루만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복잡성6)과 체계의 기능적 분화로 설명한다.

사회의 복잡성에 대한 루만의 인식은 ‘사회는 맥락적(contextual)이지만 현

대사회는 복합맥락적(polycontextual)이다’(Lee, 2000, p. 310)라는 그의 표현

을 통해 드러난다. 복잡성이란 선택할 가능성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

철, 2010, p, 103) 혹은 다수의 사건 가능성이 개방되어 다양한 사태가 나타

날 수 있는 경우(이남복, 1997, p. 3)를 말하는데 루만은 사회의 복잡성이 증

대될수록 우연성(contingency)7)과 비개연성(impossibility)도 함께 높아진다

communication의 의미는 루만이 자신의 사회체계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의 개념과는 다소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루만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 커뮤니케이

션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6) complexity라는 말은 흔히 ‘복잡성’과 ‘복합성’ 모두로 번역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

성’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지만 이남복(2004)은 복합성은 흔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복잡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complexity를 ‘복합성’으로 표기

하고 있다. ‘복잡’이라는 단어보다는 ‘복합’이라는 말에는 관계지향적인 성격이 좀 더 강

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엉켜있는 관계들이 단순하게 개별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의미보다는 ‘관계 맺고 있는 그 자체’의 다단함을 좀 더 강하게 전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보다는 심층적 관계를 내포하는 ‘복합’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하였다(p. 197).
7) 우연성(contingency)이란 ‘필연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Luhmann, 1984,

p. 152)을 의미하며 철학적으로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남복, 1997, p. 12)을

뜻한다. 따라서 루만은 현실 체험의 지평 속에서 암시된 행위 가능성들은 단지 가능성을

뿐이고 그것은 기대되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Luhmann, 1984, p. 32)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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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많은 선택을 수반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복잡성은 위험

(risk)을 의미(Luhmann, 1995)하기 때문이다. 복잡성의 증대는 사회의 증가

된 불확실성을 동반하였고, 마침내 사회는 복잡성을 축소시켜야 하는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다. 루만에게 불확실성이란 개념은 필연성과 불가능성을

배제함으로서 획득(발터 리제 쉐퍼, 2002)되며, 겉으로 드러난 가능성이 기

대한 것과 다를 수 있음(최재정, 2003, p. 5)을 뜻한다. 사회 요소의 다양한

결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성과 우연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어야만 했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는 개별 체계에 최

적화된 방식으로 사회의 복잡성을 축소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루

만은 복잡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복잡한 상태에서 단순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루만에게 복잡성의 축소란 비체계적이고 불

확실한 복잡성에서 체계적인 복잡성으로 나아가는 것에 가깝다(Luhmann,

1995). 체계적인 복잡성의 축소란 사회의 안정 상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

화된 사회가 체계 고유의 내부 구조에 적응하는 과정이다(Lee, 2000, p. 9).

현대사회에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체계는 기능적으로

분화된다. 복잡한 사회일수록 사회의 기능적 분화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그

러나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체계가 복잡성을 처리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우

연한 것이다(김종길, 2013, p. 340). 그러므로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는 고

정적인 불변의 것일 수 없다. 단지 체계의 기능이란 ‘복잡성의 환원’(이규인,

2009, p. 333)이며, 체계는 사회의 ‘복잡성’이란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뿐이다(문정환, 2014; 이남복, 2004; Cadenas, & Arnold, 2015; Van Assche

& Verschraegen, 2008; Mingers, 2002). 그렇다면 사회의 불안정성과 우연

성을 잠재우기 위해 체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능적으로 분화될 수 있는

가? 이러한 물음에 루만은 ‘체계는 변화무쌍한 환경과의 차이를 안정화시키

면서 유지되고 분화된다’(Luhmann, 2002, p. 179)고 답한다. 본질적으로 체

계에 비해 환경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는 복잡한 환경과의 끊임없

는 구분짓기를 통해 스스로를 안정화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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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와 환경

고도화된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선택의 불확실성과 우연성을 낳았고, 증가

된 불확실성과 우연성의 감소를 위해 체계는 기능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

다. 루만의 체계이론은 체계와 환경의 차이에서 출발한다(정성훈, 2009a, p.

242). 환경에 대응하는 체계의 분화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체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차이를 통해 항상 스스로를 재생산한다(이규인, 2009, p.

337). 체계는 환경과의 차이 즉, 체계와 환경 사이의 경계 형성을 통해 내부

적 준거(체계)와 외부적 준거(환경)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스스로를 안

정화시킨다(이남복, 1997, p. 9). 루만은 이러한 체계의 능력을 ‘체계는 자신

과 환경의 경계를 정의내리고 유지하는 질서’(Luhmann, 1986, p. 221)로 표

현하고 있다. 체계는 체계가 아닌 것 즉, 환경에 의해 구분 지워지며 체계들

은 환경과의 차이를 통해 사회의 복잡성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체계가 동

일성의 원리 위에 작동한다면 환경은 비동일성의 원리로 존재한다. 체계의

이러한 작동방식은 체계가 지향하는 복잡성의 환원은 체계를 항상 자기준거

적 혹은 자기생산적인 구조로 만든다. 체계를 둘러싼 환경 즉, 체계가 아닌

것들 사이에서 체계는 선택의 우연성을 줄이기 위해 자신과 환경을 끊임없

이 구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은 체계 상대적으로 정의(조태

윤, 2003, p. 172; 김종길, 1993, p. 33)되어야 하고, 체계는 환경 없이 존속할

수 없는 환경과 상호의존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체계는 내재적으로

체계이면서 외부적으로는 환경인 것이다(서영조, 2002, p. 6). 체계와 환경의

관계에 있어 환경은 체계가 아닌 즉, 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해당

한다. 가령 학교는 학교가 아닌 것이 존재함으로서 환경과 구별되는 체계가

될 수 있다. 이 때 학교는 학교가 아닌 것들(환경)과 자신(체계)을 분명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자기생산적 구조를 수반해야 한다.

체계는 내부적으로 형성된 준거에 의거해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스스

로를 유지시켜 나간다. 체계 고유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체계는 환경에 작동

적인 면에서 폐쇄적(operational closure)이다(Campe, 2012; Roncevic &

Macarovic, 2010; Van Assche & Verschraegen, 2008; Seidl, 2004). 기능적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체계는 환경8)에 대한 기능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

8) 루만은 체계와 환경을 구성적인 관계로 규정짓기 위한 매개개념으로 ‘복합성낙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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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러나 체계가 환경에 기능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것이 체계와 환

경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체계는 열역학적인 관점에

서 환경에 개방적인 열린 체계이다(김종길, 2013; 정성훈, 2007; Seidl, 2004).

가령 눈(目)이란 체계는 빛(光)을 필요로 하며, 신발이란 체계는 고무를 필

요로 하지만 눈도 빛도 신발도 고무도 기능적으로는 서로에게 독립적이다.

이처럼 체계는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지만 물질과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공급받으며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즉, 체계는 기능적인 면에서

환경에 폐쇄적일뿐 에너지와 물질 면에서는 개방적이다. 체계는 환경과의

구별을 통해 스스로를 기능적으로 분화시켜 자신을 외부로부터 구분 짓지만

동시에 환경으로부터 체계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받으며 기능

적으로 분화된 체계의 자기생산성을 높여나간다. 체계는 기능의 관점에서

환경과 구별되지만 기능 이외의 부분에서는 환경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요컨대 체계는 환경에 대해 폐쇄적이면서 개방적인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환경에 개방적이지만 작동적으로 폐쇄적인 체계의 특성

은 체계가 담당하는 기능을 동일한 출발점에 놓는다. 그래서 모든 체계는

기능적으로 등가적이다(노진철, 2013, p. 200; 이규인, 2009, p. 332; 정성훈,

2009b, p. 251; 최재성, 2003, p. 4; Luhmann, 1984a, p. 113). 체계와 환경 사

이의 경계가 엄격한 것과는 달리 기능적으로 특수하게 자리매김한 체계들

사이에는 기능적인 차이만이 존재할 뿐 다른 체계들을 지배할 수 있는 중심

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루만은 체계가 각 기능에 적합한 방식

에 따라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양태를 일컬어 ‘특화된 보편주의’9)(정성훈,

2013, p. 11)라고 설명한다.

폐쇄되어 작동하는 체계는 외부세계에 열려 있는 체계이며, 환경과 상호

의존적10) 관계를 맺고 있다(Luhmann, 1990, p. 124). 그러나 체계와 환경의

독특한 착상을 도입하였다(Luhmann, 1984, p. 275, 재인용). '복합성낙차'란 환경이 체계

보다 항상 더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와 환경간의 관계들은 언제나 비대칭적이라는 것이

다. 환경복합성이 체계복합성보다 더 높은 이유는 한 체계의 환경 내에는 수많은 체계들

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길, 1993, p, 34).
9) 특화된 보편주의란 정치, 법, 경제, 학문, 예술 등 각 기능체계들의 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통용 기준 즉, 기능맥락별 보편주의를 의미한다(정성훈, 2013, p. 11).
10)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체계와의 상호작용은 고전적인 체계이론에서 말하는 관계구조

(환경으로부터 체계의 투입(input) 및 체계로부터 환경으로의 산출(output))와는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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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적 관계가 양자 간의 합의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루만은

체계와 환경 사이의 통일성이나 통합성11)이란 아이디어에 천착하여 양자 간

의 통합을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체계는 환경과의 차이를 통해 체계의 구

조를 자기생산적으로 복제해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차이’를 지향할 뿐이다. 환경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체계는 기능적으로 환경에 폐쇄적이면서 물질과 에너지 조달을 위해 체계에

개방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환경과의 경계를 유지하고, 차이를 지

속시키기 위한 체계의 내부 준거적 노력은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자기

생산/재생산을 더욱 가속화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3) 자기생산체계12)와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사회의 복잡성 속에서 역동적으로 스스로를 각자의 방식으로 작동

시켜 나간다(Buckley, 1968, p. 493). 환경에 대해 작동적으로 폐쇄적인 체계

는 자기생산성에 기반하여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재생산시킨다. 사회체계의

경계는 자기준거적이며 자기생산적인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며(Luhmann,

1990, p. 29), 체계의 자기생산성은 모든 체계를 관통하는 동일한 작업이다

(장춘익, 2014; 고봉진, 2009; Van Assche & Verschraegen, 2008, p. 266).

체계의 자기생산성은 여타의 체계이론과 다른 루만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

는 핵심 개념이다. 자기생산적 체계는 언제나 역동적이고 늘 움직이는 가운

데 실재하는 체계(real system)이기 때문에 루만은 이 과정을 ‘진화

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Luhmann, 1997; 조철주, 2013). 즉,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체계

와 환경의 관계는 선형적이거나 인과적인 것이 아니며 나아가 체계과 환경에 의존하는

일방향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11) 전체 사회는 각 체계를 통합시키는 집합체가 아니며 각 체계는 처음부터 총체성의

국면을 내포하고 있다(Luhmann, 1984, p. 249).
12) '자기생산성(autopoiesis)'란 개념을 처음 만들고 생물학적 현상에 적용한 사람의 칠

레의 생물학자이기 신경생리학자 움베르토 마뚜라나(Humberto Maturana)와 프란시스코

발레라(Franceso Varela)다(Kruger, 2002, p. 129; 정영주, 2014, p. 183). 두 학자는 생물

적 유기체가 자율적으로 다른 유기체들과의 관련성을 맺으며 스스로를 생산하고 스스로

를 조직하며 자기준거적으로 스스로를 유지해 나가는 특성을 ‘자기생산성’으로 개념화하

였다. ‘자기생산성’이란 개념은 그리스어 Auto(=자기)와 Poiesis(=제작, 창작)의 합성어로

자신 생성, 자기 생성, 자기 산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Lee, 2000, p. 321).



- 78 -

(evolution)고 부른다(최재정, 2003, p. 10; Lee, 2000, p. 325). 체계의 기능이

자기준거적으로 폐쇄적일수록 체계는 진화해 나가며 오랜 역사를 유지해 나

갈 수 있다는 것이다(Luhmann, 1997, p. 249). 체계가 진화해나갈수록 환경

과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회의 불확실성은 환원될 수 있다. 그렇다

면 루만은 체계의 자기 복제, 자기 생산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답으로 루만은 의미(meaning)의 선택과정(selection)을 거치는 커뮤니케이션

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감축을 위해 체계는 스스로를 생산하면서 발

생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들을 줄여나간다. 가능성들의 축소는 체계의 존

속에 필수적이기에 체계는 ‘선택’ 혹은 ‘선별’이라는 과정에 직면한다. 체계

유지의 관건은 ‘체계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선택과정이 ‘얼

만큼 구조에 충실 하느냐’ 다시 말해, 체계의 선택과정이 ‘얼마나 잘 구조화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체계의 선택과정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일 수 없으며 반드시 구조와 맞닿아있는 ‘구조적 선별’(structural

selection)인 것이어야 한다(송형석, 2013, 2016; 최재정, 2003, p. 6). 그리고

체계의 선별에 선행하는 구조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탄생한다.

체계이론 전반을 꿰뚫고 있는 루만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사회는 체계

이며, 체계는 곧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이다(Lee, 2000, p. 324; 서영조

2002, p. 6). 체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해낸다. 루만에 따

르면 체계의 자기생산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가능

하며(Huang, 2015; Gorm, 2014; Minger, 2002; Arnoldi, 2001; Luhmann,

1990) 체계는 항상 커뮤니케이션에 관계하고 있다. 체계에 최적화된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체계는 스스로를 더욱 폐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생산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체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다시 생산해내는

자기생산적 체계이며, 그러한 체계는 다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재구성된다

(Huang, 2015; Gorm, 2014; Osterberg, 1998, p. 165). 즉, 커뮤니케이션은 내

적으로는 자기준거적인 방식으로, 외적으로는 환경에 의해 구성(Luhmann,

1997)되는 체계 안에서만 의미있게 작동하는 것이다(Luhmann, 1990, p. 3).

그렇다면 루만이 제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계의

자기생산을 가능하게 하는가?

루만의 인식을 단순화시켜 표현하자면 ‘사회체계는 자기생산을 위해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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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을 이용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언

어성의 차원에서 설명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루만에게 커뮤니케

이션이란 ‘선택을 통한 의미 공유’과정이다(이철, 2010, p. 90). 의미란 선택

의 가능성이 복수인 상황에서 복잡성을 줄여나가는 형식이자 행위에 대한

기대구조(이남복, 1997, p. 19)이며, 선택이란 곧 이 의미에 의해 형성되는

기대구조를 따르는 과정이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행위의 가능

성 중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러한 선택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조 내

에서 용인이 되어왔던 형식 즉, 기대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의미 내용을 발신자로 부터 수신자에게 그대로 옮기

는 과정이 아니며, 그 의미가 그대로 옮겨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도 아

니라는 사실이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선택은 비개연적이기 때문에 두 사

람 사이의 합의나 일치뿐만 오해나 불일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정성훈,

2007, p. 25). 왜냐하면 두 사람의 선택은 각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자기준거

적인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체계들의 의미 선택과정에는 이해뿐만이 아니

라 오해라고 부르는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information)의 선택, 발

화(utterance) 혹은 통지(transmission)의 선택, 이해(understanding)의 선택

이라는 분리 불가능한 세 개의 요소13)들로 구성된다(Luhmann, 1984, p.

193).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을 ‘세 가지 선별과정 대한 이해와 오

13)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전송(transmission)을 설명하는 개념이었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하면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시각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을 ‘전송’으로 보는

관점은 존재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청자의 메시지를 화자가 수용한다’라는 명제는 화

자에 메시지가 초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청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할 때 ‘소유하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전달하

는’, ‘수용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Luhmann, 1995, p. 139, 재

인용). 둘째, ‘전송’이란 표현은 청자보다 화자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한 것이

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화자의 발화의 선택이라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

라서 ‘전송’보다는 ‘발화’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셋째, ‘전송’ 이란 표현에는 전송되는 것과

전송받는 것이 일치한다는 의도의 동일성에 대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가 가지는 맥락성은 청자와 화자 사이의 정보 수용의 동일성을 확보해 주기 어렵다.

정보는 청자와 화자에게 각각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Vanderstraeten, 2000, p.

58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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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Luhmann, 1995, p. 115)라고 말한다. 세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

게 해주는 최소한의 단일체 혹은 사태를 의미한다(Hu. 2011; Seidl, 2004;

Minger, 2002; Luhmann, 1995). 정보(information)의 선택이란 커뮤니케이션

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자 송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총

체를 의미한다. 정보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은 아예 발

생조차 할 수 없다. 선택된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 이

때 발화의 선택은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나 선택된 정보가 발

화된다고 해도 발화된 모든 정보가 선택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발화의

부재에도 암묵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정보들이 존재할 수 있다(송형석, 2013;

Vanderstraeten, 2000, p. 585).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보는 발화의 형태

로 제공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발화를 위한 양식(form)(예: 언어)을 필

요로 한다. 발화는 의도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인 상황에서 발

생하기도 한다. 관건은 발화의 의도나 발화의 상징이 아니라 발화 그 자체

는 언제나 선택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된 발화에 대한 청자

와 화자 사이에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해의 선택에는 정보의

선택과 발화의 선택에 대한 수신자의 이해 즉, 송신자로부터 발화적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해의 선택이란 정보의 선택과 발화의 선택 사

이의 구별을 의미한다. 이해의 선택이 중요한 까닭은 발화되는 모든 것이

수신자에게 해석가능한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Vanderstraeten,

2000, p. 586-587). 이해는 수신자가 파악된 정보를 받아 들이냐 거부하느냐

의 선택과정이다(조태윤, 2003, p. 179).

요컨대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행하는 하나의 의미창

출사태로 볼 수 있으며, 상호간에 구성되는 의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조철주, 2013, p. 8). 커뮤니케이션은 궁

극적으로 수신자에 의한 이해가 발생되었을 때, 커뮤니케이션으로 성립될

수 있다(Luhmann, 1995). 그러므로 통보된 정보의 이해와 오해의 문제는 후

속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촉발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이철, 2011, p.

151). 만약 송신자가 정보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수신자가 이해했다면 커뮤니

케이션이 지속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단절되고 만

다. 또한 통보된 정보를 이해하는 수신자의 행위는 정보를 통지하는 송신자

의 행위 변화로 나타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발생 전후의 상황과 맥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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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타자의 행동에 대한 자아의 이해는 후속 커뮤니케

이션을 이끌어내는 요인이며, 후속 커뮤니케이션의 시발점은 이전 커뮤니케

이션에서 수신자의 행위 연결을 위한 지점에서 결정된다. 체계 내에서 발생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작동 원리는 <표 6>과 같다.

표 6. 커뮤니케이션 작동원리(이철, 2011, p. 161)

행위자 행위 커뮤니케이션 자아

송신자 정보의 선별

송신자 정보 통보의 선별 타자준거-자기준거의 차이

수신자 정보 통보 사실의 이해 타자준거-자기준거의 차이 복제

커뮤니케이션은 체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체계

의 자기생산은 오해보다는 이해의 가능성이 많을 때 더욱 수월해진다. 체계

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은 불확실성과 우연성을 줄여나가면서 체계의 자기

행위를 더욱 합리화시킬 수 있다(노진철, 2013, p. 209; 김무규, 2013, p. 168;

Hu, 2011, p. 88).

루만은 사회체계내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

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의 우연성(double contingency)’ 문제를 줄

여야 한다고 말한다. 루만은 ‘이중의 우연성14)’을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다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한다’(1984, p. 166) 라는 공리로 정식화하고 있

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네가 원하는 것’의 내용이 채워지고 그에 맞추어

14) 너는 생각한 것들 중 극히 일부만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네가 말한 것들 중 극히

일부만을 나는 이해한다. 여기서의 너의 의도(정보)와 너의 말(통지)을 구별하는 나의 이

해가 너의 의식 속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나는 나의 이해에 기초하

여 다시 너에게 내가 생각한 것들 중 극히 일부만을 말하며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 속에서 너와 나는 서로 말한 것을 추리(이해)하면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기대

에 맞추어 나감(기대구조의 형성)으로서만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 때로는 나

의 의도와 다른 말도 해야 하며, 너의 말 속에 들어있는 오해를 묵인하기도 해야 한다.

말하는 과정에서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의 일치에 우리가 도달해보자고 합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러한 일치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정성훈, 2007,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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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들이 서로간의 기대구조(structuration of expectations)가 생겨날 때(정

성훈, 2007, p. 97)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중의 우연성은

두 사람 사이의 비개연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가령 교사가 낸

시험문제를 학생들이 읽고 답안지를 작성한 후, 선생님이 답안지를 채점하

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 교실에 모여

있는 사건, 학생들이 정답을 작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답을

쓰는 사건, 교사는 읽고 싶지 않은 답안을 읽으며 채점을 하는 사건 등은

본질적으로 비개연적이다. 그러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에 와야 한다

는 기대구조, 자신의 생각과는 무관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정답을 작성해야 한다는 기대구조, 학생들의 점수 산출을 위해서는 공

정하게 답안을 채점해야 한다는 기대구조는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비개연적

이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이처럼 이중의 우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성립된

기대구조는 커뮤니케이션의 연결을 용이하게 해주면서 체계의 불투명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루만은

이중의 우연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대구조의 형성은 ‘상징적으로 일반화

된 매체’(symbolically generalized media)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체계가

진화할수록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는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성과 더욱 밀

접한 관계를 가진다(발터 리제 쉐퍼, 2002, p. 91).

4) 커뮤니케이션과 매체

높은 복잡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체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작동한다.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 한다’(Luhmann, 1990, p. 31)라는 공

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은 고유한 동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이중의 우연성 문제에 직면한

다. 이중의 우연성은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으로 귀결되는데 체계의 자기

생산 목적이 불확실성의 감축이라는 점에서 이중의 우연성은 반드시 해소되

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중의 우연성은 매체(medium)의 발달로 어느 정도 해

소될 수 있으며, 매체는 다시 체계를 자기준거적인 것으로 재생산시킴으로

써 체계의 자기생산성을 증대시킨다. 매체는 기대구조를 구성하고, 비개연적

인 사건을 개인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형식의 일종이다(송형석, 201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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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김종길, 2013, p. 343).

루만에 따르면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의 각 체계에는 고유의 매체가

존재하지만 사회의 자기생산성을 꾸준히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언어이다(루만, 2012, p. 49). 루만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확산매체

(disseminating media)와 성공매체(success media)로 구분한다. 확산매체는

정보의 중복을 가능하게 해주고 우연성을 줄여나가는 매체로서 여기에는

글, 인쇄매체, 전자매체가 포함된다. 성공매체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용 가능

성을 높이는 매체로서 흔히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라고 불린다(정성훈,

2013, p. 14). 매체의 최종적인 과업은 행위의 복잡성을 축소시켜 커뮤니케이

션의 우연성을 줄여나가는 것이며 루만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의 대표적인 것으로 정치체계의 권력, 경제체계의 화폐, 과학

영역의 진리, 친구/가족영역의 사랑, 교육체계의 학생을 들고 있다(정성훈,

2009b, p. 239).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체계의 기능분화를 상징적으로 일반화

된 매체의 분화라고도 볼 수 있다(Roncevic & Makarovic, 2010). 상징적으

로 일반화된 매체로 대표되는 상징매체의 관심은 ‘어떤’ 내용으로 커뮤니케

이션 하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있다(송형석,

2013; Mavrofides, 2015; Matuszek, 2015; Seidl, 2004). 매체의 가장 큰 과업

은 자신의 논리에 따라 체계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일이기 때

문이다.

루만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만드는 성공매체들은 긍정적인

값과 부정적인 값을 동시에 갖는 이원적 코드(binary code)15)로 구성되어

있다(이주화, 나채만, 2016, p. 41; 정성훈, 2013, p. 24). ‘이원적 코드를 통해

체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Luhmann, 1986, p. 76) 라는 루

만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들은 이원적 코드 구

조를 통해 체계를 더욱 더 공고하게 재생산시킨다. 코드는 체계 자체의 커

뮤니케이션을 오직 하나의 기능체계에 수렴시키고 제 3의 가능성을 배제하

15) 정성훈(2009a)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의 역설로 코드의 부정적인 값에 대한 선

호를 봉쇄할 수 없고, 코드의 긍정적인 값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말

한다(p. 239). 또한 코드 수준에서 배제된 가치는 아무리 의미 있는 것이라도 체계내의

안정된 코드로 편입될 수 없는 제 3의 가치가 된다고 하였다(조철주, 2013, p. 18; 서영

조, 200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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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개념 장치이다(Luhmann, 1986, p. 75). 따라서 한

코드는 체계 내에서 체계 고유의 특정 선도가치(Leitwett/preference code)가

모든 행위의 확고한 지향점이 될 수 있게 한다(송형석, 2013, p. 193; 김종

길, 2013, p. 341).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에서 기능체계들은 개별 체계 내

에서 특별히 통용될 수 있는 이원적 코드16)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행위

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다(장춘익, 2014).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의 체계들은 자율성과 자기생산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모든 체계는 공통적이게도 이

원적 코드에 따라 스스로를 구조화시키고 있다. 우성/열성(지배/복종)의 코

드를 가진 정치체계, 좋고/나쁨의 코드를 가진 교육체계, 진리/비진리를 코

드로 하는 과학체계, 이익/손해의 코드를 가진 경제체계 등 각 체계별로 구

조화된 이원적 코드는 상이하지만 체계는 자신만의 고유한 코드를 통해 스

스로를 환경과 구별짓고 있다.

각 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매체와 매체에 따른 이중적인 코드 중 현대사회

의 증가하는 복잡성에 대한 응답으로 탄생한 정치체계의 매체로서 권력은

커뮤니케이션의 우연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은 행위의 우연성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다는 루만의 아이디어는 학교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 권

력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만은 권력에

대한 논의를 철저하게 정치적인 관점으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권력 매체에

의해 유지되는 정치체계와 학생이란 매체에 의해 재생산되는 교육체계를 상

이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루만은 교육체계 내에서 권력관계

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양자는 구조적인 연계(structural

coupling)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정교하게 다가서기 위

해서는 루만의 정치체계와 교육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체계 간 구조적 연계와 교육체계의 특징만을 살펴보고, 커뮤니

케이션적 권력과 밀접한 상관을 맺고 있는 정치체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

에서 이어가기로 한다. 상호침투 및 구조적 연계에 대해 살펴보고 서로 다

른 매체에 의해 유지되는 정치체계와 교육체계 간의 구조적 연결의 가능성

16) 김종길(2013)은 이원적 코드를 색깔이 달라 보이는 선글라스에 비유하고 있다(p.

342).



- 85 -

을 모색해 보자.

5) 상호침투와 구조적 연계

루만에게 권력은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적 매체

이다. 권력은 정치체계에만 귀속되어 있고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에만 관여하

는 매체이다. 그렇기에 루만의 시각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교육영역에서의

권력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루만은 체계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들 간의 구조적 연계

(structural coupling)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리적 정당

화를 위해서는 정치체계와 교육체계 간의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체계는 자기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환경과 자신을 경계 짓는다. 하나의 체

계는 다른 체계를 환경으로 간주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환경을 중심부와 주

변부로 구분 짓는다(장춘익, 2014; 서영조, 2013, 조철주, 2013; Moellwe,

2015; Lee, 2000). 만약 특정 체계가 다른 체계들에 의해 침투되거나 지배당

하게 되면 체계의 기능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자기생산적 기

능을 상실한 상태가 된다. 즉, 다른 체계가 더 이상 환경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체계는 해체되고 만다. 그러나 루만은 체계가 환경과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 짓고 있기는 하지만 체계와 환경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 말한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체계는 다른 체계를 자극하여 체계

간 새로운 작동적 혹은 구조적 연계를 유도해 낼 수 있다(Guzzin, 2001, p.

13). 관건은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체계의 자기준거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

으면서 환경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송형석, 2016; Herrera-Vega, 2015;

Bauer, 2014; Hu, 2011). 루만은 이러한 상황을 ‘상호침투(interpenetration)’

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상호침투란 한 체계의 경계를 구성하거나 잠정적

으로 경계로서 여겨지는 요소들 중 일부가 동시에 다른 체계의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Luhmann, 1984, p. 290; Guzzin, 2001, p. 13)를 의미한다. 두

체계는 서로의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침투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 된다. 환경에 대한 상호침투를 더 많이 수용하는 체계는 상

호침투 정도에 비례하여 체계 고유의 성과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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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간 상호침투가 일어나더라도 모든 체계가 상호침투 하는 각 체계의 고

유한 선택과 자기준거적 작동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전동열, 2011, p. 172;

정성훈, 2007, p. 99)17). 상호침투는 일방향적이거나 인과적인 작용이 아니며

지배-피지배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본질적으로 체계들은 기능적으로 등가

적이기 때문에 상호침투는 지배와 흡수의 문제로 귀결될 수 없다. 체계들은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재생산하지만 각각의 구조가 상호침투에 적응하도록

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환경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체계들 간의 관계

를 루만은 ‘구조적 연계18)’라고 개념화하였다(정성훈, 2007, p. 100).

구조적 연계는 작동적으로 폐쇄적인 기능분화체계들이 자율성을 잃지 않

으면서도 환경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Luhmann, 1997, p. 120). 즉, 기능체계들은 작동적으로 폐쇄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범사회의 맥락에서 매우 일면적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의존적일 수밖

에 없는 것이다. 가령 정치체계는 심리체계라는 인물(정치가)을 통해, 경제

체계와는 조세와 제정지출, 공공예산재정, 정치적 준거, 경제정책자료 등을

통해, 법체계와는 헌법을 통해, 학문체계와는 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통해,

대중매체체계와는 여론을 통해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서영조, 2013, p.

294; Luhmann, 1997, p. 310). 그러나 모든 체계들이 정치체계와 구조적 연

계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체계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여타

의 체계들과 구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까닭은 기능적 체계들의 작동이 대

부분 구성원들의 삶과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는 어느 정도 정

치화되지 않을 수 없는 속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서영조, 김영일, 2009).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체계로 루만은 교육체계를 꼽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 관한 결정에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17) 가령 법체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복잡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

는 심리적체계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이 행할 것만 규정하는 심리적 체계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법체계의 규범은 심리적체계에 침투되지 않은 것이며, 후자의 경우 법체계

가 침투되긴 했지만 행위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심리적체계가 자기생산적 기제를 발

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성훈, 2007, p. 99).
18) 루만은 체계간의 구조적 연계를 사회진화의 우연적인 성과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우

연적인 성과는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의 코드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적 분화 형식이라는 사회구조를 방어해온 방식이다((Luhmann, 1997, p.

311; 정성훈, 2009a,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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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서영조, 2013, p. 295). 특히 교육체계에 관한 국가의 개입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의 학교라는 조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체계와 교

육체계는 특히 ‘조직을 통한 구조적 연계’(Luhmann, 1997, p. 396) 관계에

놓여 있다.

이처럼 체계의 자율성 즉, 체계의 자기생산성에서 출발하고 있는 루만의

체계이론은 종국에는 체계의 내부적 차원과 외부적 차원을 연결하는 상호침

투 혹은 구조적 연계와 맞닿아 있다. 요컨대 루만에게 구조적 연계는 체계

의 자기생산의지를 희석시키는 기제가 아니라 오히려 체계 스스로의 작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환경에 대한 체계의 대응방식인 셈이다. 체계-환경의 관계

에 놓여 있는 정치체계와 교육체계 역시 구조적 연계를 통해 체계의 자기생

산성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치체계와 자신을 기

능적으로 달리 분리시키고 있는 교육체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체계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별’이라는 상이한 매

체와 코드로 정치체계와 자신을 확연히 구별 짓고 있는 교육체계의 특징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교육체계와 선별

루만은 교육을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고들이 사회적인 연결능력을

갖도록 조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역할’(Luhmann, 2002, p. 15)로 정의한다.

교육은 사회화와 구별되며, 교육은 사회화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사회화와

교육 모두 일종의 상호침투 기제지만 사회화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

는 반면 교육의 본질에는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다(조용환, 1997; 엄태동,

2012). 교육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근거로 하여 의도한 바를 달성하고자 하

는 동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화와 구별된다(Luhmann, 2002,

p. 15)

수업은 교육체계의 가장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커뮤니케이션 단위이다(최

재정, 2003, 2013).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수

업을 통해 그 우연성을 최소화시키며 스스로를 안정화시켜 나간다. 교육체

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업을 통해 현실화되지만 수업 내 모든 커뮤니케

이션은 학생들에 의해 실현된다. 수업이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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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이며, 단위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학생들로 소급된다. 학생들은 교육체계

의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Luhmann, 2002, p. 191)로서 기

능하며 그들에 의해 교육체계는 스스로를 유지시켜나간다. 다른 체계와 달

리 학생들을 매체로 유지되는 교육체계는 학생들이 교육적 의도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스스로를 존립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방식 즉, 다른 체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Qvortrup, 2005, p. 10). 루만에게 교육은 단순히 ‘수업’의 의미가 아니

다. 수업을 통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일

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업 그 자체를 통해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교육체계의 기능은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커

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여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을 줄

여나가는데 있다(Qvortrup, 2005, p. 12)19).

수업을 통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한 루만은 교육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일상화 경향20)’(Tendenz zur

Trivialisierung)(Luhmann, 2002, p. 104)이라고 불렀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들은 철저히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화될 것을 요구 받으며

교육의 기능은 학생들이 비일상적으로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데 집중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체계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인 학생들과 스스로

를 부단히 재생산해낸다(조태윤, 2013; Qvortrup, 2005). 학교는 학생들에게

19)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로 ‘사회화’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루만은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 학교의 ‘일상화 전략’은 인간을 ‘일상적 기계’로 취급할 때 가능하다. 교육체계가 얼

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는지는 체계가 원하는 방식으로 출력되는 결과물에 수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만은 인간을 다른 체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체

계로 간주한다. 따라서 인간은 교육체계에 영속된 존재인 동시에 스스로 자신을 구성하

는 자기준거적인 구성체라는 양가적인 속성을 갖는다. 자기구성적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초기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출력되

는 존재도 아니다. 체계로서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내용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개

인에 대한 평가는 좋음/나쁨이라는 선별 결과에 부합될 수 없다. 즉, 교육체계 속에서 인

간은 체계의 자기생산성 측면에서 ‘일상적 기계’가 되어야 하지만 개인이라는 심리체계의

관점에는 스스로를 재생산해내는 ‘비일상적 기계’이다. 그러므로 교육체계의 자기생산성

과 개인 스스로의 자기생산성은 교육영역에서 언제나 모순적으로 충돌한다(최재정, 200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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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커뮤니케이

션 가능 체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간다. 다른 체계에 비해 학교

는 외부환경에 비교적 유연하고 융통적인데 이는 학생들에게 불확실한 환경

을 스스로 제어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우연성을 줄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

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체계는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동등하교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교는 사회로부터 요구받은 또 다른 기능 ‘학

생선별’을 위해 시험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둔다. 교육영역은 좋고/나쁨이라

는 이중적 코드를 통해 학생들을 선별해 내며, 이러한 학생 선별 작업은 ‘동

등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표면적 이슈와는 달리 은밀하게 진행

된다. 교육체계는 선별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기회균등의 이념을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학교는 기회균등이라는 국가조직적 차원의

원칙과 선별이라는 교육체계의 코드 사이에서 언제나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최재정, 2003, p. 603). 교육체계에 의한 선택은 다시 범사회 그 자체를 자

기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위 체계로서의 교육체계는 표면적이

건 암묵적이건 언제나 선별의 기능을 수행한다. 요컨대 두 가지 기능 사이

의 딜레마 속에서 교육체계는 자기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일정한 선별의 과

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만은 교육체계를 자기준거성 혹은 자기생산성이 결여

된 곳이라고 보고 있다(Hof, 1991). 동일 체계 속에서 상충되는 두 가치로

인해 교육체계는 스스로에게 최적화된 학문체계를 자기준거적으로 구성해내

지 못했다(최재성, 2003; Qvortrup, 2005). 학생들을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

학교에서 선택하는 다양한 학문체계들은 교육체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체계

들(경제체계, 과학체계, 예술체계 등)과의 구조적 연계를 통해 교육체계 내

로 유입된 것들이며, 이렇게 유입된 학문체계들은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수업의 교과목으로 자리 잡는다. 교육체계 외부의 환경으로 존재하는 학문

들이 교육체계의 기능 분화를 위해 내부로 침투하는 과정은 교육체계가 상

실한 자기준거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결여된 체계의 자기생산성

은 교육체계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즉, 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교육체계의 독특성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를 외부 환경과 구조적 연계가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교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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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정치체계의 구조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루만의 체계이론은 복잡성과 불확실성, 체계와 환

경의 차이, 체계의 자기생산성, 커뮤니케이션과 매체(코드), 그리고 권력 등

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체계는 현대 사회의 고도화 되는

불확실성의 감축을 위해 자기준거적으로 스스로를 재생산시키면서 환경과

자신을 경계 짓고, 체계 내 커뮤니케이션의 우연성을 줄이기 위해 매체를

코드화시킨다.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을 환원시키기 위해 정치체계에는 권

력이, 경제체계에는 화폐가, 과학체계에는 진리가, 교육체계에는 학생이 매

체로 등장하였다. 루만 체계이론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유지되는 체계

는 자기생산적이다’ 라는 명제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일견에서는 루만의

이론을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며, ‘사회는 커

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Luhmann, 1975, p. 11)는 그의 공리는 개인

의 주관적 의미 구성 즉, 주체의 문제를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한다.

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

1) 권력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권력을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으로 권력은 ‘A가 B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A는 B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

즉, 권력행사자가 의도한대로 행위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인과적인 시

각에서 설명되어왔다. 이러한 입장들에 따라 권력관계 또한 권력행사자의

의도가 권력대상자의 행위 변화에 우선하는 일방향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

다. 기존 패러다임 내에서 권력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결정적인 것이며,

선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권력관계의 불안정성과 변화가능성 그리고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는 간과되었다. 권력

이 가지는 소유적 특성과 도구적 합목적성에 의해 권력관계는 절대적인 힘

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간주되어 왔던 셈이다.

그러나 루만은 권력관계를 인과적 관점에서 설명하던 고전적 권력 이론을

강하게 비판하며(서영조, 김영일, 2009; Borch, 2005), 권력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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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권력에 대한 인과적 사고의 경계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권력을 인과

적 관계로 보는 접근은 행위의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Luhmann, 1970, p. 16). 결과로서 야기되는 행위의 변화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무수하기 때문에서 행위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을

권력의 행사로 단정짓는 일은 위험하다. 변화를 가능케 한 인과적 과정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Luhmann, 1970. p. 16). 이러한

루만의 입장은 ‘권력관계의 인과적 해석은 행위의 권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그의 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uhmann, 1970, p. 151). 루만은 권력행사의 인과적 관계 역시 가변적이며

우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권력의 행사과정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Borch, 2005). 권력관계 속에서의 행위

변화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며(Guzzin, 2001), 권력행사의 결과를 결정론적이

고 합목적적이며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버리는 것은 부정적 미

래에 대한 수용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루만에게 행위의 인과성이란 권력

이 행사되기도 전에 결정되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에 가깝다

(Luhmann, 1970, p. 151). 권력의 인과성은 언제나 작위적 작업의 결과(서영

조, 김영일, 2009)이며 선택의 문제이다.

루만은 권력관계 내 행위 인과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전적 권력이 상정

하는 권력의 소유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루만

은 ‘권력은 소유되는 것’이라는 고전적 권력론과 결별한다. 홉스와 베버의

권력론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소유되는 권력은 권력행사자가 A에서 B로, 권

력이 행사되는 상황이 C에서 D로 대체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서영조,

2008). 이는 권력을 소유한 권력행사자와 권력 종속자의 단순한 자리이동일

뿐, 양자 간 권력관계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간극만이 더욱 심

화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로 수렴되는 권력은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Borch, 2005). 루만은 권력 소유자와 대상자 간의 동등성을 상실해

가는 권력을 비판하며 권력행사자와 권력종속자 간의 간극을 줄이며, 양자

간의 내적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비인과론적이며 대안적인 권력을

주장한다.

권력의 비인과성과 대안성을 강조하고 있는 루만 이론의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자기생산성을 근간으로 스스로를 작동시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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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에 대한 그의 고찰이 자리하고 있다. 자율성을

갖게 된 체계가 정치체계, 경제체계, 예술체계, 교육체계 등으로 분화되면서

현대사회는 ‘중심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Luhmann, 1990, p. 31). 기능

적으로 분화된 체계 간에는 그 어떤 위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지점

으로 수렴되어 누군가에게 소유되는 권력관계 역시 가정할 수 없다. 소유적

권력관계는 전근대적인 사회 구조의 산물일 뿐이다(Borch, 2005). 루만적 권

력 이론의 통찰은 권력관계를 사회적 기능과 구조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풀

어내고 있다는데 있다. 구조 결정론적 사회의 소멸을 곧 위계적이고 강압적

인 권력관계의 붕괴와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권력의 도구성과 합목적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결정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권력관계를 불확실한 것으로 보

고 있다. 루만은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으로부터 자

신의 논리를 결별시키고 있다.

2) 정치체계와 권력

루만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체계들은 고유한 매체와 코드의 형식으로 스스로를 존속시킨다. 권력관

계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과 단절한 루만의 권력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권력이 매체로 작동하는 정치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술했

듯이 루만에게 권력은 구조결정론적인 사회에서의 권력처럼 행사의 일방향

성이나 행위 변화의 피동성을 가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로 구성된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란 과거처럼 모든 기능 체계를 관통할

수 있는 체계 상위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모든 사회적 관계에 선행

했던 고전적 입장과 달리 루만의 권력개념은 정치체계를 여타의 사회적 기

능 체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루만의 사

회체계이론에서 권력은 철저하게 정치체계 내에서만 논의되는 개념이며, 루

만에게 권력이란 정치체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

체일 뿐이다. 정치체계 매체로서의 권력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권

력이란 매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해준 정치체계의 기능에 대해 짚고 갈 필요

가 있다.

루만에게 정치체계의 기능은 ‘집단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을 위한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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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것인데(Luhmann, 2000, p. 84) 루만은 이러한 정치체가 담당하는

기능의 구성요소를 ‘결정’, ‘구속성’, ‘집합성’, ‘능력’의 4가지로 보았다. 첫째,

정치체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결정’이란 형태를 지닌다(서영

조, 2013, p. 284). 오늘날 결정의 보편성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은 곧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21). 그러나 체계 내 행위의 우연성은 한 번 내려진 결정을 영구적으로 지

속시키지는 못한다. 결정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가변적일 수 있으며, 이는 결

정을 내리는 주체 즉, 권력행사자와 그가 행사는 권력이 언제든 교체 가능

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정한 권력행사자가 내린 결정의 지속성이 계속

적으로 유지될 때만 권력은 유지될 수 있다. 가령 A가 B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B라는 판단이 대상자들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면 A는 권력관계

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B라는 판단이 대상자들의 행위 우연성을

가중시키고 합의되지 않은 행위의 가능성을 증폭시켰다면 A가 내린 B라는

판단의 결정력은 그의 권력을 담보해 주지 못하게 된다. 행위의 우연성으로

말미암아 ‘결정’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결정은 ‘구속성‘을 갖는다. 이 때 구속성이란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

지 않고 후속되는 결정의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의 구속성

은 결정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결정된 내용에 대한 커

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한다. A가 내린 B라는 판단이 특정 행위에 대한 일

회적인 결정이 아니라 후속하는 행위들에 영향을 미쳐 행위의 행위에 대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B라는 판단은 결정의 구속성을 갖게 된다. 특정

한 결정이 C라는 행위와 C라는 행위에 대한 후속 행위까지 지속시켜 결정

의 구속성을 갖게 된다면 이는 곧 결정 당사자들이 B라는 판단에 대한 기

대구조를 완성시켰음을 의미한다. 구속력을 가진 결정에 의해 형성된 기대

구조는 정치체계 내 행위의 우연성을 감축시키면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체계의 그것과 구분한다. 즉, 구속력을 가진 결정은 정치체계 내 커뮤

니케이션을 더욱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 한다(서영조, 2013, p.

274).

21)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는 정부여당(권력우세)과 정부야당(권력열세)이라는

코드화에 기초하고 있고 있으며, 결정의 가변성은 정부여당과 정부야당의 권력교체를 가

능하게 하는 기제이기도 하다(서영조, 2013,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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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러한 결정의 구속성은 ’집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때 ’집합적‘이

란 결정의 영향력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의

집합성은 권력자가 누구든, 권력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결정을 내린 결정자

본인에게까지 제 힘을 발휘한다. 정치체계의 권력 작동에는 결정자 또한 구

속되어 있다(서영조, 2008). 행위 우연성을 줄여 나가기 위해 완성된 기대구

조의 영역에는 행위 대상자뿐만 아니라 권력 결정자 역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은 실제적으로 행해지지 않아도 언제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결정 능력의 마련은 개별 결정들은 안정화시

키기 위한 결정과정의 재귀적 과정이다(Luhmann, 2000, p. 87, 재인용). 즉,

결정 능력은 결정의 사실적인 연속성과 결부된 문제로서 개별적인 결정들을

하나의 기대구조로 결집시키기 위해 다른 결정들 혹은 비결정들을 예견하거

나 소급하게 함으로써 결정의 사실적인 연속성을 보장한다(서영조, 2008).

결정 능력이 담보하는 결정의 연속성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체계가 자신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만약 B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 C-D(C라는 행위의 후속 행위)-E(D라는 행위의 후속 행위)-F(E

라는 행위의 후속 행위) 등의 행위 연속적 기대구조를 완성시켰다면, 나아가

그러한 기대구조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작용한다면 A가 가진 결정능력에

의해 정치체계는 커뮤니케이션의 우연성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루만이 권력을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 가정하는 까닭

은 정치의 기능이 ‘갈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서영조, 2013). 갈등이 정

치체계 매체인 권력이 아니라 과학체계의 ‘진리’나 종교체계의 ‘종교’ 교육체

계의 ‘학생’ 등 다른 체계의 매체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면 정치체계는 독

립된 기능 체계로 분화될 수 없었을 것이며, 권력 역시 정치체계 존속을 위

한 상징적 매체로 탄생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체계는 갈등 해결이라는

과업 달성을 위해 집합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을 위한 능력을 마련해야만 했

다. 즉, 사회의 증대된 복잡성이 정치체계가 담당하고 있는 ‘결정’에 수많은

우연성을 부여하게 되면서 증가된 갈등은 결정된 사안의 수용 가능성을 희

박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체계는 진화의 결과로 ‘결정’이라

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권력이라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체계는 ‘집합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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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력의 마련’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권력이란 매체를 통해 불확실한 우

연성을 특정한 우연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 속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식하게 만든다(서영조, 2013, p. 285).

3)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권력

가) 커뮤니케이션적 권력의 개념과 특징

루만에게 권력이란 행위의 인과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들 사이의 불확실성을 줄여 잠재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행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정호근, 1996;

Borch, 2005; Guzzin, 2001). 즉, 권력은 특정 행위에 대한 후속행위의 선택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은 연속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처음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Guzzin, 2001).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권

력을 다른 체계의 매체와 구별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루만

은 ‘행위 관계적’ 권력에 주목하며 행위 관계적 권력이 생산해내는 복종자들

의 ‘자율적 복종의지’, 그리고 그러한 권력대상자들의 자율성이 결여되었을

때 고려되어야 하는 ‘부정적 강제력’이라고 답한다.

(1) 행위 관계적 권력

루만은 권력을 행위 관계적인 것22)으로 본다. 루만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행위와 행위 관계에서 발생하며, 행위의 맥락을 벗어나 작동하는 권력은 존

재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서영조, 2008). 권력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

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행위

에 대한 후속하는 행위가 종결될 때, 권력은 소멸되며, 권력관계 또한 담보

22) 권력을 행위 관계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여타의 권력론자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권력을 행위 인과론적으로 바라보던 고전적 권력론자들과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

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영조, 2008, 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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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유지되지 못한다. 행위의 종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복잡한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함께

증가된 결정의 우연성을 줄이기 위해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

체로서 권력의 발생은 필연적이었다(Luhmann, 2000, p. 59). 그러므로 루만

의 권력은 행위 대안의 증가에 비례하여 커진다고 할 수 있다(한병철,

2012).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결정을 내릴수록, 그러한 결정이 행위 대

안을 감축시킬수록 권력의 매개성은 더욱 증가된다. 이 때, 권력이 매개하는

행위는 권력행사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의존적인 것이여야 한다. 권력작용은

양자 모두에게 선택 대안을 감축시켜 행위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범

위만을 포괄할 뿐이다. 그렇다면 권력은 어떻게 행위의 선택가능성을 축소

하고 그 우연성을 줄여줄 수 있는가? 또한 권력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방

식으로 행위의 합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가?

(2) 강제와 자율적 복종

여기서 루만적 권력의 두 번째 특징이 포착된다. 루만에 따르면 권력 커

뮤니케이션이 행위 합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강제와 복종’을 위

한 형태로 구현(Luhmann, 2000, p. 38)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권력은 강제와 복종을 권력행사자가 가지는 힘에 의한 일방향적

인 것으로 보던 베버류의 전통적인 권력개념과 그 맥을 달리한다. 권력이란

매체를 통한 강제와 복종은 정치체계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

한 전략으로, 체계를 자기준거적으로 재생산해내기 위한 체계의 존속 그 자

체와 관련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루만의 시각에서 강제에 대

한 복종은 결정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권력대상자들의 복종의지에 의

해 비로소 생성된 것이다(Luhmann, 2000, p. 38).

자율성에 기반하는 복종의지는 결정 과정에서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아

니오’를 ‘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며, 강제적 권력과 스스로를 구분하는

방식이다(한병철, 2012). 그러므로 루만에게 권력은 강제적인 ‘명령’의 모습

없이도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루만은 이를 ‘권력의 자유

로움’이라고 표현(Luhmann, 2000)하였고, 권력의 자유로움은 사회적 관계내

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한병철, 2012). 즉, 권력행사자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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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권력을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따르려는 복종자들의 의지에 이르렀을

때 최고에 도달(Luhmann, 1975)하며, 권력행사자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권

력이 제공하는 ‘기회’로서의 긍정성 혹은 생산성이라 할 수 있다(한병철,

2012). 그러므로 권력대상자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선택’과 ‘자유’와 맞닿아

있는 루만적 권력은 힘에 의한 강압이나 명령, 강제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체계 자체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조적 해

결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물리적 강제력

루만은 어떠한 행위가 처음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행위의 개연성을 줄여줄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작동하는

권력은 합의와 결정에 대한 수용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상황 속에서

후속 행위 결정을 위한 ‘결정과 복종’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루만이 언급한 ‘결정과 복종’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진

힘이나 역량에 대한 비의지적 종속이 아니라 행위의 연속성을 담보 받고자

하는 권력 종속자들의 복종지향의지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서영조, 김영일,

2009). 결정에 대한 복종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타자의 행위

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때 행위의 부정적23)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피하는 어떤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

다(서영조, 김영일, 2009)24). 행위의 부정적 작동이란 권력우세자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결정 과정에서 양 입장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

는 상황이다. 루만은 권력종속자들이 가지는 복종지향성을 더욱 고무시키고

행위의 기대구조를 결정이 내려지는 방향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물리적 강제

력(폭력)이라는 부정적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행위의 우연

23) 부정적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제재 혹은 강요의 불(不)사용을 의미한다.
24) 루만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분화과정에서 체계가 공생체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고유 매체의 결속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기능체계들은 그들의 공생

매체니즘을 활성화한다. 루만은 정치매체인 권력의 공생체로 물리적 폭력, 과학매체인

진리의 공생체로 감각적 지식, 사랑매체인 증명의 공생체로 성애(愛性)를 꼽고 있다(송형

석, 스벤 쾨르너, 2012,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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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이란 매체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권력이 결정과 복종, 구속의 모습을 통해 비우연적인 결정의 문제에 다가서

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위의 우연성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는 그것을 행

사하는 사람이 그러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행위선택에 대한 몫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Luhmann, 1979, p. 112, 재인용). A가 결정을

내리고 행위 대상자들이 A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A는 부정적 강제

력이란 수단을 통해 그들의 행위의 선택을 정향지울 수 있다. 즉, 행위 대상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행위 대안이 A의 결정과 다를 때, A는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선택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자신의 결정을 따르는 방향으로

대상자들의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루만의 입장에서 물리적 강제력의 행

사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처럼 특정한 목적을 관철시키기는 위한 맹목적 수단

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를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A에게 타인의 행위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과정이다. 요컨대 매체로서의 권력은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행위의 연속 가능성을 온전히 획득할 수 있게 되

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루만이 부정적 속성을 가진 물리적

강제력 그 자체와 그것의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루만에 따르면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는 권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비록 그것이 타인

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루만이 말하는 권력은 아니다

(서영조, 2008; Guzzin, 2001). 루만이 권력의 개념에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속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의 행사가 곧 권력의 행사와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루만은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를 권력의 실패로 본다. 왜냐하

면 루만에게 권력은 행위 관계적인 범주 안에서만 논의 가능한 것이며, 특

정한 행위를 선택하게 하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

그 자체가 위협적인 강제력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강력한 지지수단이 존재할 때만 권

력은 행위의 연속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Borch, 2005). 루만에게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부정적 제재는 행사되지 않은

비축된 대안에 가까우며, 실제로는 권력행사자와 대상자 모두 회피하고 싶

은 권력 수단이다. 그것은 권력을 정교하게 매체화 시키지 못한 매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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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체계의 산물일 뿐이다(한병철, 2012).

역설적이게도 루만은 권력을 물리적 강제력과 양가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리적 강제력이란 제재는 직접 폭력의 모습으로 행사되지 않지

만 부정적인 가능성으로 인식된다. 루만은 폭력성에 묶여있는 권력은 자유

로운 권력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Luhmann, 1979, p. 124, 재인

용). 바로 이 지점에서 루만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복종에 기인하는 절대적

권력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된 권력, 매개 수준이 높은 권력은 권력

복종자에게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부정적 제재의

행사를 요구하는 매개가 부족한 권력은 권력 복종자에게 자율적 복종의 기

회를 박탈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유, 권력을 따를 자유 사이의 비대칭적

자유의 분배는 그 권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한병철, 2012)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속성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루만은 권력을 행위와 행위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매

체 즉,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서영조, 김영일, 2009)으로 보고 있다. 물리적

강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은 매체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뿐,

권력의 작동이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와 등가적인 것은 아니다. 루만이 권력

의 작용에 물리적 강제력을 포함시킨 이유는 그것의 행사를 곧 권력 커뮤니

케이션의 실패로 보았기 때문이다. 루만은 권력을 단지 커뮤니케이션과 관

련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물리적 강제력과 같은 권력의 부정성과 권력의 제

본질을 구분하고 있다. 루만은 물리적 강제력은 결코 안정된 권력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면서 권력과 권력수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서영조, 김영

일, 2009).

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의 코드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들은 각 체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유의

매체(media)와 코드(code)를 갖는다. 정치체계는 커뮤니케이션의 우연성을

줄이기 위해 권력이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를 등장시켰고,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권력이란 매체는 ‘권력우세’와 ‘권력열세’의 차이에 근

거해 스스로를 이중적으로 코드화시킨다. 권력우세와 권력열세로 구분되는

권력의 이중적 코드의 생성은 정치체계의 경계 안에서 ‘결정’과정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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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차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갈등은 정치체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계는 고유의 기

능을 작동시키기 위해 체계의 진화 과정에서 차이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야만 했다.

루만은 차이를 안정화시키고 반복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치로 ‘공

직’을 제안한다(Luhmann, 1975, p. 31). 공직과 비공직의 구별, 다시 말해 정

부와 시민이라는 구별은 ‘권력우세’와 ‘권력열세’의 차이(정성훈, 2009a, p.

28)라는 이중적 코드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공직의 탄생이 권력과 밀접한 상

관을 가지는 이유는 공직 그 자체는 누군가에게 소유되거나 특정한 누군가

가 계속해서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에 불과하다. 공직의 탄생은 공직자가 누

구인지와 무관하게 자리를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권력매체를 경유하는 정치

적 커뮤니케이션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공직에 따른 권력우세와

권력열세의 구분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다

는 루만의 독특한 관점은 권력이란 매체를 탈인격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Borch, 2005). 요컨대 공직의 등장은 매체의 ‘탈인격화’를 통해 권력을

안정적으로 코드화시키고 있는 것이다(Luhmann, 1975, p. 37).

그러나 사회가 분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권력 코드는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한다(서영조, 2008). 권력 우세자가 결정을 위해 가졌던 권력이 다시

한번 코드화되는 과정을 루만은 재코드화(re-code) 혹은 메타코드

(meta-code)라고 하면서 정치체계에서의 권력 코드의 재코드화 과정을 정부

(여당)과 야당의 탄생으로 설명한다(Luhman, 2000, p. 97). 권력관계에서 우

월한 입장에 놓여 있는 권력우세라는 공직의 분화는 권력 코드를 더욱 견고

하고 상징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권력이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는 집

단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이라는 기능을 통해, 권력우세와 권력열세자라는 이

중화된 코드를 통해 환경과 자신을 경계 지으면서 스스로를 더욱 더 강화하

기 위해 이중화된 코드를 다시 이중화시키고 있는 것이다(서영조, 2008, p.

49, 64).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을 구성하는 개념들 간 관계를 도식

화하면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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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의 개념 도식

4) 루만 권력이론의 시사점

가) 이론적 함의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 이론의 검토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서의 권력이 가지는 생산성, 권력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권력과 권력수단

의 구분이라는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 권력론과 구

별되는 루만 이론의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루만은 권력을 억압이나 강제 혹은 지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커

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는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어떠한

행동을 금지시키는 과거의 접근에서 벗어나 행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치

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체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관점

에서 관계적이고 커뮤니케이션적인 권력에 주목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루

만의 이러한 관점은 권력이 가지는 억압성 대신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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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견지와 유사하다(Tschiggerl, 2015). 소통적 권력이 가지는 생산성에

대한 주목은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전반을 꿰뚫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 즉,

체계의 기능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권력의 생산성은 일차적으로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결정을 위한 행위와 행위를 연결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을 담

당하며(서영조, 김영일, 2009), 더 나아가서는 정치체계를 비롯한 사회체계가

전반적으로 윤활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한다. 루만에게 권력은 기능적으로 분

화된 체계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매체이며, 개별 행위 보다는 행위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일견에서는 루만이 권력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는 하지

만 사회적 질서의 형성과 안정화를 위한 기능으로서의 권력의 존재를 불가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홉스적 권력론과 유사(서영조, 김영일,

2009)한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권력을 생산적이고 커뮤니케

이션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루만의 관점이 ‘권력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서 벗어나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같은 물음으로 우리의

인식을 전환(Mavrofides, 2015; Matuszek, 2015; Borch, 2005)시켰기 때문이

다.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과 달리 권력의 역동적인 작동방식에 더 많

은 여백을 할애하고 있는 루만의 아이디어는 권력을 ‘동적 관계들의 유동적

인 다양성’(박혁, 2014)으로 보는 푸코의 관점과 일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권력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루만의 입장은 ‘구성주의’적 접근과 상통한다. 권력에 대한 존

재론적 가정을 폐기(서영조, 김영일, 2009)한 루만에게 권력은 본래부터 존

재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커뮤니

케이션의 우연성을 줄이기 위해 출현한 것이고 자기생산을 위해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만 하는 ‘자기생산적 구성물’이다(Mavrofides, 2015;

Matuszek, 2015; Pottage, 1998, p. 2), 따라서 구성적 권력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복종하느냐 혹은 그 지배와 복종이 억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규범

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의 우세와 열세라는 코드로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사

회적 기능으로 이해(Silva, 2006; Borch, 2005; Pottage, 1998; Remel, 1996)

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력관계의 방점을 지배나 강제에 따른 복종 관계에 두

어서는 안된다. 루만적 권력의 독특성은 권력관계를 본질적으로 존재했던

지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시각에서 풀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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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있다. 권력이란 결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사회적 구성물에

가까운 것이다. 심지어 루만은 권력을 사회 진화의 부산물로 간주하면서 사

회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만 있다면 권력은 다른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Borch, 2005).

마지막으로 루만은 권력의 본질과 권력 수단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는 권력의 본질을 ‘관계적인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권력 그 자체를 권력

수단이나 권력원천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한다. 일부에서는 루만이 권력을 부정적인 제재로 개념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를 권력으로, 권력을 부정적 제재로, 부정적 제재를 폭력이라는 물리적

강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송형석, 스벤 쾨르너, 2012;

Guzzin, 2001). 그러나 루만은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권력수단과 행위 간 관

계성을 전제하고 있는 권력의 본질을 동일한 맥락에 두지 않는다.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권력수단이 행사되는 순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권력은 곧 좌

초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서영조, 2008). 물리적 강제력

이라는 부정적 제재는 권력의 행사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전적 시각과 같이 권력관계 그 자체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이해하여 물

리적 강제력을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당한 것으로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루만은 권력과 권력수단을 구별하고 있지만 양자의 태생을 공진화적

인 것(송형석, 스벤 쾨르너, 2012)으로 본다. 그것이 기능에 따라 분화한 체

계의 자기작동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용에 있어 양자

를 엄격하게 분리해 내고 있는 그의 통찰에서 권력이 체계 작동을 위한 성

공적인 매체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나) 루만 이론의 현장 적용 가능성

본 연구의 배경이 초등학교 체육수업 현장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

교라는 교육체계에 권력이라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직접 대응시키

는 일은 루만의 이론적 전제를 해치는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루만의 커뮤

니케이션적 권력론을 검토한 후 도출한 함의점을 토대로 권력에 대한 루만

의 아이디어를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초등학교 현장으로 확장시켜 보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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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시도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이론을 경험적 연구에 적

용시키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권력이 가지는 생산성은 교사가 가지는

권력과 그러한 권력의 행사를 지배와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교사는 학생들

에게 비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사-학생 권력관계는 대체로 ‘학생들

은 교사가 가진 권력에 종속되어 그들의 지시와 설명을 따라야 하는 것’으

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사-학생 권력관계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모

습으로 재현된다. 그럼에도 기존까지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를 이해하는

데 ‘커뮤니케이션의 용이함’이라는 맥락은 배제되어 왔다. 교사의 수업 통제

는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수업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모든 수업은 커뮤니케이션의 연속 과정이며 수업 중 어떤 커뮤니케이

션도 확실하거나 투명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수업 맥락이나 상황과 분리

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하고 우연적인 것에 가깝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주어진 수업 상황의 우연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루만이 제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적 권력의 생산성은 커

뮤니케이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둘째, 권력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를 보다 역

동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루만의 관점에서 권력은 태생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이 아니라 체계의 자기 생산이라는 필요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것에 가깝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학생 권력관계 역시 수업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가 학생들에 비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과의 권력관계에

서 우위를 점하는 교사권력이 언제나 담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어떠한 관계를 지향하느냐 따라 학생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교사-학생 권력관계는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보다

많은 힘을 행사는 권력관계라면 교사의 권력기반은 그렇지 않은 권력관계보

다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과의 안정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을 교사의 ‘자기생산성’으로 본다면 권력에 대한

구성적 접근은 교사가 만들어내는 권력관계의 자기생산성을 설명해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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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의 맥락의존성과 관계지향성

또한 권력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권력의 본질과 권력수단의 구분은 학교 현장에서 포착가능한 모든

양태의 권력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커뮤

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권력이란 상징화된 매체는 커뮤

니케이션의 지속성과 모종의 관계를 가진 행위의 연속적인 구성을 전제한

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성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커뮤니케

이션의 혼합 상태가 아니라 일정한 관계성을 토대로 후속 행위가 예측 가능

한 복합적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권력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권력원천에 의존해 설명하던 기

존의 관점을 넘어서는 접근이다.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 중 관계적이

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권력원천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교사-학생 권

력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은 부정적 권력을 넘어서서

‘좋은 권력(good power) 작용은 어떻게 가능한가’ 혹은 ‘부정적 권력

(negative power)과 착한 권력(positive power)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와 같은 물음을 통해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권력문제에 있

어 ‘커뮤니케이션’에의 집중은 제 행사과정을 보다 역동적이면서 비결정론적

이고 탈구조적인 것으로 재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력의 구성적 작용에 다

가서게 한다.

가) 루만 이론의 한계

(1) 추상적 이론

사회체계에 대한 루만의 연구들은 사회의 복잡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체계

들의 기능설명에 치중하고 있다(이남복, 1997; 김종길, 1993). 루만의 사회이

론은 단지 ‘복합성이 축소된다’ 라는 사실에 관심을 보일 뿐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 속에서,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아닌게 아니라 ‘사회질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루만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답한다(서영조, 2002, p. 9). 즉, 기능은 이미 경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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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학적이기에 가능한 상태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루만은 체계를 구조결정론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론적 수준에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Ronglan &

Havang, 2010, p. 79). 루만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

을 가진다(Lee, 2000). 그러나 그는 추상적인 개념을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서 설명하고 있다. 적어도 루만은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컨텐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형식만이 존재하

고 내용이 부재한 루만의 이론은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초기에 천착한 문제의식들의

본질이 왜곡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루만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

기 위한 보편이론으로서의 거대이론 즉, 일반체계이론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철, 2010, p. 81). 추측 컨데 루만은 다양한 현실태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현상들보다는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의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루만의 접근이 체계론적 사고를 배우려 하는 모든 이들에

게 색출적인 사유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지만(김종길, 1993,

p. 48)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루만의 이론은 현실사회에서

재현되는 많은 사건들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규명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루만의 이론을 단순히 사변적이고 재현되는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은 그의 문제의식이 ‘복잡한 세계로부터 우연성을 감축

시킬 수 있는 기능적 체계의 탄생’이며, 그렇게 탄생한 체계를 구조 의존적

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그는 체계가 마주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에 개방적인데 이는 체계가 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 단순히 그의 이론을 사변적이고

구체적 현장과 괴리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면에 자리한 구성성이라는

통찰이 너무나 묵직하다. 사변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그래서 보편적일 수 있

는 그의 이론은 결정론적인 기존의 사고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이라는 견지에서 연구 될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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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실된 주체

루만의 이론이 가지는 도발성 중 하나는 사회에서 주체가 가지는 자율성

을 제거함으로서 개인(인간)을 해체시켰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하버마스는

루만이 사회체계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생활세계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

적한다(Ronglan & Havang, 2010, p. 85). 루만은 일반적 행위체계를 전제하

고 있는 파슨스의 구조기능체계론25)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행위의 지

향점이 합의에 이른다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26)과도 절합하면서 체

계와 환경의 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개인은 더 이상 사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리를 제안한다. 루만에 따

르면 인간은 사회체계의 환경(이남복, 1997, p. 4; 김종길, 1993, p. 39)일 뿐

이며, 사회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체계에 의해 유지

된다. 루만은 개인을 사회구성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는 파슨스의 구조기

능주의 이론이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개

인이 사회구성의 근원일 필요는 없다는 체계-환경이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개인과 사회의 이분적 구분은 그 지평만이 달라졌을 뿐 루만

의 체계이론에서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25) 파슨스의 이론이 구조기능적 체계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반면 그의 이론적 토대위

에 기능구조적 체계이론을 성립시킨 루만의 체계이론은 비교적 낯설고 생소하다. 파슨스

가 구조를 고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루만은 기능을 구조에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Kruger, 2002, P. 128). 구조에 방점을 둔 파슨스는 체계가 부분들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만 루만은 구조의 유지보다는 체계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자신의 연

구 출발점으로 삼았다(이남복, 1997, p. 5). 파슨가 기능을 불변적인 구조로부터 출발시키

고 있는 것에 비해 루만은 기능을 구조의존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파슨스에게 기능이

구조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제였다면 루만에게 기능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체계가 자

신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해 내가는 일종의 가능성에 가깝다(노진철, 2013, 198-200).
26) 항상 사회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적 행위와 질서 그리고 구조와 변동의 관계속에

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루만은 체계이론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

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두 체계이론의 핵심에 ‘의사소통’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적이지만 의사소통을 합리적인 상호작용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하버

마스와 달리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을 폐쇄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하버마스에게

의사소통은 항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의미전달 과정이었지만 루만은 커뮤니케

이션을 세계의 복잡성과 우연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규

인, 2009, p. 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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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개인을 체계와 환경의 관계로 바라본 루만의 시각은 상호작용하는

주체의 문제나 의지나 동기를 가진 구성적 존재로서의 주체의 의미를 간과

하고 있다(Vanderstraeten, 2000, p. 539; Asscher & Verschraegen, 2008, p.

267). 즉, 루만은 개인과 사회의 연결을 단절시키고 개인을 체계 밖의 존재

로 상정함으로서 사회에는 오로지 무감각한 체계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남복, 1997, p. 16). 루만의 이론에서 개인의 주관은 체계 내의 맥

락에 놓여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 행위하는 주체의 의미를 그 사색의 가

능성에 놓지 않고, 주어진 질서의 구조에만 정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러한 사회는 ‘죽은 사회’와 다름없다(이남복, 1997, p. 17). 개인적 주관의 문

제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루만 사회학의 치부라면 사회체계의 최소단위인

개인의 기능방식을 어떻게 기술하고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 루만 이론이

사회체계의 사회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Guzzin, 200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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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접근

질적 연구의 연구설계는 철학적 가정에서 시작되며, 연구자는 이러한 철

학적 가정에 입각해 연구를 수행한다(Creswell, 2012). 일반적으로 철학은

존재론적(ontological), 인식론적(epistemological), 가치론적(axiological), 수사

론적(rhetorical), 방법론적(methodological) 가정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Denzin & Guba, 2005). 철학적 가정들에 근거해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한 특정한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선택하며, 패러다임은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호/참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패러다

임인 사회구성주의에서 존재론적 가정은 지식은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구성되어지는 ‘상대주의적(relativism)’적인 것으로 이해된다(Guba

& Lincoln, 2011). 우리가 ‘지식’의 모습으로 알고 있는 것은 상호주관적인

의미 공유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적 인식론의 기본 명제

는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해 나간다는

것’(Guba & Lincoln, 2011)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이해되며, 연구 맥락에 놓인 연

구자의 주관은 새로운 지식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사회구

성주의 패러다임에서 방법론적 가정의 핵심은 면담, 관찰, 문서 분석 등과

같은 '자연주의적 방법(Naturalistic method)'을 지향하는 일이다. 연구 과정

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참여자들의 행위에 의존하

고 있는 ‘행위 기반(action-based)’적 자료라는 점에서 실재를 보다 덜 인위

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Angen, 2000).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론의 입

장에서 지식은 스스로를 정형화된 모습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점(Guba &

Lincoln, 2011), 고정된 지식의 대안으로 열려있으면서도 절충적인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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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구성주의에서 수사적 가정의 핵심은

연구자가 구사한 언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Creswell, 2010). 연구자 주관에 기초한 은유적인 언어 표현과 다양한 질적

연구 언어의 구사는 연구자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기제로 작

용할 수 있다. 요컨대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의미와 경험의 주관적 구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회구성주의

적 패러다임은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을 커뮤니

케이션적인 관점에서 탐색해 보려는 본 연구와 잘 부합하는 접근이라고 생

각된다.

사회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case

study)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사례 연구를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를 탐

색하고, 다양한 정보원천들을 포함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에 대

해 기술’하는 것이라는 Creswell(2010)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 때, 사례

란 ‘경계를 지닌 체계(bounded system)’(Creswell, 2010) 혹은 ‘경계를 지닌

현상(bounded phenomenon)’(Gerring, 2004)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때 사

례들의 경계는 독립적이고 명백해야 한다. 사례 연구는 현상을 단순한 인과

관계로 보는 논리실증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례가 놓인 맥락 속에서 인

과관계의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밝히거나(Stake, 1995; Yin, 2009) 특정한 방

식으로 정의된 사례들을 올바르게 ‘이해(understanding)’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Gerring, 2004). 사례 연구는 주어진 경계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Creswell, 2010),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모

든 사례는 실증적인 관점보다는 해석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Denzin

& Guba, 2005). 그래야만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를 지닌 체계로 담임교사가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6학년 3개 학급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사례 연구 중 집합적(다중)사례에 해

당한다. 집합적 사례 연구는 연구주제를 예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선

택하는 사례 연구 유형이다. 하나의 이슈를 예증하기 위해 단일한 경계를

가진 체계를 선택하는 도구적 단일 사례 연구와 달리 집합적 사례 연구에서

는 개별사례에서 주제를 분석한 후, 사례 간 비교를 통해 공통주제를 도출

하는 ‘사례 내 연구(within-case)’와 ‘사례 간 연구(cross-case)’가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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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Crewel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계를 가진 세 개의 개별 사례

를 통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점을 살펴보

고, 각 사례 간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의미를 찾고자 하

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철학, 패러다임,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도식화

하면 <그림 7>과 같다.

사회구성주의 


사례1

사례 내 연구 

사례2 

사례 내 연구

사례3

사례 내 연구


사례 내 연구: 차이점 부각 

사례 간 연구: 공통점 도출 

그림 7. 연구 패러다임 및 방법 

나. 연구 절차

본 사례 연구는 2015년 5월 4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10개월 간 진행

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15년 5월경부터 다음과 같은 절

차를 따랐다. 가장 먼저 학교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관해 자세

히 말씀 드린 후 연구 진행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구했다.

다음으로 체육수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고,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가

진 연구 참여자(교사)를 선정하였다. 연구모집 문건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진행과정, 윤리적인 문제 등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

는 교사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담임교사들에

게 연구의 취지와 구체적인 일정, 결과의 활용 등이 자세하게 안내된 연구

설명 및 동의서를 배포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이 후, 연구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연구 참여 에

동의 의사를 보인 교사들의 학급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구두로 연구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였다. 연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학생 중 연구에 참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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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배부하고 서면으로 학생(과 부모)의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고, 학생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가 연구 참여에 희망하지 않

을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생들의 동의서까지 모두 수합되면 담임교사들과 연구 참여 희망 학생의

이름을 검토하고, 누락되거나 추가적으로 연구에 참여 동의를 표시할 학생

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교사와 학생의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 1회 각 사례별 체육수업 시간을 관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도 병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체육수업 교육과

정 운영계획, 교사의 수업일지, 학생에게 배부한 학습자료 등 현장에서 연구

와 관련된 문서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은 연구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분석된 자료는 후속되는 연구 자료 수집 과정

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연구 수행이 종료된 후, 구성원간 검토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연구

자의 해석이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맞는지 점검하였고, 필요한 경우 추하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자 했다. 연구의 수행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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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단계 대상 절차

학교측의 허락
학교
관리자

▪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관해 말씀 드린 후,
연구 진행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 구하기

연구참여자 모집
(1)-1

교사
▪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을 통해 체육수업을
담임교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교사 모집

연구참여자 모집
(1)-2

교사
▪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윤리적인 문제가 적힌 동
의서 배포 후 수합

연구참여자 모집
(2)-1

학생
학부모

▪ 연구 참여 의사를 표시한 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과정에 대해 안내하
고 동의서 배포 후 수합

연구참여자 모집
(2)-2

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와 함께 연구 참여 희망 학생 최
종 검토 및 확인

연구 수행(1)
교사
학생

▪ 체육수업관찰 및 심층면담 진행
▪ 연구 맥락과 관련된 현장 문서 수집
▪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연구 수행(2)
교사
학생

▪ 명확하지 않은 내용 재확인
▪ 필요한 경우 추가면담 진행

연구 종료
교사
학생

▪ 연구 자료 해석에 대한 구성원간 검토

그림 8.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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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가. 연구 학교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학교는 서울시 관정구에 위치한 샛별초등학교다.

샛별초등학교는 46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로, 1970년 5월 43개 학급으로 개

교하였고, 연구가 종료된 2016년 기준으로 특수학급을 포함한 37개 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중간 크기의 학교이다. 주택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샛

별초등학교는 5개 학급으로 구성된 5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개의 특수학급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다. 샛

별초등학교 2012년부터 교육부 지정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선정되어 왔

고, 학생의 약 20-30% 가량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은 각 학급에 평균적으로 3명이상 배치되어 있다. 샛별초등학교에 다

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하권에 가까우며 대부분의 부

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과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

내는 경우가 많다. 보습학원에서부터 피아노, 미술, 영어 학원까지 그 종류

가 다양하며 교육복지대상학생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에서

방과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예체능 위주의 ‘방과후 교실’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나. 연구 참여 학급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6학년은 총 6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종료 시점인 2016년 2월 기준으로 6학년 전체 학생수는 136명이었다. 운동

장이 협소한 샛별초등학교는 각 학급별로 주당 2시간씩 운동장 사용 시간을

배당받고 있으며, 나머지 1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학급별로 강당에서 체육수

업을 진행하고 있다. 6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은 체육교과전담교사 없

이 체육수업을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운동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각 학급별로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체육수업과 강당에서 진행하는 체육수업

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의 차이로 인해 그



- 115 -

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체육수업의 활동 순서는 각 학급별로 차이가 있

었으나 학기 초에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성취기준을 협의해 두었기 때문에

활동의 종류와 방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본 사례 연구의 참여 학급은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의 세 학급이다.

1) 사례 1: 개나리 반

본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학급은 개나리 반이다. 개나리 반의

학생은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학생 13명, 여학생 10명으로 이루어

져 있다. 개나리반의 학급 분위기는 명랑하고, 웃음이 많은 편이다. 평소 교

사는 ‘다 함께 즐기는 체육수업’을 만들기 위해 경쟁보다는 함께 어울리기

위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편이다. 학생들 역시 교사의 의도를 충분

히 알고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다 함께 즐기는 체육수업’을 위

해 교사는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고 하였다. 특히 남학생이

13명이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이루어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교사는 운동기능

이 떨어지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과 자신이 짝이 된다고

하였다. 게임 활동에 필요한 팀을 조직할 때도 학생들에게 ‘뽑기’ 선택권을

주기보다 번호순서대로 혹은 학생들이 서 있는 줄에 따라 교사가 팀을 나누

어 주는 편이었다. 활동에 대한 교사의 개괄적인 설명이 끝나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수업 전체의 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사는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교사 개입의 최소화하는 학생들 간의 활

발한 상호작용 가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을 같은 모둠원이 챙긴다

거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다거나 교사의 별다른 판정 없이도 학생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 게임을 진

행해 나간다거나 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학기 초 정해진

약속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편이었다.

2) 사례 2: 민들레 반

본 연구가 시작된 2015년 5월 기준으로 민들레 반 학생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10명, 총 22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 11월 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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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동의를 밝힌 여학생 중 1명이 전학을 가게 되었고 본 연구가 종결된

2016년 2월 기준으로 민들레 반 학생수는 남학생 12명, 여학생 9명의 21명

이었다. 개나리 반에 비해 민들레 반의 체육수업은 비교적 엄격하게 진행되

고 있었다. 운동장에 교사가 나오기 전 학생들은 체육부장이나 학급 회장을

중심으로 운동장을 뛰고, 모둠별로 준비운동을 하는 등 체육수업이 시작되

기 전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은 체육수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교사는 정해진 목표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편이다. 학생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경우 엄격하게 혼내거나 단호하게 활동

에서 배제시켰다. 민들레 반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 맥락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빈도가 잦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가령 모둠별 연습에 필요한 자리를 지정해 주거나 연습하기에 적절한 학생

간 간격을 조정해 주거나 게임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교사는

수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었다. 학생들의 역시 교사의 엄격한 통

제에 따라 스스로 수업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편이었다.

3) 사례 3: 진달래 반

진달래 반은 민들레 반과 동일하게 전체 학생은 22명이며 남학생 12명,

여학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나리 반이나 민들레 반에 비해 진달래

반의 교사는 체육활동에 대한 교사 나름의 철학이 분명한 편이었다. 진달래

반 교사는 6학년 학생들에게 ‘경쟁’이란 요소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었고, 실제 게임을 하는 동안 ‘공정함’과 ‘규칙준수’를 매우 강조하는

편이었다. 학생들이 ‘경쟁’을 배우기 위해서는 게임 활동에 필요한 규칙과

사전에 약속된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진달래 반 교

사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변형게임에 대한 많은 정보를 토대로 학생들에

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양한 게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교

사는 비교적 세밀한 부분까지 규칙을 세워두었고, 학기 초 학생들에게 규칙

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였다. 진달래 반 학급 분위기는 연구에 참여한 다

른 두 학급에 비해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남녀 학생 모두 수업 중 교

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주어진 연습시간에 매우 의욕적으로 참여했다. 교

사 역시 학생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면서도 친절하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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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도하는 편이었다. 가령, 학생들과 앞에서 시범을 보이여 활동을 설명해

주거나 수업 중 다치거나 넘어지는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며, 수업

후 자료실 뒷정리를 학생들과 함께 하기도 하였다. 교사와 학생들 간의 심

리적 거리는 진달래 반이 가장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초 ‘식판 귀신 사건’ 이후로 교사가 ‘파업’을 선언하면

서 진달래 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파업을 선언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은 원래대로 진행하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존까지

유지되어 오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켰다. 체육수업시간에도 교사는 학생들

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요청하는 도움도 외면하

고 있었다. 수업분위기는 예전과 달리 매우 경직되고 엄격해졌으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나 상호작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교사의 파업 선언 전까

지 학생들은 교사가 내려오기 전 미리 운동장에 나와 체육부장을 따라 준비

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파업 선언 후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위임하

지 않았다. 파업을 기점으로 교사는 웃으면서 장난으로 준비운동에 임하는

학생들을 매우 엄격히 대하였고, 자신의 구령에 맞추어 동작 하나하나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을 강조하였다. 파업 모든 해제 이후 교사는 이전처럼 학생

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였으나 학생 중 일부는 교사와의 관계가 이질적이

라고 느끼기도 하였다.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급에 대한 정보를 요목화하

면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참여 학급 

사례 학년 반 학생 구성
운동장
사용시간

강당
사용시간

체육 수업 특징

1
6학년
개나리 반

23명
(남:13명, 여:10명)

월요일 1교시
수요일 2교시

화요일
1교시

▪함께 어울리는 수업
▪교사의 수업 개입 최소화

2
6학년
민들레 반

21명
(남:12명, 여:9명)

화요일 3교시
목요일 4교시

금요일
5교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수업

▪질서를 지키는 수업

3
6학년
진달래 반

22명
(남:12명, 여:10명)

화요일 2교시
금요일 6교시

수요일
2교시

▪규칙준수를 통해 경쟁을
배우는 수업

▪꼼꼼하고 친절한 수업 지
도

▪교사 파업 후 경직되고
엄격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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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참여 교사

본 연구는 사례 연구 유형 중 다중사례 연구로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

통적인 패턴을 도출하고, 사례별로 독특한 특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최대 변량 표본 추출법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최대변량 표

본추출은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Stake, 1995).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학급을 하나의 경계로

간주하고 각 학급을 동질 집단 즉, 개별 사례로 분류하였다. 본 사례 연구

참여 교사는 서울시 관정구 샛별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들 중 연구자로부

터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 동의

의사를 밝힌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질적 연구의 의도적 표집 방

법에 따라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 선정 기준은 첫째, 주당 2시간 이상 직접 학급체육수업시

간을 지도하는 담임교사여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은 교육과정

상 주당 3시간으로 편제되어 있다. 5, 6학년의 경우 보건수업이 연간 17시간

씩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주당 3시간의 수업시간 중 보건수업 1시간을 제외

한 2시간의 체육수업은 담임교사가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 교사

는 보건수업시간을 제외한 주당 2시간의 체육수업을 자신이 직접 지도하는

담임교사로 선정하였다. 6학년의 보건수업은 2학기에 배당되어 있었기 때문

에 1학기 때와 달리 2학기에 들어와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의 담임교사는

체육수업시간 중 1시간을 보건수업으로 대체하면서 실제적인 체육수업 시수

를 2시간으로 줄였다. 둘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역동성을 각 사례별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

다. 모든 관계적인 권력은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재현되며, 그러한 상

호작용은 가장 직접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포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활

발히 하고자 하는 교사로 선정하였다. 셋째, 자신의 체육수업을 공개할 의사

가 있는 교사여야 한다. 본 연구는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였기 때

문에 체육수업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



- 119 -

사이의 상호작용이 인위적이거나 실제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

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는 체육수업을 연

구자에게 부담 없이 공개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하였다. 한 가지 밝혀둘 사

실은 연구 참여 교사 선정과정에서 교사의 심화전공을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초등담임교사의 특성상 일부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직접 지

도해야 하고, 예비교사 때의 심화 전공이외에도 현장 발령 후 특정한 동기

에 의해 전문성을 갖게 되는 교과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 시절

심화전공이 본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연구에

참여 의사를 표한 교사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례 1: 개나리 반 교사

연구가 시작된 2015년 기준으로 개나리 반 교사는 교직경력 3년차에 접어

드는 저경력 교사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실경력 4년 미만 교사는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 1회 임상장학을 받도록 하는데 연구가 진행중이던

2015년 기준으로 개나리 반 교사는 임상장학 대상자였다. 개나리 반 교사는

연구 참여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2학기에 있을 임상 장학 교과목으로 체육

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열심히 체육수업을 진행해

보고, 학생들이 높은 질서 수준을 보인다면 2학기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다. 고학년을 처음 맡기 때문에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체육수업을 열심히 준비해 임상장학 마지막

해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개나리 반 교사는

체육 수업으로 임상장학을 받지 않았다. 임상장학 후 면담을 통해 올해 담

임한 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편이기 때문에 동료교사

와 교감, 교장 선생님께 공개하기 부끄러워 체육 교과를 임상장학 교과목으

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사례 2: 민들레 반 교사

연구가 시작된 2015년 기준으로 민들레 반 교사는 실경력 14년차에 접어

드는 중견교사이다. 민들레 반 교사는 교사 임용 이후 음악과 체육 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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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였고 지금도 신규 교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교육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음악적 소양의 부족으로 음악은 언제나

힘든 교과목이었고, 운동(생활체육)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체육수업을 진행하

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주어야 할지 잘 몰

라 학생들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민들레 반

교사는 수업 내용과 학생들 지도 방식에 관해 연구자에게 몇 차례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고, 체육 수업 관찰 과정에서도 연구자에게 이따금씩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체육수업 전문성 관련 연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듣기는 하지만 운동기능수준이 높지 못해 학생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부

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연구 참의 동의 의사를 표한 것은

9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체육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여 알찬 체육

수업을 꾸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 사례 3: 진달래 반 교사

개나리 반, 민들레 반 교사와 달리 진달래 반 교사는 2015년 기준으로 실

경력 5년차에 접어드는 남교사이다. 자신이 남교사인 만큼 체육수업을 지도

할 때 어느 정도의 이점은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진달래 반 교사는 체육수

업을 좋아하며, 체육수업 지도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를

표하였다. 체육수업 관찰 결과 진달래 반 교사는 개나리 반, 민들레 반 교사

에 비해 운동기능수준이 뛰어난 편이었고, 운동관련 기능지식과 전략지식도

탁월한 편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수행 단서도 굉장히 구체적이었

다. 진달래 반 교사는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칙의 의미의 중요성

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고 학생들 역시 교사의 의도에 따라 규칙을 준

수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른 사례의 교사들과 달리 진달래 반 교사는 체육수

업이 진행되기 전 수업을 관찰하기 위해 자리 잡은 연구자에게 오늘의 수업

목표와 내용에 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었고, 수업 내용에 따라 활용할 동

선의 범위가 넓을 경우 예상 동선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지해주었다. 그

결과 연구자는 진달래 반의 체육수업을 관찰하기 전부터 수업내용과 이전

수업과의 관련성, 동선의 범위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 참여 교사 선정 기준을 정리하면 <표 8>과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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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교사의 정보는 <표 9>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8>에서 제시한 최대변량 표본추출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으

며, 동질적 표본추출을 통해 개별 사례 내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표 8. 연구 참여 교사 선정 기준 

연구 참여 교사
선정기준

선정 기준
관련 요소

설명

유목적적 표집
편의적 추출과의

구별

▪ 주당 2시간 이상 직접 학급체육수업
을 지도하는 담임교사

▪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과 커뮤니케
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

▪ 체육수업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 교사

최대변량 표본추출 다중사례 연구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패턴을 확
인하고 개별 사례의 독특한 특성을 동
시에 확인 가능

동질적 표본추출 사례의 경계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한 학급을 경계를
가진 하나의 사례로 선정

표 9. 연구 참여 교사 정보 

번호 성명 성별 나이 학년/반 교직경력 심화과정 학력

1 함지은 여 31
6학년
개나리반

3년
(임상장학
대상교사)

미술교육 학사 졸업

2 김소영 여 37
6학년
민들레반

14년 수학교육 학사 졸업

3 김현배 남 33
6학년
진달래반

5년 음악교육 학사 졸업

라. 연구 참여 학생

연구 참여 학생은 서울시 관정구 샛별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중 연구

참여 교사로 선정된 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각

반 담임교사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된다. 일차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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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구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밝힌 학생들 모

두는 관찰 대상이 되며, 그 중 학업수준, 성별, 개인적 취향 등은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들 중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사례별로 7명씩(총 21명) 심층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체육수업에 빠지지 않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여야 한다. 다른 교과와 달리 체육수업은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여

러 차시에 걸쳐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의 연속성이 지속되는 교과이다. 그러

므로 빠지지 않고 체육수업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교사가

조직한 수업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여

야 한다.

둘째, 체육수업 시간에 주류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학생이여야 한다.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특성상 매 수업시간 주류적인 위치

를 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기능적으로 탁월한 학생, 교사나 학

급 친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학생 등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학급

분위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

다. 이들은 수업 분위기를 주도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학생 권력관

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교사의 커뮤니케이

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면담 대상에 포함된다. 체육수업시간에

주류적 위치를 점하거나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은 교

사와 원활히 커뮤니케이션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렇지 않은 학생과 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체육수업시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운동기능수준이 낮은 학생

들이다. 체육수업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많은 요인들이 배경으로 작용하

지만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교사와의 권력관계도 학생 참여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참여 수준에 따라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상이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체육수업에서 주류적인 위치를 점하는

학생 이외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의 면담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분명하게 피력할 수 있는 학생이여야 한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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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 느낌과 감정 등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학생이 심층면담 대상자로 적합하다. 교사와의 갈

등 상황에서 비교적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사와의 권력관계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연구 참여 학생 선정 기준을 <표 10>으로 정리하였으

며, 이러한 준거에 의거해 선정된 연구 참여 학생에 관한 정보는 <표 11>

로 나타내었다.

표 10. 연구 참여 학생 선정 기준 

연구 참여 학생
선정 기준

선정 기준
관련 요소

설명

유목적적 표집
편의적 추출과의

구별

▪ 체육수업시간에 빠지지 않으며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 체육수업시간에 주류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학생

▪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학생

▪ 체육수업십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운
동기능수준이 낮은 학생

▪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학생

표 11. 연구 참여 학생 정보  

번호 성명 학년/반/교사명 성별 특징

1 기태영

6학년
개나리 반
(함지은)

남
▪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고집이 세
서 교사로부터 잦은 주의를 받음

2 최현준 남
▪ 담임교사에 대한 신망과 신뢰가 두텁고 ‘체육
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함

3 석지훈 남
▪ 게임 이해 능력과 전략 및 전술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함

4 황성윤 남
▪ 체육수업시간에 교사의 눈치를 살필 줄 알며
운동기능이 탁월하고 체육수업에 대한 호의
도가 높음

5 김민호 남
▪ 체육수업시간에 묵묵하게 참여하며 교사의
수업 방식에 적극적으로 따름

6 권예석 남

▪ 운동기능부족으로 체육수업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게임 활동에는 즐겁게 참여함.
교사가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교사와의 커뮤
니케이션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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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다정 여
▪ 체육수업에 흥미가 없는 편이며 기능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무기력한 참여로 교사로부터
많은 조력을 받는 편임

8 박만세

6학년
민들레 반
(김소영)

남
▪ 리더십 있게 모둠을 이끌어 나가며 평소 운
동을 가까이 하여 운동기능이 우수한 편임

9 원진영 남
▪ 주어진 범위 내에서 교사를 잘 따르고 자신
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함

10 배수영 남
▪ 평소 엉뚱한 행동으로 주위의 이목을 끌지만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며 주어진 수
업 과제 성취를 위한 동기가 높은 편임

11 박채영 여
▪ 말이 없는 편이지만 체육수업시간에 탁월한
운동수행능력을 발휘함

12 김지은 여
▪ 여학생 중 체육을 가장 좋아하며 체육수업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함

13 유선준 남
▪ 남학생 중 운동기능수준이 가장 떨어지지만
수업참여의지는 높음. 수업참여의지와 참여결
과 간의 괴리가 많은 편임

14 공지선 여
▪ 운동기능수준이 부족한 편이며 체육수업 중
교사와 친구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편임

15 정고은

6학년
진달래 반
(김현배)

남
▪ 운동기능습득능력이 우수하며 수업 시간 교
사와 많은 대화를 주고 받음

16 이정의 남
▪ 교사의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
는 성향이 강하며 자신의 주장이 확고함

17 전태준 남
▪ 구기 종목에 능하며 모든 체육활동에 진지하
게 참여하고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좋음

18 조민정 여
▪ 담임교사를 잘 따르며 운동기능 수준이 또래
여학생에 비해 탁월함

19 최사랑 여
▪ 교사와 래포가 깊게 형성되고 있으며 긍정적
인 체육수업 분위기 형성에 앞장섬

20 최우태 남
▪ 발가락 부상으로 학기 초부터 체육수업시간
참여에 제약이 있어 왔으나 교사와 학생의
배려로 소극적이게나마 활동에 참여함

21 김태조 남

▪ 구기 종목(피구)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나 기
타 활동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함.
체육수업 중 장난으로 종종 교사로부터 주의
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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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자로서의 나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이라는 질적 접근을 취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을 연구의 도구(Peshkin, 1988)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자신의 기질이나 성장배경, 관심사에 따라 현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주관성(subjectivity)을 특정한 개인의 가치정향이나 사

물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때, 개인의 특정한 주관성은 연구과정에서 제거되

기 어려우며, 실제로 연구자의 주관성은 연구 진행과정과 결과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성을 밝히는 일은 연구

를 특정한 가치 정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이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연구자의 의지에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Peshkin, 1988).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연구자로서의 ‘나’를 현직교사, 동료교사, 체육학 연구자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주관성이 연구 과정

에 어떠한 강점이나 한계점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

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였다.

1) 현직교사로서의 나

연구가 시작되는 2015년 5월 기준으로 나는 교육경력 8년차에 접어드는

교사다. 그 중 2년간의 학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학생

들을 마주한지는 올해로 6년째다. 나는 2008년 초임 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

후, 초임교를 거쳐 지금은 두 번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

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진학 전까지, 나는 기자

나 피디와 같은 언론인인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는

부모님 탓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초등교육과에 1학기 수시 원서를 넣었

고, 운 좋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내가 입학했던 학교는 교육대학교처럼

특수한 기능을 위해 설립된 대학교가 아닌 종합사립대학이었기 때문에 교육

대학교에서처럼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전공과목을 찾을 기회가 많지 않았

다. 강의 역시 한 교과목당 이론과 실기를 2번에 걸쳐 나누어 수강하는 정

도였고, 예체능 과목의 경우 이론과 실기가 한 수업에 묶여 구성되기도 하

였다. 안타깝게도 나는 4년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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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다.

임용고사에 당당히 합격했지만 학교 현장은 나에게 막막한 사막과도 같았

다. 인사치레로 사람들은 나에게 전공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저희는

심화세부전공이 없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첫

해 6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현장경험이 없던 나에게 6학년은 말 그대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좌절을 안겨준 첫 시련이었다. 나는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학생들과 끊임없는 기 싸움을 해야 했지

만 그럼에도 그들은 나에게 극복될 수 없는 존재였다. 선배교사 한 분이 다

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셨다. ‘6학년 한 해 사고 없이 넘어가려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해. 당신이 뭘 잘할 수 있고, 뭘 잘하고 싶은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어’.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생

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나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생각

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좋아했다. 운동회를 할 때에도 빠지지

않고 계주에 뽑혔고, 방과 후에는 매일 공원에서 술래잡기나 달리기를 할

만큼 체육을 좋아했다. 나는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수업에 필요한 체육연수를 찾아다니고, 체육수업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체육에 대한 나의 열정을 키워나갔다. 더 나은 체육수업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주변에서는 ‘체육에 관심이 많은 여교사’로

통하기 시작하였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나는 체육을 좋아하는 교사이고,

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교사이며, 그래서 언제나 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

진 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학생들은 나와 함께 하는 체육수

업에 만족을 표했고, 나는 내가 선택한 체육이라는 교과목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체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부터 나의 교사 생활은 완전히 달

라졌다. 나에게 체육수업은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학생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모든 교사가 체육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은 아니었다. 오히려 여교사들에게 체육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기피 교과

였다. 체육수업시간을 상벌로 활용하거나 수업 전체를 스포츠 강사에게 전

적으로 위임하는 등 많은 수의 여교사들은 체육수업을 힘들어 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체육수업은 전문적이지 않은 방식(예: 아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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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 교사의

체육수업도 일부분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판단이 들었

다. 그러나 연구자라는 입장에서 그들의 수업을 평가하거나 비평하기보다는

수업을 관찰하며 되도록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중

요한 것은 전문적인 체육수업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확인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이기 때문이다. 현직교사의 경험이 가지는 강점은 학

생들이나 교사 언행의 특징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었으나 그러한 익

숙함이 자칫 ‘교사로서 저런 행동은 너무 당연해’ 혹은 ‘줄을 서지 않는 학

생들은 산만한 아이들이야’와 같은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였다.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직교사’라는 연구자 주관성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긴 줄넘기가 시작되자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현직 담임교사라는 나의 주관성이 

드러났다. 긴 줄넘기는 평소 연구자의 학급에서 자주 하던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기 시작하였고, 긴 줄넘기 

지도가 미숙한 교사를 보면서 지도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0513, 연구자 반성일지)

익숙함은 보이는 것의 이면적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되도록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자 반성일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성찰하였다.

2) 동료교사로서의 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만 학생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같은 학년을 맡고 있는 ‘동(同)학년 교사’들과의 관계다. 일주일

에 한 번 동학년 회의시간을 통해서 교사들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나 행사에서부터 각 반의 소소한 에피소드들까지 많은 이야기를 공유한다.

동료교사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 단연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가 으뜸을 차지

한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실수한 학생의 이야기, 감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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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학생의 행동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

한다. 학생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 속에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학생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을 평가한다. 시쳇말로 ‘얼굴은 몰라도

이미 그 학생의 행동수준은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매 담화에 항상

등장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 년 가도록 이름 한 번 오르지 않는 학생

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평가된 학

생들의 언행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료교사에게 강력한 낙인으로 기억

된다. 우연히 복도에서 학생을 만나 이름을 물었을 때 좋은 낙인으로 기억

되어 있는 학생에게는 우호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대면은

얼굴과 이름을 사전에 들었던 (좋지 않은) 기억에 일치시키는 작업이 되기

쉽다.

동학년 회의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

을 때 이러한 현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가령, 6학년을 대상으로 동아

리를 운영할 경우, 누가 되었던 각 반에서는 일정 수의 할당된 학생들이 동

아리 구성원으로 조직된다. 학년을 망라하는 청소년 단체를 운영할 경우 학

생 낙인 효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더욱 극대화 된다. ‘누구의 동생’ 혹은

‘누구의 오빠’라는 정체성은 ‘그 누구’를 그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누

군가’와 비교하게 함으로서 그들을 낙인 짓는다. 한 학교에 머무는 햇수가

많을수록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더욱 고착화되기 쉽다. 바꾸어 말해서 내

주변의 동료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많을수록 특정 학생에 대한 기억은

점차 견고해 지는 것이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학생들에 관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은 연구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를 딜레마 상황에 빠트릴 수 있다. 약 9개월이라는 짧

지 않은 연구 기간 중 학생들과의 래포(rapport) 형성은 필수적이다. 형성된

래포의 질과 깊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전 과

정에서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어떤 방식

으로 학생들과 래포를 형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래포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연구자는 각 반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는 학생을

관계 맺기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가령, 운동능력이 뛰어나거나 상황에 맞는

유머를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학생

들과의 래포를 확장시켜 나간다. 이러한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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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특정 학생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자신이 받지 못한 특별한 관

심 때문에 연구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컨대

학생에 관한 사전 정보는 래포 형성을 위한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기 때문

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시도한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는 생각

하지 못한 대목에서 확인되었다. 연구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연

구 참여 학생들 중 몇몇은 연구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거수경례를 하기

도 하고, 쉬는 시간 연구 참여 학급 옆을 지나갈 때면 연구자의 이름을 부

르면서 뛰쳐나오기도 하였다. 연구자에게 열광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기

말에는 팬클럽까지 창단되기에 이르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 학생 간의 ‘과

잉래포’는 면담 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으며, 면담 내용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이 본 연구에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 이제 선생님이 너희 반 수업 12월에 한 번 정도 더 들어가면 마무리 될 것 

같아.  

석: 벌써요? 왜요? 저는 선생님 나오시는 수요일 체육시간만 맨 날 기대했는데.. 

선생님을 운동장에서 보면 뭔가 신나면서 든든하기도 하고..

(20151203, 석지훈 학생면담)

연구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참여 학생은 연구자의 체육수업관찰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연구 종결에 짙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었

다. 연구자의 주관성은 다른 곳에서 확인되었다.

연: 성윤이는 (담임)선생님이 어떤 모습일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아?

황: (책상에 손으로 연구자의 이름을 쓰며) 선생님(연구자) 같은 분이요.

(20151222, 황성윤 학생면담)

면담자의 말에 따르면 연구자는 ‘웃기기도 하면서 화도 내는’ 자신이 희망

하는 교사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면담자의 이러한 반응은

연구자의 초기 의도와 달리 연구 진행 과정 속에서 형성된 ‘과잉 래포’로 인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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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연구자 본인이 자신의 감정

이 연구에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구과정에 연구자의 감정

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연구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연구의 취지를 희석시

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스스로의 감정

표현을 통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었다. 학생과의 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준

다면 연구자의 주관성을 연구 맥락과 분리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연구는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

적으로 상기해야만 했다.

3）체육학 연구자로서의 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체육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 2010년 3월 교육대학교

대학원 초등체육교육학과에 진학하였다. 그곳에서 체육수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그들과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정말 좋

았다. 연구 이야기, 학교 이야기, 심지어 학생들 이야기까지 그들과 함께 공

유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무수했고, 일주일 중 나는 그들을 만나는 시간

을 가장 손꼽아 기다렸다. 대학원에 입학해서도 체육을 ‘잘’ 가르친다는 것

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곳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어렴풋한 느낌은 가질 수 있었다. 대학생활 4년 동안 초등체육과 관

련된 2학점짜리 수업을 들은 것이 전부였던 나에게 그곳은 새로운 자극이었

다. 논문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고, 연구란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고, 체육을

가르치는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면서 나는 체육

이 더욱 좋아졌다.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한 적

도 있었다. 현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아니었지만 체육을 학문

적으로 배워보는 것도 꽤 흥분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았고 그

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체육학’이란 것도 좋아졌다.

2013년 초등체육교육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지만 학문에 대한 갈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내려온 느낌이었다. 이제 겨우

‘연구’란 것에 입문했는데 충족되지 못한 그 무언가 때문에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해 체육학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전공도

‘스포츠 교육학’에서 ‘스포츠 사회학’으로 바꾸었다. 전공의 변경은 석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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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제안이셨지만 다행히도 나에게 사회학은 학문을 대한 동기를 부여

해 줄만큼 즐거운 것이었다. 그러나 고민과 부담도 있었다. 나는 학부를 거

쳐 석사까지 교육학을 공부했었는데 사회학으로 전공을 전회하고 보니 캄캄

한 앞길에 걱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박사과정 입학 후 강의를 듣고, 책도 찾

아 읽고, 연구란 것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고 보니 교육학과 사회학이 매우

밀접한 위치에 놓여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생

소한 학문이지만 ‘체육교육사회학’이란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진정성을 가지고 체육학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체육

을 접할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 교사와 연구자는 분명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였다. 교사가 수업을 연구하는 주체라면 연구자는 수업을 연구하

는 교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교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연구자는 특정한 맥락에서 교사의 수업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

연구자에게는 어떤 수업도 가치중립적인 것일 수 없다. 수업 그 자체는 가

치중립적일 수 있겠으나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을 위해 특정한 관점에 입각

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권력을 정의하는 기존의 부정적

인 관념을 파기하고, 시도되어 본 적 없는 낯선 관점으로 수업을 바라보아

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연구자가 아닌 이들은 노란색 선글

라스를 끼고 세상을 노랗게만 보면 되지만 연구자는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

고 노랗게 보이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교

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본 연구가 효과

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 끊임없이 노랗게 보이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을 오갈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전 과정 속에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조급하게 분석하거나 지나치게 방종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

다.

이러한 연구자 주관성은 연구 수행 중 몇 차례 확인되었다. 다행히도 체

육학 연구자로서의 주관성은 연구자가 연구에 좀 더 집중해서 체육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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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로 넘어서고 집중관찰과 선택관찰 단계로 접어들면서 기술노트보다 

반성노트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 보려고 하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일까? 단순히 생각이 많아지는 것일까? 

(20151103, 연구자 반성일지)  

10주차 관찰이 넘어가면서 각 사례별 체육 수업에 익숙해졌고, 상대적으

로 기술노트에 적어야 할 내용이 줄어들면서 ‘보이는 것 이면의 것’ 들에 대

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체육수업 관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되었으며,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과정

에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질적 연구를 방법론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연구자 주관성을 현직교사, 동료교사, 체육연구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주관성은 연구의 미덕일 수도 있으나(Peshkin, 1988) 때때로는 연

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연구자 주관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과정을 계속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연구자 반성일지를 작성하

였다. 연구자 반성일지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의 ‘자기변형과

정’과 그 과정에서 얻은 ‘성찰적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근무, 김진숙,

이혁구, 2012)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작성한 반성일지는 연구의 방

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였고, 질적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끊

임없이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을 꼼꼼

히 기록해 둠으로써 심층면담을 더욱 깊이 있게 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자의 다양한 주관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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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관성

➡
현직교사
로서의 나

➡

현직교사로서의 체육수업 경험이 연구 참여 교사
들의 수업에 대한 선이해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
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의 체육수업
을 관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동료교사
로서의 나

➡

연구자의 감정이 연구에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만약 연구자의 감정 표현이 연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특정 교사나 학생에 관한 사
전 정보를 연구의 맥락과 분리시켜야 함

➡
체육학
연구자
로서의 나

➡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특정한 관점에
함몰되지 말고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9. 연구자 주관성 

3. 자료 수집

질적연구에서 자료의 수집 과정은 매우 방대하면서 섬세한 과정이다

(Patton, 2002). 그러므로 연구의 맥락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

점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Creswell, 2012). 본 연구에서는 수업 참여 관

찰, 심층면담, 문서 수집, 연구자 반성일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참여 관찰: 관찰자로서의 참여자(participant-as-observer)

Spradley(1980)의 관찰 방식에 따르면 본 연구의 관찰 방식을 참여 관찰

에 가깝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등장한 관찰 기반 연구(observation-based

research)동향에 의하면 관찰자는 관찰 대상과 분리불가분한 것으로 간주된

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다. 관찰을 위해 연구자

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관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보다

는 공동체 내부자로서 관찰 맥락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Angro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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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enberg, 2011). Gold(1958)는 관찰이 연구자가 가진 과학적 정당성이

연구 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고 보는 '완전한 참여자'(complete participant),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 관찰에 임하는 '관찰자로서의 참

여자'(participant-as-observer), 내부자로서 보다 전형적으로 개입하는 '참여

자로서의 관찰자'(observer-as-participant), 연구자의 주관성과 배경지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완전한 관찰자'(complete observer)의 4가지 형태로 구현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 과정 중 연구자는 체육수업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

된 내용에 관해 학생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교사가 참여를 부탁하거나 학생들의 짝이 맞지 않는 경우 연구자가 수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각 사례별 체육수업 문화를 경험하였다

는 점에서 완전하게 참여가 배제된 제 3의 관찰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연구

자 자체가 연구과정의 협력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는 관점(Angrosino,

2007)에 따라 본 연구자의 체육수업 참여 유형은 소극적 참여자인 ‘관찰자로

서의 참여자’가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되었다. 물론 연구자가 ‘관찰자로서

의 참여자’로 체육수업에 참여했지만 개인적 주관을 배제하고 체육수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술하려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Spradley(1980)의 관찰 방식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되었다. 수업

의 준비와 진행의 일상적인 절차와 규칙을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의 약속된

행동 패턴과 상호간에 구사되는 언어, 수업 분위기 등을 살펴보는 ‘서술적

관찰’에서 시작하여 본 연구의 주제인 교사와 학생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

니케이션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살펴보는

‘집중관찰’ 단계를 거쳐 특정 학생이 교사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그들에게 교사권력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권력유형에 따라 커뮤

니케이션 방식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면밀하게 파고드는 ‘선택관찰’ 과

정을 거쳤다. 단계에 맞추어 관찰을 진행했지만 각 단계가 분절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각 사례별로 관찰 단계와 관찰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주 1회씩 각 사례별로

체육수업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 개나리 반 17차시, 민들레 반 14차시, 진달

래 반 12차시의 체육수업을 관찰하였다. 연구 참여 학교 학사 일정상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학예회 준비로 6학년 학예회의 총 연출과 진행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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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진달래 반 담임 교사의 체육수업은 관찰이 힘들었다. 진달래 반 담임

교사의 부탁으로 학예회 연습이 진행되는 약 3주간 수업 시간표가 조정되었

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진달래 반의 체육 수업은 관찰이 불가하였

다. 또한 12월 초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학기 말 업무 및 졸업 준비로

개나리 반, 민들레 반 또한 운동장 수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아 체육수업을

관찰하기 힘들었다. 개나리 반 교사의 경우 운동장에서 진행하기 힘든 체육

수업을 교실의 표현활동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례들에

비해 관찰할 수 있는 수업 기회가 많았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찰된 모든 내용은 필드노트(field note)에 기록하였으

며, 연구자는 관찰 중 발생한 의문점에 임의적으로 답해서는 안되며 관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찰 사후에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

용환, 1999)라는 의견에 따라 관찰 중 발생한 의문은 필드노트에 기록해 두

었다가 수업 종료 후 간이(informal)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 심층면담

본 연구 과정에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은 반구조화

(semi-structured interview)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질적연구에서 가장 일반

적으로 활용되는 면담 방식이다(Roney, 2000).

1) 교사 심층면담

교사 심층면담은 담임교사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체육수업

관찰과 병행되었으며, 사전에 구성한 면담 지침서에 근거하여 진행하되 필

요에 따라 필드노트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체육수업과 관련된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교사의 심층면담은 약 40분 간 3회에 걸쳐

개인 면담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해당 교사의 학급에서 진행되었으

며,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된 후, 면담 내용은 모두

문자로 전사(轉寫)되었다. 면담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체육수업 관찰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관찰 과정에서 생겨난 의문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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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별로 제시한 구체적인 교사 면담 지침은 <표 12>와

같으며,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표 13>으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12. 교사 면담 질문 

연구문제 하위 범주 내용

교사의
권력유형과
특징

체육수업의
독특성
(공통)

▪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체육수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선생님의 체육수업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 체육수업에만 나타나는 독특함은 무엇인가요?
▪ 체육수업 진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수업맥락질문
(개나리 반)

▪ 수업 중 크게 개입하시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교사
를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 학생들끼리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높은
편이던데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셨나요?

▪ 수업 중 유난히 튀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 수업 중 ‘안전’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 수업의 큰 틀만 제시해주시고 활동은 각자의 방식
으로 하도록 하시는 편이시던데 어떤 이유에서 인
가요?

▪ (태권도처럼) 기능차가 많이 나는 활동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 수업 준비 시점에 학생 통제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
엇인가요? 왜 통제가 필요할까요?

▪ 교사 앞에서 수업과 무관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학생 컨디션에 따라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언
제인가요? 무엇이 가장 곤란한가요?

▪ 수업 중 학생 반응을 의식한 경우가 있으셨나요?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했나요?

수업맥락질문
(민들레 반)

▪ 수업내용지식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던
경우가 있었나요? 언제 그러했나요?

▪ 수업 맥락 이탈 행동을 엄격히 통제(눈빛 제압,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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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시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생님이 지향하시는 체육수업 분위기는 어떠한 것
인가요?

▪ ‘줄서기’를 강조하시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통제 속에서 학생들에게 위임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요?

▪ 교사 기분에 따라 체육수업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
우가 있으셨다면 언제 그러셨나요?

▪ 교사의 부재에서 학생들의 질서 수준이 높은 편이
던데 어떻게 지도하신 것인가요?

▪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수업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 수업과 관련된 단서를 제공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러했나요?

수업맥락질문
(진달래 반)

▪ 수업 중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샅바
묶어주기, 1:1 대화하기)이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
나요?

▪ 씨름장 고르게 할 때 남학생들의 불만이 많던데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교사 가지는 수업내용 전문성은 수업 진행과 어
떤 관련이 있을까요?

▪ 수업의 준비와 정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절차와
시간 준수 등을 엄격히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 ‘빨리 빨리’, ‘서로 도와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
데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요?

▪ 파업 후 체육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크게 변화
된 것이라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 파업 후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변화는 어떠할까
요?

교사
권력유형과
특징
(공통)

▪ ‘권력’이라는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
지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 ‘권력이란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사의 권력행사가 학생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에 자주 보이는 갈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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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생, 학생-교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
게 해결하시나요?

▪ 선생님 가지고 계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 수업 중 교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언제
인가요?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의 실천적
함의

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교사 인식
(공통)

▪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지향하시나요?
▪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
나요?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나요?

▪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도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이 교사
권력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 주신다고 생각하시
나요?

▪ 혹자는 ‘교사는 학생들과 민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인식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 교사권력이 어떠할 때 학생들과 가장 잘 커뮤니케
이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사권력 이외에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카드 중
선생님과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① 상호합의에 도달하는 것 ② 합의에 도달하
지 못할수도 있는 것 ③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여야 하는
것 ④ 유동적이고 상황적인 것 ⑤ 교사의 영역이 많은 것
⑥ 학생의 영역이 많은 것)

수업맥락질문
(개나리 반)
(민들레 반)

▪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
게 하시나요?

▪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잘 되지 않는 학생들의 특
징은 무엇인가요?

▪ 수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언제
일까요?

▪ 커뮤니케이션과 수업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수업맥락질문
(진달래 반)

▪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함께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 활동 후 남는 시간 학생들이 교사 주변으로 몰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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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교사 면담 일정  

2) 학생 심층면담

학생 심층면담은 각 사례별로 7명씩 정해진 준거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담

임교사의 추천을 받았다. 학생 면담 대상자는 총 21명이며, 모든 학생 면담

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학생

면담은 그룹별로 2-3명씩 총 3그룹으로 나누어 약 40분간 2회에 걸쳐 실시

하였고, 학급 분위기의 격변을 경험한 진달래 반 학생들의 면담은 추가적으

로 1회 더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1회 면담에는 면담 대상자 7명

학생 모두가 참여하였고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모든 학생 면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 부분에 인용된 학생 면

담 자료는 FG(focus group)로 제시되었지만 면담 과정 중 학생 개인의 대답

만을 자료로 제시한 경우 학생 가명을 기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하나의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아

보는데 유용하며(Creswell, 2007; Rabiee, 2004), 집단적 참여(collective

engagement)를 통해 대화를 촉진시키고(Krueger & Casey, 2014) 이슈에 대

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다른 학급에 비해 유난히 활발히 참여하는 학생들
이 많아 보이던데 그런 학생 특성이 체육수업 분위
기나 교사-학생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교사-학생
권력현상
이해

공통

▪ 학교 현장에서 교사권력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요?

▪ ‘교사권력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다’라는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사권력은 부정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례 면담 일정

개나리 반 2015년 5월 15일 2015년 9월 2일 2015년 12월 16일

민들레 반 2015년 5월 27일 2015년 10월 2일 2016년 2월 4일

진달래 반 2015년 6월 26일 2015년 12월 23일 2016년 2월 26일



- 140 -

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의 현재

상황과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풍부하고 복잡하고 미묘하며 논쟁적인 대

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Kamberelis & Dimitriadis, 2011; Rabiee,

2004). 나아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간과할 수 있

는 것을 참여자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방법학'(methodology of getting lost)(Lather, 2001)이라 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연구를 수행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중적 수

행’(double practice)이라고도 볼 수 있다(Lather, 2001). 집단심층면담은 연구

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능동적으로 연구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고, 연구자 의존적인 해석이라는 질적 연구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면담 대상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격려하고 집단 내 역동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어떻게’와 ‘무엇 때문에’와 같은 열린 질문들을 제시하였고,

상황에 대한 속단(premature closure)을 경계하기 위해(Kamberelis &

Dimitriadis, 2011)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1회 면담

마다 약 5～6개의 질문을 하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면담 지침과 관련된 후

속 질문의 양과 범위에 따라 면담 질문의 개수와 면담 시간은 집단별로 유

동적이었다. 또한 사전에 구조화한 면담 질문뿐만 아니라 관찰 과정에서 기

록한 의문점이나 관찰 중 학생들의 생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

관해 질문하기도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따라(Krueger & Casey, 2014)

본격적인 면담이 진행되기 전 학생들과의 간단한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고,

면담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과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포

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면담 대상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체육 수

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한 상황에 대

한 다른 견해와 해석을 들어볼 수 있었다. 특히 연구 과정 중 ‘식판 귀신’사

건이 발생한 진달래 반의 경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을 계

기로 변화된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 그로 인

해 변화된 체육수업 모습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발달단계상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중 일부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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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 면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낱말 카드

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주어진 카드를 단서로 학생들로부터 풍부한 이야기

를 들을 수 있었다. 연구 제별로 제시한 구체적인 학생 면담 질문은 <표

14>와 같으며 구체적인 학생 면담 일정은 <표 15>로 제시하였다.

표 14. 학생 면담 질문 

연구문제 하위 범주 내용

교사-학생권
력관계에
대한
학생인식

학생인식

▪ 다른 사람에게 담임선생님의 체육수업을 소개한다
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나요?

▪ 체육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과 행동, 제스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낱말
카드: 칭찬, 눈맞춤, 도움, 웃음, 엄지 올려주기, 재미있
는 표정, 비난, 파이팅)

▪ 체육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체육수업시간에 확인되는 담임선생님의 모습 중 가
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나요?

▪ 체육수업시간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 선생님의 체육수업 특징을 설명하는 카드 중 해당
하는 것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
요(낱말카드:열정, 책임감, 전문성, 파이팅, 노력, 풍부한
지식, 유머, 기타)

▪ 선생님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카드를 골라 주세요
(낱말카드: 전문성, 질서, 규칙, 강제, 카리스마, 믿고 따
르기, 명령, 편안함, 학생자유의 제한, 일방적 결정, 학생
의 자유 존중, 자신감, 복종, 합의, 의사소통, 수직적 관
계, 기타).

▪ (‘갈등’의 개념 설명 후)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상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그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러
한 방식의 해결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이
부여하는
의미지향성

▪ 체육수업시간 여러분과 선생님의 관계는 어떠한 것
같나요?

▪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선생님의 말과 행동은 여
러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선생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선생님의 말이나 행동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경험
이 있나요? 왜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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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맥락질문
(개나리 반)

▪ 수업 시간 선생님의 개입 수준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선생님의 설명방식/시범/피드백은 어떤 모습이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수업준비를 직접하는 교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
나요?

▪ 수업 중 선생님이 함께 웃어주시면 어떤 생각이 드
나요?

▪ 스스로 규칙을 지키려고(게임 규칙 협의, 역할 분
담, 갈등 해결 등) 노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선생님이 잘 알지 못하는 활동(태권도, 배구, 씨름
등)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의 없이 역할을 교사가 정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나요?

▪ ‘체육 관찰일기’를 작성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감자칩’이 오늘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
하나요?

▪ 게임 중에 외치던 ‘매너게임’은 무엇인가요?
▪ 쉬는 시간 종이 쳤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수업 중 선생님이 튀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하
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왜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활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 익숙하지 않은 활동(배구, 표현활동, 태권도)을 하
면서 평소보다 교사를 더 많이 찾는 이유는 무엇일
까요?

수업맥락질문
(민들레 반)

▪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많지 않던
데 수업 활동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선생님의 설명방식/시범/피드백은 어떤 모습이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선생님이 상의 없이 팀을 나눈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배구수업에서) 공을 잘 다루는 것 이외에 대형의
크기나 모양을 엄격히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나요?

▪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 수업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수업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서 선생님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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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많이 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선생님 없이도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는 까닭은 무
엇인가요?

▪ ‘줄 맞추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야구 규칙을 잘 모르는 선생님이 야구 심판을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점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교사가 1점 박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수업시간 종료 5분 전에 수업을 일찍 마치는 것(활
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나요?

▪ 수업 준비를 미리 해두었지만 교사에게 꾸중을 받
았을 때 기분이 어떠했나요?

▪ 수업이 선생님 위주라고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요?

수업맥락질문
(진달래 반)

▪ 남자 선생님이 가지는 체육 수업의 장점은 무엇일
까요?

▪ 선생님이 신경 써주시지 못해도 격려하며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던데 어떤 마음인가요?

▪ 수업 내용(씨름, 태권도)에 대한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다른 학급에 비해 수업 분위기가 역동적이고 활발
해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다정다감한 선생님이 수업 중 단호하실 때는 언제
인가요?

▪ 줄을 제대로 서지 않아 ‘앉아일어서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선생님이 오판(誤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을 때 어
떤 생각이 들었나요?

▪ 6학년 학예회 수업 준비로 체육수업이 충실하게 이
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함께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태권도 수업) 선생님이 장난을 하는 학생을 엄하
게 대한 것(엎드려 뻗쳐 발로차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파업 후 줄어든 학생들의 영역고 달라진 교사의 모
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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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의 실천적
함의

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학생인식

▪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설명 후) 선생님과의 커뮤
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생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나요?

▪ 선생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은가요?(낱말카드: ① 우리들의 의견 경청 및 수용-10
점 ② 우리들의 의견 경청 및 수용-5점 ③ 우리들의 의
견 경청 및 수용-2점 / ④ 수업 목표달성-10점 ⑤ 수업
목표달성-5점 ⑥ 수업 목표달성-2점)

▪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커뮤니
케이션이 잘 된다고 생각하나요?

▪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는 무
엇이 있을까요?

수업맥락질문
(개나리 반)

▪ 수업 중 선생님의 말씀을 유난히 잘 따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나요?

▪ 준비 운동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교사의 ‘눈
빛’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수업맥락질문
(민들레 반)

▪ 수업 중 교사가 하는 말(연구자가 보기에 비난하는
늬양스를 가진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수업 중 교사 눈치를 보는 편이던데 왜 그런가요?
▪ (꼬리잡기 설명 후) 선생님이 제대로 의미 전달을
하지 못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교사가 꾸짖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수업맥락질문
(진달래 반)

▪ 체육수업시간에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던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파업 후 차가워진 교사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나요?

교사-학생
권력현상
이해

▪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권한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교사가 가진 권력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사권력은 부정적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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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학생 면담 일정  

사전에 작성된 면담 지침은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수정 및 보

완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되기 전 연구 참여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약 2

차례의 시범 면담을 통해 연구자의 의도가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요지

가 명확하지 않은 질문들, 혹은 반복적인 질문들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수

정하였다.

다. 현지 문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 관찰과 심층 면담 외의 학교 현장에서 확보될 수 있

는 모든 형태의 문서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문서에는 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간 학년 교육과정 계획, 학급 교육과정 계획, 체육교과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계획, 교사의 수업일지, 학습 안내물 등이 포함되었다. 개나리 반

교사는 민들레 반이나 진달래 반 교사에 비해 ‘학습지’의 형태로 제시된 수

업 자료를 비교적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수집 가능한 문서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해 사본을 확보한 후, 연구 종료 후 반환하였다.

라. 연구자 반성일지

연구자 반성일지 작성은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종료 시점까지 작성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매주 진행되는 체육수업 관찰과 정기적인 면담,

사례 면담 일정

개나리 반
2015년 5월 15일 2015년 6월 17일 2015년 12월 3일

2015년 12월 18일 2015년 12월 22일 2016년 2월 4일

민들레 반
2015년 5월 20일 2015년 6월 24일 2015년 12월 7일

2015년 12월 22일 2015년 12월 23일 2016년 2월 11일

진달래 반

2015월 7월 1일 2015년 7월 8일 2015년 12월 9일

2015년 12월 10일 2015년 12월 17일 2015년 12월 23일

2016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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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자료의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도 연구자 반성일지를 작성하는 일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새롭게 얻게 된 통찰이나 의미

있게 도출된 주제, 혹은 의도하지 않게 발현된 연구자의 주관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연구를 반성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인 동시에 연구자

자신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성찰적 시간이기도 하다. 연구 수행 기

간 동안 작성된 연구자 반성일지는 연구자에게 지속적으로 연구 과정을 되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였다. 나아가 연구가 진행 과정 속에 함몰될 수 있었

던 연구자를 객관적으로 살피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 수집 방법을 연구 문제별로 요목화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연구 문제별 자료 수집 방법 

4.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연구에서 자료들은 연구자에 의해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제 의미를 가

질 수 있다(Ratcliffe, 1983).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은 별개로 독립되어 있

지 않으며, 그 둘은 언제나 동시에 진행된다(Merriam, 1998). 본 연구를 통

해 수집된 자료는 Wolcott(1994)의 방식에 따라 기술되고 분석되며 해석되

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다중사례 연구 유형에 적합한 Creswell의 사례 연구

분석 방법에 맞게 제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QDAS)

Nvivo 10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자료 원천 (data source)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문서
연구자
반성일지

연구문제1 교사권력의 유형과 특징 0 0 0 0

연구문제2
교사-학생 권력관계에
대한 학생인식

0 0 0 0

연구문제3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적 함의
0 0 0

연구문제4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통한

권력현상 이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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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vivo 10을 활용한 자료 분석

Nvivo는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의 단계를 거쳐 수집된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Nvivo 관련 연구

(이동성, 김영천, 2014; 박종원, 2016, 2012; 최숙경, 2005; Edwards-Jones, &

Andrew, 2014; Hoover, & Koerber, 2011)를 참고하였다. 첫 번째, 수집된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모두 워드프로세서 파일(HWP)로 저장되었는

데 Nvivo와의 호환을 위해 모든 한글 파일을 워드(Word) 파일로 변환하였

다. 변환되어 불러들여진 워드 파일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 가

능했다. 전사과정에 발생한 오타나 면담 내용을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두 번째, Nvivo 10에서 불러들인 파일을 보관하고 자료 분석의 도화지 역

할을 할 ‘프로젝트(project)’를 생성하였다. 프로젝트란 엔비보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구조로써 자료 파일을 담는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최희경, 2005). 프로

젝트 생성 후 원자료를 불러들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구문, 절, 문장, 단락

단위 등 적절한 의미 단위로 분절하였다. 분절된 자료는 노드(node)의 형태

로 코딩되었는데 여기서 노드(node)란 의미 단위로 분절된 세부 내용에 이

름을 붙여 나가는 코딩 작업과 관련된다. 각 사례별로 초기 노드를 각각

181개, 125개, 147개 형성하였다. 이 때, 형성된 초기 코드 간의 의미는 유사

하지만 다른 코드로 형성되기도 하였다. 노드의 형태로 초기 코드를 생성해

가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 단위들에는 일종의 분석 메모(analytic

memo) 기능의 후주(annotation)를 기록해 두기도 하였다.

세 번째, 초기 코딩과정을 통해 생성된 노드 중 유사한 의미를 지니거나

동일 하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연구문제에 맞게 상위 범주로 재

조직 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 코드가 재배열되거나 재구조화되기도 하였

는데 초기 코딩 단계에서 의미 있다고 여겨졌던 내용 단위들이 삭제되거나

재조직되기도 하였다. 이전 단계에서 기록해 둔 후주는 상위 범주 결집을

위한 밑그림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사례별로

개별적인 노드를 의미를 지닌 상위 범주로 결집하였는데 이는

Creswell(2012)의 자료 분석 절차 중 ‘직접적 해석(direct interpretation)’ 단

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의미를 지닌 상위 범주로 결집된 코드를 반복적으로 살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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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각 사례에서 도출한 범주들을 비교하며 개

별 사례들의 특징을 찾고,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고자 하였다. 상위 범주로 결집된 코드들을 기준으로 분석할 내용의 흐름

(story)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상위 범주 간 관계 비교를 통해 새로운 의미

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는 creswell(2012)의 자료 분석 단계 중 ‘유사

양상결집(establishing pattern matching)’과 유사하다.

다섯 째, 사례 간 연구와 사례 내 비교를 통해 찾아낸 시사점을 통해 코

드의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본 사례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의 작업은 Nvivo가 제공할 수 있

는 '코딩 간 비교(coding comparison)'와 ‘관계도(tree map)’ 기능을 활용하

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사례 연구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연주

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각 사례간 비교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본 연구를 통해 시사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하는데 활용하였다. Nvivo 10을 통해 도출된 노드(node),

후주(annotation)의 예를 제시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Nvivo 10 노드(node)와 후주(a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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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의 기술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원자료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일차적으로 개별 분석단위로 분절되었으며, 연구자는 분절된 자료 중

유사하게 결집될 수 있는 것은 낮은 수준의 범주 체계로 결집하였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다음 단계인 자

료 분석을 위해 토대의 역할을 하였다.

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단계를 거친 자료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하여

도출된 주제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권력관계를 다양한 관점

에서 풀어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현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기술 자료

에 연구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권력관계의 지평을 확장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동일한 현상에 상이한 기준과 잣대를 대는 일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특히 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에 대한 논의나 교사

와 학생 간 권력관계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에 관한 소개는

일차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하여 의미를 확장시키는 ‘메타 분

석’과도 유사한 것이었다.

라. 자료의 해석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는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들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

었다. 각 사례별로 도출된 의미에 근거해 숙고할 수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낸

후 권력현상 일반이라는 사회적 수준으로 해당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베버와 홉스,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포함하여 루만의 권력이론까지 권력실천

의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할 수 있는 권력이론들을 준거로 본 연구의 논의와

제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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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례 연구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는 다양한 자료 원천을 근거로 연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패턴을 확인하고, 발견된 패턴을 다양한 사례에 다시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Anfara, Brown, & Mangione, 2002).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자들은 사례 연구 분석을 위한 준거틀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12)의 분석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Creswell(2012)

의 사례 연구 분석틀은 범주적 분류(categorial aggregation), 직접적 해석

(direct interpretation), 유사양상결집(establishing pattern matching), 자연주

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적 분류(categorial aggregation) 단계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슈를 자료에서 연역적으로 추출하고, 그것들을 의미 있는 자료로 모은다.

개별적 이슈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연구자의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념

이나 주제를 나열함으로서 뒤섞여서 존재하던 자료의 맥락을 분리해 낼 수

있다.

둘째, 직접적 해석(direct interpretation) 단계에서는 이전단계에서 도출된

개념이나 주제들을 다시 결집하여 그것들의 포괄적인 의미를 새롭게 도출한

다. 결집 각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범주를 찾아 사례에 의미를 부

여하는 과정이다.

셋째, 범주적 분류와 직접적 해석이 사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유사양상결집(establishing pattern matching) 단계에서는 각 사례에서 도출

한 두 개 이상의 범주들 사이의 일치점이나 공통점, 유사점을 찾아 그것들

을 다시 결집시킨다. 즉,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유사한 양상을 묶어낼 수 있

는 하나의 주제를 새롭게 도출하는 것이다. 사례의 특정한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다(Strauss & Cobin, 1959;

Gerring, 2004). 사례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의 도출은 각 사례의 고유

한 특징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며, 단일 사례를 통해서는 드러나기 힘든

내용을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해준다(Gerring, 2004). 이 단계는 수집

된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분류하는 '지속적인 비교 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의 과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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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연주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 단계에서는 본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유사한 사례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자 살펴본다. ‘자연주의적’이란 인위적인 가공이 배제되어 있다는 의

미이며, ‘일반화’의 범위에는 사례로부터의 교훈을 도출하거나 모집단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 혹은 주어진 사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대리경

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적연구에서 말하는 일반

화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인간의 공속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이근무, 2015), 모집단의 특성을 설

명하기 위한 ‘환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상에서 살펴본 Creswell(2012)

의 사례 연구 분석방법을 도식화화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Creswell의 사례 연구 분석방법

단계 특징

사례
내
연구

범주적 분류
(categorial
aggregation)

▪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슈를 추출하고, 개별
이슈들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개념 찾기


직접적 해석
(direct

interpretation)
▪ 도출된 개념이나 주제를 상위범주로 결집하기



사례
간
연구

유사양상결집
(establishing

pattern matching)

▪ 각 사례에서 도출한 범주들 사이의 공통점과
일치점 찾기


자연주의적 일반화
(naturalistic
generalization)

▪ 연구와 유사한 사례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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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Anfara,

Brown, & Mangione, 200)..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많은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수행 후 도출된 연구 결

과를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간 협

의(peer debriefing),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의 방식에 따라 다각적으

로 검토하였다.

가. 삼각검증법

본 연구에서 교차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료로는 교사와 학생의 면담 내

용, 수업관찰 기록, 문서 자료, 연구자 반성일지 등이 있었다. 삼각검증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 간에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나 연구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

토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자 자신의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을 비판적으로 숙고할 수 있다(Fielding & Fielding, 1986).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 심층 면담, 학생 집단심층면담, 필드노트 등 연구 과정

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상호 비교하여 견주었고, 분석 맥락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자료를 감환(reduce)하고 그 의미를 정제해 나갔다.

본 연구과정에 수집된 자료 중 자료 간 비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은

체육수업 관찰 내용을 기록한 필드노트와 학생의 집단심층면담 내용이었다.

학생들의 면담 자료 중 모호하거나 내용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필드노토

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한 번 더 확인하여 그 의미를 통일시켰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많은 자료 중 핵심적인 의미를 도출하였고, 그렇게

도출된 의미에 견주어 일치하지 않거나 모호한 것들은 따로 분류하였다. 따

로 분류한 자료의 내용 중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범

주로 재구성되기도 하였다. 자료 간 비교를 통해 일차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감환하였고, 감환 된 자료 간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시

사점은 연구자의 사고와 다시 한번 견주어졌다. 연구문제 1과 2에 따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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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에 활용된 자료원천을 사례별로 요목화하면 <표 17>, <표 18>, <표

19>와 같다.

표 17. [사례 1] 연구 결과 도출 자료원천 

표 18. [사례 2] 연구 결과 도출 자료원천 

표 19. [사례 3] 연구 결과 도출 자료원천 

RQ Theme
필드

노트

교사

면담

학생면담 반성

일지태영 현준 지훈 성윤 민호 예석 다정

1

강압적 행위 √ √

상호적인 조율 행위 √ √
헤아려 다가서기
위한 행위

√ √

2
강압적 권력관계 √ √ √ √ √ √
상생적 권력관계 √ √ √ √
합계 3 3 1 2 2 1 2 1 1 0

RQ Theme
필드

노트

교사

면담

학생면담 반성

일지만세 진영 수영 채영 지은 선준 지선

1

강압적 행위 √ √

반성을 위한 숙고 √ √

조작 행위 √ √

2

복종 지향적
권력관계

√ √ √ √ √ √

공감 지향적
권력관계

√ √ √ √

합계 3 3 1 2 1 1 1 1 2 1

RQ Theme
필드

노트

교사

면담

학생면담 반성

일지고은 정의 태준 사랑 민정 우태 태조

1

남교사 전문성 √ √

드러난 조작 행위 √ √

강압적 행위 √

배려적 행위 √ √

2
결속적 권력관계 √ √ √ √ √ √ √

비윤리적 권력관계 √ √ √ √
합계 5 3 1 2 2 1 1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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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료간 협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과정 수료 학생 3명과 본 연구자를

지도하고 있는 체육학 교수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

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Nvivo를 활용한 자료 분석

과정을 동료 연구자와 함께 공유하면서 분석과정에 지나치게 연구자의 주관

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고, 분석된 자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노

드를 재생성하기도 하였다. 일차적으로 생성된 노드를 상위 범주로 결집하

는 2차 분석 과정에서 기존에 생성된 노드 간의 관계를 토대로 대략적인 윤

곽을 그리고 목차를 작성해 보았다. 이렇게 작성된 목차는 동료 전문가들과

의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고 자료 내용의 전체적 목차를 기반으로 2차

노드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일회적인 작업은 아니

었으며 많은 반복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이나 사고에 함몰되지 않는 방향으

로 자료를 분석해 나갈 수 있었다. 자료의 기술과 분석 단계를 지나 논의의

형태로 제시되는 자료 해석 내용 또한 동료 간 협의를 거쳐 그 의미를 명료

화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내용은 자료 간 관계를 연구 결과로 충실하게 제

시하고 난 후 동료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쳤다. 본 연구과정에 함께 참여

한 전문가 그룹 정보는 <표 20>과 같다.

표 20. 전문가 그룹 정보 

다. 구성원간 검토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내용과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연구 참여자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

성명 성별 나이 직위 전공

권승리 남 51 교수 체육학 박사

박꽃님 여 34 박사과정 수료생 초등체육학 석사

유지성 남 37 박사과정 수료생 체육학 석사 

강성실 여 36 박사과정 수료생 체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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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도가 연구자의 해석과 상이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한 경우 연구 참여자들과의 추가 면담을 통해 그들이 전달하고

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학생 면담의 내용 중 그 의미가 모호

한 경우 수시로 비공식적(informal) 추가 면담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였

고, 교사 면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그 의미를 확인받기도 하였다. 특히 교

사권력에 학생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교사 면담과정에 확인하는 일은 교사나

학생 단독의 언어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상호 간의 인식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진달래 반의 경우 연구자는 권력

관계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 상이한 인식을 견주기 위해 교사에게 학생들의

인식을,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인식을 맥락 정보를 담은 면담 질문의 형태로

묻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교사 파업이 초래한 서로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명확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6. 연구의 윤리성

연구의 진실성만큼 중요한 것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엄격성

(rigor)을 고수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성의 밀도를 높이기 위

해 2015년 4월 3일 연구자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연구 심의를

의뢰하여 2015년 4월 29일 연구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연구 심의를

위해 제출한 서류 목록에는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심사 의뢰시 제출 서류 목록, 연구계획

요약문, 심의용 연구 계획서, 연구 참여자 동의서(교사용 및 학생용), 연구

책임자 경력사항, 연구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연구 결과(필드 노트 및

면담 내용) 정리 양식지, 지도교수 서약서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가 엄수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한 윤리

적인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기술하지 않았으며, 연구의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

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교사 및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 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

들에게 연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를 그만둘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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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도 함께 공지하였다. 셋째, 연구 중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정

보는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연구자 개인 컴퓨터 및 연구실 책상 서랍에 보

완을 철저히 하여 보관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하였다. 넷째, 연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

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지하였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본 연구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래포를 형성하고 유지

해 나갔다. 연구자는 공식적인 연구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 외의 맥락

에서도 연구 참여자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로서 최대한 자연주의적인 태

도를 견지하고자 하였다. ‘반응성’이란 연구자의 질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바

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성’을 의미(신옥순, 1991)하는데 이러한 반

응성은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교사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 중 한 명은 연구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연구자의 눈치를 보거

나 연구자에게 동의를 묻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질문에 자신이 이상적

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답하기도 하였다. 참여자의 대답이 질문의 맥락에

서 아예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대답에 대한 근거를 이상적인 수준

에서 찾고 있었다.

   연: ‘교사권력이 부정적이다 혹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권력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으세요?

   교: 7이죠. 7이상 긍정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10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저를 맹신하는 것 같고. 마치 제가 ‘신’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9, 8만 해도 부담스럽고 7정도면 교사의 역량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51223, 교사면담)

10점 척도 중 자신의 권력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지 묻는 연구자

의 질문에 참여자는 7이라고 대답하면서 8-10의 척도가 ‘부담스럽다’라고 하

였다. 권력척도가 7인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7점 정도면 8-10의 척도보다

덜 부담스러우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식의 대답이었다. 이는 자신의 대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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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받기를 바라는 태도로 풀이된다. 연구 참여자

와 심층면담 중 이러한 반응 경향성이 몇 차례 더 나타났다. 참여자의 대답

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교사의 의견과 다른 학생들의 인

식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로서 외부 기대를 충족시켜

야 한다는 윤리적 각성과 자신의 실제 경험 사이의 내적 갈등에 기인한 것

으로 추측된다.

면담 과정 중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자로

서의 권위를 내려놓았다. 면담자와 피면담자라는 부정할 수 없는 지위격차

는 피면담자의 반응을 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연구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과 더불어 연구 참여자로부터 배우려

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가 면담 중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의 대답을 경청하고 존중하

고자 했다.

연구가 종료된 후인 2016년 11월 24일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연구 결과 종료보고서,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 사용한 동의서, 연구 결과 정리서류(면담 기록지, 필드 노트)를 제출

하여 연구 결과 심의 후 2016년 12월 14일 최종 연구 종료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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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사례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

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탐색하여 권력관계를 다

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의 교육적,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장에서는 교사권력유형과 특징, 교사-학생 권력관계에 대한 학생인식, 교

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실천적 함의,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통

해 살펴본 권력현상에 관해 고찰하였다.

1. 교사권력의 유형과 특징

권력은 구성원들이 모여 다양한 관계를 맺는 곳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장명학, 2009). 예측하기 힘든 상호작용과 다양한 갈등이나 대립이 존재하

는 학교 현장 역시 권력의 생성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Frymier &

Houser, 2005). 본 절에서는 역동적인 수업 상황에서 포착될 수 있는 교사권

력의 유형과 특징을 각 사례별로 제시하였다.

가. 개나리 반

1) 강압적 행위

개나리 반 교사의 첫 번째 권력유형은 ‘절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압적 행위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

해 비교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교사

가 선택한 전략은 ‘박탈에 대한 위협’과 교사의 권력행사과정에서 결코 소거

될 수 없는 ‘제재와 통제’였다.

가) 체육수업의 박탈 잠재성

교사가 보인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권력실천은 학생들로부터 체육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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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사의

행위는 체육수업이라는 독특한 맥락에서만 확인되는 것이었다. 여타의 수업

에 비해 학생들은 체육수업시간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항상 즐거운 시간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체육수업의 특별함은 교사 지위에 근거한 지위적 권

력이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으로 행사되도록 하고 있었다.

   체육수업시간에 창훈이는 항상 산만하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노래 부르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켜봐요. 그런 게 좀 심해지면 ‘너 자꾸 이러면 뺀다’ 

소리하면 체육이니까 좀 먹히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웃음) 

(20150515, 교사 면담)

   (통제, 명령, 수직적 관계가 적힌 카드를 유사 범주로 묶으며) 소통이랑 다른 게 

확실히 체육시간에는 이런 행동도 많이 해요. ‘너 그러면 몇 분 못하게 할 거야’,  

‘다음 체육시간에 뺄 거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장난만 치니’ (웃음)

(20151216, 교사 면담)

그러나 교사는 체육수업 중 학생이 수업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수업에 집

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업 상황에서 그들을 배제시키지는 않았다. 교사는

체육수업이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언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

함으로써 수업에의 몰입과 주어진 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비록 체육수업이 박탈될 수 있다는 잠재성은 교사의 언어적 위협 범위를 벗

어나지 않고 있었지만 교사에 의해 박탈당할 수 있는 체육수업은 학생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가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위로써 실

천하지 않아도 교사의 지위적 권력과 무언의 압력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위

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라는 지위적 권력은 그

자체로 안정된 권력기반인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을 가

진 것이었다.

그것은 교사의 초기 의도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막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의 무게가 학생들에게 가중

됨으로써 교사권력은 힘을 얻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점은 교사의

그러한 권력이 일절 행사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에게는 박탈의 위협은 상당

히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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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무관하게 상대의 무언가를 박탈해 갈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은 상당

한 매개수준을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각인을 통해

높은 수준의 매개성을 갖춘 체육수업 박탈의 위협은 학생들에게 두려운 것,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자 피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즉, ‘박탈'이라는 권력

실천은 교사가 가진 지위적 권력과 맞물려 학생들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것’, ‘따르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었

다. 학생들은 교사의 경고에 응답하듯 체육수업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

로를 긴장시켜야만 했다. 이는 박탈적 행위를 보이는 교사 입장에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 손쉬운 방법이었지만 대상자들인 학생들에게는 의심하지

않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의 박탈 위협은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경험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기회인 셈이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비교적 높은 매개수준을 가지는 박탈적 행위는 상대방의

의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French & Raven(1959)이 제시하고 있

는 ‘강압적 권력(coercive power)’에 가까웠다. 나아가 교사는 학생들에게 행

사하는 박탈적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자신의 의도에 부합시키고 있

었는데 이러한 장면은 박탈 위협을 경유하는 강압적 권력은 권력대상자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제(Alderman & Green, 2011)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탈을 위해 행사되는 권력이 ‘강압적 권력’과 결을 같이

하는 까닭은 제 행사에 있어 대상자들의 입장을 살피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 그것은 언제나 교사라는 권력행사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데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행사자인 교사와 그러한 권력이 향하는 대상자로

서의 학생 사이의 간극은 가장 근엄하면서도 긴장을 수반해야 하는 불평등

한 것일 수밖에 없다.

나) 교사 제재와 통제

권력대상자인 학생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사에 의해 체육수업이 박탈될

수 있다는 위협과 함께 개나리 반 교사가 가장 빈번하게 보였던 권력행사

방식은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제재와 통제였다.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한 학생들의 반응은 교사의 소임을 제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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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분리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 제재와 통제는 교사권력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권력행사 방식이기도 하다(Cummins, 2009; Silva,

& Neves, 2007; Silva, 2006; Brown, 1993; McCroskey, 1984). 개나리 반 교

사의 제재 방식은 학생들마다 상이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참여 방식과 수준

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 수업 맥락에서 벗어난 아이들에 대한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함: 저는 다른 활동을 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활동을 주기도 

하고 가끔 쳐다보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애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20150515, 교사면담)

학생들을 향하는 교사의 제재와 통제는 ‘눈빛’이라는 무언의 방식으로, 직

접적 지시라는 명쾌한 ‘언어’의 방식으로, 교사에의 집중을 유발하기 위한

‘침묵’의 방식으로, 교사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움직임 욕구를 견제하기

위해 ‘눈치주기’의 방식 등을 택하고 있었다. 그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비

교적 다양한 실천태를 갖추고 있었고,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매 순간 그것의

성공과 실패는 반복되어 나타났다. 교사는 자신과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적

절한 제재와 통제 방식을 선택하면서 체육수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사하

는 제재와 통제의 여러 유형들이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

재와 통제의 다양한 실천태들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었는데 교사는

그 타협점을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밀도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합목적

적인 행위인 ‘결정’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교사가 내려야만 하는 ‘결정’의 범위는 ‘수업 내용’과 ‘수업에의 몰입’이었

다. 그러한 교사결정은 학생들의 의지와 완전히 반하는 무자비한 것이라기

보다 활동에의 편식을 없애주기 위한 것 즉, 썩 내켜하지 않지만 ‘해야 될

것’과 즐겁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사이의 경계를 지어주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결정의 경우 그 방향은 학생들이 원

하는 활동과 다를 수 있지만 교사는 어떠한 요청과 대안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수업이라는 상황에서 결정이라는 필연성을 찾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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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결정은 학생의 자유 존중과 대치되는 것이긴 한데.. 예를 들어 ‘오늘은 교

실에서 체육을 할 거야’ 라든지.. 일방적 결정도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중략) 

‘오늘은 체육 안하고 다른 걸 할 꺼다. 대신 체육 빼먹지 않고 다음 시간에 내가 

보충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오늘 뭐해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 하지만 ‘표현활동 해야 돼’라고 이야기 해요. 수업을 위

한 결정, 수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결정이 많아요. 

(20151216, 교사면담)

교사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 유달리 결정된 체육수업내용을 학생들에게 통

보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체육이라는 특정 교과목에 대

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남다르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시간은 ‘원

하는 활동을 하고 싶은 시간’인 반면 교사에게 체육수업시간은 ‘해야 할 것

을 하도록 하는 시간’이었다. 체육수업시간의 특별함은 양립될 수 없는 수업

활동들 중에서 교사에게 특정 활동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

는 학생들에게 허용해 줄 자유의 범위와 단호해야 할 시점을 결정해야만 했

다. 이 때 교사의 결정이 제재와 통제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교사의 결정에 의존하는 결과가 학생들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학생의 선택에 반하는 교사의 결정을 일방적인 것으로 단순

화해서는 안된다. ‘해야 할 것’에 대한 교사의 선택과 결정은 처음부터 교사

에게 부여되어 있던 수업내용을 결정해야 할 지위와 책무성에 기인한다

(Turman, & Schrodt, 2007; Schwarzwald, Koslowsky, & Brody-Shamir,

2006, McCroskey, & Richmond, 1982). 즉, 교사의 결정이 학생들의 선택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수업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사권력이 의

심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수업 내용을 결정짓는 일은 교사가 가진

수업권력이 행사되는 가장 단적인 장면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목격되는 순간

이기도 하다. 다만 체육교과의 특별함은 교사와 학생의 선택이나 결정이 일

치되기 힘든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결정을 학생 선택의

제재와 통제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선택과 더불어 교사에게 맡겨진 결정의 문제는 ‘수업

몰입’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는 것 즉, ‘수업

밀도’의 문제이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 내 주어진 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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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꾸만 빈틈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들의

빈틈이 목격될 때마다 교사는 소위 ‘잔소리’ 혹은 ‘부적 강화’의 방식으로 그

들의 행동 범위를 각인시켜 주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결정은 수업

의 밀도와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태권도 연습이 지겨운 지 휴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자꾸 품새 검사를 맡겠다고 하

자 교사는 ‘뭘 검사 맡아. 제대로 하고 와’라고 이야기 함. 억압적인 말투는 아니 

였지만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거(태권도) 해야 겠네’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불

만을 표시했고 교사는 다시 ‘그니까 제대로 하라고. 내가 봐야 제대로 하는 거지 

너희끼리 다 했다면서 쉬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을 

나무람. 학생들 검사 후 교사는 웃으며 ’제대로 된 거야 이게? 안 돼. 다시 해야

겠네‘라고 말함. 

(20151007, 필드노트)

   교사는 ‘체육책 펴봅시다’라는 말과 함께 줄넘기 과제 점검을 공지함. ‘터무니없게 

통과 못한 사람은 계속 연습할 것이고, 통과한 사람은 5학년 방해 안되게 캐치볼 

하세요. 줄넘기 통과 안했는데 게임에 참여한다면 내 옆에 세워 두겠습니다. 10

분간 줄넘기 하세요’라고 말함. (중략) 줄넘기 연습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의 이름

을 호명하며 ‘지금 빨리 안하지’라고 말함. 

(20150617, 필드노트)

태권도 품새 연습과 줄넘기 연습을 지루해 하는 학생들은 교사에게 일찌

감치 검사를 맡고 수업 중 자유시간을 원했다. 그러나 태권도는 수행평가

활동이었고 줄넘기는 학교 전체의 인증 항목이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에 관대할 수 없었고, 교사에게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연습에 매진해야만 했다.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교

사는 매 순간 ‘결정’이란 문제에 봉착해야만 했다. 수업 밀도의 향상을 위해

교사에게 결정이란 숙제는 언제나 숙명적인 것이었으며, 학생들과의 갈등을

전제하더라도 그것은 고수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과 합의에 도달하

기 힘든 것이지만 ‘결정’이라는 문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책무성과 무관하

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가지는 결정이라는 부담이 학생들 행위나 관심과

평행한 관계에 놓일지라도 그것은 교사권력의 당위적 실천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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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그것은 강제적이지만 소거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결정이라는 합목적성을 가지는 교사권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제재와 통

제를 대상자들의 행위 억압으로 이해하는 전통적 권력 관점을 빗겨간 것이

기도 하다. 교사의 결정을 그것이 전제하는 수업 요소들을 배제한 채 학생

들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통제와 맥락에서 단순히 시키는 것은 교사권력

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교사의 제재와 통제는 강압

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교사에게 부여된 결정 책무성은

강압적이지만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 제재와 통제는

박탈권력에 강압적 속성을 부여한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을 일방

적인 명령이나 복종과 등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요

컨대 교사의 결정은 학생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들 행위에 특

정한 경계를 지어주고 그러한 경계가 수업 내용 선택과이나 수업에의 몰입

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베버식의 강압적 권력과 등치적인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2) 상호적인 조율 행위

개나리 반 교사의 두 번째 권력유형은 ‘상호적인 조율적인 행위’이었다.

교사는 자신이 가진 권력기반을 안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학생들과

의 관계 속에서 조율해가며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교사

에게 권력은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가) 학생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개입 최소화

개나리 반 교사는 체육수업 중 비교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중 교사의 개입

영역을 줄여나가는 편이라고 하였고, 수업 준비가 끝나고 게임 형식으로 진

행되는 본 활동에 임할 때 수업의 흐름이 크게 방해되지 않는 범위라면 학

생들을 두고 본다고 하였다. 많지 않은 교사의 개입은 수업을 관찰하는 상

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목격되었다. 게임 상황에서 학생들 간의 소소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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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에 문제 해결을 맡기고 있었다.

티볼이나 발야구처럼 익숙한 맥락에서 학생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학

생들 또한 교사를 애타게 찾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소극적인 개입이 학생

들 간의 자율성과 문제해결력, 위기 대처능력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

는 대목이었다.   

   게임 진행 상황에서 학생들끼리 규칙을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사는 크게 

개입하지 않음. 공을 점유하지 못해 소외되어 다른 행동을 하는 여학생들이 

있지만 교사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음. 수업 중 교사는 말을 최소화 하는 편임.

(20150506, 필드노트)

   게임이 시작되면 저는 좀 웃으면서 재미있게 하는 게 좋으니까 강압하는 정도는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심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두죠. 

게임이 끝나고 애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주입해 주고.. 

(20151216, 교사 면담)

교사는 학생들이 구성해 나가는 수업 맥락을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

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소극적 관여가 수업에 대

한 방종이나 책임 회피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나리 반 교사는 수업

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생들을 불러 모아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몰입하고 있는 수업 상황에 대한 존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개별 활동이 아닌 팀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라는 경기 흐름 상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점이 애매하고, 교사의 소소한 간섭이 없어도 기능의

반복적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발전해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수업 중 적극적이지 않은 교사 개입은 수업의 흐

름을 유지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다림으로 볼 수 있다.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교사의 개입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

용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키고 있었다. 심각한 갈등 상황이 아니거나

교사의 결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학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해쳐나가고자 했다. 교사의 개입 정도와

학생들 사이의 자율적 의사결정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었다. 모든

상황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 간의 증가



- 166 -

된 상호작용이 커뮤니케이션은 교사와의 그것보다 안정적이면서 익숙한 것

이었고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교사로부터 결정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은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편임. 

(20150603, 필드노트)

   학생들은 결정적인 시기를 제외하고 서로간의 대화와 상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 교사는 어느 정도 묵묵히 기다리며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인정해주는 편임.

(20151007, 필드노트)

교사의 적극적이지 않은 개입이 학생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결과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었지만

교사가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에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

들이 교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까닭은 특정 학생에 의해 수

업 중 주의가 방해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사 개입에 대한 이러한 학생

인식은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이었는데 그것은 적절한 교사 개입이 곧 어느

수준의 안정된 수업 ‘질서’와 무관하기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수업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수업은 대개 교사 주도적

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짙고, 수업의 구조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개나리 반 교사와 같이 비교적 수업의 영역을 학생들에게 내어

주는 경우라면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정과 문제해결의지가 고무될 수는 있겠

으나 수업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질서의 영역은 완성되지 않은 채 남아있

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

구는 수업 ‘질서’에 대한 요청으로 볼 수 있다. 교사에게는 수업 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질서의 안정화에 필요한 권력이 주어져 있다

(김홍미, 2014; 진현경, 2013; 손미란, 2013; Finn, 2012; Jameson, &

Thomas, 1974; French & Raven, 1959). 교사권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고

찰과 견주어 볼 때, 개나리 반 교사의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원천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소극적인 개입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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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자율적이고 재미 넘치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수업 ‘질서’와 조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사가 소유하고 행

사할 수 있는 관리적 권력의 외면이기도 했다.

이로써 수업 ‘질서’ 유지에 필요한 권력을 가진 교사의 충분하지 못한 개

입은 양가적인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것은 학생들 간의 민주적이고

상호적인 문제해결력과 커뮤니케이션을 신장시키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

지만 그들 간의 넘쳐나는 상호작용은 이따금 수업 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교사에게 자신이 가진 관리권력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나리 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조율해

나가고자 했던 서로 간의 영역은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과정 자체를 의미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나리 반 교사는 자신이 수업 중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유를 학생의 자율성

과 교사의 질서, 학생의 즐거움과 교사의 통제 사이의 고민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나) 교사의 딜레마 해결법: 내려놓기

개나리 반 교사가 체육수업시간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학생들이 체육수

업을 최대한 만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렇지만 겉으로 재현되는

모습과 달리 교사에게 체육수업은 ‘즐거워야 하는 것이면서도 질서 잡혀야

하는 것’이었다.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체육수업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서 잡힌 수업을 꿈꾸고 있었다. 학생들을

즐겁게 체육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교사의 영역은 줄어들어야 했지만 통제

와 질서의 문제 즉, 수업 운영을 위해 교사가 내어줄 수 없는 영역은 교사

를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의 상태로 몰아갔다. 교사에게 매 순간 체육수업은

해결되지 못할 딜레마 상황이었다. 딜레마에 대한 갈등과 고민은 교사가 진

행하는 체육수업상황에서 교사를 널뛰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지향

하는 체육수업의 모습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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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수업은 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와중에 내 말은 잘 들었으면 

좋겠고..(웃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체육시간에 정색하고 화냈다가 갑자기 

내가 웃고 있거나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또 웃어주고.. 몇 번이나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다른 수업에 비해 좀 심한 것 같아요. 

(20150902, 교사면담)

수업 중 통제나 질서의 문제는 교사들이 꼽은 어려움 요인 중 하나다

(Teven, & Herring, 2005; Golish, & Olson, 2000). 개나리 반 교사는 효과

는 크지 않지만 끊임없이 학생들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질서를 지키도록 강

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살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

은 교사의 모습과 모순되는 답변이었다. 교사는 자신의 의도만큼 효과적으

로 실천되고 있지 않지만 교사로서 질서와 통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까닭으로 ‘그 이외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 효과가 없지만 왜 질서와 통제를 강조하세요?

   함: 그 외의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솔직히 못 찾겠어요. 

애들이랑 수업 하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처음에는 체육시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줄을 잘 서지 않고 있다. 시간 계속 끌고 있다’ 

그러면 교실에 들어 왔어요. 체육 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써도 

그 다음 시간에 애들이 말을 잘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소리 지른다고 해도 

애들이 잠시 정신 차릴 뿐인지 또 다음 시간에 효과는 없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인데 결국은 방법을 못 찾았어요. (중략) 저는 오히려 

권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을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평소에 권력이 있으면 아이들이 내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잘 

따라올 것 같은데 평소에 아이들이 나를 너무 편하게 느끼고 권력이 없으니까 

체육시간에 더 많이 제한을 하는 거죠. 

(20150902, 교사면담)

개나리 반의 경우 체육수업이 보기 좋게 질서 잡히고 쳇바퀴처럼 윤활하

게 통제되는 편이 아님에도 교사는 통제와 질서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는 자신이 가진 권력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자신에게는 권력이 없다’라는 완강한 표현에서

비춰지듯 교사는 학생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부재에 좌절을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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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권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통해 개나리 반 교사에게 권력이란 ‘효

율적인 명령에 따른 학생 행동의 통제’와 유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나리 반 교사에게 권력이란 전통적 관점에서처럼 ‘안정된 지배관계’, ‘지배

와 복종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대상자를 길들일 수 있

는 힘’과는 상통하는 것이었다(장명학, 2009a). 교사는 자신에게 부재한 권력

을 통해 권력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면서 자신에게는 학생들을 효과적

으로 길들이는 힘이 충분하지 않음을 또 한번 체감하고 있었다.

매개수준이 높지 않은 개나리 반 교사의 관리적 권력은 교사의 딜레마를

영속시키는 요인이었고, 교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는 권력의 부재함을 인정

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것은 변화

되기 힘든 것들에 대한 수용이자 나를 위한 인정이었고, 움켜쥐고 있던 것

을 내려놓는, 소위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서 체육

수업장면에서 개나리 반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교

사의 개입은 꼭 필요한 시점에만 발생하고 있었다.

   ‘애들 흥분하는 건 그냥 놔두고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나도 좀 욱하지 말고 좀 

참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 시간 화내는 것도 나한테 스트레스고 

어떨 때는 막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빨리빨리 줄 세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서 ‘언제 줄 설까. 언제 정신 차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으면 좀 눈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좀 시간은 걸리지만 수업은 되니까. (웃음)

(20151216, 교사면담)

교사는 자신의 의지대로 굴러가지 않는 체육수업상황에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인정하기’와 ‘내려놓기’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교사 행동의 변화가

의미있는 이유는 권력은 결코 독보적이거나 비맥락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

에 대한 행위(conduct of conduct)’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Borch, 2005;

Foucault, 1972). 개나리 반 교사의 권력은 강압적 권력이 영속적으로 지속

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학생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교사 자신을 위해 스스

로를 조율하고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권력현상의 가변성을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시사점을 갖는다. 개나리 반 교사의 ‘권력 없음’을 실

패한 권력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결코 실패한 권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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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상황에 맞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상호적인 조율과정에 민감한 구

성적인 권력일 수 있다. 자신의 모자람에 대한 인정과 내려놓기는 결코 무

가치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과 마주선 교사권력은 교사의 위치를 새롭게 재

조정하고,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작용을 재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현명

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유지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교사권력

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권력이 생성되고 유지되어 나가는 과정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애초에 획일적인 권력실천이 있을 수 없음

을 개나리 반 교사는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개나리 반 교사가 직면한 딜레

마 상황은 교사권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3) 헤아려 다가서기 위한 윤리적 행위

개나리 반 교사의 세 번째 권력유형은 학생들을 ‘헤아리기’ 위해 다가서는

진정성 있는 노력에 기반한 것이었다. 교사는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모른

척 눈감아 주고 있었고, 학생들과 동질적인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였으며, 학

생들이 교사의 호의에 인격적으로 감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학생 마음 모른척하기

교사는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을 꾸짖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하였다. 교

사는 학생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

다.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기 위한 교사의 호의 중 일부였다. 이와 같은 호의적 행위는 체육수업을 진

행하는 교사별로 매우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결정하

고, 그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작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사

점을 갖는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베푸는 호의 즉, 지루하고 고되고 힘든 그

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일종의 서비스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러한

교사의 모습을 통해 강제적인 방식이나 위협과 다른 양상으로 학생들과 관

계를 맺어나가는 교사권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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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을 줄 때도 있긴 한데 애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아이는 이게 정말 하기 

싫겠다’ 라는 느낌이 들 때는 그냥 둘 때도 있어요. ‘그래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냥 모른척할 때도 있고..

(20151216, 교사면담)

   줄넘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생 중 한 명은 수업이 지루한지 소리를 지르며 

운동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함. 운동장을 돌아다니는 순간 줄넘기 연습과  멀어지고 

있지만 교사는 크게 개의치 않음. 

(20150617, 필드노트)

교사의 이러한 호의는 학생들이 즐거워하지 않지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었다. 지루한 수

업을 견디기 위해 학생들이 보이는 특이한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었지

만 교사는 지루함을 온 몸으로 외치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라도 하듯 그들

의 행동에 덤덤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는 의도된 외면이었지만 학생을 위

한 배려에 가까웠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베푸는 호의가 당장의 어떠한 가시

적인 효과를 촉발시키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는 교사의

배려 행위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끈끈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칭

찬이나 덕담과 같은 긍정적인 강화나 보상이 아니었지만 학생을 살피는 교

사의 행동은 분명 학생들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교사가 학

생들의 마음을 모른 척 해주는 날이면 학생들은 체육수업시간이 더욱 즐겁

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교사의 호의는 체육수업 분위기를 고무시

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의 고단함을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교사의 모습은 학생을 배

려해준다는 면에서 교사와 학생 간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고재

천, 2014; 고재천, 김슬기, 2013; 오중근, 김대진, 신창훈, 2013; Giles et al.,

2014; Whitaker, 2006)와 일치하고 있었고, 교사의 호의적 행위가 때로는

지적권위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애정일 수 있음(진현경, 2013; 손미란,

2013; 박지현, 2011)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확인되는 영향력

은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교사권력의 일부분을 전담한다고 볼 수 있다.

‘관계’라는 권력의 본질은 권력의 행사가 서로에 대한 유대나 애정과 무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개나리 반 교사의 ‘눈감아주기’는 학생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교사의 드러나지 않는 ‘위장’이자 ‘연기(演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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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감정 공유하기

교사는 학생들의 지루함을 모른척하는 한편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학생들의 모습과 교사의 과거가 오버랩 되는 장면

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것을 공유하고자 했다. 학생과

동질적인 감정 공유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감정을 매만지고 있었다. 교사의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

과의 위압적 관계를 덜어내고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관계 형성에 기

인하는 것이었다.

   서로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하죠. 지금도 워낙에 

애들이 장난도 잘치고 하니까 그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몇몇은 나를 불편해 

한다던지 어색하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체육시간에 못하는 애들한테 

가서 한 마디라도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편하게 느끼고 하고 

싶은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웃음)

(20150902, 교사면담)

교사의 이러한 노력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향한다는 점, 이미 심리적으로

친밀한 대상이 아닌 학생을 향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배려적 행위로 자리할 수 있었

다. 특히 체육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는 개나리 반 교사의

특성상 학생들과의 친밀해지려는 교사의 노력은 그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 위한 대단히 의도된 교사 호의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부

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개나리 반 교사는 학생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양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

정한 기능 수준을 구비해야 하는 체육수업의 경우 기능적으로 소외될 수 있

는 학생들을 위한 교사 나름의 배려였다. 그렇게 개나리 반 교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매만져주고 있었다. 교사가 학생들

의 감정을 눈치껏 매만져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체육수업에 대한 교

사의 경험이 학생들의 지금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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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친구는 자기가 너무 기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해도 

안되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라고 해요. 격려를 계속 해주죠. ‘나도 어렸을 때 

체육 못했고 그래도 좀 하다보면 는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려고 하죠. 

(20151216, 교사면담)

학생들의 고민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며 학

생들은 교사가 제공하는 조언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동일한

경험과 감정선을 경유하는 교사의 조언은 학생들에게 조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들은 교사의 조언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물론 호혜적 행위를 베푸는 교사 자신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교사의 호의가 학생들에게 호의적으로 수긍되고 있음을 여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들을 투영하며

배려를 실천하듯 학생들 또한 교사가 자신에게 투영하는 동일한 감정과 경

험을 통해 교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이는 호의

는 당연한 것이라기보다 양자가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 즉, 사적으로

연관(personal linking)되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Finn, 2012;

Mott, Frymier, & Beebe, 2006; Turman, & schrodt, 2006).

교사는 생각보다 학생들과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교사가 행사하는 다양한 힘들 중 일면이라고 할 때 윤

리적 권력은 ‘타인 지향적’ 책임감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Silva, 2006) 학생들을 향하는 개나리 반 교사의 감정 투영 노력

은 매우 의미 있는 행위라고 사료된다.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합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충분히 윤리적 덕목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교사의 노력은 친근

한 ‘호감(likability)’이자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힘을 가지는 권력

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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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들레 반

1) 강압적 행위

민들레 반 교사의 첫 번째 권력유형은 ‘절대적인 타당성’이 확보된 강압적

행위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꽤 높은 수위의 통제와 명령을 사용하면서 학

생들의 행동을 제재하고 있었다. 교사의 권력은 학생들의 참여시간을 최대

한 확보하고, 단호한 결정을 위해 동원되고 있었다.

가) 높은 참여시간 확보

체육수업시간 학생들은 교사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었다.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

이고, 교사의 반응을 예상하며 수업 중 교사가 강조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상기하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교사에게 많은 권력이 배분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가 가진 많은 권력의 양과 행사 범위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개입과 결정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등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체육

수업시간 교사가 운동장에 나오기 전까지 모든 준비운동을 끝마쳐야만 했

다. 교사의 부재에도 학생들은 준비운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부추기며 수

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줄을 맞추어 운동장을 돌고 준비운동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등장함. 체육부장은 운동화 끈을 묶기 위해 앉아 있는 학생에게 

준비운동을 늦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하였고 운동화 끈을 묶던 학생은 끈을 묶고 

있지 않냐고 짜증을 냄. 교사의 등장과 함께 체육부장은 준비운동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일까.  

(20151103, 필드노트)

교사의 부재에도 학생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준비운동을 해내고 있었

다. 수업 공간이 확대되는 운동장 체육수업의 경우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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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마무리 되어

야 할 준비운동을 지체시키는 친구에게 서둘러 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

달하는 체육부장의 모습을 통해 부재중에도 빛나는 교사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준비운동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게임 활동 전에도 교사가 가진

힘은 학생들의 질서 유지를 각성시키고 있었다. 교사는 수업상황에 대한 학

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상황을 고려한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편이었

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빈도보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정

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사가 내린 결정에 학생들이 많이 불만

을 표하고 있지는 않았다. 학기 초 교사와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기도 했

지만 교사가 가지는 권위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교사가 교

실 수업에 비해 학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질서를 요구하는 까닭은 수업

공간이 증가시키는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 체육을 하면 인상을 써야 될 때가 더 많죠. 교실에서 보다는 딴 짓을 많이 

하니까. 설명하는데 흙장난 하고 다른 반 하는 거 보면서 ‘우와~ 우와~’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인상을 써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연: 체육수업에서 왜 질서가 필요 할까요?

   김: 처음 수업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반 아이들의 질서 수준이 좀 낮아요. 부족해요. 특히 

교실에서 보다 운동장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20151002, 교사면담)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체육수업은 교사에게 두 가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었다. 학생들의 주의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질서 수준이 낮은 학생들

에게 높은 수준의 질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확대된 공간에 대한

교사의 수업 부담은 학생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질서를 요구하게 만들었는데

높은 질서 수준에 대한 교사의 요청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활동 시간을 보

장해주기 위한 교사 의도와 맞닿아 있었다. 활동에 필요한 설명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데 민들레 반 교사

에게 높은 수준의 질서란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 시간 확보와 관련된 문제였다. 질서에 대한 요구는 최대한의

활동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답답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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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특이하게 주목해볼만한 점은 교사는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이 질

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자신이 지나치게 학생들을 혼냈기 때문은 아닌지 스

스로 의심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교실에서의 지나친 억압과 명령이 운동

장에 나온 학생들에게 질서 준수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교실에서 보

다 더 높은 수준의 질서가 요구되는 체육수업에서 저하된 학생의 질서 수준

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사가 다시 명령의 형태를 띤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은 교사의 권력행사와 질서유지가 순환적 구조 내에 정착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아가 교사권력은 학생들의 행동을 교사가 원하는 특정

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근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

목이기도 하였다.

교사 의도가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거나 학생들이 수용해야 할 교사

의 요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들레 반 체육수업은 비교적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교사의 의도가 올바르게 관철되지 않거나 학생

들에게 맡겨진 미션이 많은 경우 교사의 지시와 명령은 증가되고 있었다.

   조끼를 입고 교사 앞으로 모인 학생들에게 교사는 ‘조끼 입지 말고 가지고 오라고 

했지. 왜 말을 못 알아들어’ 라고 소리치자 학생들은 잔뜩 긴장한 채 입었던 

조끼를 벗어 조끼를 들고 교사 앞으로 다시 모임. 그러나 여전히 교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팀 조끼를 다시 입으려는 학생에게 교사는 ‘다시 입지 말라고! 

조끼로 팀만 나누라고’ 라고 소리침. 학생들은 그제서야 교사의 의도를 이해하고 

입고 있던 조끼를 포개어 엉덩이 바지 뒷 춤에 끼워 넣음. 

(20150915, 필드노트)

위와 같은 장면은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유의미하

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조끼를 입는 것 이외의 용도로 활용

해 본적이 없었던 학생과 다르게 교사에게 조끼는 팀 대항 꼬리로 활용되어

야 하는 것, 그래서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조끼를 둘러싼 교사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오해 상태는 결과적으로 교사권력을 작동시키는 하나

의 발단이 되고 말았다. 교사는 자신이 권력을 작동시켜야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의 배경으로 학생들의 낮은 질서 수준을 꼽고 있었다. 분산되는 주의를

막고 자신의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초래되었다

는 것이다. 민들레 반 교사는 당장 직면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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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력을 작동시키고 있었고, 교사권력의 작동으로 긴장한 학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에 교사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에 도달할 수 있었

다. 이는 학생들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 교사

권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민들레 반 교사권력의 이러한 특징은 권력행사자의 강력한 권력행사는

‘대상자들의 행위를 복종지향적으로 만든다’는 베버식의 전통적 권력 패러다

임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진달래 반의 경우 두 사례에 비해 교사의

권력수위와 매개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밀도 있는 권력의 행사는 커

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권력행사자의 의지를 낭비없이 관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대상자들인 학생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었다(Wrong,

1974). 강력한 교사권력은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정성훈, 2013; 최재성, 2003; Rincevic & Makarovic, 2010;

Seidl, 2004) 교사가 전달하려는 것과 학생이 지각하려는 의미 사이의 차이

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권력행사자 중심의 배려 없는 권력실천으

로도 볼 수 있다(임수연, 권택동, 2012).

나) 단호한 결정

민들레 반 교사의 권력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했지만 페어플레이와 같은 인성교육, 갈등의 중재 등과 같은 교

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다. 교사마다 체육수업에서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은 매우 다양한데 민들레 반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성’ 즉, 페어

플레이였다. 페어플레이는 경쟁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체육교과의

특성상 인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지만 인성교육이란 겉으로 드러나기 힘든 것

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민들레 반 교사는

페어플레이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매우 단호한 편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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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은 굉장히 아이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체육수업에

있어서 사실 페어플레이에 민감하기도 하고 지도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드

러나는 게 아니니까. (중략) 페어플레이 안할 경우는 정말 가차 없이 ‘아웃이야. 

끝!’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나아지거나 달라지기는 해요. 

(20160204, 교사면담)

‘규칙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교사의 가치는 규칙을 교육시키고 그것을 준

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교육적 의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인성교육

의 일환으로 강조되는 페어플레이의 의무는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 포섭되고

있었고,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단호하게 반응하는 교사의 모습도 교

육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호루라기 등과 같은 교사의 사인 신호 없이 게임을 임의로 시작하거

나 홈 베이스를 제대로 밟지 않거나 배트를 던지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장면에서 목격되었다. 그럴 때면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을 강하게 꾸짖었다.

이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 는 교사 신념으로부터 연유한 것이었다.

교사의 단호함은 페어플레이를 고수하려는 장면 이외에 이따금씩 발생하

는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하였다. 높은 수준의

매개적 교사권력이 행사되는 민들레 반에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목격하는

일이 잦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교사의 단호한 결정은 어김

없이 발휘되고 있었다. 주목해볼 점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교사의

권력은 문제 상황을 종결지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이다. 민들레

반 교사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교사의 가시권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의 빠른

종결을 위해 자신의 힘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상호 갈등 상황 중재’는 굉장히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중략) 아무리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는 나의 권위로 그냥 눌러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중략) ‘금을 

밟았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는 ‘둘 다 잘해. 둘 다 똑같아’ 그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20160204,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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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권력은 교사라는 지위에 의해 가능한 지위적 권

력에 가까운 것이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교사의 대응이 지위에

의존한 채 단호하게 행사될 수 있는 까닭은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에게 그

다음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소 강압적이고 단호한 권력의 행사에도

민들레 반 학생들은 교사가 가진 지위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고, 나아가 문

제 상황을 종결짓는 교사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학생들은 오

히려 단호한 교사권력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는 학

생들이 자신의 단호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교사 언행에 불만을 표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단호한 교사권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었다. 과연

이러한 역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교사권력은 단호하지만 따라야 할 것, 필요한 것이라는 학생인식은 교사

권력의 정당성과 합리성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교사는

권력을 가진 대상이었지만 이미 정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로 이해된다(이주화,

나채만, 2014; Kihl, Kikulis, & Thibault, 2007; Golish, & Olson, 2000). 그

러나 학생인식과 달리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울며 겨자

먹기’라고 표현하는 교사의 반응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격차

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학생에게 정당하게 인식되는 권력이 교

사에게는 정당함을 잃은 것이라는 흥미로운 인식 차이는 교사가 가진 권력

은 이미 학생들에게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물을 필요가 없을 만큼 안

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2) 반성을 위한 숙고

민들레 반 교사의 두 번째 권력유형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반성을

위한 노력’이었다. 교사는 자신의 모습을 가진 학생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학생들의 성장과 교사 통제라는 딜레마 속에서 끊임없

이 고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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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면하고 싶은 나의 모습

민들레 반 교사는 학생들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는 원하지 않

았다. 오히려 교사는 학생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리의 간

극을 줄이지 않기 위해 교사는 이따금씩 학생들에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기

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냉정함이 자신의 지위와 힘에 의존

하는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강압의 실천은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

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교사는 학생에 투영

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갖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을 가

진 학생들에 대한 단도리이면서 교사 자신에 대한 냉정한 채찍질과 되새김

질이었다.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좀 차가울 때가 있어요. 차갑게 이야기할 때.. 

차가워질 때는 어쩌면 정말 그런 모습이 싫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싫을 

때.. ‘저 모습 나한테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냉정해지고 차갑게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와 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칭찬보다는 

먼저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가게 되고.. 

(20151002, 교사면담)

자신과 닮은 학생에게 보이는 냉정함은 한편으로는 교사 자신에 대한 반

성이기도 했다. 민들레 반 교사는 칭찬과 냉정함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칭찬

에 관대하지 못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칭찬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

심을 전하고 싶지만 자신의 모습을 닮은 학생은 교사를 냉정하게 만들고 있

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는 자신의 냉정함에 대해 학생들의 양해를 구하

고 싶다고 하였다. 교사 자신이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자신을 냉정하게 만

드는 학생의 모습은 교사와 학생들과의 거리를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신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였다. 민들레 반 교사의 독

특한 자기 성찰은 학생을 거울로 교사 자신을 객체화 시키는 과정이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 또 학생들이 자신과 같지 않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 교사는 자신이 가진 힘을 행사하며 자신을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채찍질 외에 민들레 반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느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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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의 또다른 이유로 ‘미성숙한 자신의 감정’을 꼽았다. 교사와 학생들 간

의 거리감은 감정적으로 일관적이지 못한 교사의 모습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학생과 마주한 상황에서 온전하게 통제되지 못한 교사의 감정은 학생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교사는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는 아

이들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아직까지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일관적으로 감정을 통제해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교사는 ‘나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공정하고 엄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일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정이 

일관적이지 않는 경우.. 나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내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저 애들한테 애처럼 굴 때가 있어요. (중략) 보통 선생님을 보면 

‘이래왔기 때문에 이럴꺼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날 정말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다르게 해버리니까 아이들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건 

나쁜 것 같아요.  

(20160204, 교사면담)

학생들에게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자신을

미성숙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럴 때면 학생들은 자신의 기분을 맞추

어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눈치는 늘어간

다고 하였다. 자신이 성숙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는 교사의 반응

을 통해 수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교사는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실천을 부단

히 성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는 자신이 외면하고 싶은 모습

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위해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

를 일이다. 양자 간의 거리감은 성찰하는 교사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연막이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감추는데 필요한 암막

인 셈이다. 자신이 더욱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서 힘을 가진 대상이 되기 위

해서라도 교사의 성찰과 되새김은 필요해 보였다.

나) 성장과 통제 사이의 딜레마

민들레 반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

각하면서도 과연 얼마만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통제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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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준이 다른

사례에 견주어 어느 정도 인지 잘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다. 교사가 통

제 수위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 즉, 학

생 스스로의 성장과 밀접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기는 하지만 그

것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한 결정이 학생들의 입

장과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되묻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또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긴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수위 조절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해’라고 생각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애들이지만 물음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간혹 

애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거나 알아서도 잘할 때가 있기도 하니까 그 때는 굳이 

내가 없어도 잘하니까.. 사실 좀 풀어주면 처음에는 정말 난장판이고 그래요. 

특히 체육수업은 더 그래요. 그래도 통제를 좀 덜하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건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고민되는 부분을 여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열어두면 애들이 많이 자라는 것 같기는 해요. 자기들끼리 성장하는 

느낌은 들어요. 문제해결력도 생기고 자기들끼리 서로 챙기는 것들도 있고.. 

(중략) 어떤 게 더 낫고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학급 아이들 성향에 따라 

조금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50527, 교사면담) 

교사의 개입으로 촉발되는 ‘통제’ 수위와 학생들의 주도적 운영으로 시작

될 수 있는 ‘성장’ 사이의 딜레마는 1년 간 교사가 고민하고 인내해야 할 숙

제와 같은 것이었다. 높은 수위의 통제는 지배-복종관계와 밀접하게 닿아있

고, 수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융통적인 수위의 통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면서 학생들에

게 자율적인 상황대처 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민들레 반

교사의 권력행사는 전자에 가까운 편이었지만 교사는 후자를 자신이 닮고

싶은 이상으로 그리고 있었다. 민들레 반 교사는 교사의 부재에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신

의에 기반한 수업 모습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 183 -

수업을 꾸리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권력작용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뿐 마치 하나의 ‘장’처럼 주어진 상황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써 권력이 끊

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과 같다(한병철, 2012). 이는 권력을 따르려는 자유

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는 가장 안정적인 권력이며, 권력을 따르려는 자

들로부터 솟아나 작용하는 자율적인 자기 질서의 원동력과 같은 것이다. 민

들레 반 교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권력양상 역시 이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준비운동을 마무리하고, 교사의 기

분에 따라 자신들의 반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모습 등은 교사의 권력이 학

생들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꽤 높은 수준의 전이력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권력행사를 학생들이 능동적 질서 유

지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위계와 복종으로서의 권력은 부정적인 것,

민주적이면서 친밀한 관계로서의 권력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권력에 대한

이분적인 시각의 위력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을 꾸려나가게 만드는 힘은 이미 높은 수준의 질서를 가능케 하

는 통제권력이 내재화된 상태는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권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권력에 대한 종래의 패러다임이 설명해

내기 힘든 부분이다. 전통적 입장에서 권력대상자가 스스로에게 자율의지를

부과하는 일은 권력의 소멸이나 쇠퇴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고전

적 권력관계 내에서 지배와 복종은 결코 자율의 문제와 공존할 수 없는 것

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율이나 자유와 대치되는, 그래서 언제나 권력대상

자의 해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사공일, 2011; 박지현, 2011). 권

력이 지배에 대한 해방의 문제와 등치 관계에 놓이는 한 그것은 결코 복종

적 자유와 등가적일 수 없었다. 교사의 ‘내려놓음’이 학생들의 ‘자율적 성장’

과 맞닿을 수 있다는 시사점은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에 꽤

나 생산적인 해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부족한 운동기능 주변화 전략으로서의 조작 행위

민들레 반 교사의 세 번째 권력유형은 교사의 의도를 학생들에게 드러내

지 않은 채 교묘히 자신의 의중을 관철해 나가는 은밀한 형태였다. 교사가

가지는 특정한 전문성은 전문적 권력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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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는 체육수업에서 담당해야 할 분명한 역할이 있고, 적절한 시점에

학생들의 수행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들레

반 교사의 충분하지 못한 운동기능은 교사가 채워주어야 하지만 채워줄 수

없는 학생 수행에 대한 외면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사는 적절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고, 교사의 부족한 기

능은 학생들의 기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남녀로 나누어 긴 줄넘기를 하고 있으나 교사는 줄을 돌리는 방법, 돌아가는 

줄에 맞추어 들어가는 방법,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 돌아가는 줄에 들어온 후의  

위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음. (중략)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긴 줄넘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과 멀어지는 것. 

(20151110, 필드노트) 

교사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응원하고는 있었지만 어

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

다. 학생들의 연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교사

의 설명은 언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범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사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운동기능 수준이 높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기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수업

에서의 핵심이 아닌 변두리적인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그것은

수업에 내가 관여하고 있음을 외치는 일종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다. 사실

수업 목표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교사의 상징적 행위는 반드

시 동반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마치 수업에서 꼭 필요한 것인 양 부르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교사

의 상징적 행위가 부각시키는 교사의 존재감이 학생들에게 꽤 영향력이 있

게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사권력은 은밀하게 행사되고 있었다.

   교사는 배구 연습을 시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둠에게 다가가 대형을 정해줌. 

‘여학생들 원이 작다. 더 넓게 서’ 라고 외치자 학생들이 더 넓게 대형을 만들어 

연습을 시작함. (중략) 학생들이 모둠별로 연습을 시작하자 교사는 모둠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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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면 원이 동그랗지 않거나 처음의 위치에서 대형이 이동된 경우 

학생들에게 조정하라고 지시함. 학생들에게 배구 연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보다는 연습하는 대형의 크기와 위치에 관심이 더 많아 보임. 

(20150602, 필드노트) 

교사는 배구 연습에 필요한 조언들 가령 상대방에서 공을 넘기는 요령,

공을 리시브하기 위한 손의 모양, 공의 위치에 따라 조절되어야 할 무게중

심 등에 대한 단서보다는 배구 연습 모둠의 크기와 모양과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열심히는 하지만 ‘알맹이가 남

지 않는 수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주

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함이 학생

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의 수업 지식이 부족하다

고 느끼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능을 학습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학생들의 반응에서 교사의 부족한 기능은 부족하지 않은 것

처럼 위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관대

함은 교사에게 민주적인 척 그렇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듯 하지만 논리적으로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들어 결국에는 교사의 의도를 관철하는 민들레 반 교사의 모

습에서 은밀한 형태의 권력원천인 ‘조작(manipula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존중하고 수용하는 듯 하면서 독재를 하죠. 들어주고 받아주는 듯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죠. (중략) 

아이들은 독재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선생님 마음대로 

해’라고는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눈치 채는 아이들이 있긴 했는지 올해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물음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0150527, 교사면담) 

교사를 따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조작’의 형태로 일관된 교사권

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들레 반 교사는 은밀한 조작적 행위로 자신의 의

지를 관철하며 그 지위와 힘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조

작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조작적 행위가 대상자들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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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는 그러한 권력을 ‘독재’와 연관시키고 있었다.

교사가 표현한 ‘독재’는 ‘인식론적 독재’로 해석될 수 있다. 강압적 권력이 교

사의 강제를 통해 학생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조작으로서의 권력은 행위에 앞서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는데

그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Wood, 1996). 조작 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자신

의 인식이 교사의 인식에 잠식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권

력을 가진 교사가 낳고자 하는 의도된 효과에 동조했을 것이고, 결과론적으

로 민들레 반 교사의 조작 행위는 은밀하지만 안정적으로 교사의 의도를 관

철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된 힘이라 할 수 있다.

다. 진달래 반

진달래 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앞서 ‘식판 귀신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자 한다. 2015년 2학기 말에 벌어진 ‘식판 귀신 사건’ 소통은 교사가 소유하

고 행사하는 권력방식과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진달래 반 교사의 권력유형과 특징은 ‘식판 귀신 사건’

발생 전후로 큰 차이를 보였고, 변화된 교사의 권력행사 방식은 체육수업방

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 교사권력의 전환점: 식판 귀신 사건

가) ‘식판 귀신 사건’ 발생

2015년 11월 11일 진달래 반에서는 일명 ‘식판 귀신 사건’이 발생한다. 평

소 진달래 반 교사는 급식 정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 점심 식사

후 가장 먼저 급식판을 제출한 사람이 급식판을 뒤집어 정리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식판 귀신’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였고, ‘식판 귀신’이 나

타나지 않자 엄하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식판 귀신’ 색출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생들 또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식판 귀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끝내 식판 귀신은 밝혀지지 않았다. 11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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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불거진 ‘식판 귀신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5번 정도 있었

기 때문에 교사는 이번 사건에 매우 단호하게 응했고, 학생들 스스로도 ‘식

판 귀신’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몇 번의 회의 끝에도 ‘식판 귀신’

은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학생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한 교사는 마침

내 ‘파업’을 선언하면서 ‘너희가 숙제를 해오던 해오지 않던 마음대로 해. 나

는 신경쓰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통보하였다. 파업이란 교사가 해

야 하는 최소한의 수업은 진행하되, 서로 간에 믿음은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교사의 통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양분되었다. ‘식

판 귀신 사건’이 발단이 되었지만 범인 색출에 앞서 일단 ‘교사의 마음을 돌

려야 한다’는 입장의 학생들은 비록 교사가 검사해 주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숙제를 해왔다. 반면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고 싶었던 교사의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한 학생들은 교사 발언 그대롤 숙

제를 단 한 번도 해오지 않았다. 교사의 파업이 길어졌지만 숙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실망감을 깊어

만 갔다. 동시에 숙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던 학생들 역시 장기

화 된 교사의 파업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하였다. 교사와 학생의 갈등 쟁점

이 식판 귀신 사건에서 숙제의 문제로 탈바꿈하면서 그들 간의 갈등은 깊어

져만 갔다. 갈등의 본질에는 식판 귀신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파업을 선언한 교사의 행동에 대한 실망과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것의 중요

성’이라는 교사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숙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들의

증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갈등의 쟁점이 뒤바뀌어 버린 상황에서 교사와 학

생들은 점차 서로에게 냉담해져만 갔다.

2015년 11월 30일, 교사는 학생들에게 12월 1일까지 숙제를 성실하게 해

온다면 기존의 파업 상태를 해제하고 ‘차별 모드’로 돌아서겠다고 선포하였

다. 교사가 말한 ‘차별 모드’란 숙제를 성실하게 해오는 학생에게 다른 반응

을 보이겠다는 의미였다. 교사 파업에도 숙제를 성실히 해 온 학생에 대한

배려이지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이었다. 숙제의 성실

성을 차치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여 왔던 ‘파업 모드’에 비

하면 한결 느슨해진 편이다. 교사의 관심이 식판 귀신에게 숙제로 돌아섰음

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계속해서 식판 귀신에 대

한 자신들의 잘못만을 교사에게 사과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사 파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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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제대로 꿰뚫었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분열 또한 깊어

지고 있었다. 현재 갈등의 쟁점은 더 이상이 급식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한

학생들은 식판 귀신 사건에 대한 사과는 불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사의 마음

을 돌리기 위해서는 숙제를 잘해 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면 교사 파업의 이면적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숙제를

꼭 해오라고 한 것은 아니니 나는 숙제를 해오지 않겠다. 오히려 숙제를 해

오지 않아도 되니 파업 전보다 지금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기화된 교

사 파업은 갈등의 쟁점을 식판 귀신에서 숙제로 전환시켰고, 파업모드에서

차별모드로 돌아서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은 심화되고 있었다.

나) 사건의 새로운 국면: 파업 해제를 위한 준비

2015년 11월 30일 기점으로 ‘차별 모드’로 돌아서고자 한다는 교사는 통보

는 사실상 파업 해제를 위한 미끼였다. 장기화 된 교사의 파업으로 냉담해

진 학급 분위기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의 반응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거리감이 생겨버린 학생들과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었다고 하였다. 그 근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을 함께한 학생들

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교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숙제를 해 온다

면 지금까지의 서먹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으로 학생들 모르게 ‘라면

파티’도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교사의 바람과 달리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

생들은 여전했고, 충족되지 못한 교사의 기대치는 결국 ‘라면 파티’ 미션을

실패로 돌려 세웠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줄 것’이라는 학생들에 대한 교

사의 믿음, 그러나 너무나 높았던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는 결국 교사

파업을 또다시 장기화 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11월 30일 이후 ‘파업 모드’는 ‘차별 모드’로 전환되었다. 교사는 자신의 일

에 책임을 지고 교사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전처럼 대

해주었지만 여전히 숙제를 해오지 않는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학생들에

게는 관대하지 못했다. ‘차별 모드’ 전환 이후 학생들은 교사가 보이는 이중

적인 행동과 표정에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파업 이전의 따뜻하고 친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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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습이 좋기도 했지만 한 편으로 여전히 눈치를 주는 차가운 모습에 학

생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었다. 하나의 교실에 공존하는 두 가지 가면

을 쓴 양가적 교사 모습에 대한 학생들의 당황스러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더욱 깊어진 변화되었다. 파업 후 학생들에게 교사는

단순히 두려운 존재였다면 ‘차별 모드’ 이후 교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마음에

는 실망감, 답답함, 간절함, 그리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었

다. 어쩌면 파업이 해제될 수도 있었던 사건의 1차 전환점을 지나면서 교사

와 학생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 미묘해지고 있었다.

다) 자생적 관계회복을 위한 조짐

2015년 12월 15일 중순을 넘어서면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가 서

서히 변화되기 시작한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불신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지만 간헐적으로 교사가 보이는 웃음과 교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 마디에 안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었다. 되돌아오길 바라고 희망했던

파업 이전의 교사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학생들의 기대가 상승하면서,

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도 나타났다. 12월 24일 겨울 방

학식 날, 교사는 계획하였던 라면 파티를 준비하였다. 방학식 당일 학생들은

휴대용 버너를 준비해 왔고, 12월 초 교사가 계획하였던 라면 파티는 방학

식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파업 초기에 비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한

결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교사의 모습과 행동을 살피며 긴장하고

있었다.

2016년 1월 28일 개학식 당일, 파업했던 이전이 무색할 만큼 교사는 학생

들을 반기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방학 전과 달라진 교사 반응에 학생

들은 그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틀어진 관계가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학을 보내고 교사와 학생 모두 긴장된 모습에서 벗어나 한결 편

안해 보였지만 교사의 달라진 모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파업 트라우마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학생들은 달라진 교사의 반응을 단

순한 ‘시간의 경과’로 단정 지어 버린 반면 파업 이전의 모습과 유사한 교사

행동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양쪽 모두 파업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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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전하게 극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지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개학을 하고 학생들이 졸

업하는 2016년 2월 12일까지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노

력을 하였지만 모든 학생이 교사의 노력을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교사는 그러한 경험 모두가 학생들과

의 관계를 단단하게 엮어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라) 드러나지 않은 진실: 식판 귀신의 정체

우연치 않게 학생 면담 중 식판 귀신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학생이 식판 귀신을 알고 있음에도 교사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까닭은 식

판 귀신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었다. 식판 귀신을 알고 있었

던 학생에게 교사의 파업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 유지를 담보 삼아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면담 대상자였던 학생은 친구가 급식판을 뒤집지

않은 채 내려놓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러한 행동을 보인 친구에게 실수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려는 찰나 자신에게 복도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

탁하는 친구와 함께 복도 청소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왔고, 친구의 식판 위

에 수북하게 쌓인 식판을 보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후라고

하였다. 학생은 교사 파업의 계기가 되었던 ‘식판 귀신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일 없이 넘어가겠거니

생각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크게 불거진 교사와의 갈등은 ‘식판

귀신’이었던 친구에게 먼저 말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였고, 사

실 확인을 위해 식판 귀신 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을 때 그 친구는 ‘자신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면담 대상 학생의 말에 따르면 친구의 대답

은 자신은 식판 귀신이 아닐 것이라는 ‘무지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 같다

고 하였다. 즉, 식판 귀신 친구가 자신이 식판을 뒤집어 정리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먼저 식판을 놓은 사람일 수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해 아예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였다. 식판 귀신을 함구한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교사 파업에 학생은 일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

지만 식판 귀신을 찾기 위해 교사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식판 귀신에 대

해 이야기하기 두려웠다고 한다. 해당 학생에게는 냉랭해진 교실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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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는 일보다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 같다. 아

이러니 하게도 2학기 말 장기화 된 교사의 파업은 ‘누군가는 알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식판 귀신’으로 말미암은 어쩌면 해소될 수도 있었던 아주

우연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다.

마) ‘식판 귀신’은 하나가 아니다

교사에게 ‘파업’은 어떤 의미였을까? ‘식판 귀신’ 문제가 숙제의 문제로 전

환되면서 교사와 학생의 골이 깊어지기는 했지만 교사의 초기 의도는 ‘식판

귀신’을 명확히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교사는 식판을 뒤집어 놓지 않

은 학생을 찾기 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스스로 ‘더 잘해보자’

라는 의지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파업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교사가 바

라는 것은 ‘식판 귀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

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즉, 해결방법 모색을 위한 공동의 단결된 노력이었다.

그러나 교사의 높은 기대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심오한 것이었다. 그러한 교

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학생들은 교사의 눈치를 보는 것 외에 달

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학생들에게는 ‘식판 귀신’은 신뢰가 단절된 교

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꼭 색출되어야 하는 범인이었지만 교사에게 그것

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무지각적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적 사건

이었다. 결과적으로 '식판 귀신' 색출 실패는 ‘무지각적 무지’를 가진 학생들

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기에 교사에게 ‘식판

귀신’은 급식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학생 한 명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을 포괄하는 대대수의 진달래 반 학생들이라고 말

하고 있었다. 파업 후에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식판 귀신 사건’으로 불거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는 꾸준히 제공하였다고 한다. 검사하지는 않지

만 제출하기를 바라는 숙제, 교사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신의 일에, 학급의

일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었다. 서로 간

의 신뢰 위에 굳건했던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믿음은 ‘식판 귀신’이라는 공

동의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적이지 못한 학생들의 태도에 무너져버렸다. 그

러나 ‘식판 귀신 사건’은 믿음과 신뢰를 흔든 수면 위의 사건일 뿐이다. 그

것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열망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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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준, 그리고 나아갔던 방향이 서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한 해 동안 구축되었던 신뢰 관계는 더 이상 신뢰를 찾지 못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2) 남교사 전문성

진달래 반 교사권력의 첫 번째 특징은 체육수업에 대한 전문성이었다. 교

사는 6학년 체육교과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능지식에 비교적 해박한 편이기

때문에 수업 상황에서 자신이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진달래

반 교사는 6학년 학생들의 지도 경험 속에서 자신이 갖춘 것들이 있다고 하

면서 자신이 갖춘 수업 지식은 탄탄한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설

명하고 있었다.

   아이들 열광은 내 노하우와 수업 기술이 완벽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다 맞

물려 떨어져서 성공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애들이 그걸 보고 ‘와~’하는 거지 내 

것이 부실한데 ‘그냥 따라와’ 라면 안되죠. 교사 수업이 탄탄해야죠. 6학년 체육

수업을 몇 번 하다 보니 갖춰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운드 배구는 내 나름

의 노하우가 다 만들어졌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피구나 티볼은 늘상 하는 것들

이고, 구르기나 무용, 태권도 이런 것들은 제법 갖춰져 있죠.  

(20151223, 교사면담)   

체육수업 운영에 대한 자신감은 진달래 반 교사가 남교사이기 때문에 가

능한 ‘남교사 전문성’과 밀접하게 상통하고 있었다. 진달래 반 교사의 능통

한 수업 운영은 여교사에 비해 월등한 ‘물리적인 힘’에 기인하고 있었다.

남교사가 가지는 물리적인 힘은 학생들의 성공 경험에 많은 부분 영향을 주

고 있다. 수업 지도의 능률이 모자라도 남교사의 물리적 힘은 일정 부분 수

업 기술을 대신할 수 있다. 여교사와 달리 남교사인 진달래 반 교사가 보유

한 ‘물리적 힘’은 체육수업 상황을 좀 더 몰입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르기죠. 구르기 매트 시범이고 두 번째는 넘겨줄 때. (중략) 

구르기를 할 때 조금 건드려 주는 것으로 인해 성공의 경험을 느끼고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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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데 그건 건드려 주는 힘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의 요령이 생겨야 가능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 넘기는데 50정도의 힘이 필

요한데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100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100만큼이 있어야 50만큼 넘길 수 있는 요령이 생기는데 여선생님들은 겨우 50

만큼의 힘인 거예요.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힘에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잘 

갖추어졌다고 봐요.

(20150626, 교사면담)   

신체 발육이 왕성한 6학년의 경우 여교사가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과 달리 진달래 반의 체육수업에서 교사가 가진 힘은 체육수

업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었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 만족

도 또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진달래 반 교사는 체육수업을 원활하게 진

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과 더불어 간이 게임에 필요한 규칙을 용이하게

변형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한 해박성’ 또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하였다. 규칙과 분리불가분의 관계에 놓은 체육수업의 경우 진달래 반 교사

의 말처럼 규칙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규칙에 관한

전문성은 단기적으로 신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달래 반 교사는 그것을

‘규칙에 대한 관심과 경험의 차이’라고 부연했다.

   스포츠나 체육에서 물리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스킬도 중요하잖아요. 체육에 소질

이 있거나 체육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은 그 스킬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중략) 초등에서 가르치는 건 물론 간이 게임이 많아요. 야구, 피구, 농구 간이 게

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규칙은 선생님이 요령껏 잘 적용하고 기준에 맞게 

변형만 하면 되죠. 근데 간소화에 대한 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그 규칙 자체를 완

벽하게 알아야 되요. 그래야 어느 것을 빼고 넣을지 아니까. 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그 관심도는 아무래도 남자가 더 많겠죠. 규칙에 대

한 관심.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고.. 관심이 많으면 접한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축구를 예를 들어 본다면 어디를 때려서 차야지 임팩트 있게 날아가는지 알 수 

있는데 이론만 알아서는 쉽지 않죠. 

(20150626, 교사면담)  

남교사가 가지는 물리적인 힘, 규칙에 대한 관심, 스포츠에 대한 경험의

차이와 같은 체육수업 전문성은 진달래 반의 체육수업을 더욱 활기차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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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내고 있었다. 진달래 반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피드백과 활동

단서를 수업 내내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사가 가진 전문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교사가 제공하는 수업 단서는 주로 교사 시범과 언어적 도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씨름 수업에서 교사 피드

백은 도드라졌다. 진달래 반 교사는 자신이 남성이기 때문에 씨름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수월한 면은 있다고 하였다.

   교사는 가장 먼저 다리 샅바를 잡고 ‘안다리’ 기술을 보여주면서 상체를 상대방 

어깨에 붙이고 허리를 밀면 상대의 중심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밭다리’는 밖

으로 다리를 걸고 허리의 힘으로 상대를 밀어야 한다고 하면서 밭다리가 쉬운 기

술이지만 ‘되지기’를 당할 수 있으니 상대의 반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 함. ‘호미

걸이’는 발목을 밀면서 들어주는 방법. ‘배지기’는 허리와 배의 힘을 이용해 상대

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술. 샅바를 내려주고 상대방의 다리를 들어 중심을 이

동시켜 상대를 쓰러트리는 기술이라고 설명함. 

(20150908, 필드노트)    

이러한 진달래 반의 체육수업은 초등학교 여교사들의 씨름 수업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다른 사례의 교사들이 씨름 수업을 아예 하지 않거나 동

영상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진달래 반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씨름 기술을

직접 시범보이며 구체적인 언어 단서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씨름 기술을 어

려워하는 학생들은 연습 도중 수시로 교사를 찾았는데 교사는 그러한 학생

들에게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의 씨름

연습에 교사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이었고, 이러한 교사의 개입으로

학생들은 잘못된 동작을 교정 받으면서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수업

의 거의 모든 맥락에서 빠지지 않았던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교사의 운동기

능 전문성이 학생들의 성취와 어떻게 직결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가 가진 체육수업 전문성은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수업의 방

향을 정해진 목표에 가까이 정박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 교사가 가진 전문적 권력(expert power)이 동원되었음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명한 일이다. 진달래 반 체육수업을 통해 교사의 시범이

나 구체적인 설명으로 나타나는 교수의 효율성이 교사가 가진 전문적 권력

의 수준과 무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McCroskey & Rich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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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Hall & Sandler, 1982). 교사의 전문적 권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

지만 학생들에게 단계적인 성취 경험과 완성된 결과물을 맛보게 한다는 점

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엮는 접착제의 역할까지 도맡고 있었다. 요컨대

권력행사자의 전문적 권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전문적 권력을 가진 교사

가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할 때 체육수업은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

3) ‘드러난’ 조작적 행위

진달래 반 교사권력의 두 번째 권력유형은 게임 상황에서의 긴장감을 유

발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조작 권력이었다. 진달래 반 학생들에게 체육수업

상황의 교사권력은 게임 지휘에 전권을 발휘할 수 있고 판정에 엄청난 영향

력을 행사하여 판정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영향력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교

사권력은 자칫 느슨할 수 있는 게임 상황을 긴장감 넘치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교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연출할 수 있는 유연한 판정 상황

덕분이었다. 교사는 자신이 연출한 판정 상황을 ‘양보와 배려’의 미덕으로

합리화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저쪽 편한테 조금 편하게 심판하고 우리반한테 엄격하게 하는 거 맞아. 

근데 선생님은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하게 3:0으로 이겨 버리면 다음에 그 친구들

과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게

임을 그 친구들이 이기게 만들어 줬어. 그런데 너희들도 알잖아. 선생님이 그 친

구들한테 유하게 하고 유리하게 한 거. 선생님이 똑같이 판정을 했다면 누가 이겼

을까? 우리가 이겼겠지? 결과적으로 이겼겠지? 그러나 더 나은 이후를 위해서 우

리가 한 보 양보하는 거야. 

(20160226, 교사면담) 

티볼 게임 상황에서 개나리 반에 대한 교사의 유연한 판정은 그러한 판정

에도 진달래 반이 이길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신이 유연

하게 판정하지 않았다면 진달래 반이 개나리 반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교사는 개나리 반의 상대적인 패배의식을 줄여주기 위해 진달래

반에 조금은 불리하고 깐깐한 방향으로 판정을 내렸다.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연출했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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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팀이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 교사는 그것을 권력이라고 부르

고 있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라는 명명백백한 상황을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상황 연출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이는

조작적 행위의 일면이었다. 그러나 진달래 반 교사의 조작에 근거한 학생들

에게 은폐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게임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

적으로 동원한 자신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화

과정이란 권력이 행사되기 전 교사권력이 그러한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음

과 그러한 행사가 가능한 배경 원인을 설명하는 작업이었다. 교사는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으로부터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사전 협의’, ‘사전

약속’ 이라 칭하고 있었다.

   ‘사전 협의’, ‘사전 약속’. 예를 들어 피구게임 전에 선생님이 보기에 확연히 우리

반이 상태 팀보다 잘해. 우리가 완벽하게 게임 흐름상 이겨버릴 것 같아. 선생님

이 약간 저쪽 팀한테 규칙을 덜 적용 할꺼야. 그거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약속이 

되면 그 때는 영향력이 되는 건데 그런 과정 없이 내가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통보하면서 ‘선생님 의도는 그러 했어’ 하는 건 조작이지 않을까요. 납득

된 후의 행위는 권력이지만 행위 이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혹은 합리화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기만이지 않을까. 

(20151223, 교사면담) 

교사는 자신이 행사하는 조작 권력을 학생들에게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납득시키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달래 반 교사가 행사하는 조

작 권력은 은폐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달래 반 교사의 드러난 조작 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한 조작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진달래 반 교사의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조작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조작 행위가 발현되는 시점에 대한 교사의 합리적 선언과 무관

하지 않다. 또한 조작 행위에 대한 사전 선포에 직면한 학생들의 반응 또한

수긍적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교

사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행사에 논리적 정당성이 동반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은 곧 정당성 문제와 결부되어 권력

의 ‘소유’와 ‘행사’를 구분 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교사에게 수업이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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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의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와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

다 하더라도 그러한 힘이 처음부터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Turman, &

Schrodt, 2007; Silva, 2006; Teven, & Herring, 2005; Akbaba, & Altun,

1998; Cothran, 1997). 조작을 연출할 수 있는 교사의 지위적 권력이 정당한

권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의도적 연출’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학생들은 합의된 것으로, 약속된 것으로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

교사권력은 비로소 정당한 것, 올곧은 것이 될 수 있다.

교사가 체육수업 상황에서 수업 결과를 의도적으로 연출해낼 수 있는 권

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정의 긴

장감과 박진감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즉, 정당화 과정을 거

친 조작 행위는 본래의 의도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긴장감과 박진감을 넘

어서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권력은 정당성과 결별한 조작 권력이다. 요

컨대 진달래 반 교사의 조작적 권력실천은 원래의 의도를 해치고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지위적으로 매우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 유능한 권력작용이라

할 수 있지만 승부의 결과를 교사 임의대로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조작 권력의 범주에도 포섭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강압적 행위

진달래 반 교사권력의 세 번째 권력유형은 학생들 앞에서 교사가 가진 힘

을 확인시키기 위한 강압적 행위였다. 교사의 강압적 행위는 학생들과의 신

뢰관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면서 양자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것

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가) 미완의 완성

진달래 반 교사는 평소 학생들에게 호의적이고 민주적인 편이었지만 이따

금씩 교사가 베푼 호의의 빈 틈 사이로 학생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교

사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행사하고 있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의지를 묻지 않고 다소 위압적인 방식의 권력을 동원하는 장면은 주로 학생

들이 ‘헐렁하게’ 수업에 임하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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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모둠별 연습시간 학생들이 계속해서 장난하자 교사는 운동장에 엎드려뻗

쳐를 시키고 엉덩이를 손으로 몇 대 때린 후 자신 앞에서 외운 품새를 확인 받게 

함. 품새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다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서

로 챙겨주지 않은 것을 꾸짖음. 교사는 사범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

고 모둠원들의 참여는 사범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 함. 교사에게 꾸중을 당한 

학생들은 다시 연습을 시작함.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사범의 역할을 맞는 

학생은 책임감 있게 나머지 학생들을 지도함. 교사의 훈계 후 학생의 참여 수준과 

책임감 정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51020, 필드노트)

이러한 장면에서 동원된 교사권력은 앞뒤 잴 필요 없이 수업 질서를 통제

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업 이외의 활동에 낭비되

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시간 내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된 교사

권력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졌다. 길 잃은 수업 상황에서

이정표로서 작동하고 있는 교사의 강압적 행위는 ‘수업의 방향과 밀도’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평소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편

이 아니었기에 진달래 반 교사의 강압적 행위는 학생들을 더 높은 질서수준

으로 끌어올리기에 효과적인 것이었다. 일상적으로 익숙한 양상이 아닌 간

헐적인 자극으로서의 교사 명령과 강제는 진달래 반 학생들에게 탁월한 방

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강제하지 않았던 분위기 속에서의 강제

는 늘상 억압적인 환경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다만 진달래 반 교사의 강제적 외압이 ‘물리적 강제력’의 모습으로 재현되

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부정적인

방식으로 강압적인 모습을 내비친 것은 설령 강제적 행위가 자주 목격되지

않았다고 해도 제 실천의 극단적인 모습임은 부정하기 힘들다. 고전적 권력

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권력실천은 타인의 행위를 권력행사자의 의도에 종속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위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수

업이라는 정당성을 전제했을지라도 외압적인 물리력을 동반한 권력은 부정

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흥미로웠던 점은 진달래 반 교사는 권력을 조망하는 전통적인 결과 달리

불완전한 인격체인 아동을 교육을 통해 완성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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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나 협박, 가벼운 사랑의 매로 포장된 물리적 강제력은 어느 정도 필요

하다고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는 자신이 행사하는 이와 같은 권력

을 ‘세종대왕이 가지는 독재 권력’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교사에게 ‘세종대

왕의 독재 권력’은 ‘지금보다 더 나음’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에게 독재 권력이란 불완전한 소우주(小宇宙)인 학생을 완전한 상태인 ‘성

숙’의 모습으로 다져놓기 위해 필요한 힘이었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은 미

약하고 그들이 모든 의사를 자신의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수는 완전한 존재

가 아니라는 점에서 때로는 교사의 강압적 개입과 결정이 학생들의 그것보

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교사는 말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요청되는 권력은

무지막지한 것이라기보다 미완성된 존재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동원될 필요

가 있는 것이었다. 요컨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행사하는 독재 권력

은 제 외면이 수업, 질서, 종속의 모습이더라도 그 중심은 하나 같이 ‘미성

숙한 존재의 성숙’ 혹은 ‘불완전한 대상의 완성’을 향하는 것이었다.

나) 단절의 가속화

진달래 반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의 강압적인 형태는 ‘식판 귀

신 사건’ 후 믿음과 신뢰를 잃은 교사와 학생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11월 이후 학생들은 교사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교사 역시 학생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있지 않았다. 양자의 관계는 푸른 잎을 상실한 앙상한 나뭇

가지와 같이 헐벗은 것이었고 온기 없는 얼음처럼 싸늘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와의 체육수업을 원하지 않았고,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원칙만을

강조한 채 해야 할 체육수업을 의무적으로 떼우고 있었다. 이즈음 교사가

보이는 무지막지한 강압성은 일상적인 수준의 강압과 명령의 수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이 강압적인 권력의 극단적인 행태인 까닭은 학생들과의 관

계를 이어주는 교량의 붕괴를 교사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

다. 그러한 교사권력은 학생들에게 수용되기 힘든 부당한 것이기도 했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단언하게 천명해야만 하는 일종의 의식이기

도 했다. 단절의 기로에 놓인 교사권력으로 말미암아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합의될 수 없는 것이 되어갔고, 동시에 교사가 행사하는 강제력은 학생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한 ‘허수아비 권력’로 전락했다. 그것은 불완전한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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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요청되는 ‘세종대왕적인 독재 권력’이라기보다 학생들의 의지를 배제한

히틀러적인 것에 가까웠다. ‘식판 귀신 사건’은 교사의 권력을 세종대왕의

그것에서 히틀러의 무지막지함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교사의 강제력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체육수업 장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이 떠들면서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자 교사는 큰 

소리로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준비운동을 시작함. 그러나 

급한 구령에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자 교사는 ‘박자 천천히’라고 소리침. 학생들

은 교사의 말에 싸늘해 진 분위기를 느끼며 준비운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 그

러나 이내 교사는 박자와 속도에 신경 쓰라는 말을 다시 함. 

(20151124, 필드노트) 

사실 진달래 반의 체육수업이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1월 전까지 진달래 반의 체육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사

하는 극단적 강제력은 자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식판 귀신 사건’을

시발점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급하게 돌변하였고 교사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차갑게 대하고 있었다. 교사의 강압적 행위는

차가운 체육수업으로 표면화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서로에 대한 다가설

수 없는 거리감이 잠식되어 있었다. 목적이 있거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

라면 교사도 학생도 서로에게 먼저 다가서려고 하지 않았다. 수업 중 교사

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최소하고 있었고 학생 역시 교사에게 먼저 대화를 청

하지 않았다. 활동 후 남는 시간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유를 누릴 기회를 주

고 있었지만 자유시간임에도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교

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오직 수업적 필요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교사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고,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눈

치를 주고 있었다.

이러한 체육수업 상황에서의 교사권력은 히틀러적인 독재 즉, 베버를 중

심으로 하는 고전적 권력론의 입장과 매우 가까워 보인다. 명령과 복종에

근거하고 있는 지배관계, ‘눈치보기’라는 행위를 통해 양자 간 권력 불평등

성이 체감될 정도로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는 위계적이었다. 교사의 권력

은 대상자들의 의도를 배격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행사되고 있었고 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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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의중을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교사의 권력은 양자의 관계를 단절시

키는 동시에 양자를 불평등한 관계로 위치 짓고 있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저항은 전혀 제고될 수 없는 것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관계의 불평등

함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

하여 그 어떤 정당성도 묻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자들의 의지 밖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아가 강압적인 권력이라도 제

바탕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베버나 홉스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권력실천은 아

직 잡히지 않은 ‘식판 귀신’이라는 체육수업과 별개의 영역에 존재하는 문제

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잃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진달래

반 교사의 강압적 행위는 양자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평등성을 극대화시키

면서 정당성에 관한 숙고를 외면한 것이었다.

5) 배려적 행위

진달래 반 교사권력의 네 번째 권력유형은 교사가 가진 힘을 학생들을 향

해 윤리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배려적 행위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살펴 그들에게 필요한 비계(scaffolding)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었

고, 확대된 수업 공간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

리고자 했다.

가) 조력자로서의 교사

진달래 반 교사가 남교사인 만큼, 다른 사례에 비해 체육수업은 전문성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의 운동수행을 촉진시키고 지금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그들이 뻗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조력하고 있었다.

교사가 학생들을 조력하는 방식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진달래 반

교사는 자신의 조력을 ‘비계(scaffold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비

계’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디디고 서기 위하여 지지대처럼

걸쳐 놓은 굵고 긴 나무와 같은 시설’이며, 수업 상황에서의 ‘비계’란 학생들

이 과제 수행을 위해 디디고 서야할 영역(강민규, 2010)으로 볼 수 있다. 학

생에게 최적화된 비계를 설정해 주는 일이 교사의 조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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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은 교사에게는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수준을 도약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

이다. 즉, 학생에 대한 관심과 세부적인 수행 피드백에 관한 정보 모두를 견

지할 때만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조력자일 수 있는 것이다. 진달래 반 교사

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비계를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교사가 가진 권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수업의 목표가 (손을 넓게 벌리며) 이 만큼이고 아이의 능력 (두 손 사이의 간격

을 줄이며) 이것 밖에 안되요. 선생님이 뒤에서 자꾸 밀어주는 게 비계잖아요. 그

래서 그 차이를 최소화 시켜서 뛰어 넘을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밀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고 지도력이고 권력이지 않을까. 아이가 떨어지려고 하면 잘하는 

아이 수준을 조금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아이가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거. 

(20160226, 교사면담)

체육수업상황에서 교사의 비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성별에 따라 공을 다루는 능력 차이가 현저한 구기 종목이나 경험의

유무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태권도, 씨름의 경우 교사는

모둠 편성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동료교수’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

다. 교사가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수행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또래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의 수행을 점검하기도 하였는데 양자의 적절한 혼

합은 학생들의 성공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성공경험에의 도달은 교사의

책무성이기도 하면서 또래의 책무성이기도 하였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는

지속적인 관심이 비계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학생들을 조력하려는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학생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결과한다는 점에서 진달래 반 교사

의 권력은 학생들을 향해 호의적이고 배려적인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었다.

   체육을 잘한다고 아이들이 인정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한테 어느 정

도의 권한을 주는 거죠. 선생님의 권한을.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의 코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의 예로 아이들과 발야구나 티볼을 한다고 할 때 야구 규칙 상당

히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몇몇 친구 중에 팀 안에 대기 타

순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능력이 있는 친구는 나와서 코치 역할

까지 할 수 있게. 

(20150626, 교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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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교사가 가지는 조력의 힘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학생들로부터 요청되는 권력이기도 했다. 학생들을 조력하는

일을 교사의 책무성이라는 견지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진달래 반 교사가 가

진 전문적 권력이 ‘비계’의 모습을 지나 호의적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교사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어떻게 학생을 배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실례이기도 하다. 그러한 힘은 학생을 위한 권력, 학생에게 필요한 권력

이다. 학생들을 살피고 돌보는 마음이 동반된 진달래 반 교사의 호의적 노

력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사하는 배려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호의로서의

권력이 수업 목표와 수업 의도로 수렴된다는 점,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근

거하고 있다는 점, 학생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충

분히 학생들 배려하고자 하는 교사의 마음으로 읽힐 수 있었다.

나) 엄격함을 덜어낸 교사

진달래 반 교사는 교실수업과 체육수업의 가장 큰 차이로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꼽았다. 수업이 진행되는 환경의 구조적 차이는 공간이 확대되는 체

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교사를 향해 집중

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교실수업에 비해 교사의 시선 밖

에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체육수업상황은 주의집중이 어려운 여건인 것

과 더불어 도달해야 할 수업 목표에 이르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 교실에

서 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교사는 학생들에게 완

벽한 주의집중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교사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

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고 운동장에 나왔을 때

넘치는 학생들의 흥분과 움직임 욕구를 충분히 이하고자 했다. 교사는 전통

적인 체육수업의 모습, 예컨대 줄과 각, 오와 열이 맞혀진 4열 종대와 같은

수업 구조를 지향하지 않음은 물론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강압 역시 최소화

하고 있었다.

   아이들 특성상 운동장 수업에서 주의집중 100%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

다고 봐요. 아무래도 교실보다는 많은 걸 요구하겠지만 허용선은 더 넓은 것 같아

요.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와서 땅바닥을 바라보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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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운동장에 낙서를 그리고 싶고.. 어쩔 수 없는 아이들 습성인 것 같아요. 분

명 교실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페널티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150626, 교사면담)

확대된 수업 공간 내에서 학생들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한 주의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 역시 교사에게

일상적인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일부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늘어난 방해 행

동을 잠재우기 위해 더 많은 질서 수준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실수

업에 비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들을 준수하지 않지 않

는 것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진달래 반 교사에게 학생들의 주

의분산은 수업의 방해물이라기보다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체육수업시

간 학생들이 흥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질서 역시 잡히기 힘들겠

지만 학생들이 교사를 향해 집중하기만 한다면 교사는 학생들의 소소한 주

의분산은 허용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체육수업 중 학생들에게 주의집중을

요구하기 위해 ‘나만 바라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지만 열과 행이

맞춰진 형태로 줄을 서지 않았거나 정렬된 형태의 수업 구조가 아니라고 해

서 체육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준비운동 역

시 교사 위주의 제식 형태라기보다 학생들을 모둠별로 모아 그들의 자율에

맡기거나 수업과 관련된 활동에 의존해 자유롭게 몸을 풀도록 하고 있었다.

   교사는 남녀 부회장을 술래로 정하고 정해진 라인 안에서 ‘얼음땡’을 하도록 하였

고 학생들은 교사의 말대로 ‘얼음땡’을 함. 약 2분 후 교사는 호루라기를 불어 학

생들을 불러 모은 후, ‘얼음땡’을 시킨 이유는 몸 풀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20150623, 필드노트)  

확대된 수업 공간에서 분산된 학생들의 주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진

달래 반 교사의 수업 운영은 체육수업시간 통제수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일반적인 교사특성과 다소 상이했다. 학생들의 주의분산에 관대한 교사의

수업 운영은 자신의 엄격함과 강압을 덜어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교사는 수업 중 주의집중을 가능하게 교사의 힘을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교사에게 집중하게 하는 힘 즉, 수업 전반에 교사의 힘이 크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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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카리스마라고 본다면 통제를 위한 카리스마는 학생들

의 주의집중을 최소화하려는 진달래 반 교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학

생에 대한 진달래 교사의 헤아림은 이 시기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 해결과

그것이 결과하는 돈독한 관계에 기반하고 있었다. 교사가 가진 권력은 학생

을 배려하는 힘으로, 그들을 헤아리려는 교사의 인간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서려는 진달래 반 교사의 숙고는 교사

와 학생의 만남은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연구(이상수, 김대현,

황순영, 박한숙, 이유나, 2015; 조난심, 2013; 강연숙, 2011; Suzanne, 2004).

교사권력은 학생들과의 호의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강선희,

2010; 진현경, 2009)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2. 교사-학생 권력관계에 대한 학생 인식

교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권력을 가

진다는 것이 곧 ‘권력적’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은 아니다. 체육수업과 관련

된 학생들의 선 경험은 교사에게 새로운 권력을 부여하기도 하며 학생들과

의 관계 속에서 교사는 새로운 권력원천을 창출하기도 한다. 학교 현장의

권력관계는 지위상 비대칭적이거나 불균형적인 경우가 많다(Vetter,

Meacham, & Schieble, 2013; Webster, 2009; Turman, & Schrodt, 2007;

Roach, Cornett-Devito, & Devito, 2005). 권력관계가 비대칭적인 경우 양

자 간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입장을 드러내어 견주는 것은 교사의 권력실천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다(황명구, 남상우, 박세윤, 2013).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교사-학생 권력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 개나리 반

1) 강압적 권력관계

개나리 반 학생은 자신들과 교사의 관계를 강압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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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이 교사의 의지로 박탈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긴

장을 하고 있었지만 교사가 가지는 힘에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일은 당위적

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학생들과 교사와의 권력관계는 강압적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의 역동성은 강압의 의미를 박탈과 명령에서부

터 수용과 복종까지 보다 포괄적이면서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가) 박탈적 권력관계

개나리 반 교사가 가지는 영향력은 교사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는 학생들

의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를 따라야 하는 근거를 수업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

사는 수업 시작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었고 체육수업이 언제나

박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였다. 학생들이 가장

열광하는 체육교과의 박탈 압박은 교사가 가진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억압

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교사와 자신의 관계에 강압적인 속성을 부여하

는 학생들의 대답에서 ‘교사는 곧 체육수업으로 향하는 열쇠’라는 인식을 엿

볼 수 있었다.

   저희가 체육수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팀을 나누면 더 운이 좋은 

쪽이 이기거나 지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팀을 나누어주시고 게임을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걸 한다고 선생님께 계속 다른 거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체육수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안 시켜 주시면 저희는 못하는 거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운동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체육을 하려면 일단 선생님을 

따라야 되고..

   (20150617, 석지훈 학생면담)

학생들은 체육수업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고, 수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이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이 원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교사를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교사를 따르

는 것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이 박탈

될 수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과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체육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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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나가지 않겠다’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었다. 체육수업 참여 기회가 체

육 이외의 교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아이러니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강력한 외압이었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이러한 방침에 불만을 가질 수 없었

다.

   교과 수업 가면 가림판에 점수 받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B 밑으로 내려가면 

체육을 아예 없애거나　 체육수업을 한 시간씩 빼기로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체육을 뺀다면 저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B를 받아와서 

선생님이 ‘체육 나가자’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나가지 말자’, ‘가지 마라’ 라고 

하시면 못하는 거니까.  

(20150617, 금다정 학생면담)

교과수업태도와 체육수업기회 사이의 기묘한 절합(articulation)은 학생들

에게 교사의 말을 따라야 할 충분한 근거를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

들의 의견 관철 여부 이전에 존재하는 체육수업 자체에 대한 접근 불가성

때문이었다. 체육수업은 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기에 학생들은 교사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했고,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낼 수 없었다.

체육수업의 ‘박탈 잠재성’에 대한 학생인식은 교사권력유형 및 특징과 일

치하고 있었다. 교사는 박탈이라는 강제력을 원천으로 체육수업시간에 필요

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었고, 학생들 또한 그러한 교사권력에 복종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교사가 만들어 놓은 교과수업태도와 체

육수업기회 사이의 절합(articulation)은 추상적인 이미지였을 뿐 구체적 맥

락에서 단 한 번도 실천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작동 여부를 떠나 이미

학생을 위협하는 교사의 무기로서 충분한 것이었다. 이로써 실제로 작동하

지 않지만 교사가 학생들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박탈과 위협이라는 권력원

천이 얼마나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사

권력에 부여하는 학생들의 의미 작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면서 교사권력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작동될 수 있는 것임을 드

러내는 것이었다. 체육수업에 대한 박탈 위협은 학생들 스스로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학생인식은 체육수업 중 교사의 인위적인 개입이 발생하

지 않는 지점에서도 질서에 대한 경계를 낮추지 않는 그들 모습을 통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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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확인되었다.

   발야구를 하면 애들이 ‘어차피 우리 못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공을 위로 

던져요. 앞으로 차야 되는데.. 그럼 애들은 ‘왜 그렇게 던지냐. 똑바로 해라’라고 

해요. (중략)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거 보시면 체육 접고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있어요. (제대로 안하면) 체육 

하다가 안하고 그냥 들어오겠다고.. 

(20151218, 김민호 학생면담)

교사권력이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작동에의 두려움은 학생들의 인식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교사가 굳이 박탈과 위협이라는 강압적 권력

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권력을 가진 존재의 의도는 학

생들의 인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강압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존재였고 권력의 행사에 앞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었

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향해 부정적으로 행사되는 강압적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고 저항의 목소리조차 거두어 들이고 있었다. 의심받지

않는 강압적 권력, 그러한 권력행사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힘과 지위를 확

인받고 있었다. 교사권력에 대한 이러한 학생인식은 권력관계는 갈등이나

저항이 부재하는 상황을 창조하는 권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Lukes(1974)의

견해와 일부 일치한다. 또한 특정한 상황과 조건 내에서 행사되는 권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힘 즉, 행위자들의 선호(preference) 그

자체가 권력의 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차동춘, 2015; Guzzin, 2005)

와도 일부 일치한다. 권력의 산물로 창조된 학생들의 선호란 ‘체육수업을 위

해 체육수업이 아닌 시간에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사가 가지는 강압적 권력,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다소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의 인식 사이에는 미묘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이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교사의 강압적 권력은 비교적

묵직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일부 학생들 중에는 그러한 교

사권력에 ‘선호’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요컨대 학생들에게 명령, 위협, 박

탈과 같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교사권력은 ‘부정적이냐 아니냐’라는 권력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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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되물을 수 없는, 되묻지 않아도 되는, 되물을

필요가 없는 당위적인 것에 가까워 보였다. 학생들은 자신들과 교사와의 권

력관계가 강압적이고 위계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권력관계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었고 받아들여 마땅한 것이었다. 그래서

체육수업 박탈이라는 강제성이 굳이 실천의 모습을 가지지 않아도 학생들에

게 강압적인 권력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나) 당위적 강제가 내포된 권력관계

학생들에게 교사는 정당한 수업 권위, 합리적인 수업 권력을 가진 존재였

다. 학생인식은 교사를 보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업 결정력을 가질 수 있

는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이는 교사와 자신의 관계가 위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면서 교사를 충실히 따르고 하는, 그래서 교사의 힘과 영향

력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그들의 노력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교사는 자신

들을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학생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수업을 위

해 교사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석: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위험한 활동 등 예를 들어 피구나 티볼 그리고 원반 

던지기 같은 걸 할 때 날아오는데 맞으면 일단 많이 아프고, 티볼 같은 

경우에는 배트치고 나서 선생님이 ‘배트 던지지마’, ‘배트 던지면 아웃’ 

이렇게 해주셔야 안전하고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 만약 선생님의 지시와 명령이 없다면 수업이 어떤 모습일까?

   최: 엉망.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설치고 우기고..

   석: 원래 해야 되는 활동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제재 안 해주시면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수업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안계시면 수업 

난장판 될 것 같아요.   

(20150515, FG 학생면담)

안전하고 즐거운 수업을 위해 교사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학생 인식의 끝은 갈등 해결을 위해 교사 제재는 행사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인 동의와 맞닿아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부재한 수업 상황의 모습을 ‘엉

망’ 혹은 ‘난장판’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동시에 교사가 부재한 수업은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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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협받는 수업이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가지는 일방적인 영향력

을 의미하는 지시와 명령, 제재와 통제는 수업 상황에 반드시 장착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권력원천을 가진 교사는 지도와 통솔을 가능하게 하

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었다. 실제 개나리 반의 체육수업은 엄격하거나 강압

적인 편이 아니었음에도 학생들은 ‘체육수업은 엄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제안

한 행동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또래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었다. 체육수업시

간 중 교사가 가진 권력은 게임을 진행하고 판정하는 심판으로서의 역할로

도드라지는 편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판정을 따르지 않

는 친구들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행동은 교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게임을 하다보면 심판이 결정을 내렸으면 ‘결정을 따르자 파’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 끝까지 이야기하고,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 파가 있어요. 게임을 

하다보면 양 쪽에 성격이 다른 두 파가 있잖아요. (중략) 아웃당한 팀에서 먼저 

나와서 선생님한테 ‘이거 솔직히 아웃 아닌데, 아웃 아닌데’ 라고 하면 좀 그래요. 

다른 팀에서는 ‘아니다. 아웃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 하니까 그런 거는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 심판의 말은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 (중략) 아웃을 당한 쪽에서는 ‘아웃 아니에요’라고 

하고, 아웃을 시킨 쪽에서는 ‘아니에요. 쟤네가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심판의 말을 안 따라요. (중략) 선생님이 심판이니까 심판 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0150617, 석지훈 학생면담)  

 

심판자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사가 내린 판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답답해하는 마음 뒤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권

력격차(power distance) 즉, 교사가 가지는 우월한 권력적 지위에 대한 인정

이 자리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사가 내린 판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종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가

진 대상으로 교사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수들이 심판의 말을 따

라야 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교사가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교

사의 힘을 심판의 영향력으로 비유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은 교사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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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의 행사를 요청하는 바람이면서 교사의 지배에 대한 자의적인 복종은

당위적인 것이라는 표현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학생인식은 교사가

가지는 힘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연구(옹진환,

2012; Vetter, Meacham, & Schieble, 2013; Goodboy, & San, 2011),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에서의 권력 불평등은 암묵적인 동의에 기반한다는 연구

(이한종, 2002; Jeniffer et al., 2013; Chory, & Goodboy, 2010)와 유사한 맥

락이었다.

특히 교사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불만이 동질집단의 언어로 표출되

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학생행위가 교사 강제에 대한 스

스로의 복종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따르지 않는 친구들에 대

한 불만을 통해 교사가 가져야 하는 명령과 통제는 꽤나 당위적인 것으로

소화되고 있었다. 교사가 내린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불

만을 표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가시화된 갈등을 잠재우는데 교사권력이 필요

함을 역설하는 장면이었다. 그들에게 교사권력은 안정된 수업을 위해 필요

한, 그래서 ‘복종’해도 괜찮은 것이다. 복종을 위해 필요한 교사권력에 대한

요청은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갖는 권력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면

서 유발된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다. 이러한 학생인식은 권력관계는 일반적으로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

이라는 연구(권민혁, 2003; Wong, 2015; Alderman, & Green, 2011), 표면화

된 갈등을 통해 권력관계가 확실하게 가시화될 때 그것의 영향력이 확실해

진다는 연구(배종희, 이안수, 2012; 소성애, 2010)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갈

등이 발생한 시점의 개나리 반 교사권력은 발생한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면서(허은주, 2011) 권력대상자들로부터 적극

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도 했다.

2) 상생적 권력관계

개나리 반 교사의 행위중 강압적이니 모습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교사의

권력실천 일반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권력관계를

상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상생’이라 함은 ‘서로 공존하여 살아간

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조용환, 2001). 개나리 반 학생들은 교사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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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아갈 수 있고, 교사는 다시 학생들의 힘을 빌려 살아간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함께 의존해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대상이면서 친밀한 존재였다.

가) 소박한 친구관계

학생들은 교사와의 상생 당위성을 친밀함에서 찾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친

밀함이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친구’와 같은 상태였다. 학생들에게 체육

수업시간은 교사와의 친밀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고, 양자의 관계

를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학생은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친

밀함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공간자원이 확대되는 체육수업시간을 통해 서

로간의 심리적 친밀함뿐만 아니라 물리적 친밀함까지 확보될 수 있었다.

   연: 체육수업시간에 우리와 선생님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

   김: 친한 친구 같은 관계

   연: 친구? 선생님인데?

   김: 체육시간에는 다른 수업보다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운동장에 

나가면 선생님과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을 많이 

안하시기는 하시는데 교실에서 보다는 운동장에 나가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장이 넓어선가? (웃음)

   연: 친하다는 건?

   김: 소통이 잘되는 거. 소통이 잘된다는 건 친하다는 거니까. 

(20151218, 김민호 학생면담) 

학생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교사와

의 상생 방식은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을 체육수업의 가장 큰 부분

에 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이기도 했다. 교사와의 친밀한 커뮤니케이

션을 갈구하는 학생들의 바람은 독특하게도 개나리 반 교사가 가진 충분치

않은 수업내용지식을 ‘소박해서 좋은 것’, ‘전문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과 커뮤니케이션될 수 있는 정도의

수업내용지식만을 갖추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가 특정분야의 수업내용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서로간의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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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 기분 좋게 촉진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라면 충분하다는 학생 인식

의 결과물이었다.

   전문가는 한 쪽으로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전문가들은 한 쪽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들을 쓰기도 하고.. (선생님이 만약 

전문가라면)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해서 수업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20151218, 김민호 학생면담)

전문가들처럼 어려운 말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체육수업이 부담스

럽지 않다는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교사의

충분하지 못한 수업내용지식이 학생들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그들의 인

식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그들이 체육

수업 중 요청되는 ‘전문적인 수업 전문성’ 보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

준의 기능지식’을 꼽은 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 교사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

는 지식을 더 많이 축적했을 것’이라는 교사 그 자체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

이었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무엇을’ 얼마나’ 더 알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공유하고자 하는가’를 고민하는 대상이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안다’는 것 그 자체였고,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교사는 아는 것을 ‘진지하게’ 전달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학생

들은 교사가 자신들을 위해 수업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진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체육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진지하게, 진지한 얼굴로, 

진지한 표정과 함께 몇 분 동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때 많은 용어와 예전 

월드컵 경기에 있었던 일들도 설명해주시면서 많은 걸 이야기 해주시는데 그걸 

보면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20151222, 황성윤 학생면담)

학생은 교사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때 ‘풍

부한’이란 ‘전문적인’ 혹은 ‘특성화된 것’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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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 보다 상호 간에 공감과 공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준 즉 ‘커뮤니케

이션 할 수 있는’ 이란 의미에 가까워 보였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체육 전문

인이 아니더라도 체육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만 하면 만족스러운 존

재였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지식적인 권위를 가진 대상이면서 친밀하게 지

내고 싶은 존재였다. 이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수업권력 중 합리적 권력이

준거적 권력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호감

적 권력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교사 전문성에 대

한 학생 인식은 교과 지식이나 교사의 유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으로부

터 형성된다는 연구(Turman & Schrodt, 2006)와 일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인식은 교사가 가진 체육수업 전문성은 학생들과

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한다는 연구(이동순, 송도선, 2015; 고

재천, 2014; 김용덕, 2011)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교사가 가진 실제적

인 수업능력보다 그것에 많은 의미와 선호를 부여하는 학생들의 인식을 통

해 권력관계의 불평등성과 다른 맥락을 읽어낼 수 있었다. 본질적으로 양자

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불평등한 양자의 관계 내에서 교사

의 능력과 힘에 정당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들과 교사의

관계를 위치짓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사는 함께 살아가는 관계에 놓인, 그래

서 상생적인 관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요컨대 개나리 교사

의 수업 유능성은 교사가 쥐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생인식을 통

해 지지 받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양자는 공생의 관계로 거듭날 수 있었다.

나) 나와 동일한 타자로서의 교사

개나리 반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또 다른 모습은 교사와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려는 노력을 통해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사가

보이는 비언어적 행위의 의미를 자신의 수준에서 풀어내고 교사의 그것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는 교사의 의도가 학생들의 수준

으로 이양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정의 공유라고 볼 수 있고, 반복적인 연습

을 통해 실제로 교사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연

속으로도 볼 수 있다. 교사의 의도와 자신들의 수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학생들은 교사와 자신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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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운동장에 나가서 너희들이 뛰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니?

   황: 바라보십니다.

   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석: (웃으며) 줄서라. 체육하자

   연: 어떻게 알아?

   석: 눈빛만 봐도 알죠. 

   황: 주로 선생님의 마음이 읽히긴 하는데 안 읽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는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중략) 저희 반 선생님은 기쁠 

때는 그냥 웃으시고, 슬플 때는 슬픈 표정을 지으시고, 화날 때는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멍 때리는 듯한 게 있어요. (중략) 대부분 저희가 알죠. 

(20151203, FG 학생면담)

교사의 표정을 살피며 교사의 의중을 간파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은 교사가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가 학생의 언어로 변환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교사의 의도가 학생들에게 오해없이 전달되어야만

하고, 그 과정이 명확할수록 수업도 초기의 의도에 맞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러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들여다보는데 있어 그 보다 선행해야할 것은 교

사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학생들에게 ‘오해 없이’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도달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반응에 주목

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교사의 눈빛을 통해 읽은 것이 실제로 교사의

의도와 일치되었는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학생들에게 교사의 눈빛

이 매우 큰 의미로 상징화되고 있음은 명확해 보였다. 학생들이 교사가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러한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에 직관하다

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교사가 보내는 눈빛을 매우 큰 의미 담지체로 수

용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교사의 눈

빛에 나름의 의미를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어떻게 교사의 비언어적 행위가 학

생들에게 의미 담지체로 도달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궁구하는 것과 다

르지 않다. 학생들은 교사의 의도를 자신의 것으로 연장해 나가기 위해 교

사와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교사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즉, 교사가 원하는 관계로 자신들의 행위와 사고를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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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기 위해 교사를 살피고 있었다. 체육수업마다 반복적으로 교사를 관찰하

는 일은 체육수업시간에 재현되는 교사의 행위가 담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 단초로서 교사와의 관계를

정립시키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교사의 눈빛은 ‘상생’이라는 관계에 근거한

학생들의 실천으로 전이될 수 있었다. 교사와 함께 살아내는 관계를 향해

학생들은 드러나지 않은 교사의 의도를 자신의 이해로 수렴시키며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노력을 쏟아 붓고 있었다.

교사와의 관계를 상생으로 정의하려는 학생들의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으

로 ‘교사의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 혹은 ‘교사의 그러한 행위는 필요한 것이

다’라는 전제 위에 성립된다. 학생들이 교사의 행위에 목적성을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목적에 자신의 행위와 사고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교사는 개인의 의도를 학생들의 행위로 치환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존재 즉, 도덕적인 권위를 가진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푸코는 ‘교육적 상황에서 무엇이 권력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Foucault, 1972)를 묻고 있으며, 스스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교육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성’에서 찾고 있다(Oyler, 1996). 교육에서의 도덕

성이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과 이해의 구

성을 의미한다(Buzzelia & Johnston, 2001).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개인의 의식 혹은 무의식이라는 도덕적 신념

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다(손미란, 2013; 진미숙, 2005). 그

러므로 학생들이 교사의 메시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그러한 교사의

행위가 필요한 것 혹은 옳은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적 존재로서의 교사가 가지는 힘은 학생들에게 양자의

관계를 전제한 권력실천 즉,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겸허한 수용과 교사의 그

것과 일치하는 의미 지향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학생이 교사

에게 부여하는 도덕성이란 곧 교사권력의 가장 큰 지휘적 동력과 작동 범위

를 결정하는 본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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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들레 반

1) 복종 지향적 권력관계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 권력관계의 첫 번째 유형은 체육수

업시간 증가하는 교사의 통제를 수긍하고 그것에 정당함을 부여하는 복종지

향적인 것이었다. 수업 상황에서 교사권력은 수업의 안전을 보장받고 규칙

을 준수하며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학생들에

게 교사는 권위를 가진 대상이었으며, 자신들은 권위를 가진 교사에 종속되

어야 하는 존재였다.

가) 통제 권력자로서의 교사

민들레 반 학생들에게 교사는 통제를 지휘하는 막강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었다.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교

사가 가지는 지위 즉, 교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충분한

수긍이었다. 주어진 수업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의 자리는 교사

가 가진 권력을 수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부여해주고, 수업에의 집중력 향상

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다른 사례에 비해 민들레 반 학생들

은 교사에게 많은 지위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

로 양자 간의 권력관계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것으로 구성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 선생님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 이게 수업에서 꼭 

필요할까? 체육수업에서는 어때?

유: 네. 친구들이 수업할 때 잘못하거나 통제해야 하니까. 1번이 안전이고 안전이 

잘 되어야 모두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공: 필요하죠. 그래야(통제가 있어야)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배: 맞아요. 선생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게임에 집중도 안 되고 애들끼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자유분방 해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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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박: 규칙 안 지키면 더 위험해 지는 것 같아요. 

공: 체육수업시간에서는 이게(교사의 통제)가 더 많아져요. 제대로 듣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활동이 안 되니까.. 

(20160211, FG 학생면담)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가진 권력은 학생들의 안전을 살피고, 활동을 지속

시키고, 수업에의 집중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즐거운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마땅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

에 학생들은 그러한 권력에 따라야만 했고, 교사가 가진 권력에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복종하고 있었다. 교사권력은 수업 중 반드시 요청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학생들의 인식은 자칫 특정학생이 수업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

는 시점에서 교사 제재가 가해지거나 게임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팀

에게 ‘아웃’인 것을 ‘아웃’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장면에서 확인되었다. 통제력

을 가지는 교사권력은 학생들에게 수업 중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공정한 것

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내린 판정이 공

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공평한 판정을 수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의 힘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교사가

초래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수긍과 이해는 교사가 가진 권력이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또한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학

생들에게 공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장면은 교사권력의 안정적 실천을 단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했다.

민들레 반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은 정당한 것이면서 엄격한 것이기도 했

다. 학생들은 교사의 권력이 엄격하게 행사되는 힘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표

하면서 수업 중 교사의 엄격함이 동반하는 조언의 영역을 부각시키고 있었

다. 학생들의 인식은 수업 통제를 위해서는 교사가 엄격해야 하며, 교사가

엄격할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것이라는 일련의 사고에 근거하

고 있었다.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강조하는 것들을 준수하고자 하는 학생들

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당연하다는 그들의 인식은 교사의 엄격함을 안정

된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사의 엄

격함은 조언이 동반된 ‘알찬 수업’을 위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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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생님이 누구를 혼내실 때 ‘엄격하시구나’ 하는 게 팍팍 들어와요. 인상 

쓰시고 큰 목소리로 진짜 큰 목소리로 거칠게 혼내면서 말하세요.

연: 그런 엄격함이 필요할까?

박: 네.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 안하면 학생들이 아무렇게나 하니까..

원: (중략)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엄격하시긴 한데 말하실 때는 일부로 크게 

혼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내시면서 조언해 주실 때도 있어요. 

혼나면서 많은 것들도 알려주세요. 배구공 넘길 때도 저희가 제대로 못하니까 

화내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20150520, FG 학생면담)

교사의 단호함과 엄격함이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천

이라는 학생의 발언은 매우 흥미로웠다.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은 수업의 질

서를 유지해주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활동 단서를 제공해주는 원천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교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수업의 질서가 잡혀가면서 학생들

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업 단서의 양도 늘어나는 셈이다. 그들에게는 교사

권력이 엄격할 수 있는 배경, 엄격해도 괜찮은 이유가 분명해 보였다. 엄격

한 교사권력에 대한 이러한 학생인식은 높은 수위의 명령이나 통제가 수업

중에는 요청될 수 있는 권력원천이라는 기존 인식(Tesar, Pupala, Kascak,

& Arndt, 2016; Chory, & Goodboy, 2010; Schwarzwald, Koslowsky, &

Brody-Shamir, 2006; Teven, & Herring, 2005; Aguinis,1996; Tauber, 1985;

Tauber, & Knouse, 1983; McCroskey, & Richmond, 1982)과 다르지 않은

접근이었다. 나아가 교사가 행사하는 통제적 권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인식

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권력이 성공적인 행사라고

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압적 권력의 당위성이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분명

하게 드러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는 더욱 안정적이면서 정당한 것

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통제적 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의

지적인 복종은 상호 간에 구성되는 권력관계의 합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다(Wong, 2016).

이러한 학생인식은 베버적 권력의 족보 중 강압적 권력의 행사를 단적으

로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점, 당위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강압적 권력을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힘들어 보인다. 행사되는 권력속성을 파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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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 요컨대 실천으로서의 권력이 부정적인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혹은

정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물음은 권력대상자들의 인식을 통해 확

인가능한 일이다(Malik, & Bashir, 2015; Mak-van der Vossen, Peerdeman,

Van Mook, Croiset, & Kusurkar,. 2014; Camp, 2011; Silva, & Neves,

2007). 그들이 권력대상자의 권력행사를 주어진 상황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자체에 의해 권력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권력대상자의 의도와 권력대상자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지만 민들레 반의 경우 교사의 권력행사 의도가 학생들의 인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눈치 주는 교사

민들레 반 교사가 행사하는 높은 매개수준을 가진 통제적 권력은 학생들

에게 요청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눈치’를 주는 것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

신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교사 기분을 맞추어야할 때가 있다고 하였는데 교

사의 눈치를 제대로 살피기 못했을 때는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경직된다고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말하는 교사가 주는 눈치란 주로 교사의 기분과 관련

된 것이었다. 학생들은 교사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 교사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된다고 하면서 그런 날에는 평소보다 긴장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

배: 선생님께서 기분 좋을 때는 수업 분위기 즐겁고 웃으면서 하고, 선생님 기분 

나쁘시면 약간 차가워져요.

원: 분위가 너무 내려앉아요. 갑자기 긴장돼요. 평소랑 좀 달라요. (중략) 딱히 

그럴 일은 없지만 눈치가 보여요. 자동적으로. 회사에 다니기 위해 면접 같은 

거 보잖아요. 그 때 심사위원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것으로 인해 면접 보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유: 선생님이 놀이활동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저희가 그런 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고, 선생님이 그런 걸 다 설명해 주시니까 선생님 기분 나쁘면 다시 설명 

안 해주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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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지금까지 지내온 선생님 기분을 제대로 맞춰야 즐겁고 그나마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나마.. 

(20150624, FG 학생면담)

교사의 기분 변화에 학생들이 눈치를 보는 이유는 교사가 수업 진행 권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수업 특히 놀이활동을 가능

하게 하는 보물창고 같은 존재였다. 보물창고의 문을 열기 위해서 보물창고

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하는 것처럼 놀이활동을 위해서는 놀이활동을 허

락해 줄 수 있는 교사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학생

인식은 체육수업이 전적으로 교사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했다. 체육수업을 전

적으로 교사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학생 중 한 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면접자와 피면접자’에 비유하고 있었다. 피면접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면접자와 달리, 면접에의 합격을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피면접자처럼 학생들에게 교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상

이었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교사가 가진 권력에 맞서 대응할 수도, 결코 그

러한 권력관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수동적이면서 무기력한 위치에 묶어

두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주는 ‘눈치’를 눈치껏 알아채는 일은 냉랭해진 상황의

종결을 위해 지켜야 할 예의나 의무를 강요받는 것이기도 했다. 교사 앞에

서 수면화되지는 못했지만 교사가 주는 눈치에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안타

까운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교사가 주는 눈치는 억압적인 분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면서 공감의 부재이기도 했다. 눈치의 문제로 싸늘해

진 체육수업 분위기와 더불어 교사에게 닿지 못하는 학생들의 속 이야기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공: 저희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을 

무서워하는 것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몰아붙이는 게 

있어요. 공을 못 던지거나 하면 ‘왜 이걸 못 해. 이거 하나도 안 아파’ 그런 

식으로.. 아무리 안 아파도 공이 다가오면 무서운데.. 

유: 선생님은 그냥 ‘저 아이는 그렇구나. 체육을 못하는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괜찮기는 한데 사실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죠. 선생님이 저희가 못하면 고쳐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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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주시고 좀 보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못하면 연습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20160211, FG 학생면담)

이들에게 교사가 주는 눈치는 이해의 상실, 공감의 부재, 책임의 외면이었

다. 교사의 눈치에 예민한 학생들은 주로 운동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편이었

고, 상대적으로 체육수업을 주도해 나가는 학생들에 비해 교사로부터 소외

되었지만 교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이들이었다. 기능이 부족한 학생들

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교사의 모습은 그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엄밀하게 볼 때 기능수준이 높지 않은 민들레

반 교사가 이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는 버거웠을 것이고, 동시에 그들

을 두고 보아야 하는 방관이라는 결정은 그들에게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잔인하게 직면하도록 했을 것이다. 넉넉하지 못한 운동기능수

준은 교사 ‘눈치보기’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실상 이들에게 눈치보기

는 ‘심리적 강제력(psychic force)’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언어적 상징을

경유하는 비난이나 조롱과 같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교사의 비의도적

인 소외는 교사의 완전하지 못한 운동기능과 맞물려 학생들에게 심리적 강

제력이라는 권력실천을 체험토록 하고 있었다. 교사가 주는 눈치가 학생들

에게 심리적 강제력이라는 권력원천으로 작동한다는 점, 그러한 권력작동이

운동기능과 엮여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권력실천은 체육수업상황에서만

작동하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결코 극복될 수 없었던 양자 모두의 운동기능부족이

라는 숙제는 ‘눈치보기’라는 교사 행위를 교사권력의 실천으로 변화시켰고,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 또한 복속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

의도적 강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운동기능을 겸비하지 못한 교사권

력은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넓히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었다. 이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수업 전문성이라는 권력원천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리감을

만들고 있었다는 기존 연구(이동순, 송도선, 2015; Diaz, Karlin, 2016;

Goodboy, & San, 2011; Chory, & Goodboy, 2010)와 같은 맥락이었다. 그것

은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의 입장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권력의 산물이었고, 일부 교사권력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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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눈치보기’라는 복속적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권력의 실천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감 지향적 권력관계

민들레 반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두 번째 권력관계는 서

로 간의 공감을 지향하는 관계였다.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교사라는 첫 번

째 권력관계와 더불어 학생들은 교사를 자신들과 동질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수업 현장에서 목격되는 교사가 보이는 다양한 호

응 방식에서부터 교사가 수강한 체육 연수까지 학생들은 교사가 경주하는

노력을 자신들에게 ‘즐거운 체육수업’을 선물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

다. 앞서 살펴본 복종 지향적 권력관계와 반대로 교사가 보이는 노력에 대

한 학생의 긍정적인 인식은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면서 긴밀한 것으

로 결속시키면서 교사권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가) 동일한 감정주체로서의 교사-학생

학생들에게 교사는 엄격하고 단호하며 이의 없이 따라야 하는 존재였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서로에 대한 심리적 전이체이기

도 하였다. 학생들은 엄격하게 질서가 잡힌 수업 속에서도 교사에게 친밀감

을 표하면서 교사와 자신들과의 관계를 ‘친구’ 같은 상태로 표현하고 있었

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인 것은 물론 심리적인 공속

(共束)이 가능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었다. 교사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러한

학생인식은 교사가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대변하는 자 즉, 시시콜콜 말하

지 않아도 자신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었

다.

‘우리가 즐거우면 선생님도 즐겁다’는 학생의 대답에서 자신과 선생님에 대한 

동일시 혹은 동일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심리적 공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50624, 연구자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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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자신들과 동일한 감정선 위에 놓고 교사의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

말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수업 장면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우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 교사의

언어를 통해 대변될 때 교사를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는 너그러우면

서 이해심 깊은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교사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매우 강조하고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심리적인 공유

가 가능한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인식은 주로 교과서 활동

이 아닌 게임이나 놀이활동 상황에서 자주 포착되었다. 6학년들에게 게임이

나 놀이활동은 체육과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활동에 비해 흥미진진하고

적당히 경쟁적이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민들레 반 교사는 주 3회 배당된 체육수업 중 1시간은 학생들이 원하는

게임활동이나 놀이활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었고 주로 해당 체육수업이 진행

되는 날이면 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높아지곤 하였다. 이 순간 이들에게 교

사와의 관계는 상호적이면서 동질적이고 수긍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교사의 많은 개입이 요구되지 않고, 기능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게임 활

동 상황에서 교사가 보인 유쾌한 반응은 학생들과의 심리적 공속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했다.

공: 발야구 같은 거 할 때 ‘달려! 달려’ 이렇게 소리도 질러 주시고.. 

김: 맞아요. 지난번에 발야구 할 때 애들이 차고 달리는데 ‘오빠, 달려!’ 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즐거워요. 

유: 그런 거 보면 선생님도 진지하게 체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20160211, FG 학생면담)

교사가 자신들에게 드러내는 환호와 공감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는 교사와의 심리적 친밀함을 가속시키는 것

이면서 체육수업을 즐겁다고 느끼는 민들레 반 학생들의 인식 지평을 지배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간의 호흡과

의존은 더욱 고무될 수 있었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권력이나 권위

의 무게도 감해질 수 있었다. 교사권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수업의 준비나

정리 단계에서와 달리 게임이나 놀이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눈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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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으면서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체육수업시간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들과 교사의 관계를 동일한 감정으로 엮어내는 학생

들의 인식을 통해 교사권력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권력관계는 어떻게 위치 지워질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사의 행동이 상호적이면서 공속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교사권력을 정의하는 많은 관점 중 호의성과 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자신의 가진 힘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데 그 중 호의적 권력행사는 학생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기 위한

교사의 인격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Alderman, & Green, 2011). 학생들

의 행위와 감정을 교사가 지지해준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교

사의 호감적(likable) 행위라 할 수 있다. 행사되는 권력의 중심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자리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교사의 인

정이자 친밀함이며 호흡이고 의존인 셈이다. 이것은 강압적 권력을 행사하

는 교사와는 또 다른 견해에서 교사가 가진 권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즐거운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교사와 함께 동일한 감정과 경험

을 공유한다는 주체적 사고와 더불어 수업 외의 상황에서 목격된 교사의 노

력을 자신들을 위한 숙고로 여기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 전문

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듣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목격한 학생은 교사를 자신

들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다. 교사 행위에 대한 학생의 목격

은 우연적인 사건이었지만 우연적 사건에 부연된 ‘교사의 숙고’라는 학생의

해석은 교사의 권력실천에 윤리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솔직히 체육 할 때 같은 것만 여러 번 하면 질릴 때도 있잖아요. 방과후에 제가 

교실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양한 체육 놀이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공부하는 걸 봤어요. 선생님은 1학기 5월 달부터 계속 공부하시면서 

저희에게 많은 놀이를 알려주고 즐거움을 주시면서 2학기에는 더 즐거운 활동을 

다양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활동을 생각해 주시면서 재미있는 활동을 

공부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20151222, 원진영 학생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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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연수를 들으며 체육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의 모습은 민들레 반 학생

에게 재미있는 수업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히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인식은 교사가 행사하는 전문적 권력에 윤리성을 덧입

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교사권력은 전문적

이면서도 호의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체육과 연수의 도

움을 받아야 하는 교사를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

겠지만 적어도 그 과정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과 그들

을 위한 배려적 윤리가 내포되어 있었다. 교사의 연수 장면을 목격한 학생

이 교사의 노력을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해하는 것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교사가 보이는 노력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인식은 서로 간

의 관계 속에서 교사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주는 것은 물론 교사가 가진

권위와 교사가 행사하는 힘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지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이는 호의적이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교사권력은 학생들에게 더 많

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오중근,

김대진, 신창훈, 2013; 임수연, 권택동, 2012; 강상원, 2011; Madill, Gest, &

Rodkin, 2014; Morrow, Kelly, & Skolits, 2013; Camp, 2011; Donetto, 2010;

hory, & Goodboy, 2010)와도 크게 다르지 않는 인식이었다. 학생들 앞에서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혹은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력의 다양한 원천들은

이러한 호의적 인식에 근거한 매우 관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행위에 대한 학생의 호의적 인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까닭은 통

제와 질서를 위한 교사권력을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배경이기 때문이

다. 교사 노력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식은 질서의 준수를

위해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을 교사에서 학생에게로 향하는 하향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즐거운 활동을 위해 수업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

게 한다. 나아가 교사가 가지는 권력을 더욱 당위적이면서 인화적인 방향으

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Tesar, Pupala, Kascak, & Arendt, 2016). 민들레

반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호의와 배려는 학생 인식에 의해 교사권력

의 긍정적 실천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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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달래 반

1) 결속적 권력관계

진달래 반 학생들은 교사와 자신의 관계를 믿음과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

려해주는 친구 같으면서 연인 같은 존재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다독여주

고 보살펴주는 교사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

였다. 교사가 가진 힘과 영향력은 오히려 학생들의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신

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가) 부담없는 존재로서의 교사

진달래 반 학생들에게 교사는 언제나 먼저 다가오는 존재였다. 그들에게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청하는 교사는 심리적으로 가장 밀접하면서 물

리적으로도 가까운 존재였다. 교사에 대한 심리적 편안함은 밝고 즐거우면

서 활발한 수업 분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은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거침없는 ‘소통27)’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소통’이란 배려와 단합을 넘어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가지는 불

편한 점까지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학생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관계를 ‘동아줄이 단단하게 묶여있는 관계’ 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매우 결속적이면서

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생님과 저희는 동아줄 여러 개가 한 개에 묶여 있어서 연결된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게 있었고, 소통이란 게 있었고, 배려도 있었어요. 선생님도 나에게 

27) 본 연구에서는 ‘소통’이라는 단어 대신 소통의 상태와 소통의 오해상태 모두를 포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언

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고 원자료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 판단

하여 ‘소통’이라는 학생의 표현을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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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이야기 하라고 하셨고,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20151217, 이정의 학생면담)

학생들에게 교사는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교사를 매우 친밀

하고 유대적인 상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사를 부담 없이 대

하고, 자신의 의견을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나 우리들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다’라는 확신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체육수업 중 제공하는 시범이나 조언과 같은 단서들, 교사

가 의도한 몸 개그, 의도하지 않게 교사가 보이는 실수까지 모든 교사의 행

위들을 우리를 위한 것 즉, 서로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교사 행위가 반복될수록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운 존

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이는 실수는 비난이나 힐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사가 보이는 모든 행위는 학생들을 향하는 것, 학생들을 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정: 저희 해오름실에서 체육할 때 매트 깔고 앞구르기를 했어요. 연속으로 

앞구르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시는데 너무 웃겼어요. 선생님이 

손을 바닥에 짚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시면서 도시는데 옷이 올라가서 

뒷 살을 봤어요. (박장대소)

최: 그거 하다 저희반 애들 난리 났었어요. 저희반 애들 중에는 팬티 본 애들도 

있어서 엄청 웃었어요. 

(20151209, FG 학생면담)

체육수업시간 교사의 앞구르기 시범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평범할 수

있었던 교사의 앞구르기 시범이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의도

하지 않은 교사의 실수가 빚어낸 한바탕 웃음 때문이었다. 일명 교사의 ‘뒷

살 방출 사건’ 은 교사와 더 많은 대화와 장난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의 증

폭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나의 이벤트로 기억되는 ‘뒷 살 방출 사건’으로

학생들은 교사를 더욱 가까운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교사와의 친밀한 관

계는 수업의 다양한 장면에서 종종 확인되었는데 그러한 장면은 결코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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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일상적인 것을 일상적이지 않도록

하는 교사의 빈틈에 행복해 하고 있었다.

전: 허당 짓을 가끔 하세요. 티볼을 하거나 씨름 같은 거 가르쳐 주실 때 갑자기 

선생님이 휘청하는 몸 개그를 하시기도 하시고, 선생님이 우리랑 같이 피구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받는 리액션도 웃기게 보여 주세요.

이: 피구할 때 주인공 놀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사 행동을 흉내내며) ‘으이 

으이’ 하시면서 시범 보이시고 그럴 때 웃기세요. 

전: 저희를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20150708, FG 학생면담)

학생들이 교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에 맞는 교사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온 힘을 다

해 자신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었고, 자유시간에도 학생들과 함

께 하는 교사의 행동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학생의 표현처럼 진달

래 반은 굵은 동아줄을 촘촘히 감싸고 있는 여러 개의 동아줄로 이루어진

단단하고 결속적인 학급이었다.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매 순간은 단단하게

얽힌 동아줄 사이의 틈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있었다.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수록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사소한 사건들 가령, 교사가 학

생들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과 같은 실수에 학생들은 관대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보이는 행위의 잘잘못이나 실수 그 자체는 중

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사의 행위 이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교사의

행위는 ‘우리를 위한 노력’이자 ‘끈끈한 관계’에 한 보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사는 심리적으로 친밀한 대상이면서

물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존재였다. 학생들과 교사 사이의 친밀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는 평범할 수 있었던 교사의 체육수업을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교사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의미 부여에 의

해 가능한 것이었고, 학생들이 부여한 의미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면서 결속적인 상태로 이끌고 있었다.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인식을 통해 진달래 반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은 양

자 간의 공동행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의적인 공동행위

를 지향하는 진달래 반 교사의 권력은 이미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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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사권력의 정당함은 교사 인격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통해 다시금

확인될 수 있었다. 이는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의 의도와 학생들의 인식이

일치할 때 권력의 실천이 안정적이라는 연구(Malik, & Bashir, 2015;

Mak-van der Vossen, Peerdeman, Van Mook, Croiset, & Kusurkar,.

2014; Camp, 2011; Silva, & Neves, 2007), 교사가 가진 인격적 요소에 학생

들이 감화된다는 연구(Klemola, Heikinaro-Johansson, O'Sullivan, 2013;

Donetto, 2010; Webster, 2009; Schwarzwald, Koslowsky, & Brody-Shamir,

2006)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달래 반 교사의 권력은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나) 통제를 지양하는 교사

진달래 반 학생들은 학급 급훈이 ‘소통, 배려, 믿음’이라고 소개하며 교사

와 학생의 관계는 무한한 신뢰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교사와 자신들

은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수업의 어

느 부분은 자신들에게 열어두기도 한다고 하였다. 체육수업 중 교사는 학생

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편이었고,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명령은 자

주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려는 교사의 모습

에 열광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교사는 믿음의 상징이자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대상이었다.

학생들이 태권도 연습을 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뿐 학생들의 연습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음. 연습을 하는 학생들 사이로 교사는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태극장을 따라 

하기도 함. 학생들은 자신이 연습하는 태극장을 함께 따라하는 교사를 보며 

즐거워 함. 교사는 학생들에게 물어가며 동작을 배우기도 하고 학생들과 장난을 

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냄. 

(20151110, 필드노트)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즐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체육수업활동의 종류 즉,

체육수업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체육

수업시간 교사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 교



- 231 -

사와 주고 받는 일상적 대화에서부터 수업활동에 필요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학생 간 긴밀함은 보통 이상이었고 체육수업시간은 언제나 시끌시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진달래 반 교사는 무거운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줄이며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는데 학생들

은 이러한 교사의 의도에 충분한 공감을 표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인식 속

에서 교사는 통제를 최소화하는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언제나 관대하게

우리를 이해해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체육을 할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은 그런 거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소통을 항상 중요시 하시니까 

이야기를 절대 통제를 안 하세요. 줄설 때 빼고는 거의 통제를 안 하세요. 만약 

티볼을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중략)에만 조금 관여하시고 

저희가 망치건 엄청 열심히 하건 그런 것들은 거의 상관 안하세요. 

(20151217, 이정의 학생면담)

학생들의 인식과 다르지 않게 진달래 반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이 수업 전

체 맥락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업 중 학생들에게 관대한

편이었다. 진달래 반 학생들은 전형적인 통제 지향적 교사의 모습, 예컨대

수업 맥락에서 교사와 학생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교사의 지시에 학생들

이 따라야 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체육수업이 진행

되는 동안 학생들은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자투리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학생들은 교사 주변을 둘러싸

고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수업 진행이 미숙하여 수업 시간이

초과되거나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학생의 표현처럼 수업은 말 그대로 소통으로

시작해서 소통을 끝나는 ‘살아있는 소통의 장’이었다.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

계를 친밀하다고 인식하는 것도 무거운 권위나 일방적인 명령 대신 동등한

시야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사의 독단적인

계획이나 일방적인 의도를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불만을 차단시키기 보다는

교사의 권위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진달래 반 교사는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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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통제가 최소화된 양상은 게임 상황에서 자신의 판정과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

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을 판정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

는 학생들과 빚어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진달래 반 교사의 문제해결방식

이기도 했다.

선생님이 (판정 상황을) 잘 모르셨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교사 판정으로) 

실망하는 애들 말고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걸 잘 고치셨어요.  

(20150708, 전태준 학생면담)

학생들로부터 동의와 조언을 구하는 진달래 반 교사의 수업 운영 방식에

학생들은 익숙해 보였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사

의 관심이 닿지 못해 의견이 조율되기 힘든 상황일 때 교사의 이러한 문제

해결방식은 자주 목격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교사 위주의 일

방향적인 결정보다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되묻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려

는 교사의 모습이 자신의 힘을 긍정적으로 작동시키려는 교사 스스로의 노

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시야에서 그들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으

로 교사는 학생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학생들 또한 교사와의 어색

거리감을 줄여나가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교사

위주의 통제 상황을 촉발시키지 않기 위해 체육수업 중 발생하는 자신의 실

수나 모자란 부분을 학생들 앞에서 공론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서로의 모습

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자람은 받아들이면서 진정성 있게 이해를 구하

는 과정이었다. 서로를 헤아리려는 교사와 학생 양자간의 노력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요컨대 커뮤니케이션은 또다시 커뮤니

케이션 낳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정, 인정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화, 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그 모든 것들은 순환

적이면서 구성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진달래 반 교사의 권력은 강압적인 통제는 수업 중 반드

시 요청된다는 전통적 권력론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연구(Cummins,

2009; Kihl, Kikulis, & Thibault, 2007; Golish, & Olson, 2000; Agoini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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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6)와 결을 달리하는 것이면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호의가 긍정적인

권력작용일 수 있다는 연구(Diaz, Cochran, & Karlin, 2016; Finn, 2012;

Slivia, 20016)와는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달래 반 사례를 통해 서

로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관계의 선행은 강압이나 명령을 동반하는 통제 없

이도 충분히 안정적 질서를 형성해 낼 수 있으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안정

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비윤리적 권력관계

진달래 반 교사는 자신의 통제 영역을 줄여나가면서 학생들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수업의 모든 장면에서 교사의 힘이 그러

한 의도로 행사되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가 자신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진달래 반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에 불만을

표하고 있었다. 교사권력의 비윤리성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었다.

가) 상실된 일관성

진달래 반 학생들은 일주일에 배당된 3시간의 수업 시간 이외에 ‘첩보’ 체

육을 한다고 하였다. ‘첩보’체육이란 배당된 체육수업 이외에 강당이 비어

체육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정규 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하는 일종의 보너스

체육수업기회였다. ‘첩보’는 다른 교과 수업의 진도가 빠르거나 교사가 체육

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진달래 반만의 아주 특별한 것이기도 하였다. 교사

는 학생들에게 첩보체육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시켰고 상황이 허락된다

면 첩보체육을 진행하곤 하였다.

1학기에는 ‘첩보’ 엄청 많이 했어요. (중략) ‘첩보’가 강당 비면 원래 수업 대신 

올라가서 놀다오는 거예요. 선생님도 같이요. 선생님이 학기 초에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반이 수업할 때 우리반은 조용히 ‘첩보’라는 것을 한다고. 

실패할지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진도가 약간 빠를 때 그 틈을 타서 

애들 몇 명을 강당에 보내요. 전화기를 들고 가서 켠 다음 강당에 사람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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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까 못한다고 선생님께 전화를 해요. 없으면 우리반 애들 나머지가 다 강당 

가서 체육을 하고 다시 교실로 오는 거예요.  

(20151210, 이정의 학생면담)

교사는 ‘첩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체육수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

고, 학생들은 ‘첩보’를 체육수업을 좋아하는 자신들을 위한 교사의 노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애초에 ‘첩보’는 교사가 체육을 원할 때 시도하는 것이

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체육을 원할 때 몰래 강당에 가

있기도 한다고 하였다. ‘첩보’와 함께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일정 부

분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체육

부를 만들어 한 달에 한두 번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받고 있었다. 그러한 경험은 진달래 반 교사를 교과 진도만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교사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승격시키는 계기이기

도 하였다. 교사가 허용해주는 공식적인 자율체육은 진달래 반 교사를 ‘학생

을 배려하고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첩보’에 열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지

거나 매일 반복될 수 없는 이벤트였다. ‘첩보’는 학교생활의 모든 맥락에서

일관적으로 지켜지기 힘든 속성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학생들은 ‘첩보’를 교사가 자신들에게 베푸는 호혜가 아닌 자신들의 권리

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첩보’에 대한 자신들의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

는 큰 실망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시간과 진도에 쫓기는 학기 말이 되면서

학기 초 계획과 달리 ‘첩보’를 하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

게 해주는 자율체육의 기회는 줄어들었다. ‘첩보’의 경우 정규 체육교과수업

이 아닌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진도의 문제에 맞물

려 진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었다. ‘첩보’를 계획한 교사의 초기 의

도는 학생들에 보너스 체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정규 시간표에 편성

된 교과 수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첩보는 선택의 과정에서 언제나 진

도의 문제를 기회비용 삼아야 했다. 시간이 학기 말로 치달으면서 진도는

첩보보다 시급하게 고려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첩보의 횟수 또한 감축되

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도를 염려하는 일부 학생들은 첩보가 희

생한 밀린 진도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교사가 일관되게 지키지

않는 자신들과의 약속에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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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반 교사는 첩보체육과 더불어 정규체육수업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자율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자율체육이란 발야구, 티볼, 피구와 같

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1학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첩보와 마찬가지로 정규체육수업시간에 학

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자율체육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비교적 수업 진

도나 수행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학기 초와 달리 학기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수행평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진달래 반 교사를 짓누르

기 시작하였다. 학기 초의 약속과 달리 진달래 반 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자율체육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학

생들은 자신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드러냈

다. 학기 초와 다르게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사를 보며 학생들

은 교사와의 관계에 상실감과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1학기 때 자율체육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잖아. 우리가 

‘오늘 이런 거 해요’ 라고 말하면 ‘나중에. 나중에’ 하고 안하셨잖아.   

전: 그렇긴 해. 수행평가가 많으니까 맨 날 나중에 하자고 그러셨지.

(20151217, FG 학생면담)

첩보와 자율체육은 교사가 가진 힘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일종

의 호의와 배려의 기회였다. 그러나 호의적인 배려가 초기 모습이 달리 일

관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교사와의 관계는 위협받고 있었다. 양자의 관

계가 분열되거나 붕괴될 만큼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

사의 일관적이지 못함은 학생들에게 교사와의 관계에 의구심을 품도록 했

다. 진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첩보나 자율체육

기회의 감축은 도구적인 권력의 행사라기보다 교사로서의 책무에 소신을 다

하기 위함이었겠지만 학생들에게 그것은 약속이 와해된 것, 교사가 지켜야

할 일관성이 상실되는 것에 가까워 보였다. 그것은 인식의 측면에서 학생들

과 교사 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었고, 교사의 의도를 의심하도록 하

는 것이었다.

교사권력에 대한 진달래 반의 학생인식을 통해 교사권력은 그것들이 흐트

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적인 모습으로 유지될 때 탄생되고 만들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권력의 실천은 그러한 실천을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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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천이 일관적으로 확보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Hundley, 2012;

Turman, & Schrodt, 2007; Akbaba, & Altun, 1998; Aguinis, 1996; Tauber,

1985)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했다. 진달래 반 교사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첩보와 자율체육은 학급 약속 중 하나인 배려와 믿음의 잃는 것이었지만 권

력의 문제에서 그것은 교사의 힘을 하나의 방향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

는 빈틈이기도 했다. 권력이 온전한 하나의 권력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반드시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일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이화

용, 2010; 박봉규, 1998). 교사권력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실패했다

는 점에서 진달래 반 교사권력은 초기의 배려와 호의라는 의도를 상실한 것

이기도 했다.

나) 단절의 가속화

교사가 소유하고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은 교사권력 중 본디부터 주어진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학생들이 교사가 가진 강압적 권력에 저항하

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정당함 때문이다. 그러나 파업 이후 진달래 반

학생들에게 교사가 행사하는 무지비한 강압성은 정당함을 의심할 필요없이

마땅히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달래 반 학생들은 ‘식판 귀신 사건’

이후 이어진 교사 파업을 계기로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을 경험하

고 있었다. 교사 파업을 시발점으로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성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끊어내고 있었다. 교사와의 커뮤니케

이션이 좋았다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은 적지 않은 충격과

공포였을 것이다. 교사는 파업 이후 학생들로부터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거

두어갔다. 학생들에게 부여된 자유를 거두어가는 교사는 타인의 의지를 묻

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히틀러적 독재자’에 가까워 보였다. 학생들은 독점

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교사를 ‘독재자’와 ‘폭군’이라고

표현하면서 매 체육수업시간 교사의 차가운 눈치를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저희한테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선생님 마음대로 

모조리 한다. 너희는 선생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게 잘 안돼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겠다’고 직접 이야기 하셨어요. (중략) 이제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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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믿거나 따르지 않으니까 선생님 말로 자신은 ‘독재자’, ‘폭군’이라고 

하셨어요. 체육시간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시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선생님 눈치도 보여서 더 

예민해 지는 것 같아요. 

(20151217, 최우태 학생면담)

급격하게 증가된 교사의 통제와 현격하게 사라져버린 자유는 학생들을 적

잖게 당황시키고 있었다. 교사를 ‘독재자’와 ‘폭군’에 비유한 학생들의 은유에

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들에게 교사는 더 이상을 믿음으로서의 존재가 아

니었다. 학생들을 살피지 않는 수업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분을 살펴야만 했고, 모든 상황에서 교사의 눈치를 보아

야만 했다. 동시에 교사가 강요하는 높은 수준의 통제와 질서는 학생들을

옭아 메는 족쇄만큼 버거운 것이었다. 양자 간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실종

되었음은 물론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점차 무기력해졌다. 급하게 변해버린 교사는 이제 ‘우주의 점’처

럼 멀고 먼 존재가 되어갔고 불통의 아이콘으로 전락해 버렸으며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외면한 이에 지나지 않았다. 학생들의 의중을 뒷전으로 밀어

넣어버린 교사권력은 대단히 강압적이면서 소름 돋도록 무서운 것이었다.

교사가 휘두른 강압적 권력의 끝단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기에

가까워 보였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향적이면서 동시에 권력대상자들의 의지

를 거의 완전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확보된 강압이라기보다

비윤리적인 강압성에 가까운 것이기도 했다.

교사의 강압적 권력행사가 결과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단절은 담임교

사와의 체육수업을 거부하고자 하는 학생 인식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

것은 비윤리적으로 행사되는 강압적이기만 교사권력이 학생과의 관계를 극

단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학생들

은 겉으로 교사에게 자신들의 저항의지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교사와의 체

육을 거부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 2학기 체육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최악인 체육이었어요. (중략) 혼내시고 

나서부터는 체육하기가 더욱 싫어졌어요. 체육 자체가 싫어진 건 아닌데 

저희반 선생님이랑 하는 체육이 싫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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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도 그래요. 체육을 하고 싶은데 저희반 선생님이랑 하기는 싫어요. 

체육수업의 질이 계속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체육을 안 하니까 더 좋아요. 

(중략) 이제는 아예 체육 들은 날은 학교 오기도 싫어요. 

(20151217, FG 학생면담)

진달래 반 교사가 행사하는 윤리가 공허한 강압적 권력은 교사와 학생 간

의 권력관계를 상명하복적이고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학생

들의 저항이나 반항은 차단되고, 교사 언행에 대한 그 어떤 논리적 정당성

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일방향적이고 복종지향적인 권력관계가

탄생된 것이다. 어떤 불만과 저항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교

사와의 체육수업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한 학생은 자신들과 교사와

의 이러한 관계를 ‘썩은 동아줄 관계’에 비유고 있었다.

지금은 ‘썩은 동아줄’ 관계인 것 같아요. 언젠가 끊어질지 모르는.. 저희가 살짝 

실수만 해도 탁 끊어지는.. 저희가 끊어진 것을 테이프로 탄탄하게 감아서 잘   

이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는 관계인 것 같아요. 

(20151210, 이정의 학생면담)

학생의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리성이 제고되지 않은 강압성은 언

제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 단절적인 관계가 가

속화되면서 교사는 체육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명목적인 ‘자유’의 기회를 제

공했다. 그러나 실상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자유를 만끽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교사 앞에서 주체적인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

문이었다. 교사와 사소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단절된 관계는 교사와 학

생 모두에게 상대방의 의중을 간과하고 무시하도록 만들었고 일화적 사건이

반복될수록 서로 간의 벽은 두터워져만 갔다. 교사로부터 시작된 관계의 단

절 상태는 어느 순간 학생들의 자의적 선택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학생들의 자의적인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한 진달래 반 교사의

권력행사는 교사권력의 두 가지 원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다.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그들의 의지에 앞서 자신

의 의지를 선행시킬 수 있는 관리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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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나 통제, 질서와 복종이라는 강압의 모습을 띤다(Weber, 1984). 그러나

교사에게 부여된 강압적 권력은 대상자의 의지를 배격한 권력 즉, 윤리적이

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 요컨대 정당하게

강압적인 권력일 때 그것은 효과적인 관리권력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강압적 권력에 윤리적 속성을 덧바르는 작업은 물 속에서 기름이

녹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사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할 때 윤리라는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Schwarzwald, Koslowsky, & Brody-Shamir, 2006). 권력의 행사를 살피는

이러한 논리에 견주어 본다면 진달래 반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은 학

생들에게 정당함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 대상자들을 고려하기 위한 배려

의 관점을 차치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권력실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강압적 권력이 윤리적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파헤치는 일은 양

자의 실천이 수업 상황에서 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동시적으로 추구되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권력이란 강압적이

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느 정도 저항의 가능성에 관대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

다(Chory, & Goodboy, 2010).

3.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적 함의

본 절에서는 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이라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일 수 있다(Viorel, 2012; McQuail, 1999). 권력의

행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은

권력행사에 영향력을 미친다. 커뮤니케이션과 권력관계의 유기적 관련성은

구현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따른 권력의 실천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양자가 어떤 관계로 정의되느

냐에 따라 달라진다(오중근, 김대진, 신창훈, 2013; 김행선, 김효남, 2010; 전

영미, 2009; Malik, & Bashir, 2015; Babonea, & Munteanu, 2012;

Momchilova, & Neikov, 2012). 즉, 커뮤니케이션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

계 양상에 의존하여 권력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인 것이다. 권력관계 형

성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권력’이라는 개념에 비해 역동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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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갖는다. 그렇기에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권력관계를 실천적인 수준에

서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출현하는 커뮤니

케이션과 권력관계를 갈등의 발생과 해결, 학생들의 선별적인 선택, 교사의

자기반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갈등: 커뮤니케이션 불일치의 필연적 현실태

커뮤니케이션은 본질적으로 합의적이지 않다(김학준, 2011; 김용덕, 2011;

박혜진, 2009; 조태윤, 2003; Ivanova, 2014; Klemola, Heikinaro-Johansson,

& O'Sullivan, 2013; Fiske, 2008). 이는 수업 중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불일치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

이션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업이 반드시 일관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수업의 이러한 특징은 수업 커뮤니케이션 중 일

부는 합의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수업

커뮤니케이션 중 합의상태도 도달하지 못한 것은 양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Klemola, Heikinaro-Johansson, & O'Sullivan, 2013). ‘갈등’의 발생

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일치되기 힘들다는 사실과 그러한 명제의 현실태를

동시에 드러낸다. 수업 중 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표면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에 대한 지각은 권력격차

가 크다는 것을 의미(이연, 2009; 공한옥, 2000)하는데 가시화되는 갈등은 교

사에게 맞서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교사와 학생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마다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상이했다. 갈등 상황을 모

른 척 외면하거나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

였고 수업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교사가 가진 힘을 동원하기도 하였

다. 각 사례별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과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교사는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권력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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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의 이행 의무

진달래 반 교사의 파업 사건을 제외하고는 3사례 모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눈에 띨 만한 갈등 상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갈등 상황

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갈등 상황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 운영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

교사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체육수업 내용 즉, ‘해야 할 활동’과 ‘하고 싶은 활동’ 사이의 갈등이었

다. 학기 말이 되면서 나가야 할 수업 진도가 빡빡해졌고, 교사는 주어진 시

간 안에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해야만 했다. 교사는 ‘해야 할 것’의 근거로 학

기 초 수립된 수행평가계획을 꼽았다. 수행평가란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업 목표와 내용(안양옥, 박상봉, 박명화, 2007)인데 수행평가의

실시는 사전에 계획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수

행평가는 체육수업내용을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원천이었다. 교사뿐만 아니

라 학생들도 학교생활에서 수행평가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결

코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저항할 수 없었다. 수행평가는 교육과정의 일

환으로 교사와 학생이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수행

평가를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종목, 가령 무용영역의 표현활동이나 계절에

맞는 여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여가활동 등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학

생들의 요구와 양립하기 힘든 것이었다. 교사는 표현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의무는 결코 그들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긍할 수 없게 만들었

다. 학생들 또한 수행평가를 외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불만을 겉으로 내보일 수 없었다.

‘교사와 학생은 수행평가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교육과정 이행의 의무는

체육수업시간 학생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지만 교사는 수행평가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잠재워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권력은 교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나 감정상태를 외면하는데 동원되었다. 교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수행평가

완료라는 과업을 달성해야만 했기에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없

었고, 그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해야만 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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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만큼 교사에게 주어진 교육과정을 꾸리는

일은 중요했다. 교육과정 담론이 가지는 강력함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메

시지의 이해나 수용여부보다 교사가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

용 그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용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반응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행평가에 충실해야 한다는 자신의 메시지가 필연적으로 수

용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용자의 반응보다 전달되는 메시

지 자체를 더욱 중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지만 수용자들에게 마땅

히 이해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전제한 커뮤니케이션으로도 볼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교사와 학생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교사’로부터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정선미, 강충열, 2013;

Cunningham, Simmons, Mascarenhas, & Redhead, 2014; Weber, 2010)와

일치한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가능하

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지만 학생들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교사일 수 있

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 교사가 학생들의 이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필연적 수긍과 이

해를 내포했다고 보는 게 더욱 마땅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처럼 교사로부

터 시작된 커뮤니케이션은 교육과정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당위적인 목적과

부합하여 교사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요컨대 ‘해야 할 활동’과 ‘하

고 싶은 활동’ 사이의 충돌은 수업 내용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의 갈등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교사로부터 시작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수행평가라

는 명목으로 인해, 교사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연적으로 수긍

되었다. 그것은 체육수업상황에서 무수하게 발생하는 갈등이지만 특정한 방

향을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잠재워질 수 있는 것이다.

2) 적극적 지시의 외면

원활한 수업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반복하여

설명해야 한다(이기철, 안창규, 전윤애, 2007).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일은 의미있는 학습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다른 교과에 비해 학생들 사이

에 많은 기능차가 존재하는 체육교과의 경우 명확한 학습 목표의 제시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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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적절한 개입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사례 중 수업 중 비교적 명료하

게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교사는 진달래 반 교사

였다. 진달래 반 교사는 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들의 의문점을 해소해주고,

학생들이 더 나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서를 제공해주며, 학생들

의 기능차를 고려하여 활동을 진행했다. 반면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 교사

는 이따금씩 수업 중 학생들의 도움을 외면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신의 기

능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명료한 지시를 내

리지 못했다. 이는 의도성과 비의도성이 혼재된 외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것은 자신이 갖추지 못한 기능 수준에 대한 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도적 회피

였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비의도적 회피이기도 했다.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싶지만 제공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은 적극적 지시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요

청에 대한 교사의 외면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학생

들의 인식여부를 떠나 그것은 교사가 가진 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체육수업에서 교

사와 학생 간 관계는 다른 교과보다 더욱 중요하다(오중근, 김대진, 신창훈,

2013; 강상원, 2011). 신체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예측 불가능한 커뮤니케이

션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양자 간의 관계는 체육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최덕묵, 2005). 학생들과의

관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은 교사가 가지는 대단한 권력일 수 있다. 실제

로 운동기능수준이 부족한 학생들 중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

었으나 교사로부터 충분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학생의 요구

를 충족시켜줄 수 없었던 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그들과의 관계를 변화 시키

는 권력행사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수업 중 적극적 개입을 외면하는 일은

그것이 학생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를 가진 권력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교사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연구한 결과(강창숙, 2015; 최홍준, 2015; 정선미,

강충열, 2013)와 일부 일치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들과의 상호작

용에서 가지는 어려움으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

을 가져주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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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례의 교사들 또한 이러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다만 의도적으

로 학생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교사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학습을 스스

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학생들

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직면한 한계에 대한 의도

적 회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교사의 태도는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

도와 인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력일 수 있다. 교사

는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을 결정지을 수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의 참여동기와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적절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에 대한 교사의 외면이 결코 올바른 권

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역설이 어느 정도의

기능 수준을 구비해야만 하는 체육수업상황에서만 등장하는 특이한 권력행

사라는 점이다. 기능의존적인 체육수업상황의 독특함은 권력행사와 결합해

교사-학생 커뮤니케이션을 교사중심으로 만들고 있었다. 교사의 권력은 학

생들과의 관계를 조금 소원하게 만들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다소 이질

적이게 만듦으로서 자신을 영위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김정원, 신철

균, 2014; 고재천, 2014; 고재천, 김슬기, 2013; 강상원, 2011; 김행선, 김효남,.

2010; 박혜진, 2009; Malik & Bashir, 2015; Ivanova, 2014; Cunningham,

Simmons, Mascarenhas, & Redhead, 2014; Hashamdar, 2012)들에서는 이러

한 교사의 커뮤니케이션을 학생들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교사가

구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고찰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가 선택한 이러한 양태의 커뮤니케이션은 학생들

에게 자신의 빈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안정감 있게 영위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윤리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도움을 회피하는 교사의 커

뮤니케이션은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지만 교사들에게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이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자신의 권력유지 혹은 학생들

과의 관계형성에 필요하기 때문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왜 그런 커뮤니케이

션이 학생들과의 권력관계와 맞물려 탄생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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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에 선행하는 것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가 직

면하고, 그래서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해야만 했던 ‘위협받는 자신의 자리’였

을 수 있다.

나. 학생들의 선별적 선택: 커뮤니케이션 소통 지향태

교사가 수행평가를 명목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기도 했지만 그들 사이에 갈등적 커뮤니케이션만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중 일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매사 소통상태일수는 없

다. 커뮤니케이션 특성상 전달된 정보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수신자의

상태 즉, 수신자의 선택과 의지에 의존한다. 커뮤니케이션을 구성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거부하고 유리한 것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송형석, 2016; 전철, 2015; 박혜진, 2009; 최경희 외, 2004; Cadenas,

& Arnold, 2015). 갈등적 커뮤니케이션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거부하는 전

자의 입장이었다면 학생들이 자신에게 수신된 내용 중 자신의 기존 가치체계

와 부합하는 전언(傳言)에 개방적이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언에

수용적인 것은 후자에 가깝다. 내용을 전달받는 학생들은 교사 메시지를 받

아들이는 과정에서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구신실, 2012). 자신이 가진

기존의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메시지에 개방적인 학생의 모습은 체육수업에

대한 즐거움을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커뮤니케이션은 갈등을 유발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교

사권력의 민주적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교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 스스

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특징은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은 다시 교사

의 권력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권력관계는 교

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에 의존한다는 점, 서로 간

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의 선택적 구성과 선별은 권력현상과 별개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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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활동욕구 이해하기

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에 열광하는 이유는 짜여진 교실 동선에게 벗어나

확대된 공간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싶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정하는 체육수업에 대한 잠재적 인식이기도하다. 체육수업을 관통하는 이

러한 인식에 대한 통찰은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 내는 많은 관계 중의 한 부

분인 권력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중요하다. 즉, 체육수업 내 권력관계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체육수업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

다. 움직임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학생들이 가지는 움직임 욕구를 이해

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은 상호 간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중 일부를 학

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가치체계에 부합한다고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감축시킴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더욱 안

정적이게 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움직임을 원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고 느꼈

다. 이러한 학생인식은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이 다소 부당하거나 상황에 적

절하지 않다고 느껴도 교사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치환되었다. 또한 서툴

거나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들과 함께 체육수업시간을 즐기려는 교사들의 모

습에 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호의적으로 따랐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호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사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

고 되도록 교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커뮤

니케이션의 이러한 양태를 권력과 관련지어 볼 때, 그것은 교사권력에 ‘긍정

성’이라는 색을 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학생들이 가지는 커

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줄여

나가고 감축된 오해상태는 교사권력을 긍정적으로 민주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오해상태가 줄어들수록 교사가 행사

하는 권력을 호의적으로 수용하는 편이었다. ‘움직이고 싶은 욕구’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 공유된 인식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비교적 덜 오해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이것은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신의 가치체계에 부합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상태라는 학생인식은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

을 민주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동시에 교사권력을 교육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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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있었다. 교육적 권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학생

들에게 교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사권력은 그들의 수업 태도, 정서

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상태의 커뮤니케이션

으로 볼 수 있다. 즉, 교육적 커뮤니케이션은 오해상태가 최소화된 것으로

수업 중 배우는 것을 교육적이게 할 수 있다(허훈, 2014; 강상원, 2011; 전영

미, 2009; Momchilova & Neikov, 2012; Vansieleghem, & Masschelein,

2012; Black, 2005)는 점에서 숙련된 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 숙련된 커뮤니

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를 더욱 교육적으로 만든다(Morrow, Kelly,

& Skolits, 2013; Hundley, 2012). 교육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커뮤니케

이션이 발생하는 맥락 전반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와 도달해야 할 곳에 대한

잠정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교사권력을 긍정적

이면서도 교육적일 수 있게 한다.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어떤 권력작용도 순

수하지 않다. 교사의 권력작용과 그러한 권력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커뮤

니케이션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이해와 공유가 전제된 것이다.

2) 학생들의 선호 이해하기

신체활동 욕구를 이해하는 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일 또한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킬 수 있다. 체육수업을 진

행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이행해야할 과업을 즐겁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Momchilova & Neikov, 2012). 대부분의 교사는 수업 중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게 수업 활동을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교사가 가지는 권력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학생들에게 활동을 선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교사가 가진 권력을 호의적으로 행

사하는 것일 수 있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비교적 수행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시점일 때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동을 허락받은 날이면 교사와 왠지 더 친해진 것 같다고 표

현했다. 그들은 그것을 교사가 가지는 권력을 나누는 작업으로 인식하는 것

이 아니라 교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연구 참여교

사들은 주 3회 체육수업시간 중 약 1회 가량은 게임이나 놀이 등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호의는 남은 주당 2시간의 체육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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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필요대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즉, 학생이 희망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주당 1시간 가량의 기회는 나머지 2시간의 수업이 교

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상’과 같은 역할을 했

다. 그것은 수업의 많은 부분을 교사가 주도할 수 있게 하면서 교사가 가진

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일종의 대가와 보상으로써의 시간이었

다. 이는 체육수업시간 교사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전

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은 체육수업시간에 자주 목격되었으며 개나

리 반과 민들레 반 교사는 이러한 전략을 ‘즐거운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라고 표현했다. ‘보상’의 역할을 하는 권력은 교사와 학생 간의 안정적인 커

뮤니케이션 상태와 권력행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권력의 행사

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강압적인 권력이 지속되거나 행사되는 권력이 그것을 따르려는 대상자들

의 의지를 배제한 채 앞으로만 속행하려고 한다면 그 권력은 결코 안정적일

수 없다(박혁, 2014; 서영조, 김영일, 2009; 장명학, 2009b; 이수석, 2001;

Buzzellia, & Johnston, 2001). 권력을 따르려는 대상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할 때 보다 적극적이었다. 학생들의

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상태는 ‘통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러한 학생인식은 자신들에게 행

사되는 교사권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님

을 드러내고 있었다.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하려는 교사권력은 그

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는 교사의 노력과 맞물려 체육수업시간에 안정적

으로 행사되고 있었다. 권력의 안정성은 학생들이 교사가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시간을 할당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

었다. 베풀어주던 호의를 박탈할 때 동반되는 저항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

니었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호의에 호의를 표하고 있었고 그러한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 호의에 대한

학생 인식은 교사권력의 기반을 형성해주는 근간임을 드러낸다.

요컨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교사의 노력은 상호 간의 커뮤니케

이션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보다는 소통상태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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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전제하는 권력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시사했다. 안정

성을 가진 권력은 그것이 행사하는 범위 내 대상자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다룸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굳힌다.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교사가 내어주는

자신의 영역은 호의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속되는 호의에

대한 호의적 인식은 안정적인 권력행사를 결과할 수 있다.

다. 교사의 반성적 커뮤니케이션

권력이 상호간의 관계를 전제함을 부정하는 이는 없겠지만 교육적인 권력

의 창출이 반드시 상호간의 대면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시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시점의 교사권력이 다양

한 사건으로 재현되는 현실태라면 그것의 토대에는 사건의 일부로 수면화되

지 못한 무수한 권력작용이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지만 그러한 작

용은 재현되는 사건의 토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

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사의 고민이다.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에 비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권력이 교사위주로 행사되

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이는 권력작용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내적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커뮤니케이션은 끊임없는

‘딜레마’를 고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개나리 반 교사는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의 반복과 즐거운 체육수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

의 말을 잘 따라주면서도 즐겁게 체육을 즐기면 좋겠다는 개나리 반 교사의

대답은 ‘즐거우면서도 질서 잡힌 수업’에 대한 바람과도 같았는데 이는 통제

와 즐거움 사이에서 고민하는 교사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나리

반 교사와 유사하게 민들레 반 교사 또한 수업 중 교사의 통제와 개입 정도

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는 자율성의 문제

로 이어지고 있었다. 민들레 반 교사는 교사의 개입이 최소화된 수업, 학생

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체육수업을 바라고 있

었다.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하는 민들레 반 교사는 교사의 개입 수준이 줄어

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해결 영역이 많아진 개나리 반을 부러워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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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 교사의 자기반성이 ‘교사의 통제’라는 유사 범주

로 묶일 수 있다면 진달래 반 교사가 직면한 딜레마 상황은 ‘교사의 편파적

판정의 합리적 행사’였다. 진달래 반 교사는 운동기능수준에 무관하게 모두

가 활동에 의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한 학

생들의 입장에서 판정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게임 흐름을 긴장감 있게 만들

기도 하였다. 진달래 반 교사는 승패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정권이

체육수업시간 교사가 가지는 권력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것이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고무시키는 권력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판정으로 승패가 뒤집히

거나 승패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과정이 변형되거나 조작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모습대로 연출되어야 하는데 진달래 반

교사는 그 과정에서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 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통제와 자율’의 문제에 집

중시킨 반면 진달래 반 교사는 자신의 권력을 ‘합리적이지 않은 판정의 합

리적 행사’와 결부 짓고 있었다. 교사들은 각기 다른 고민들을 안고 있었지

만 체육수업이 언제나 교사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

러나 개별 사례의 교사들이 직면한 딜레마 상황과 그러한 딜레마에 대한 고

민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교사위주로 행사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딜레마 상황은 교사권력이 일

방적으로 행사되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반성태를 갖춘

권력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소통적일 수 있게 했다. 그것은 수

업 중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교사로부터 시작되지 않도록 하면서 학생들과

더 많은 영역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자기경계’와 같았다. 교사의

자기반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현실태로서의 교사권력이 학생들

과 대면한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조력을 했음은 분명한 일이다.

우수한 교사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기반성이 많다(Webster,

2009)고 한다. 자기반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쉽지만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을 경유하여 학생

들과 교사 사이의 권력관계를 창출하는 토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사가 행사하는 어떤 권력도 무의식적이지 않다. 드러나지 않음에도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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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본 후의 결과라는 점에서 교사의 자기 커뮤

니케이션은 충분히 제고될 가치가 있다.

라. 관계: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이면 자아

교사가 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명제는 분명해 보인다. 교사권력에 관한 연

구(Vetter, Meacham, & Schieble, 2013; Hundley, 2012; Cummins, 2009;

Silva, & Neves, 2007; Schrodt, Witt, & Turman, 2007; Schwarzwald,

Koslowsky, & Brody-Shamir, 2006; Teven & Herring, 2005)나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 인식 연구(Malik & Bashir, 2015; Madill, Gest, & Rodkin, 2014;.

Klemola, Heikinaro-Johansson, & O'Sullivan, 2013; Myers & Thorn, 2010;

Webster, 2010, 2009; Turman, & Schrodt, 2007) 대부분에서도 이런 명제는

쉽게 확인 가능하다. 교사권력이 가진 영향력은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

션을 살펴본 연구(Cunningham, Simmons, Mascarenhas, & Redhead, 2014;

Hundley 2012; Vansieleghem & Masschelein, 2012; Finn, 2012; Silva,

2006)에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학교라는 곳에서 교사가 가지는 권력은 거의

의심받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력의 행사가 커뮤니케이션과 무관하지 않

다는 사실 또한 입증되었다. 나아가 권력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권력의 행사나 커뮤니케이션의 발현이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고 말한다(김용덕, 임현주, 2013; 김용덕, 2011; 박서

진, 2010; 전영미, 2009; 유미영, 손현준, 2009; Cunningham, Simmons,

Mascarenhas, & Redhead, 2014; Klemola, Heikinaro-Johansson, &

O'Sullivan, 2013; Mottete & Beebe, 2006).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교사와

학생들이 형성하는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 서로 간의 관계임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했다. 선행 연구들은 권력의 실천이나 커뮤니케이션 과

정을 상호작용적이면서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개

별 실천의 밑그림으로서의 상호적 관계가 제 본질임은 크게 드러내지 못했

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일정한 가설을 정립하거나 사전에 설정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역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나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작용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역동성을 다맥락적으로 그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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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개별 사례들의 권력특징과 인식들을 확인한 결과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복잡 미묘한 권력실천과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했고 그것들은 서로

의 관계 속에서 뒤엉켜 나타났다. 사건과 이벤트로 드러나는 복잡한 현실태

를 통해 그 이면에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큰 밑그림으로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맺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사의 권력실천이나 교사

와 학생의 권력관계, 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등 개별적인 사건에 집중하

는 것도 좋지만 보다 본질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 전반을 ‘관계 맺

기’가 꿰뚫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맺어가는 ‘관계’의 맥락에서 그것들은 또

하나의 재현일 뿐이다. 이러한 통찰은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

이션 양상을 유기적이면서 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교사와 학생이

어떤 권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는 그러한 관계 유지를 위해 어떤 커뮤니

케이션 전략을 구사하느냐의 문제가 현장 맥락적인 미시적 접근이었다면 개

별 전략들을 관통하는 밑그림으로서의 ‘관계 맺기’에 대한 통찰은 그러한 행

위들 사이의 유기성을 고려해볼 수 있게 한다. 예컨대 ‘교사로부터 수용되는

메시지가 많을수록, 메시지의 오해 상태가 줄어들수록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인격적일 수 있다. 이는 곧 교사권력의 안정된 행

사로 이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는 ‘바람에 휩쓸리는 모래와 같은 권력의 행사

는 그 권력의 정당성이나 원천을 의심해 보기 전에 그것이 딛고 선 학생들

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라’와 같은 보다 유기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로 초래되는 갈등도,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상태가

구성하는 의미 선별의 과정도, 권력행사자로서의 자기경계를 위한 교사의

내적 반성도 결국에는 서로간의 ‘관계 맺기’로 수렴된다. 각기 다른 현상일

뿐 그들은 ‘관계’라는 구슬 안에 모두 꿰어진다. 권력관계 형성을 위해, 커뮤

니케이션의 소통상태를 위해 ‘관계’는 중요함을 넘어서 그 전부라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이번 절에서 고찰하고자 한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 형성

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 맺기’의

다양한 발현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과 맺어나가는 관계의

양상은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의 실천태를 결정하고,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필요조건인 셈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하나의

명제로 담아낼 수 없듯이 커뮤니케이션도,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권력도, 권력이 창출하는 커뮤니케이션도 양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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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본질에 다가서기 힘들다. 커뮤니케이션과 권력관계의 형성이라는 실천에

주목하기 앞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과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적 함의를 도식화 하면 <그

림 12>와 같다.

         그림 12. 권력과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적 함의

4.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통한 권력현상 이해

이번 절에서는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를 통해

권력현상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권력현상에 관한 논의는 크게 권력의 형성,

유지, 재생산 과정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권력의 형성단계에서는 교사가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는지 학생들의 인식에 견주어 살펴보았다. 권력의 유

지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관계 내의 권력 역동성에 관해 소개하였고, 권력

의 재생산단계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교사권력이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가. 권력의 형성: 강압과 자유: ‘외면하기’에서 ‘마주보기’로

교사가 권력을 가지는 과정은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지의 문제와 동일하다. 교사가 학생에 비해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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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소유된 권력이 학생들에게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본 연

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교사가 가진 권력은 비교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

고 있었는데 이는 교사라는 지위가 가지는 권력을 담보해주는 학교라는 구

조의 특이성에 기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지위적 권력이 처음부터 정

당한 권력인 것은 아니다. 학교 구조라는 권력의 정착을 용이하게 도울 뿐

그것이 획득해야 할 정당성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의존해야만 한다. 여기

에서는 학교구조와 교사지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가 교사의 권력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학교 구조와 교사지위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의 3사례를 통해 교사권력의 공통된 특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와 질서의 모습에서 호의와 배려적 모습까지 교

사권력의 양상은 다양했다. 교사는 수업을 통제하거나 학생들에게 질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교사권력의 이러한 실천양상은 수업을

누가 주도하느냐 즉, 수업의 주도권 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다. 수업상황에서

동원되는 강제나 명령, 통제와 질서는 수업 중 교사의 개입과 관련된 것이

었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영역이 교사의 것보다 넓은 경우였다. 모든 수업 상황이 그러하듯

체육수업 역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교사 개입과 학생 주도가 번갈아

나타났다. 대개 교사가 수업을 장악하거나 학생들이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

을 크게 체감하는 시점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준비운동이나

수업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준비하는데 3사례의 모든 교사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본 활동 전 참여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운동장으로 확대된 수업 공간 내에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준비운동 외에도 활동 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업 단서를 제공

하거나 수업 맥락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학생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교사권력은 행사될 수 있

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교사권력을 체육수업 중 필연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수업에의 몰입을 위해 때로는 학생들로부터 양해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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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지 않아도 수업 중 교사의 개입은 정당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생

들은 교사권력의 필연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권력의 행사를 따르고자 했

다. 이러한 학생인식은 교사의 개입에 반응하지 않거나 교사의 의도와 이질

적인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교사권력에 복종하

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친구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교사권력을

따르지 않는 소위 ‘복종의지를 결여한 대상’이었다. 교사권력은 운동장에 나

와 제 각기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넘치는 체육수업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분산된 주의를 교사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응당히 요청될 수 있었

다. 체육수업 행사되는 교사권력이 학생들에게 강압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교사권력은 마땅히 따라야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에의 종속과 복종은 의심되어야할 것이 아니

라 처음부터 그래왔기에 의심 없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었다.

교사를 따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복종과 종속에의 의지는 교사에게 주어진

권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학교의 구조에 기인한다. 학교라는 문화

는 교사와 학생의 행동과 정체성을 규정한다(Schwarzwald, Koslowsky, &

Brody-Shamir, 2006; Hundley, 2012; Graham, & Dornan, 2013). 학교 문화

는 교사의 권위를 학생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교사의 의

지를 따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율적 복종’ 역시 그들이 교사에게 부여하는

도덕적 권위로 이해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따를만한’ 혹은 ‘따를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가진 존재이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자

발적인 동의는 교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교 구

조 내에서 성립하는 교사의 도덕적 권위를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

생들이 교사에게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교사의 권위를 의심없

이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과 정체성을 규

정짓는 학교 구조는 교사에게 지위상의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를 따르고

자 하는 학생들의 동기를 더욱 강화시킨다. 학교라는 구조에 의해 교사 권

위는 학생들에게 지위적 권력의 모습으로 인식된다. 수업 내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수업 주도권의 행사는 애초에 구조적이면서 지위적인 권력의 이면

이면서 교사 권위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확인받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교사의 구조지위적 권력은 처음부터 교사에게 주어진 것이며, 수업 과정에

서 그것은 정당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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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위적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 즉, 통제나 질서, 명령이나 강압을 부정

적인 권력행사의 일면으로 간주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행사되는 권력의 정당성 문제 즉, 구조적으로 주어진 교사의 지위적 권력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2) 신뢰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

지위 그 자체가 교사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예측 불가능

한 수업상황에서 그것은 학생들로부터의 타당한 인정을 수반할 때 더욱 정

당한 것이 된다. 무지막자한 권력실천이 아니기 위해 권력은 학생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만이 안정적인 권력으로 자

리 잡는다. 즉, 교사가 가진 수업 주도권과 수업 통제권은 정당성을 인정받

을 때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당성의 문제가 해소되기만 한다면 학

생들에게 질서를 요구하고, 수업을 통제하는 교사권력은 전혀 부정적인 것

이 아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외면한 교사 통제력만이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교사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가?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 교사는 공통적으로 그것이 ‘신뢰에 기

반을 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답한다.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권력은

자신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찾아간다. 흥미로운 것은 신뢰에 의해 교사권력

의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모습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럴 때 그것은 학생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당당한 권력이 된다. 이 지

점에서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수업을 통제하거나 학생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행사되는 교사권력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권력이라는 점 즉,

통제나 질서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강제권력이 신뢰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성 측면에서 신뢰적 관계를 전제한다면 그러한

권력도 언제든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과 그것이 기반한 신뢰로서의 권력을 이질적인 맥락에

대입하는 것은 권력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강제적 권력은 신뢰와 믿음 혹은 윤리적 권력과 매우 상이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Cohen, 1972; Lukes, 1974). 권력을 보는 전통적 입장

에서 강제적 권력은 ‘권력대상자의 의지 관철을 위해 동원되는 모든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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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명령이나 통제를 동반하는 강제적 권

력의 실천은 부정적 권력행사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

실수업에 비해 체육수업시간에 다소 증가되는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의 통

제 수위는 교사권력의 부정적 행사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한 권력은 대

상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선행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

는 것보다 제 권력의 의도가 우선한다. 그렇기에 전통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권력은 학생들의 동의를 확보할 필요 없는, 교사라는 권력행사자 위주의 권

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함이란 권력의 행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의도에만 국한된 것이며, 권력행사자와 대상자 사이의 상호적 신뢰관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 관점에서 오히려 권력은 맹목적 지배-복종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 내에서만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전통적

관점에서 권력은 강제와 억압이라는 부정적 권력이었으며, 언제나 달성해야

할 목표를 위해 행사되는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것에 가깝다. 이러한 시각에

서 권력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것이었고, 권력의 다른 이름은 안정

적인 지배와 맹목적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억압과 강제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를 관통하는 아이디어인 도덕적 존재로서의 교사, 그러한 교사가 가

지는 정당한 권력은 신뢰관계와 거리가 먼 곳에서 권력을 논하는 이들 관점

으로 풀어내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교사권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각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교사권력의 정

당성은 ‘신뢰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

다. 교사권력의 행사를 정당하게 해주는 것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관계라

면 상호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양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다.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소급은 정당성을 가진 권력을 설명할 수 있다. 권

력관계에 대한 학생 인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권력실천을 안정화시

키는데 교사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커뮤니케이

션의 원활함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실제로 체육수업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업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학기 초에서 학기 말까지 연대기 순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았을 때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이 상대적으

로 안정된 편이었다. 이른바 ‘묻거나 따지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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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수업환경의 이러한 변화는 루만이 언급한 기대

구조의 형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기대구조란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

게 하는 일정한 행위정향을 의미하는데(정영주, 2014; 이철, 2011; Ivanova,

2014; Vanderstraeten, 2000) 안정적으로 형성된 기대구조는 행위 우연성을

줄여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로의 행위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은 오해의 상태가 아닌 소통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원만히 후속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행된다. 안정적으

로 형성된 기대구조는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만하게 함으로써

주어진 맥락에서 벗어난 행위 불확실성을 감축시킨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

으로 각 사례들의 체육수업구조는 안정적으로 스스로를 유지시켜 나간다.

각 사례별 체육수업구조가 상이한 것은 교사와 학생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같지 않기 때문이며 상이한 커뮤니케이션이 결과하는 기대구조 또한 각 사

례별로 이질적인 것이 당연하다.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의 권

력의 역할이다.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 체육수업 내 안정된

기대구조는 그러한 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권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루만은 이러한 권력작용을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 감축’이라

고 표현하고 있다(Markus, & Kaja, 2014; Seidl, 2004; Lee, 2000; Pottage,

1998; Rempel, 1996; Luhmann, 1995). 학교라는 구조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교사가 가진 지위적 권력은 학생들에게 교사에의 복종을 정당한 것으

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수업 내 안정된 기대구조를 형성했다. 안정된 수업

질서를 위해 행사되는 권력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집

중하기 함으로써 그러한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히 조화되는 학생 반응을 유도

할 수 있다. 가령 교사의 부재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고 준비운

동을 하고 수업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구비해 놓는 것은 ‘체육수업에서

본 활동 전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교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후속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 루만의 입장을 빌리자면 시간이 갈수록 수업

질서가 잡혀가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이 감축되고 특정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만을 가능하게 하는 기대구조의 안정적 형성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일련의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사권력인 것이다.

‘신뢰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이 정당한 권력원천이라는 논의를 심화시

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권력에 대한 논



- 259 -

의와 더불어 신뢰관계와 권력이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학생들과의 신뢰가 교사권력의 안정적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

는 정당한 원천이라는 명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명령과 통제의 방식으로

행사되는 다소 강제적인 교사권력과 학생들에게 자유나 선택기회를 부여해

주는 호의적인 교사권력 모두를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 두어야 한다. 교사

의 통제권과 학생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강제와 자유의 이분적 사고로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 기대구조 형성과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과정

즉,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지향하는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양자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의 차이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소통이냐 오해

냐 혹은 소통이냐 불통이냐의 구분으로 견주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

자의 차이는 수업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다.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권력에 비해 학생들에게 베풀어지는 자유로서의 호

의적인 권력은 다변하는 수업 맥락에서 누가 어떤 활동을 주도하느냐의 차

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규정으로서 양자를 부정

적 혹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교사 주도의 수업에 비해 학

생 주도의 체육수업에서 좀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느끼는 것은 수업

내 교사가 가지는 주도권에 비해 학생들에게 수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허용된

최대한의 선택권은 마치 수업을 커뮤니케이션적인 것, 민주적인 것처럼 보

이게 만든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부여된 선택권마저 결국은 교사의 권한이

라는 점에서 교사권력의 막강함은 입증된다. 수업 주도권 중 많은 부분이

학생들에게 이양되었다고 해도 교사가 가지는 지위적 권력이나 권위가 상실

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모두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상태로 나아가는 일면

일 뿐이며 그 과정에서 교사가 가지는 권력의 정당함은 부정될 수 없다.

권력의 부정적 속성에 주목하는 권력에 대한 종래의 관점과 다르게 구조

지위적으로 주어진 교사권력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은 교

사 위주의 강압적 권력과 학생의 자유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공간 모두를

안정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사의 권력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교라

는 구조에 의해 부여되는 교사의 지위적 권력에 ‘커뮤니케이션적 권력’이라

는 루만의 색을 입히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권력을 풀어내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사권력을 커뮤니케이션과 결부지어 그것의 긍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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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제하는 신뢰와 신뢰로운 관계맺기를 가능하

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권력은 신뢰관계에

제 정당성을 두고 있고, 신뢰관계는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자신을

정립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은 안정적 기대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작용에 의해 후속될 수 있다. 요컨대 권력현상과 신뢰, 커뮤니케이션은

서로를 서로에 이웃시키면서 개별 작용에 긴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체육수업 내 권력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13>과 같다.

그림 13. 체육수업 내 권력유형 

나. 권력의 유지: 교사-학생 관계 내 권력 역동성

앞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구축된 신뢰관계에 기반한 상호간의 커뮤니케이

션은 교사가 가진 구조적이고 지위적인 권력을 정당화하게 할 수 있음을 확

인했다. 그러나 정당한 원천을 근거로 권력이 생성되었다고 해도 그것의 실

천은 형성과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된 교사권력은 어떻게 제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가? 생성된 권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는 권력이 실천되는 양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의 3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교사권력의 실

천태에는 학생들과의 관계망을 이용한 방법, 교사와의 갈등상황에서 학생들

의 판단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방법,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적절

한 수업구조를 구축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권력은 다양한 실천태를 통해

스스로를 유지시켜 나가며 이러한 실천태들은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권력

의 역동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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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학생 관계망

체육수업시간 교사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다양한 관계맺기가 가능하겠지만

체육수업상황에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위임’의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교

사는 학생들과 구축된 신뢰관계에 기반해 자신이 가진 권력 일부를 학생들

에게 ‘위임’했는데 위임이란 수업 주도권과 수업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이양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권력실천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회적 관계

에 의존하는 것으로 상호관계의 모습에 따라 위임된 권력의 모습 또한 달라

질 수 있다(Morrow, Kelly, & Skolits, 2013).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포

착할 수 있었던 위임은 수업 준비나 교사가 겸비하기 힘든 운동기능과 관련

된 수업을 진행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시점의 학생활동 대부분은 교사권

력을 위임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위임이란 학생들이 부여받

는 수업 내 자율권과 유사한 것이었다. 학기 초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학생들은 비교적 자율적일 수 있었다. 교사가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할 학생을 임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교사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수업의 질서를 지키려는 학생도 있었다. 본 활동 전 준비운동

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역이 허락된 시점이었고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율의 권한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개나리 반의 경우 흔하게 포

착되는 준비운동 이외에 학생에의 권한 위임은 게임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개입을 많이 하지 않는 개나리 반 교사의 특성은 자연스레 학

생들에게 수업 진행의 많은 부분을 위임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종류의 위임은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스스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생산적인 것으로 작용했다. 개나리 반

과 달리 민들레 반 교사의 위임은 방관에 가까웠다. 교사가 학생에게 내어

준 자리를 그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메꿔나가는 개나

리 반과 달리 민들레 반의 경우 교사가 내어주는 영역에 비해 학생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그것은 민들레 반 교사권력의

엄격한 권력작용을 전제하는 상대적으로 덜 자율적인 위임이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진달래 반 교사의 위임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자리’를 만

들어 주고 있었다.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에 비해 진달래 반 체육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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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더욱 부각되는 것은 ‘자리’라는 특정 지위에 부과되는 책무성 때문

이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율이란 마냥 자율적일 수 없기에 진달래 반

교사는 자신의 권력 위임과 학생의 책무성을 함께 엮고 있었다.

‘위임’이라는 동일한 양상으로 교사의 권력실천을 분류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의 작용과 효과는 매우 상이했다. 각 사례별로 교사권력이 위임되는 양

상이 다른 것은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한번 맺어진 관계를 어

떻게 재구성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학생에의 위임이

라는 권력실천은 가장 관계적이면서 가장 구성적일 수 있다. 관계 변화의

역동성은 권력이 의도한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으며, 비의도적인 효과를

생산하기도 한다(이효성, 2014). 그러나 권력은 의도적인 결과를 의도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나 비의도적인 효과의 생산은 성격상 권력의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이효성, 2014; Cummins, 2009). 즉, 행위 관계를 벗어난 권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력은 제 본질을 망각한 권력인 것이다. ‘위임’이

교사권력 유지의 흔한 실천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흔하게 장담하지 못한

다. 학생에의 위임이 교사권력의 유지를 안정되게 하는 실천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얼마만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은 교사와 학생이 맺는 관계의 모습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위임권력은 서로 간의 탄탄한 관계를 토대로 행사될 때 가장 건강

할 수 있다. 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위임권력은 자칫 교사의 방종이나 무관

심으로 변질될 수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은밀한 꼼수일

수 있다. 학생에의 위임이 안정된 교사권력의 실천이기 위해서는 역동성 속

에서 구성되는 관계에 기반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조작: 드러나지 않는 권력

체육수업시간 교사와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대부분은 수업 활동을

결정하거나 게임 상황에서의 판정과 관련되었다. 여타 교과에 비해 학생들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육수업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교사는 이따금씩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

작권력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조작(manipulation)이란 은밀하거나 기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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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Braiker, 2004) 혹은

권력행사자 자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상자들에게는 행사자가 변화되었다고

느끼도록 하는 능력이다(Alderman & Green, 2001). 푸코는 조작 권력을 보

이지 않은 권력의 작동기제이자 상대를 권력에 순응하게 하는 하나의 전략

으로 보고 있다(Foucault, 1975).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권력기반

중 조작은 대중의 의식을 권력대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동하기 위해 동

원된다. 조작 권력은 일대일 관계에서 보다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다수의 대

중과 마주할 때 행사된다. 교사가 학생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영향력

을 겸비했다면 그러한 조건은 교사권력 중 일부를 조작 권력의 모습으로 행

사할 수 있게 한다.

각 사례를 통해 체육수업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조작적 권력을 행사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완벽하게 조작하는 권력에서부터

미숙한 조작 권력에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교사권력은 학생의 인식과

맞물려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3사례 중 개나리 반 교사의 조작

권력은 비교적 덜 조작적인 편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작 권력을 행사

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러한 권력의 행사가 교사의 수업 의도 관철을 위

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개나리 반의 경우 교사의 조작 권력이 수업상황에

서 빈번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

은 온전히 조작적이지 못한 미완성의 권력이었다. 반면 민들레 반 교사의

조작 권력은 개나리 반에 비해 좀 더 노골적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

을 반박할 수 있는 나름의 논리로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였다. 학생들은 이

것을 ‘교사에게 묘하게 설득 당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에 대응

하는 교사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었다. 진달래 반에서도 교사가 행사하는 조

작 권력을 목격할 수 있었다. 개나리 반이나 민들레 반 교사에 비해 수업내

용지식이 풍부한 진달래 반 교사는 게임 진행상황에서 의도한 상황을 재현

하기 위해 조작적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학생들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라면 관대하게 수용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합리적 상황

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권력이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었

고 교사는 자신이 행사하는 조작 권력이 전자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했다.

활동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 체육수업시간,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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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특정한 이유로 그것들은 거부될 수도 있다. 교사는 수업 내용을 결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교사가 결정하는 수업 내용에 학생들이 민감하

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체육수업시간 교사의 권력은 기타 교과에 비해 영향

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수업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교사의 조작 권력은

학생들의 의견을 거부하는데 사용되지만 학생들은 그러한 권력작용을 결코

강압적인 것이나 기만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교사가 제시하는 근거는

학생들의 의견을 거부하는 논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교사의 의

도대로 수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교사만의 논리’일 수 있다. 조작 권력이

학생들에게 강압적 권력이나 기만권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교사권력 자

체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사권력이

조작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며, 설상 교사권력이 학생들의 사

고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작 권력임을 알지

못한다. 조작적으로 행사되는 교사권력은 교사가 제시하는 논리와 이유에

의해 정당해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교사의 조작 권력이 학

생들에게 의심없이 수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고전적으로 조작적 권력은 권력 윤리의 측면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유형으

로 분류된다(Wood & Wollenberg, 2012; Wong, 1974).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작권력은 어떤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사될 수 있다(Wood & Wollenberg, 2012). 그

러한 상황이라면 조작 권력의 윤리성은 더욱 담보받기 힘들다. 그러나 학생

인식에 드러나듯 학생들은 교사의 조작 권력이 행사되는 순간을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조작적으로 실천되는 권력 그 자체를 알지 못하며 의심하지 않

는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그러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되기 때

문에 그들에게 조작 권력은 조작 권력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라면

교사의 조작적 권력은 학생들에게 의심없이 수용될 수 있다. 작동의 문제와

별개로 교사가 가지는 조작적 권력 그 자체는 학생들에게 ‘그럴 수 있는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 교사 모두

조작적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조작적 권력을 가진다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교사가 조작적 권

력을 가졌음에도 그 효과와 양상이 달랐던 것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는 것과

제 권력의 행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들레 반과 같이 그것이 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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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수업에서 교사가 가지는 주도권이 많거나 교사

지시에 대한 학생들의 수긍도가 높아야 한다. 민들레 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나리 반 교사의 조작 권력이 덜 조작적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다. 수업상황에서 교사가 쥐고 있는 수업 주도권과 교사 지시에 대한 학생

들의 수긍도가 높지 않은 개나리 반 교사의 특성상 조작권력이 은밀하게 행

사되기란 쉽지 않다. 조작적 권력이 학생들에게 수긍되지 못할 때 그것은

권력대상자에게 저항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조작 권력의 수긍이 상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는 반면 수긍되지 못한 그것은 대상자의 저항

의지를 끌어안은 불안정한 권력으로 남는다. 관건은 권력대상자의 의심을

잠재우고 저항의지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조작 권력의 행사다. 교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중 일부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만

모든 교사가 그러한 힘을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행

사의 문제도 결국은 교사와 학생이 맺는 관계 안에서 풀어낼 수밖에 없는

행위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조작적 권력이 권력대상자를 기만하는 비윤리적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학

생들에게 수긍되고 인정받는 안정적 권력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수업 과정

에 동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비윤리성과 부정성을 넘어서 그것은 교사

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이 된다. 모든 권력행사에 선행하는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는 교사권력이 행사되는 ‘장(場)’과 같은 역할을 한다(Silva, 2006). 학생

들과 맺은 관계가 도화지라면 교사권력은 도화지를 메꿀 수 있는 크레파스

와 같다. 도화지와 크레파스 어떤 것도 단독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

들다. 교사권력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과의 관계와 분리되어 실천될 수 없

다. 그것은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많은 단계 중 하나일 뿐이다. 권력의

실천은 학생들과의 관계와 함께 버무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조작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그것의 행사에 대해 고민해 보는 일은 교사가

가진 권력실천을 더욱 정교하게 하는 작업일 것이다.

3) 권력창출의 잠재적 구조로서의 공간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운동장’ 혹은 ‘강당’ 이라는 공간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여타의 수업이 교실에서 진행되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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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이란 교실에서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확대된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롭

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움직임의 범위가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체육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는 더욱 강렬해지고, 교사는 그들의

움직임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며, 학생들 특성에

맞게 고안된 수업 방식은 일종의 수업 구조로 정착된다. 루만의 표현을 따

르자면 이러한 체육수업 구조는 체육수업이 아닌 것과 스스로를 구분 짓는

‘체계’가 된다. 체계로서의 체육수업 구조는 자기반복을 위해 스스로를 재생

산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권력은 체계의 안정적 재생산을 촉진시킨다. 체육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은 수업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권력은 구조를 더욱 공

고하게 한다. 요컨대 체육수업의 특별한 공간은 그러한 공간 내에서 작동될

수 있는 교사권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학생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 많은 커뮤

니케이션을 주고받는다. 그것이 소통이든 오해이든 상호적 맥락에서 커뮤니

케이션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체육수업 중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체계

의 근간이 되는 수업 구조에 부합하여 지속된다. 수업 구조가 안정적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의 상태에 가까워진다. 소통의 오해 상태를 줄여나가면

서 커뮤니케이션은 후속 커뮤니케이션과 스스로를 연결지어 소통 상태로 나

아간다.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커뮤니케이션은 기대구조의 형성을 가능하

게 하는 ‘의미’의 선별과정으로 기능한다. 체육수업이라는 구조에 적합화 된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은 스스로의 지속을 위해 양자 간에 공유될 수

있는 무수한 의미들을 생산한다. 이것은 언어가 가지는 이어(異語)적 속성을

극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맥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출되는 애초의

‘의미’를 선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에 의존해 다분히 다의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는 조건 내의 즉, 주어진 수업 체계 안에서

만 통용될 수 있는 의미를 선별하는 일은 커뮤니케이션 오해상태를 감축시

킬 수 있다. 요컨대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운동장이라는 ‘공간’은 체육수업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면서 체계 내에서 통용 가능한 의미의 선별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즉, 공간은 수업의 구조를 안정된 체계로 전환시키면서

체육수업시간이라는 체계 내에서만 허용되는 의미의 선별을 통해 커뮤니케

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권력작용은 체육수업시간 내 의

미선별을 촉진시킴으로써 그것을 안정적인 체계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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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권력과 관련지어 본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권력을 소유하기 전부

터, 소유한 권력을 행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박혁, 2014; Shaw,

Ahmed, Bassett, Bovell, Hoffman, & Kantola, 2000; Arendt, 2000). 권력의

행사와 무관하게 공간은 존재해왔지만 존재하는 공간 그 자체가 권력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은 아니다. 공간이 권력 공간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공간

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가령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은 교실의 그것

에 비해 양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면적 변화(동선의 변화, 심리

적 변화, 교사와의 물리적 거리 변화 등)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변화된 학

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교실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 운동기능

수준에 따라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 여러 학급이 함께

운동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내 물리적 장소가 제한적

이라는 점 등은 공간과 관련된 체육수업시간의 독특함을 드러낸다. 체육수

업시간 운동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운동장이라는 수업 공간은 체육수

업과 맞물려 교사에게 주어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을 허락한다. 허

락된 공간을 꾸리기 위해 교사는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는데 이 때 공간은

교사의 권력실천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조력한다. 즉, 공간 그

자체로부터 권력창출은 불가하지만 체육수업 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업 공간은 곧 교사권력에 의해 권력 공간일 수 있다. 공간이 권력을 창출

해낸다는 견해(한병철, 2012; 김승현, 이준복, 김병욱, 2007)에 비추어 체육수

업이 진행되는 공간에는 교사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

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급은 모두 운동장의 동일한 장소에서 체육수업을 진

행하였지만 학급별로 공간의 의미는 상이했다. 개나리 반 교사에게 체육수

업이 진행되는 운동장은 학생들의 행동을 단속하고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해

야만 하는 스트레스였던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운동장은 ‘자유와 자율’

을 경험하는 곳이었다. 민들레 반 교사에게 운동장이 자신의 부족한 운동기

능이 드러내는 부끄러운 곳이었다면 학생들에게 그곳은 교사의 수업 질서를

위해 스스로를 긴장시켜야 하는 곳이었다. 진달래 반 교사에게 운동장은 학

생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해주기 위해 헐렁해질 필요가 있는 곳이었고, 학

생들에게도 그곳은 교사에게 가까이 다가갈 명목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각 사례별로 운동장이라는 공간은 그 의미에 차이를 보였고 공간에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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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 따라 교사의 권력작용 역시 상이했다. 교사에게 공간은 권력의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면서 다면적인 권력관계들을 잠재시킬 수 있는

곳이다. 운동장에서 행사되는 교사권력이 공간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은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를 넘어 그곳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의미를 가

진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간에 부여된 의미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향지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권력은 의미의 압축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그 자체는 순수하지 않다.

다. 권력의 재생산: 권력지평의 변화

신뢰로운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교사권력

은 위임과 조작의 방식으로, 공간의 구조적 활용을 통해 자신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그러나 한 번 형성된 교사권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

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과 학생들과의 관계 양상에 따라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교사에게 구조적이고 지위적인 권력이 주어져있다 해도 그것은 상

황과 맥락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Finn, 2012. Schrodt, Witt, & Turman,

2007) 권력은 의도적인 결과를 의도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나 비의도적인

효과의 생산은 성격상 권력의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이효성, 2014). 소통은

의도적인데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하고 있는 권력의 효과가 비효과적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모순이기 때문이다(이효성, 2014, 2015). 권력은 커뮤니케이션

을 동반할 때만 권력일 수 있다. 행위 관계적 맥락과 분리된 권력은 전제될

수 없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모든 권력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지향하기 위

해 타협의 여지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커뮤니케이션이 합의적이지

않거나 오해상태이더라도 그러한 오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권력은 타협의

여지를 내어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합의상태를 높이고

행위의 불확실성을 감축하기 위해 교사는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권력은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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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협의 여지

근본적으로 권력은 관계적이다(차동춘, 2015; 이효성, 2014. 2015; 박혁,

2014; 서영조, 김영일, 2009; Webster, 2009; Seidl, 2004; Flynn, 2004;

Guzzin, 2001; Buzzellia & Johnston, 2001). 관계는 언제나 구성되는 것이고

권력관계 역시 주어진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것에 가깝다(서영조, 2008; 서

영조, 김영일, 2008). ‘구성’되는 권력이란 고정적인 불변의 것이 아니라 주어

진 상황 혹은 그러한 상황 내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예상 불가능한 행위

에 의존한다. 구성적 권력이 안정적일 수 있지만 고정적이지는 않으며, 저항

의 가능성을 남겨 두기에 반드시 억압적인 것이라고도 보기 힘들다. 권력행

사 과정 내에서 완전하게 소거되기 힘든 저항 가능성이 커뮤니케이션 대상

자들 간의 오해상태를 가속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력 스스로를 끊임

없이 재구성 기제일 수 있다. 권력의 자기반복적 재구성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줄여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의 불통 상태 즉, 커

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권력은 언제나 ‘타협의 여지’를 내

어준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충실하기 위해 권력은 관계적인 방식으로 스스

로를 구성하지만 그 내부에는 언제나 저항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권력은 저

항의 가능성을 줄이고 커뮤니케이션을 더욱더 소통적으로 만들기 위해 저항

에 관대하다.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저항 잠재성을 줄여나

가면서 권력은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한다. 즉, 권력이 가지는

‘타협의 여지’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할 수 있는 저항 가능성에 대한 인정

이면서 저항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오해상태를 줄여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권력이 지향하는 ‘타협의 여지’는 권력의 구성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킨다.

‘타협’이란 커뮤니케이션이 처음부터 합의적일 수 없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에 기반하는 권력관계 역시 양 쪽의 완전한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타협의 여지를 전제하는 권력은 구성적인 것에 가깝다. 동시에 권

력이 가지는 ‘타협’가능성은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인 속성으로

제 본질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권력의 구성적 속

성은 본 연구의 세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그것

이었다.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이해하고 눈감아주려는 개나리 반 교사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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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 반 교사, 불편한 관계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파업을 해제한 진달래

반 교사,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이 원하는 놀이활동으로 자유로움을 선물하

는 민들레 반 교사의 모습에서 결코 권력은 무지막자하거나 억압적이지 않

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활하고 즐거운 체육수업을 위해 교사는 학

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고, 학생들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듯 교사 역시 학생들의 몸짓과

반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학생들로부터 의미를 찾으려는 교사의 행

위는 권력의 관계성을 여실하게 드러낸다. 3사례의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관

계맺기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는 교사권력이 학생들을 외면해

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즉, 그 자체로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학생들에 비해 교사가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권력은 학생들의 반응이나 관심에 의존해야만 하는 관계적인 것이다. 체육

수업 중 교사위주의 일방적인 권력이 행사되기도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은 학생들과의 관계 또한 교사의 권력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이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그 양태가 어떠하듯 교사의 권력

행사와 무관할 수 없다. 개나리 반이나 민들레 반에 교사권력이 학기 초부

터 학기 말까지 비교적 일관적일 수 있었던 까닭은 교사와 학생이 맺어가는

관계 지평에 영향을 줄 커다한 소용돌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 모두 시간에 따른 교사권력을 비교적 ‘일관적인 것’이라는 인식하고 있

었는데 이는 교사의 권력실천이 안정화되었다는 것, 나아가 교사와 학생 사

이의 관계 또한 안정적으로 제 자리를 찾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반면 파

업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급변한 진달래 반의 경우 교사권력은 파업 후 새

로운 양상을 맞이한다. 교사 파업은 진달래 반 교사권력의 구성적 속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하는 계기였다. 파업 이후 학생들과 단절된 관계는 교사를

히틀러적인 독재자로 변화시켰고, 교사권력 역시 대단히 일방적이고 강압적

인 모습으로 행사되었다. 학생들의 저항 수위 역시 상당했지만 히틀러적 독

재 앞에서 그것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것이면서 교사권력과 타협될 수 없

는 것이었다.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았던 진달래 반 교사의 권력은 그

야 말로 의미를 잃은 의미지평으로부터 ‘벌거벗은 권력’이었고, 관계를 외면

한 권력의 전형이었다. 한번 관계를 잃은 권력은 애초의 관계적이었던 권력

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았다. 교사의 파업 해제 후에도 학생들에게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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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신뢰롭지 못한 대상이었고, 교사권력 역시 세종대왕의 탈을 쓴 일방

적 독재일 뿐이었다. 이 시점 교사권력은 완전하게 상호적으로 구성되지 못

한 것이었고,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불통의 권

력이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재구성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구성에 실패

한 권력이었다. 저항에 타협하지 않았던 교사권력이 다시 타협의 여지를 내

어주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스스로 타협의 문턱을 넘지 않으려 하였다. 관

계의 격변을 겪으면 교사권력은 스스로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데 실패하

였다. 학생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타협의 여지’를 상실한 권력은 곧 관계

적이지 않기에 상호적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타협의 여지’를 내어

주지 않았던 권력은 홀로 자신을 창출할 수 없는 권력이었다. 저항의 가능

성을 인정한다는 것, ‘타협의 여지’를 열어둔다는 것은 곧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을 지향하는 구성적 권력의 핵심이다. 학생들과의 관계의 의존해 구성

되는 교사권력은 저항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체육수업이라는 체계 내에

학생들을 복종시키는 긍정적 기제로서 작동함으로써 스스로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2) 행위 우연성 감축

권력의 반복적인 재생산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와 분리될 수 없다

(이철, 2010; 이남복, 2007; Luhmann, 2002; Lee, 2000). 일정한 구조를 가진

체육수업을 무수한 체계 중 하나의 하위체계라고 볼 때, 교사권력은 체육수

업이라는 체계의 안정성을 높여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사된

다. 교사가 가진 권력은 체육수업이라는 체계에 ‘규칙’이나 ‘규칙성’ 등을 부

여함으로서 체계 내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대구조를 형성한다. 체계 형성

을 위해 초기 교사권력은 규칙, 질서, 교사의 수업 가치관 등 체계 유지에

필요한 내부 논리 정립에 힘쓴다. 흔히 그러한 모습을 ‘수업의 질서를 잡아

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루만의 관점에서 그것은 체계를 형성하고 형

성된 체계를 존속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권력의 어떠한 작용이 체

계의 안정성은 확보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

서 가능하다. 권력이 체계 유지를 위한 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체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김홍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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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강충렬, 2011; Luhmann, 2002; Borch, 2005; Guzzin, 2001). 즉, 교사

권력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교사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이 때 학생들의 복

종은 강압이나 강제적 권력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것

이어야 한다(진현경, 2013).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의 작용은 수업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위를 최소화하는 일 즉, 매

끄러운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지속시키는 일이다.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이 강화될수록 교사권력은 체육수업이라는 하위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얼핏 생각해보면 ‘자발성’과 ‘복종’은 나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

다. ‘자발성’이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따른다는

의미이며, ‘복종’이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발적 복종’이란 서로 모

순적인 어휘의 결합인 듯하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권력에 복종하는 학생들

의 모습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기존까지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

들의 ‘복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진현경, 2013; 류방란, 2001;

Vansieleghem, & Masschelein, 2012; Camp, 2011; LeBuffe, 2003). 앞서 논

의했듯 학교라는 구조 내에서 교사는 지위적 권력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

은 권력을 가진 교사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교사는 자신에게 주

어진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하는데 그것은 대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방향에 가깝다. 이러한 권력의 실천과정에서 교사는

권력우세자가 되고, 학생은 권력열세자가 되는데(Luhmann, 1979) 통상적으

로 권력열세자가 권력우세자를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이러한 관

점에서 주어진 구조 내의 권력작용은 권력행사자에 복종하고자 하는 대상자

들의 의지보다 앞선다. 즉, 권력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동원되어야 하

는 것(Weber, 1982, 1984)이었고, 그러한 권력을 따라야 하는 대상자들의 의

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권력에 대한 종래의 관점에서 복종이

부정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권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교사가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권력이 부정적인 것

은 아니었다. 교사권력에 대한 이러한 학생인식은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하고

있었다. 체육수업상황에서 흩어진 질서유지를 위해 교사권력을 반드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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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권력의 행사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교사

권력을 정당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학생들의 인식은 교사의 요구에 충실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권력

을 가진 교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고, 누구도 의심 없이 그러한 권력을

따라야만 했다. 학생인식에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에게 교사권력은 결코 복

종을 강제하거나 강압적 지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스스로를 교사권력에 종속시키며 그 과정에서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사권력에의 종속이란 안정적인 수업 참여를 위한 스스로의 선택

이면서 정당성을 가진 권력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였다. 학생들이 교사를 따

르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업’이라는 한 가지로 집약될 수 있었는데 이는 규

칙과 질서를 명목으로 수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와 즐

거운 체육수업을 위해서는 교사를 따라야 한다는 학생인식이 교차하는 지점

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복종’ 혹은 ‘종속’은 강제의 결과

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자 자율적인 의지인 것이다. 이로써 체육수업이

라는 체계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요구되는 교사권력은 학생들로부터의 자발

적 동의와 인정을 획득한 셈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에 의해 교사권력은 더욱 단단해진다. 일단 학생

들로부터의 동의와 인정을 획득한 교사권력은 이제 체육수업이라는 체계를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더욱 안정화시키는데 힘쓴다. 권력은 학생

들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고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한다

(Guzzin, 2001). 초기의 약속, 규칙, 질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행위 우연성

을 감축시킴으로써 수업 커뮤니케이션을 동일 맥락 내 후속 커뮤니케이션으

로 잇는 기능을 한다. 반면 특정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이 체

계 내에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은 권력이 지휘하는 커뮤니케이

션으로 재투입(re-entry)된다(서영조, 2013; Lumann, 2000). 요컨대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할수록 체계 내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낭비됨 없이, 커뮤니

케이션의 오해상태 없이 행사되는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권력

은 하나의 양태로 머물러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후속 커뮤

니케이션을 수렴시킨다. 체육수업상황에서 권력의 이러한 작용은 교사의 부

재에도 권력이 빛나도록 하는데 그 때의 교사권력은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권력은 학생들의 습관을 만들고 그러한 습관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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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매개 수준을 상향시킨다. 스스로의 재생산이 반복

될수록 권력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대상자들 행위의 비개연성을 줄일 수

있다. 이 단계가 되면 학생들은 교사 없이도 자발적으로 체육수업을 준비하

고, 교사의 선호/비선호 행위를 자각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에게 수업에 대

한 책무성을 부과한다. 안정적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한 권력은 자신을 내보

이지 않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과 같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

럼 대상자들의 행위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강

화한다. 요컨대 대상자들의 행위 불확실성을 줄이고, 커뮤니케이션을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권력은 반복적인 재구조화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구성

적인 것이다. 권력이 안정적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복종의지를 동반해야 하며, 그러한 복종이 자발적일수록 권력은 더욱 체육

수업이라는 체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자신을 재생산해 나간다.

라. 권력 패러다임의 전환: ‘차이’ 권력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력으로

권력현상은 사회적 관계가 영위되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지만 학교라는

구조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특별한 것으로 만든다(Cothran,

1997; Aguinis, 1996; McCroskey, & Richmond, 1982; Richmond &

McCroskey, 1983).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한 가지 양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존까지 교사권력에 관한 연구(Vetter, Meacham, &

Schieble, 2013; Schwarzwald, Koslowsky, & Brody-Shamir, 2006; Golish,

& Olson, 2000; Tauber, 1985; French, & Raven, 1959)들은 권력실천태의

많은 모습 중 부정적인 것에 주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에게 교사

가 베푸는 호의나 배려에 비해 그들을 지배하고 강압하려는 권력의 부정적

인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일부에서는 교사권력이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지만(Cunningham, Simmons, Mascarenhas, & Redhead, 2014;

Silva, & Neves, 2007; Teven, & Herring, 2005; Buzzellia, & Johnston,

2001) 여전히 교사권력에 관한 연구의 많은 수는 그 원천에 따라 부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

자면 교사권력은 부정적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쉽사리 양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강제와 생산성 사이에는 무수한 권력실천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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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한병철, 2012). 그것은 주어진 상황이나 학생들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

한 양태로 발현될 수 있다(Webster, 2009; Seidl, 2004; Flynn, 2004;

Buzzellia & Johnston, 2001). 권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만의 의지로 실

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조건으로 설

명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권력은 지극히 행위적인 것으로서 주어

진 맥락에 의존하는 것이다. 권력을 바라보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기 위

해서는 그것과 다른 관점에서 권력작용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 권력이란 드

러나는 현상의 차이일 뿐, 재현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정답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현상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까지 주류적인 위치를

점했던 설명체계를 대안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권

력현상을 상이하게 설명하고 있는 양자 간의 비교는 권력의 본질을 보다 분

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권력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홉스/베버의 권력론, 아렌트의 권력론으로 한정하며, 권력에 대한 대안적 시

각으로 루만의 권력론을 제시하고 한다.

1) 차이의 권력

홉스와 베버로부터 시작되는 전통적 관점에서 권력의 행사는 ‘차이’에 기

인하는 것이었다. 권력행사자와 대상자간의 줄일 수 없는 격차는 권력관계

에 그대로 투영되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만들었다(Hobbes, 1999; Weber,

1972). 대상자들에게 행사자의 권력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복종

해야 하는 권력의 정당성은 이미 담보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복종과 지배

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권력은 권력행사자의 의도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

는 점에서 권력의 실천을 강압적이도록 하였다. 권력자의 ‘의지 관

철’(Weber, 1982, 1984) 혹은 더 나은 ‘공동의 이익’(Arendt, 2000;

Harbermas, 1977)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은 대상자에게 복종을 요구했다. 저

항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통치만이 효과적인 권력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지

배자들은 그러한 권력의 실천을 지향했다. 기존까지 권력이 강압적인 제 이

미지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까닭은 그것의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것이

행사되는 순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강압적인 권력을 부정적

인 권력이라고 단정하는 까닭은 권력의 속성을 논함에 있어 권력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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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강압적인 권력이라도 대상자들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그러한 권력의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자체

만을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가령 체육수업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하거나 그들에게 강제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가 학생들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단순히 교사권

력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관건은 그러한 교사권력에 대한 요청

여부다. ‘교사권력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비록

외연적으로 강압적이더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실로서의 권력의

속성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인식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Malik, & Bashir, 2015; Mak-van der Vossen, Peerdeman, Van

Mook, Croiset, & Kusurkar, 2014).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인식은 교사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철저히 관계적이

고 구성적인 것이다(Camp, 2011; Silva, & Neves, 2007). 서로의 관계는 권

력의 지평과 그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Luhmann, 1977). 권력관계가 의

미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때 권력관계를 포괄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

계일반은 그러한 의미의 토대가 된다. 어떠한 권력도 그것이 생산하는 의미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권력관계 또한 의미관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

다.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권력 그 자체

는 의미이며, 의미의 창출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라는 사

실이었다. 즉, 권력이란 곧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권력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권력의 이러한 단면을 치밀하게 설명해 내지 못한다. 베버도

자신의 권력을 구성원들 간의 행위관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자신

의 권력을 반드시 내보여야 한다는 점 즉, 권력을 어떠한 현상으로 테마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정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권력이 가지는 ‘관계성’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누군가와

권력이 향하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에 한정된다. 그것은 상호 간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 안에서 설명되기보다 주어진 서로의 관심거리

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사될 수 있는 것에 가까웠다. 약화되지 않

기 위해 권력은 다른 이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

목소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권력은 언제나 ‘차이’에서 출발한

다. 차이란 극복할 수 없는 권력격차이면서 결코 감축되어서 안되는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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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탈권력화(de-powerment)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

이다. 그렇기에 ‘차이’의 권력과 명령과 지시, 강제와 억압은 언제나 이웃해

있다.

권력관계를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 이는 비단 베버나 홉스만이 아니다.

그들을 넘어서고자 했던 아렌트나 하버마스 또한 차이의 권력이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이들과의 불통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숙고적

권력’, ‘민주적 권력’, ‘합의적 권력’을 주장한다. 그들에게 권력은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간의 합의와 동의 과정을 거쳐 탄

생되는 결과적 산물이다(박혁, 2014; 김선욱, 2012; 장명학, 2009a). 아렌트는

합의의 과정이 생산한 권력은 민주적이라고 보았고, 하버마스는 그렇게 탄

생한 권력의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 도입을 주장했다. 권력은

불통의 상태가 제거되고 소통상태를 영구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이었다. 베버류의 전통적 권력론에서처럼 그들이 권력행사자와 대상자 사이

의 좁혀질 수 없는 권력격차를 전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권력을 탄생을 가능

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차이’는 여전했다. 이질적인 의견들 사이의 좁혀지기

힘든 간극, 그러한 의견차를 민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권력 이면에

는 여전히 권력탄생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차이’ 개념이 건재했다. 베버적

권력론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민주적 권력이론으로 체육수업상황에서 목격되

는 교사권력의 모든 면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민주

적인 형태의 완전한 합의상태를 가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모

두 서로에게 완전한 상태의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학생들이 ‘선

생님이니까요’와 같은 방식으로 교사권력에 따를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이

니까’와 같은 생각으로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든 사례는 교사가 가지는 권력수준이나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과 무관하게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은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

다. 학생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교사

는 그러한 과정을 학생들과의 합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언제나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다. 학생들과의

합의를 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수업상황에서 현실화되

기 힘든 이상에 가까웠다. 체육수업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부 결정

권을 위임해 주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권력을 단순히 ‘민주적’ 혹은 ‘소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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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권력의 초기의도와 달리 권력이 생산하는 효과가

민주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낳는 결과가 초기 의도와 다

르거나 그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민주적 권력도 커뮤니케

이션적 권력도 아니다.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 시도 자체는

민주적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베버식의 억압

적이고 강제적인 권력과 대극점에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베버적 권

력과 마찬가지로 의도가 결과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관계의 관점에서 베버적 권력은 ‘차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지배관계의 생산

을 위한 권력을 주장하였고, 합의의 관점에서 아렌트와 하버마스는 좁혀지

지 않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권력이론을 제시하였다. 어느 쪽이든 ‘차이’

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권력 패러다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권

력은 하나의 현상이며, 권력관계는 현상의 복잡함을 관계적인 맥락으로 풀

어낸 것이다. 어떤 권력이론도 주어진 현상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관

점의 차이일 뿐 개별사건으로 재현되는 권력현상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어진 현상을 하나의 시야로 담아낼 수 없듯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고정된 견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현상을 다르게

조망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동일한 현상을 새롭게 설명

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권력현상을 ‘차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권력은 ‘차이’를

전제한 권력이 보지 못한 새로운 면을 제시할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적 권력

홉스와 베버의 전통적 권력,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민주적 권력론 모두는

권력의 ‘차이’에 주목해왔다. 차이는 권력을 필요로 하고, 차이에 의해 권력

은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권력현상을 차이의 권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에 대한 대안적 해석은 종래의 관점이 시

사하지 못한 새로운 제안을 가능하게 한다. 구성적 권력론으로서의 루만의

견해가 그러하다. 그는 상호간의 행위 관계성에 의존하고 있지만 베버의 권

력론이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한 관계적 권력과 행사된 권력의 결과가 민주

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의 빈 부분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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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아렌트와 하버마스는 베버의 전통적 권력행사의 부정적 속성

예컨대 권력이 물리적 강제력과 동일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이

가지는 민주성과 소통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렌트와 하버마스

의 ‘소통’이 아니라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

다.

합의적 권력론의 ’소통‘이란 소통의 오해상태가 가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

들에게 소통은 언제나 합의적일 수 있는 것이고, 소통에 근거하고 있는 권

력 또한 합의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상으로 발현되는 권력의 현

실태는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도 배제하지 않는다. 권력이 관계적인 것이

라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은 무수한 오해의 상태를 극복하면서 스스로를 권

력의 모습으로 구성해 나간다. 루만의 권력론은 커뮤니케이션이 합의에 도

달한 상태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 모두를 포함한다. 루

만은 소통상태와 소통의 오해상태를 모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가정하며,

권력은 소통의 오해상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매체라고 설명한다. 그렇기

에 권력은 물리적 강제력의 형태가 아니라면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을 감

축시켜 줄 수 있는 생산적인 것이다. 권력을 바라보는 루만의 아이디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정당

화된 권력이라면, 정당화된 권력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아가 정

당하게 인식된 권력이 정말로 정당하게 행사된다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감축시키는 생산적인 권력일 수 있다. 여기서 ‘생산적’이란 보다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생산적 권력은

커뮤니케이션 오해상태를 감축시켜 체육수업이라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시킬 수 있다. 체계 안정성이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대구조

의 확립과 관련되어 있다. 권력에 대한 종래의 관점에서도, 종래의 시각을

넘어서려고 했던 아렌트와 하버마스에게도 권력은 그것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기대구조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안정적 권력관계는

곧 기대구조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권력이 잘 행사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대구조가 잘 조직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견지 내에서

권력은 결정론적이면서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기대구조를 빗겨가

는 권력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

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리잡은 권력에 익숙하며, 그렇기에 권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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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을 중심으로 권력을 설명하고 있는 루만의 권

력론은 권력을 보는 종래의 인식에 대안적이다. 루만은 전통적 관점과 ‘단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권력의 과거와 단절할 수 없

는 까닭은 권력의 행사과정에서 베버적 권력의 모습과 하버마스적 권력실천

모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권력실천이 권력의 제 모습이 아님

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해되는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권력현상

을 새로운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력의 행사에 앞서 권력실천을 가

능하게 해주는 기대구조가 필요하다는 고전적 입장이 권력의 전부를 드러내

지 못하는 것은 권력의 실천을 기대구조에의 부합하는 범위로 한정했기 때

문이다. 그것은 언제나 목표를 향하고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창출해 내야 하

는 것이다. 결과를 일구어가는 과정은 희생될 수 있고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립과 갈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권력관계를 대립과 갈등

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인식과 달리 루만은 권력이 기대구조의 형성을 가

속시킨다고 말한다(Leydesdorff, 2010; Van Assche & Verschraegen, 2008;

Luhmann, 2000). 그에게 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대구조는 언제나

행사되는 권력과 맞물려 구성되는 것에 가깝다(Leydesdorff, 2010). 행사되는

권력에 따라 기대구조는 가변적일 수 있으며 기대구조는 다시 권력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자의 위치는 결코 고정적이지 않다. 체육수업장면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서를 요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권력에 대한 종래

의 관점에서 ‘체육수업시간에 질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행위의 기대구

조는 교사의 명령과 요구를 질서 준수를 위해 행사되는 억압적이고 강제적

인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반면 루만적 시각에서 학생들에게 질서준수를

명령하는 교사의 권력이 학생들의 특정한 행위 패턴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면 그것은 권력의 실천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만드는

기대구조는 교사권력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 루만에게 권력은 결코 고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권력관계 또한 단순한 지배와 복종 관계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이 만나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인 기대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우연성을 감축시켜야

한다. 그것은 학생이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가능하다.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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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려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수록 교사권력의 매개 수준은 증가된다. 나아

가 매개수준이 증가된 권력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줄여 커뮤니케이

션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이로써 권력은 생산적일 수 있으며, 자유와 자율

에 가까워지면서 체육수업을 체육수업답게 만드는 힘이 된다.

자유로운 권력, 생산적 권력, 좋은 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는 단순

하다. 바로 그것의 구성성에 주목하되, 구성의 과정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을 인정하는 것이다. 권력을 누군가에게 소유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 누군

가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권력의 실천에 좀 더 관대할 수

있다. 권력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은 언제나 실천의 다양

성을 가진다. ‘권력이 많다 혹은 적다’, ‘권력이 있다 혹은 없다’의 문제에 천

착하기 보다는 권력행사를 둘러싼 많은 관계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복잡한

현실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이 행사되기까지 그것들이 그려내는 무

수한 그림들은 ‘권력의 행사 혹은 비행사’ 라는 단편적 명제가 담아낼 수 없

는 ‘과정의 의미’를 드러낸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권력관계 역시 의미의

관계다. 권력에 누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는 곧 권력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와 그러한 의미의 탄생을 가능

하게 하는 관계에 주목해보는 일은 제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는 작업일 것이

다. 이상에서 논의한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과 권력관계의 교육적, 사회적 함

의를 도식화하면 각각 <그림 14>, <그림 15>와 같다.

그림 14.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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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권력관계의 교육적, 사회적 함의  



- 283 -

Ⅳ. 논의

본 사례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

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탐색하여 권력관계를 다

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의 교육적,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근거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교사권력유형과 학생인식 비교

가. 개나리 반

개나리 반 교사의 권력유형과 학생인식을 견주어 본 결과 5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사가 행사하는 박탈적 권력은 학생들에게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권력행사로 간주할 수 있었다. 둘째, 교

사와 학생 모두 수업의 맥락에서 강압적인 권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셋

째, 교사는 자신이 충분한 기능적 전문성을 갖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적 권력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넷째, 교사의 호의적 권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 인식을 일치했다. 다섯째, 권

력격차가 크지 않다는 교사의 인식과 달리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불

평등한 권력관계를 체감하고 있었다.

1) 일치하는 권력실천

가) 박탈적 권력

개나리 반 교사는 체육수업시간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바르게 하고 엄격

하게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체육수업은 언제든 박탈될 수 있는 것’이라는

명제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이는 체육수업에서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교사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언제나 긴장하길 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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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흐트러짐 없이 체육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체육수업에

박탈 잠재성을 힘주고 강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체육수업이 박탈된 적은

없었다. 교사수준에서 그것은 부정적 제재로서의 위협이었다. 학생들 역시

체육수업은 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내비치며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육수업이 박탈될 수 있다’라는 교사 표현에 동의를 표했다. 학생들

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지키기를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긴장했다. 또

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결과로서 초래되는

교사와의 갈등도 그들에게는 체육수업의 박탈 가능성만큼 회피하고픈 것이

었다. 체육수업의 박탈 가능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일치된 인식은 교사

권력으로서 그것이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들에게는 충분히 강

력한 권력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동시에 그것은 교사

가 학생들보다 수업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Roach,

Cornett-Devito, & Devito, 2005).

나) 강압적 권력

박탈적 권력이 체육수업의 존폐나 진행여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면

수업상황에서 포착되는 강압적 권력에는 학생들의 행동을 제재하는 행위,

수업이라는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등이 포함

된다. 개나리 반 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관대한 경우도 있었지만 수업 시

간 내 달성해야 목표가 명확하거나 수업 밀도를 집중력 있게 확보하고자 할

때 자신이 가진 강제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교사가 동원하는 강압적 권력은

대부분 수업 상황과 관련된 합목적적인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목적에

근거해 행사되는 교사의 강압적 권력을 따르는 것을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

들였다. 그들은 교사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친구들에게 불만을 표하며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내린 결단을 따르고자 했다. 그들에게 교사의 결정은 필연

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강압적 권력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강압적 권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일치된 권

력이 교사가 가진 당위적인 강제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교사의 결정에 따

르는 일은 두 번 묻지 않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

과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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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의적 권력

수업의 일면이 교사에게 명령, 결정, 제재와 같은 강압적인 권력을 요청지

만 개나리 반은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많은 노력

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장난을 못 본 척 외면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기도 하였다. 교사의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을 따뜻하

게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학생들 또한 교사가 자신들에게 베푸는 호의

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교사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와

맞추어 가고자 했고 자신과 교사를 심리적 동일체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상

대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은 교사가 행사하는 배려적 권력

을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호의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교사의 호의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끈끈하게 해주는 힘으로 작용(Graham, & Dornan, 2013;

Finn, 2012)하고 있었는데 이는 호의적 권력이 아닌 권력원천이 권력대상자

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토대이기도 했다.

2) 불일치하는 권력실천

가) 전문적 권력

개나리 반 교사는 스스로 자신은 운동기능이 탁월하지 못한 편이라고 하

였다. 그래서 이따금씩 학생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한 수업내

용지식이 학생들의 기능부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

나 자신의 운동기능에 대한 교사의 이러한 우려와 달리 학생들에게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였다. 전문적이지 않기에 오히

려 교사와의 체육수업이 덜 부담스럽다는 학생인식은 자신의 부족한 운동기

능 전문성을 고민하는 교사의 부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유능

하고 전문적인 운동기능을 갖춘 교사보다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

는 교사를 원했다. 교사가 고민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운동기능 전문성은 중

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능적으로 탁월하거나 유능하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교사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대상이었기에 기능의 부족

함은 체육수업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교사권력에 대한 독특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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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인식은 체육 교과 이외의 여타의 교과 수업을 담임 교사가 진행해야 하는

초등학교 특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교사의 운동기능이 충분하지 않았음

에도 학생들이 교사의 전문적 권력에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인식

하는 교사권력의 전문성 원천이 체육수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

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사가 구비해야 하는 뛰어난 운동기능 탁월성은 크

게 요구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나) 권력격차

개나리 반 교사는 자신은 많은 권력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또한 행사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권력격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

니 비록 교사가 관리나 통제에 필요한 높은 매개력을 가진 권력을 온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학교라는 구조와 제도, 수업 진행의 주체라는 외부

적 요인이 부여하는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나리 반

교사는 교사 그 자체에게 주어지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지위권력을 갖추고

있었다. 교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교사의 지위적 권력

은 매우 바람직하면서 응당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학생들이 교사

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사의 지위적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면서 양자의 관계에는 본질적으로 좁히기 어려운 권력격차가 내재되어 있음

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좁히기 어려운 간극의 크기가 크지 않을 뿐 학생들

에게 권력 행사자로서의 교사는 불만을 드러내기 어려우면서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 실천을 강요받는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나. 민들레 반

민들레 반 교사의 권력유형과 학생인식을 견주어 본 결과 4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은 학생들에게도 분명하

게 인식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항의 가능성 또한 배제되기 힘들다는

사실에 교사와 학생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의 의도와 무관하

게 강압적 권력은 운동기능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강제력으로 작

용했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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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에 호의를 보였다. 셋째, 학생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조작 권력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학생 권력격차에 대한 양자의 인식은 일

치되지 않고 있었다.

1) 일치하는 권력실천

가) 강압적 권력

민들레 반 교사의 강압적 권력의 매개력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질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명령과 통제에 매우 순응했

다. 교사는 수업의 질서유지와 학생통제라는 기준에 근거해 자신이 가진 강

제력을 행사하면서도 순종하는 학생들의 행위를 ‘울며 겨자먹는 상태’로 묘

사했다. 학생들 또한 교사의 강압적 권력을 실감하면서 교사와 자신의 관계

를 위계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강압이나 강제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

의 일치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운동기능이 뒤쳐지는 학생들

에게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은 눈치를 보게 하는 다소 버거운 것이었

다. 교사 역시 자신이 행사하는 일방적인 권력을 버거워하는 학생들의 존재

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강압적 권력은

안정적으로 행사되고 있었지만 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들

을 향해 행사되는 권력 내부에는 드러나지 못한 저항의 목소리가 잠재되어

있었다.

2) 불일치하는 권력실천

가) 호의적 권력

민들레 반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 거리감을 두는 편이었다. 친구

와 같은 관계는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학생들에게 단호한 편이라

고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는 의도적인 호의는 베풀지 않고 있었지만 이와 달리 학생들은 교사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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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로 인식했다. 교사의 인식과 상이하게 그

들은 교사를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인격적으로 감화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였다. 교사와 학생 간 인식 차이는 양자가 맺은 관계의

파급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교사를 향하는 무게와 교사

와의 관계가 학생을 향하는 무게는 분명 같지 않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훨

씬 호의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사 수준에서 행사되

는 호의적 권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그 호의성에 호의를 표할 수 있는 것

이었다.

나) 조작 권력

민들레 반 교사는 부족한 운동기능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편이었는데 교

사의 탁월하지 못한 운동기능수준은 수업 중 교사가 제공해야 할 수업 단서

와 피드백 이외의 것에 교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원천으로 작동하였다. 자

신의 부족한 운동기능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교사는 수업 중 다른 부분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조작 권력은 부족한 운동 기능을 감추기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교사는 자신이 가진 조작적 권력을 수업 내용을

결정하거나 학생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는 과정에

행사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의 의식이나 관념을 조작하고 있

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사에게 묘하게 설득당하는 논리를 ‘선생님

이니까 그럴 수 있다’로 표현했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행사하는 조작권력은

교사라는 지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었다. 교사의 의도가 학생들에게 정확

하게 인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사가 행사하는 조작적 권력원천은 성공적

인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다) 권력격차

민들레 반 교사는 자신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

는 권력의 격차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에게 복종

하고 있었고 교사와의 권력격차가 결과하는 안정적인 수업 구조를 선호했

다. 그들에게 교사는 엄격하고 단호하며 이의 없이 따라야 하는 존재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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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전이체이기도 했다. 그들은 교사가 가진 힘을 막

강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교사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다. 비록 교사가 학생들에 비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

생들에게 교사는 생각보다 무지막자한 대상이 아니었다. 학생들과의 권력격

차가 클 것이라는 교사 짐작과 달리 교사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덤덤하게 수

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양자의 권력관계를 권력격차, 권력불평등과 불균형

의 차원으로 단순하게 환원시킬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한다. 학생들에게 교사

와의 권력격차는 부정이냐 긍정이냐 혹은 크냐 작냐 등 제 속성의 차원에서

단순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사와의 권력격차에 정당함을

부여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교사와의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

스스로를 복종시킬 수 있었다(Schwarzwald, Koslowsky, M, &

Brody-Shamir, 2006).

다. 진달래 반

진달래 반 교사의 권력유형과 학생인식을 견주어 본 결과 5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에 학생들은 동감했지만

그들에게는 교사의 강압적 권력은 비윤리적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둘

째, 교사의 배려적 권력이 학생들에게는 관계적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조작적 권력을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학

생들은 교사의 전문적 권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과 교사

는 교사파업을 계기로 교사와의 권력격차를 체감하고 있었다.

1) 일치하는 권력실천

가) 강압적(비윤리적) 권력

진달래 반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은 크게 두 가지였다. 교사는 책

임을 다하지 않는 학생들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다소 위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교사파업 후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교사권력은 동원되었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권력실천을 비교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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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관계의 단절에 동원되는 교사권력은 학생들

에게 대상자의 의지를 배격하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들은 권력의 비윤리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비윤리적

인 방식으로 교사권력에 맞설 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 내부에서 저항이라는

동요가 일고 있었지만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인 교사권력에 맞서 그것을 드러

내기에는 교사와의 권력격차는 너무나 막막한 것이었다. 모든 권력이 정당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겠지만 적어도 대상자들이 행사되는 권력

에 부여하는 정당함, 당위성, 필연성에 의해 권력은 제 자리를 안정시켜 나

간다(LeBuffe, 2003). 그러한 맥락에서 진달래 반 교사의 강압적 권력은 당

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것이었고, 저항이라는 내부 동요가 표면

화되기 어려울 만큼 막강하면서 위협적인 것이었다.

나) 배려적(관계적) 권력

진달래 반 교사는 통제와 제재와 같은 강압을 최소하면서 확대된 수업 공

간에서의 분산되는 주의력을 이해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행사하는 배려적 권력에 상당한 호의를 표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교사의 통제가 줄어드는 체육수업시간을 자신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가 행사하는 호의나 조력과 같은 배려

적 권력은 학생들에게 이해와 공감이라는 관계적 권력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양자는 ‘공생’을 지향하는 타인 지향적 권력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로 이

해될 수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강제하고, 그들의 행위를 명령과 제재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가까운

상태에서 커뮤니이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Diaz, Cochran, &

Karlin, 2016; Grover, Casper, & Mehta, 2013; Donetto, 2010).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상자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것을 덜어내고자 하

는 시도는 양자의 관계를 더욱 끈끈한 것으로 엮어내고 있었다.

다) 조작 권력

앞선 두 사례와 달리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조작 권력은 그것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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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기 전 사전 약속과 합의를 통해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교사는

자신이 조작적 권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그것이 동원되어야 하는 목적과 정

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교사가 동원하는 조작력이 게임의 승패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작 권력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달래 반 교사의 조작적 권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

서 그것은 언제나 저항과 반발의 가능성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했다.

자신들을 향하는 교사의 조작 권력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힘을 경험하고 있

었지만 적어도 그러한 교사권력이 학생들의 의지를 기만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권력의 일면이기도 했다. 다

만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속성과 별개로 그것은 학생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교사의 조작 권력이 교사

와 학생 양자에게 꼭 합의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시사점은 권력 속성과

독립되어 제고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라) 권력격차

파업 선언 이후 동원된 교사의 극단적으로 강압 권력은 학생들에게 교

사가 가진 지위와 힘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만들었다. 파업 이전 교사와 사

소한 갈등은 건재했지만 그들에게 교사는 다가가기 쉬운 대상이었다. 그러

나 학생들에게 파업 이후 정당성을 상실한 강제적 권력을 동원한 교사는

‘교관’, ‘폭군’과 같은 부정적인 존재로 탈바꿈하였다. 그러한 권력이 행사되

는 시점부터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는 불평등을 향하는 것이었고, 격차 또

한 대상자들의 의지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교사는 자신이 가진

힘을 행사하면서, 학생들은 교사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양자 간의 권

력격차는 더욱 커졌다. 진달래 반 학생들에게 교사는 친구와 같은 대상이기

도 했지만 히틀러와 같이 무지막자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교사권력

은 믿음에 기반한 것이기도 했지만 ‘따르고 싶지 않지만 따라야만 하는 것’

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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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일치하는 권력실천

가) 전문적 권력

진달래 반 교사는 남교사였고 다년간의 6학년 담임교사 경험은 체육수업

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업 구조를 갖도록 했다. 교사는 학

생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고,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도움을 제공

하기도 했으며,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성취 결과를 맛볼 수 있게 하기도 했

다. 남교사로서 가지는 체육수업 전문성은 충분한 편이었다. 그러나 학생들

은 교사의 능력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교사는

유능한 존재이기에 앞서 숙고하는 대상이었다. 교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내가 많이 고민해 보았는데’는 학생들의 수준에서 유능함이 아니라 신중함

으로 해석되었다. 진달래 반 교사가 가진 체육수업운영능력은 그들에게 탁

월한 것이라기보다 준비된 것 혹은 신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

들의 인식에 녹아있는 전문성이라는 교사권력원천은 숙고의 결과물이었다.

요컨대 진달래 반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이란 개별적인 행위 실천이라기보다

신중한 교사의 무수한 숙고 과정 끝에 탄생한 이차적인 것이었다. 그들에게

교사권력은 교사의 숙고와 진정성에 앞설 수 없는 것이다. 전문적 권력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한 것은 교사 권위의 불충분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덮어버리거나 아우를 수 있는 신중한 교사의 신중한 헤아림

에 다름 아닌 것이다.

2. 교사권력원천과 정당성

단일 사례 내에서 교사의 권력유형과 학생인식을 견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각 사례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권력원천을 살피는 것도 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작업이다. 본 절에서

는 각 사례별 교사권력의 원천을 비교해 보고 개별 권력실천들 간의 차이점

과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교사는 자신이 가진 권력원천을 부정적인 방식으

로 행사하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을 위한 배려와 호의의 일면으로 작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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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요컨대 교사가 가진 권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융통

적으로 행사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교사권력의 다면성과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권력원천

1) 부정적 권력원천

가) 강압적 권력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 교사는 모두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교사마다 강제와 강압의 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으

로 다소 상이했지만 대상자들의 의지에 비해 행사자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관철되고 결국에는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개나리 반 교사가 동원하는 강압적 권력의 원천은

학생들로부터 체육수업을 빼앗을 수 있는 박탈, 수업에의 몰입과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흩어진 주의 분산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재와 통제,

상황의 불확실함을 줄여나가는데 필요한 일방적인 명령과 결정이었다. 민들

레 반 교사는 학생들의 높은 참여시간 확보를 위해 자신의 지시사항을 명확

하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교사통제

가 동원되고 있었다. 또한 교사는 페어플레이를 통한 인성교육이라는 모토

아래 학생들에게 매 순간 단호한 편이었다. 이는 교사 나름의 분명한 준거

에 근거한 권력실천이었다. 진달래 반 교사의 강압적 권력은 극명하게 대조

적인 방식으로 드러났는데 전자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촉진과 책임의식 강

화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사파업 후 학생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전자의 권력은 학생들에게 정당하게 인정되고 있었던 반

면 후자의 방식으로 행사되는 권력은 학생들에게 정당함을 구하지 않은 것

이었다.

사례별로 강압적 권력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인식 차는 존재했지만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 학생들에게 교사의 명령, 통제, 제재, 강압, 결정과 같은 부

정적 권력행사는 수업, 교사로서의 책무 등의 맥락에서 정당하게 수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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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 교사권력은 ‘교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힘’ 즉, 교사로서의 지위적 권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었다. 학교라는 구조가 보장해 주는 교사라는 지위는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의 지위적 권력을 보장해 주었고, 교사로서의 지위는 다시 교사의 강압적

권력은 정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학생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사의 강제력과 강압적인 힘은 높은 매개수준을 가지는 것 즉, 언제나 지

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달래 반 교사가 행사하는 관계

를 끊어내는 극단적 강압력의 작동은 학생들에게 관계의 단절을 가속화하는

억압적인 힘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정

당성을 찾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사례별 강압적 교사

권력을 도식으로 요목화하면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사례별 강압적 교사권력

연구 결과 교사가 가진 강제적 권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었다. 전자는 권력대상자들의 의지를 온전히 배격한 채 행사자의 목적에

충실한 방식으로 동원되는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맹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수업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 유일하게

진달래 반에서 목격될 수 있는 철저하게 권력대상자들의 소리를 외면한 권

력이었다. 이러한 권력은 대상자들의 의지를 완벽하게 배격한 채 권력행사

자의 목적에만 부합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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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 1972). 비록 행사자의 명령에 대상자가 복종하고 있지만 이는 정당

성의 관점에서 피지배자의 자발적인 복종 의지와는 다른 것 즉, 외압적인

타의성을 전제한 복종이기에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잃은 권력과도 같다.

교사의 이러한 권력행사는 ‘권력은 강압적일 수 있다’라고 본 베버식의 견해

에서도 배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베버는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정당성과

합법성이라는 권위에 의거하면 할수록 권력관계는 더욱 믿음직스러울 수 있

다(장명학, 2009a)고 말하고 있지만 진달래 반 교사가 행사하는 무지막지한

권력은 행사되면 될수록 대상자의 목적에만 충실한 정당화되지 못한 도구적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행사자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양자 간의

갈등 관계 해결을 위해 정당성을 상실한 강압적 권력이 다시 동원되어야 하

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아이러니를 피하기 힘들다.

반면 대상자들의 동의를 등에 업은 합리적 목적을 가진 교사의 강압적 권

력은 정당한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Weber, 1984). 비록 교사와 학생간의 권

력격차는 수치적으로 영점에 이를 수 없고, 양자 간의 권력관계 역시 동등

해 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더라도 학생들은 교사의 지배와 명령에 자의적

으로 복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사의 권력은 피지배자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수업 목표 달성이라는 대상자의 의도 모두를 성공시키는 힘이라는 점

에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장명학, 2009a). 정당

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대상자들의 동의에 기반하여 행사의 정당성을 인

정받는 교사권력은 학생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복종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영향력으로 작동한다. 이로써 교사권력은 강압적이고 강제적일 수 있지

만 권력대상자의 의지에 기생하는 맹목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학교라는 구조와 제도, 교사라는 지위는 교사에게 많은 힘을 부여했고, 명

령, 통제, 제재, 위압, 강압과 같은 교사의 강제적인 권력은 권력대상자의 무

언가를 박탈하면서 권력행사자의 의지는 더욱 강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으로 작동한다. 교사가 가진 강압적 권력은 학생들의 행동을 자신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이면서(Alderman, & Green, 2011)

수업상황의 역동적인 본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여나가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Grover, Casper, & Mehta, 2013). 교사가 가지는 이러

한 강압적 권력을 부정하는 이는 거의 없을 테지만 제 본질을 보다 면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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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강제적 권력이 결과하는 것이 권력의 작동물

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생들의 인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권력을 따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발성은 교사권력이 행사된 후

의 결과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행사되기까지의 과정 즉, 교사권력의 정당함

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과 신뢰에서 찾아야 한다. 강제적 권력이 행사자의

역량을 앞세워 수업의 효과적 통제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

일지라도 권력 정당성에 대한 신뢰는 제 행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

없다.

나) 조작 권력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 교사는 모두 조작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

었지만 교사마다 조작적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이유는 다양했다.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 교사는 조작 권력을 학생들 모르게 은밀하게 행사하고 있었

던 반면 진달래 반 교사는 학생들에게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힘이 교사에

게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었다. 개나리 반 교사의 조작 권력은 박탈

이라는 부적 제재와 맞물려 ‘체육시간이 아닌 교과 시간 수업 태도가 바르

지 않으면 체육수업은 없다’라는 명제로 언표되고 있었다. 교사가 실제로 체

육수업을 단 한번도 박탈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요구에 자신의 행

동과 태도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대상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개나

리 반 교사의 은밀한 조작 권력으로 그들은 긴장해야만 했다. 민들레 반 교

사는 자신의 부족한 운동기능에 대한 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조작 권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체육수업 중 교사의 영역은 막강하

다’라는 인식의 각인을 위해 교사는 체육수업활동의 변두리에서 자신의 힘

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부족한 운동기능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교

사의 조작 권력으로 학생들은 수업 중 교사의 영역이 상당하다고 느끼고 있

었는데 이는 조작 권력이 대상자들의 사고를 지배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권력실천으로도 볼 수 있다. 진달래 반 교사는 적극적으로 교사의 조작적

힘을 행사했다. 게임의 승패를 뒤집거나 긴장감을 유발시키기 위해 교사는

매우 고의적으로 게임 상황을 판정하거나 뒤지고 있는 상대에게 의도적인

호의를 베풀기도 하였다. 교사권력이 승패를 뒤집지 않는 범위 내에 한정되



- 297 -

어 있었고, 사전에 학생들에게도 양해를 구한 것이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

서 그것은 불만이기도 했다.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 교사의 조작 권력은 학생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것

이었다. 그들은 교사의 조작적인 힘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

지 못하고 있었고 설령 교사의 결정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교사

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들에게 교사는 알찬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였고,

교사로서의 자질에 의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인격적인 대상이었다. 반면

자신이 가지는 조작적인 권력을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난 진달래 반 교

사의 경우 이따금씩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혀야만 했다. 학생들은 교사의 ‘봐

주기’ 판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관계의 전환에 지장을 줄만큼 결정적

이거나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교사는 자신이 동원하는 조작적인 권

력을 학생들 앞에서 공론화만큼 제 실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사의 조작적 권력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교사가 가

지는 권위, 교사 인격에 대한 믿음, 교사와 맺어왔던 관계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교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사례별 조작적 교사권력을 도식으로 요목화하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사례별 조작적 교사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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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강압적 권력에 비해 교사의 조작적 권력을 인

식하는 수준이 낮았다. 조작 권력이란 실제로 교사 자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상자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Wood, 1996) 대상자들 모르게 은밀

하게 행사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Wood, &

Wollenberg, 2012; Wrong, 1974; Lukes, 1974). 강압적 권력에 비해 학생들

의 인식 수준이 낮은 이유는 조작적 권력이 대상자의 무지함을 전제로 한

채 행사자가 은밀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세 사례 모두

에서 이러한 조작 권력은 포착되었다. 개나리 반 교사가 설치한 교과수업태

도와 체육수업기회 사이의 절합(articulation)이나 민들레 반 교사의 중요치

않은 것에의 적극적인 개입과 같은 교사행위는 대상자들 모르게 작동되는

권력실천이라는 점에서 진달래 반의 그것과는 결을 달리한다.

전자의 경우 대상자들의 의사결정권을 전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의 선택 영

역을 줄였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Wrong, 1974). 교사는

자신이 낳고자 하는 의도된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였고 학생들이 그러한 사

실을 모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체육수업시간의 수업태도로 후속 체육수업기

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수업이 아닌 시간의 수업태도가 후속하는

체육수업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나리 반 교사의 조작 권

력은 대상자들에게 교사가 요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양자

간의 절합(articulation)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조작

권력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한 운동기능을 주변화시키고 운동기능

외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고자 했던 민들레 반 교사의 조작 권력

은 대상자들에게 자신들이 요구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한다는 점, 자신

들이 조작의 과정에 놓여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나리 반, 민들레 반 교사가 행사하는 조작권력은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있었지만 진달래 반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행사하는 힘의 영향력을 드

러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기만적이거나 비윤리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진달래 반 교사의 조작 권력은 대상자와 행사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

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거나 은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러한 교사의 권력실천이 조작이라는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경기의 긴장감을 위해 한 쪽의 압도적인 승리는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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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식을 학생들의 것으로 작동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주어

진 선택의 영역은 매우 희소했으며 그들의 의사결정권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교사의 의사결정과 선택은 학생들에 비해 언제나 우선하는 것이었

다.

2) 긍정적 권력원천

가) 배려적 권력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 교사 모두 강압적 권력과 조작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학교 구조적으로, 또 학생들에게는 선경험적으로 교사는 권력을 가

질 수 있는 존재였지만 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좋게 작동시키려는 노

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개나리 반 교사는 체육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지루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고, 어린 시절 체육

수업을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켜 그들을 자신의 동일한 감정의

연장점에 두었다. 민들레 반 교사는 교사위주로 운영되는 체육수업시간을

경계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사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다. 두 교사 모두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와 같은 권력의 실천은 배려적이고

호의적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인 차원의 배

려 권력으로 볼 수 있지만 개나리 반 교사에 비해 진달래 반 교사의 그것은

겉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즉, 아직 작동되지 않는 잠재적인 권력이었다. 진달

래 반 교사의 배려는 학생들의 성장에 꼭 맞는 비계의 설정과 자신의 자리

를 학생들에게 내어주는 과정 즉, 자신이 가진 수업 주도권을 내려놓는 장

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조력자로서 교사, 엄격함을 줄여나가는 진달래 반

교사의 모습은 학생들을 위해 교사권력을 어떻게 스스로 조절해 나가야 하

는지를 숙고하게 했다. 이는 심리적인 차원의 배려 권력에서 진일보한 교육

적 수업 현장에서의 실천적 권력이기도 했다.

학생들 또한 교사가 베푸는 호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개나리 반

학생들은 교사의 호의와 노력이 자신을 위한 배려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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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엄격하지는 않지만 교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

다. 마찬가지로 민들레 반 학생에게도 교사의 배려는 자신들과 유사한 감정

을 공유하는 존재로 교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되었다. 그들은 교

사가 자신들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교사가

보이는 언행 대부분을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진달래 반 학

생들은 세 사례 중 가장 교사의 배려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그들은 상호

간의 암묵적인 믿음과 신뢰,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를 교사의 호의라고 인식

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배려란 신뢰로운 관계를 깨지 않는 것

이자 가까운 위치에서 자신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각 사례별 배려적 교사권력을 도식으로 요목화하면 <그림18>과 같다.

그림 18. 사례별 배려적 교사권력

연구 결과 교사의 배려적 권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었

다. 가장 흔하게 목격되는 것은 믿음, 신뢰, 이해, 공감과 같이 동일한 감정

을 공유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감정의 공유는 학생에서 교사로 전이되기도

하였고, 교사에서 학생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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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로에게 상대방이 감정 전이체가 되는 과정은 서로의 행동을 지지해주

는 호의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체육수업 중 학생들의 모자람을 안타까워하

며 그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담아 건네는 것이 교사의 책무성이라면 교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여다보려는 학생들의 노력 또한 교사를 향한 배려였다.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일치될수록 교사와 학생 모두 상대방으로부

터의 호의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호의적이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교사권력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오중근, 김대진, 신창훈, 2013; 임수연, 권택동,

2012; 강상원, 2011; Madill, Gest, & Rodkin, 2014; Morrow, Kelly, &

Skolits, 2013; Camp, 2011; Donetto, 2010; Chory, & Goodboy, 2010)는 기

존 관점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개나리 반, 진달래 반 교사의 호의적 권력이 학생들과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민들레 반 교사의 호의적 권력 중 일부는 구체적인 권력실천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되새김과 같이 교사 자신의 ‘반성’이면서 자

신의 권력실천에 대한 숙고이자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다. 민

들레 반 교사는 교사권력에 관한 이러한 반성과 숙고가 자신이 가지는 권력

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가시적으로 재현되는 강압적,

조작적 권력의 크기를 교사속성의 일반과 등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한다. 교사권력은 자신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무수한 내적

갈등을 동반한다. 일정한 결과물을 주조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행동변화도

결과하지 않지 않았지만 숙고하는 작용으로서의 교사권력은 교사권력이 지

배와 복종의 관계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교사권력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고민이자 그들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원성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박혁, 2014). 그러한 권력작용은 타인을 향하는 합목적적인

것이라기보다 자기목적적인 것이며(장명학, 2007) 나아가 권력의 행사에 있

어 강제의 영역과 독립된 것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호의를 교사의 인격이나 자질, 성

품이라는 주제의 범주 안에서 논의하고 있었다. 반면 권력실천으로서의 호

의나 배려를 교사권력의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나

아가 구체적인 실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교사권력 즉, 권력의 행사방식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반성과 고민을 권력원천으로 묘사하고 있는 연구는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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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었다. 이는 권력에 대한 부정태가 아직까지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표상된 권력이던 그렇지 않은 것이던

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배려적이고 호의적인 방식으로 작동시키기 위

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 관계의존적 권력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 교사의 권력은 때로는 강압적이고 조작

적인 방식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배려적이고 호의적인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관계성에 의존하는 권력이라

는 공통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개나리 반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미

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

다. 교사의 그러한 노력은 학생들과 성숙된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면서 학생

들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과도 같았다. 민들레 반 교사는 다소 강압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편이었지만 미숙하면 미숙한대로 학생들과 함께

체육수업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진달래 반 교사가 행사하는 권

력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양자 간의 결속을 더

욱 단단하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믿음을 얻

고 있었고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원천이 관계의 입장에서 매끄럽게 이해될 수 있을 때 각자의 상대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의 관계성은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서도 포착되었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인 까닭은 교

사가 행사하는 힘의 방향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즉, 일방향적이거나

무계획적이지 않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교사가 가지는 힘

의 정당함은 자신들과의 래포 즉, 교사와의 친밀함과 상호성을 전제하는 것

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호의적 권력에 대해 교사가 부여하

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행사되는 교

사권력은 자신들을 위한 배려 즉, 자신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돈독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친구’, ‘친밀

함’, ‘함께’, ‘믿음’, ‘신뢰’,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단어들은 교사권력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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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일면이 양자 간의 관계와 별개일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

다. 요컨대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의 실천맥락은 양자의 관계와 깊숙하게 닿

아있는 것이었고, 관계의 진폭이나 결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의존성은 교사의 권력행사가 ‘타자성’이라는 문제와 동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한다.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은 자신의 영향력을

흡수하는 학생들의 행위 결과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향하고 있

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타자지향적인 것이기도 하

다. 타자지향적인 교사권력과 교사의 힘을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

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모두 교사의 권력실천이 양자 간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한 방식으로

행사되는 교사권력은 유동적이고 불완전하다(이동순, 송도선, 2015; 최지영,

2010). 또한 관계에 기대는 권력은 교사 책임의 문제로 확장가능한데 이는

학생들에게 대한 포용과 통솔력 나아가서는 인격의 문제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매 순간 교사가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을

열정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교사가 가진 권력이

학생들의 존재 즉 타자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들(권낙원, 2009; 곽덕주, 2007; 홍성훈, 2001)에서는 타자성을 상

정한 권력이 윤리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사가 가지는 권력을 타자

성과 결부지어 윤리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논의 하는 일은 교사가 가진 힘이

긍정적으로, 인격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의 권력이 교사 독

단적이거나 맥락 없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비결정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타자를 고려한 권력

즉, 학생들과의 무수한 관계를 거치는 권력이 윤리적인 권력이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관계적 권력이 윤리적일 수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

계의 다변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양자 간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빚

어지거나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로 진행되거나 혹은 이 모든 과정이 복합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양자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타자를 고려하고 있

기 때문이다. 타자에 대한 윤리는 신뢰로운 관계로 이어지고, 신뢰적인 관계

는 권력을 가진 교사의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낸다. 학생들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 방향을 고민하는 일, 학생

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일,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행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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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관계 즉,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교사 책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다시 조금이나마 권력이 윤리를 향할 수 있도

록 한다. 요컨대 관계수렴적인 권력은 윤리적 권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각 사례별 교사권력의 관계의존성 및 윤리성을 도식화하면

<그림19>와 같다.

그림 19. 사례별 교사권력의 관계의존성 및 윤리성

다) 전문적 권력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 교사가 여성인 것에 비해 진달래 반 교사는 남성

이었다. 남교사와 여교사가 이끌어 나가는 체육수업의 가장 큰 차이 중 하

나는 운동기능수준과 규칙에의 해박성 즉, 활동에 관한 전문적 권력수준이

었다. 강압적 권력, 조작 권력, 배려 권력, 관계의존적 권력이 모두 세 사례

를 관통하는 권력원천이었다면 전문적 권력은 이들과 다소 상이하게 진달래

반 교사에게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타의 교과활동

과는 다르게 일정한 운동기능수준을 겸비해야 하는 체육수업의 경우 학생들

의 운동기능수준과 더불어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교사의 규칙에의 해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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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체육수업의 독특함으로 포착되는 운동기능수준이라

는 전문적 권력은 교사가 가진 권력의 실천 범위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McCroskey & Richmond, 1983; Hall & Sandler, 1982).

실제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에 비해 진달래 반의 체육수업은 좀 더 역동

적이면서 유연한 편이었는데 이는 진달래 반 교사가 가진 전문적 권력의 효

과라고 볼 수 있다.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 교사가 진달래 반 교사에 비해

풍부한 체육수업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들의 권력실천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업의 역동성 측면에서 진달래 반의 체육수업과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진달래 반 교사의 전문적 권력은 목표의 분명한

설정, 학생들 수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 과정의 유연함, 학생들과의 관계적

밀도라는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아가 체육수업이 교사

주도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까닭도 교사가 갖춘 충분한 전

문성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경우 스포츠를 간이적 수준에서 구

현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기능적으로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체육수업이 그렇지 않은 교사의 것에 비해 안

정적이고 역동적인 것은 사실이었다. 한 편 교사가 가지는 수업 주도권이

교사의 전문적 권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교사에게 부여된 많은 권한이 학

생들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적으로 수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Malik , &

Bashir, 2015; Mak-van der Vossen, Peerdeman, Van Mook, Croiset, &

Kusurkar,. 2014; Camp, 2011)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가 가지는 전문적인 권력을 학생들의 인식 수준에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주목해 볼 점은 진달래 반 학생들은 체육수업 중 작

동하는 교사의 전문적 권력을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었다. 그렇다고 교사권력이 정당하지 않다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교사권력은 운동기능수준을 더 많이 겸

비하는 것보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과정에서 더욱 더 큰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포괄적 맥락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고, 교사와의 커

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진달래 반 학생들에게 교사의 전문적 권력은 자

신은 관여하지 않은 척하는 일종의 촉매제와 같은 것이었다. 진달래 반 교

사의 전문적 권력은 체육수업 전반에 걸쳐 작동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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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력의 작동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

심 자체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굳이 체육수업

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교사의 운

동기능 전문성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에게 우선하여 인식되는 교사권력은 전문성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베푸

는 호혜와 배려적 권력이었다. 개나리 반, 민들레 반, 진달래 반 교사의 전

문적 권력 수준을 도식화하면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사례별 전문적 교사권력

교사별로 상이한 운동기능 전문성 즉, 전문적 권력은 크게 두 가지 시사

점을 갖는다. 체육수업의 특성상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사는 일정

수준의 운동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규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

다. 이는 흔히 체육수업 전문성 영역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춘

교사는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해 질 수 있다

(Wood, 1996). 이러한 역할로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권력은 젠더의

관점에서 논해볼 수 있다. 학생들의 인식과 일치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개나



- 307 -

리 반이나 민들레 반 교사에 비해 진달래 반 교사의 전문적 지식 수준은 해

박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유능한 멘토였고 문제해결자였으며, 조력자였다.

일정한 기능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체육수업의 특성상 여교사에 비해 남교사

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며 실제로 교사의 전문적 권력은 학생들의 운동기능

수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교사는 이러한 전문성의 차이를 스포

츠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체육이나 스포츠

와 같은 영역이 여전히 여교사 보다는 남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향유되고 소

비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나 체육 종목에 대한 교사 관심은

교사 전문성으로, 교사 전문성은 전문적 권력으로 체육수업상황에서의 중요

한 교사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주지할 사실은 젠더의 시각에서 여

교사에 비해 남교사의 운동기능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작동과 실천, 공유와

수용은 그것이 향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의 체

육수업전문성은 교사-학생 관계의 채널 속에서 다각적 시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의 전문적 권력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것이 권력이기 위

해서는 권력대상자들의 인식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Wood, Quirk, &

Swindle, 2007; Turman & Schrodt, 2006). 교사 유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

음 즉, 교사가 자니는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교사는 권

력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진달래 반 교사의 체

육수업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학생들 인식 속의 교사는 ‘그냥 보통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반면 개나리 반과 민들레

반 교사의 전문성 수준은 진달래 반 교사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표현했다. 교사권력

원천과 학생인식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남교

사인 진달래 반 교사는 비교적 덜 전문적인 교사였고, 여교사인 개나리 반

이나 민들레 반 교사는 비교적 전문적 권력을 갖춘 교사였다. 이는 교사의

권력원천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식과

일치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다변적인 체육수업상황은 전문적 권력만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

권력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인식 사이의 차이는 전문성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젠더의 논리로만 풀어낼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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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력원천의 역동성

교사의 권력특성과 교사와의 권력관계에 대한 학생인식을 통해 교사권력

의 속성으로 강압성, 조작성, 관계의존성, 윤리성, 전문성을 도출해 낼 수 있

었고 그러한 권력원천의 행사 수준과 교사가 가진 권력의 정당성 여부도 비

교해 볼 수 있었다. 각 사례별로 교사권력의 특성과 유형이 동일하지는 않

았지만 교사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교

사권력은 다맥락적이면서 역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에 맞게 다

양한 방식으로 변용되어 쓰이고 있었다. 교사권력의 역동적 특징을 도식화

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교사권력의 역동성 

도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권력은 매우 정당하면서 높은 매개성

을 지닌 것이고 강압적인 것이었다. 특히 교사권력의 강압성은 높은 매개성

과 이어지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행사되는 교사권력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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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권력 정당성에 대한 인정은 세 사

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교사가 가지는 지위적 권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면서 교사와의 관계에도 의존하는 것이었다. 교사권력이

비교적 강압적이고 조작적으로 행사되고 있었지만 한 편으로 그것은 학생들

과의 관계와 윤리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기도 했다. 세 사례 모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의존성이 높은 편이었고, 교사권력의 윤리성 또한 제고되고

있는 편이었다. 전문적 권력수준은 담임교사가 남교사인 진달래 반에서 도

드라졌는데 이는 기능수준을 겸비해야 하는 체육수업이 젠더의 문제와 별개

일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 권력의 정당성

사례별 교사의 다양한 권력실천을 견주어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원천과 그

러한 권력원천이 주어진 상황과 엮여 재현하는 권력의 역동성을 확인해 보

았다. 교사들은 다양한 권력원천을 보유하고 있었고 학생들 또한 교사가 행

사하는 다변적 권력원천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구조

적으로 자신들에 비해 교사가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과 교사가

가진 권력은 자신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마땅한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사권력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교사와 자신들과의 권력관계가 강압적 관계이거나 불평등한 관계여도 괜찮

은 것이었다. 강압적이고 조작적인 권력이 행사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교

사권력을 당위적인 것,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학생

인식을 통해 교사는 ‘권력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학생들에게 교사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들은 왜 교사권력을 당위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구하는 일은 교사권력의 본질과 닿아있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을 부정적이거나 제거되어야 할 것으

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교사가 가

진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해준다. 학생들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불만을 표

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은 힘의 배분에도 교사에게 거부감 없이 복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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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에게 교사권력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권력의 정당함은 교

사가 어떻게 권력원천을 쥘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겠지만 학생들

은 왜 교사가 쥐는 권력을 정당한 것인가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는 이와는

별개의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가지는 권력은 왜 정당한가? 어떻게 해

서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에 학생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복종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교사가 가지는 원천의 정당함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이면서

권력행사자가 가지는 권력이 어떻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파헤치는 일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교사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그러한 권력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교사가 어떠한 존재로 상정되어 있는가 즉, 그들은 교사의

어떤 부분에 의존해 교사가 행사하는 힘을 따르는가와의 문제와 다르지 않

다.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인식을 확인해 본 결과 교사권력에 자신들의 의지

를 복종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교사가 윤리적인 대상 즉, 도덕적인 존재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의 정당성보다 선행하는 것

은 담임교사에 대한 믿음 즉, 윤리적인 존재로서의 교사에 대한 신뢰였다.

그들이 막연히 대답한 ‘선생님이니까’ , ‘우리들을 위한 것이니까’ , ‘필요한

것이니까’와 같은 대답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교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다

른 표현이었다. 윤리적 존재로서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권위있고 바람직한

존재로 인식(Finn, 2l012; Turman & Schrodt, 2006; Teven & Herring,

2005; Buzzellia & Johnston, 2001)되는데 윤리적, 도덕적 존재로서의 교사가

치는 교사가 가진 인격에 학생들이 스스로 감응되어 교사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교사는 학생들의 인격전

형(人格典型)(vorbild)28)이기 때문에(금교영, 2014) 인격전형으로서의 교사가

제시하는 규범은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이제 교사권력의 정당성 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존재로서 교사가 미치는

28) 인격전형이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말한다. 전형은 하나의

존재이지 지침이나 강령이 아니다. 인격전형은 인격적으로 모범되는 것이며 인격이 훌륭

하여 어떤 집단의 구성원에게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다. 예컨대 부모는 윤리

적 선악과 같은 인격 가치들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격적

인 모델이 될 수 있다(금교영, 2014,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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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사실임이 드러났다. 교사는 분명 학생들보

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라는 구조 내에서 교사라는 지위는 그

것들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교사가 가지는 권력이 모든 학생들

에게 당위적인 것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그들에게 교사권력이

당위적이고 정당한 것이기 위해서는 교사 그 자체가 감화되어 따를만한 인

격을 가진 도덕적 존재로 학생들에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교사권력에 부여

하는 믿음, 신뢰라는 학생들의 의미 역시 교사가 가지는 도덕성 즉, 따라야

할 권력대상자로서의 마땅한 자질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전형

으로서의 교사를 향하는 학생들의 믿음은 이내 복종이라는 모습을 결과할

수 있다(이동순, 송도선, 2015; 금교영, 2014). 그들에게 교사권력이 정당한

것은 권력을 가진 교사 그 자체가 이미 권력을 쥐고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인 존재즉, 인격을 의심받지 않는 동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사권력의 다양한 실천은 권력의 원천을, 다맥락적 상황 속에서 작동하는

교사의 권력원천은 권력의 역동성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사권력은 그것

을 따르는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제 정당함을, 정당한 것으로 자리한 교사

권력은 도덕적, 윤리적 존재로서의 교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권

력실천, 권력원천, 권력 역동성, 권력 정당성을 도식으로 요목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교사권력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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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권력의 구성성

교사권력실천으로서의 원천이 제 역동성과 정당성을 지나 교사 윤리성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사권력의 다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교사가 권력을 가진 대상임은 분명해졌고, 양자 간의 인식 차이는 존재

했지만 학생들에 비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권력관계는 불평등했지만

교사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반드시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

니었고, 학생들 또한 교사가 행사하는 부정태로서의 권력에 맹목적 반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관건은 교사가 가지는 권력 그 자체와 교사가 가지는 권

력행사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 즉, 교사권력의 속성을 구별하는 일이다. 본

절에서는 권력의 역동성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권력 발휘과정을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나아가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들이 다양한 모습으

로 재현되지만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권력관계

를 지향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을 언명한 루만

의 아이디어와 결합시켜 보았다.

가. 교사권력의 속성

각 사례들을 통해 교사권력의 역동적인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교사권력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행사되었는지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교사권력 그 자체와

권력의 행사에 따른 권력의 속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흔히 체육수업시간

에 동원되는 교사권력은 질서를 잡고 학생들을 통제하고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해나가는 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체육수업시간의 교사권력을 설명하

는 이와 같은 서술에는 교사권력의 개념과 제 행사과정이 혼재되어 있으며

실천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에서도 교사권력은 다양한 맥락에 의존해 재현된

다. 따라서 ‘교사권력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에 충실하게 접근하기 위해

서는 교사권력이 어떠한 결과로서 실천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에서는 교사가 동원하는 권력의 당위성을 분절하여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들

은 동일 범주 내에서도 매우 구성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개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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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맥락들이 결과하는 교사권력의 쓰임은 크게 2가지로 재현되고 있었는

데 이러한 교사권력의 작동은 학생들과의 밀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합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사에게 권력은 양자 간의 일치된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맥락 내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것이었다.

1) 학습 통제권으로서의 선택

교사에게 권력은 학습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는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공

식적인 교사에게 공인된 권력이다(이동순, 송도순, 2015). 교사가 가지는 이

러한 권력은 학습에 대한 통제권이자 안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 또는 권리

와 같다. 그렇기에 학습을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하는 교사의 선택

은 학생들에게 필연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학생들 또한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힘으로 교사권력을 받아들인다. 이는 정향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교사

로부터 시작되는 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명령, 통제, 관리 등의 다소 강제

적이고 강압적이며 부정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사권력은 세 사례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실천태이자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관점에서 이해

되어야 할 것이기도 했다. 다만 여타의 교과에 비해 체육수업시간에 동원되

는 학습적 교사권력은 좀 더 분명하고 직설적인 편이었는데 이는 체육교과

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와 교사의 선택이 충돌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선호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교사권력이 선호적 활동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교사는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학생들

을 불러 세웠다.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교사의 결정과 선택이 다소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권력 자체를 ‘부

정적이기에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분명 학생들의 의견

과 교사의 수업계획은 충돌하고 있었지만 그 때의 교사권력은 수업이라는

너무나 자명하고 당위적인 명분을 가진 것이었다. 그것은 강압적이냐 아니

냐의 문제로 접근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 통제권으로서 당위적인 권력

인지를 따져 물어야 하며, 그 장면에서의 교사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한

다.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력, 지위적으로 부여된 권력을 자신이 직면한 상황

에 맞게 행사하고자 하는 교사선택은 정당성을 전제한 권력이라는 입장에서



- 314 -

논의될 수 있다. 정당성 위에 성립한 권력의 선택적 행사는 해당 권력을 향

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으로 이어지고, 복종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의

지는 다시 결정을 위해 동원되는 교사권력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명분으로

작용한다. 교사권력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포괄적 맥락에서 홉스, 베버, 아

렌트, 하버마스의 권력론과 일치한다. 권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로 상이하

지만 이들에게 권력은 도구로써 작동하는 것, 즉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홉스나 베버에게 권력은 지배와 복

종의 다른 이름으로 고려되고 아렌트와 하버마스에게 권력은 타인지향적이

고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양 쪽 모두에게 권력은 도달해야 할

목적에 합당한 절차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위임받고 제

도적으로 보장받는 학습적 교사권력은 ‘선택을 위한 힘’이라는 점에서 정당

하면서 또 마땅히 추구될 수 있는 것이다.

2) 합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결정

둘째, 교사에게 권력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힘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어 나

가고 있었다. 이 때 커뮤니케이션이란 합의적 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

션의 오해의 상태를 지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지양한다는 것이 교사위주의 일방적이고 선형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의 불일치 상태

를 줄여나가기 위해 저 마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구현해 내야만 했다.

이 과정은 대단히 역동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와 학생 간의 커뮤

니케이션이 익숙한 방식으로 자리 잡아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가 감축되

는 것은 교사가 구현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

거일 것이다.

루만은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오해 상태를 감축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장

치들이 포함된 하나의 경계를 체계라고 명명하였다.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체육수업의 유지에 최적화된 체계의 생산은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사

권력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었다. 합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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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량으로서의 교사권력은 ‘결정’의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결정’을 따라야만 했다. 학생들과 일

치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오해 없는 결정상태를 향해 동원되었던 커뮤니

케이션적 교사권력은 비교적 빈번하게 목격되었다. 반복적인 강조와 설명,

규칙의 명확한 제시 등 교사는 학생들과 오해 없이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커뮤니케이션적 권력을 여러 차례 동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

나면서 교사의 권력은 마치 하나의 ‘장’처럼 작동(한병철, 2012)하고 있었는

데 이는 일치된 결정에 도달하는 교사권력의 산발적인 출현이 더 이상 필요

하지 않을 만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합의 상태로 나아갔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되는 교사권력에 학생들의 복종이 전제되었음

은 물론이다.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오해상태가 줄어드는 것은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은 합의적 커뮤니케이션 상태로 나아가려는 교

사의 바람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

하는 교사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원되었던 커뮤니케이션적 권

력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의지와 결합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단

단하게 엮어나가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요컨대 교사는 자신이 가진 권

력을 동원하여 학생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상

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교사권력실천은 교사의 자

의적이거나 임의적이지 않은 즉, 특정한 명분을 가진 합목적적 결정과 선택

과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나. 구성적 권력의 탄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선택과 결정

권력의 다면적인 실천을 확인한 결과 교사의 권력작용은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주지해 볼 점은 교사들의 권력실천이

권력속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양한 모습의

권력이 수면위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적극적으로 실천되든 그렇지 않든,

일관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했다. 맥락과 분리

된 교사권력은 억압적인 것, 지배적인 것,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것이라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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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될 수 없기에 교사권력은 그것이 재현되는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해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권력의 발현을 비맥락적이거나 상황 독립적인 것

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즉, 지위적으로 교사에게 권력이 주어져있다는 사

실과 제 행사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진다’

혹은 ‘부여받은 권력이 있다’는 명제와 독립적으로 교사권력의 실천은 권력

행사자와 대상자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때, 양자가 직

면한 상황은 교사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이 합의적 상태에 도달하느냐 그렇

지 못하느냐에 의존해 교사권력의 속성을 결정짓는데 이 과정을 경유한 교

사권력은 맥락을 배제할 수 없는 맥락 구성적인 것으로 창출된다. 자신이

처한 상황 내에서 학생들과의 합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스스로를 구성

해내는 교사권력의 자기생산성은 교사권력의 부정적인 속성에 주목하거나

부정적 혹은 긍정적/호의적 권력원천이 학생들과의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정선미, 강충열, 2013; 구신실, 2012; Graham, &

Dornan, 2013; Finn, 2012; Daniel, 2010; Tauber, 1985; Houser, 1982)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권력, 커뮤니케이션, 주어진 맥락이 엮어

내는 순환적 의존성은 교사권력을 보다 탄력적이면서 융통적이고 구성적인

것일 수 있게 한다.

1) 문제해결을 위한 권력의 순환적 재구성

교육활동을 진행해야하는 의무와 책무성을 가진 교사에게 초기에 의도한

목표의 달성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효과적인 방

식으로 실수 없이 자신이 설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교육활

동을 전개하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기대한다. 학생들의 ‘변화’라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교사는 권력을 작동시키는데

이 때 소환되는 교사권력은 학생들과의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상태 즉, 보

다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변화’에의 의지와 맞물린다. 교사는 ‘변화’라는 자신

의 선택에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행위를 자신의 의도에 부합시키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 ‘변화’라는 교사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도달하는 과정

은 학생의 수만큼 제 각각이기 때문에 교사는 자신의 의도가 보다 오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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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권력을 동원한다. 이 때 권력은 학생들이 배제

된 교사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전제하

는 것 즉, 학생들과의 합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과정 중에 놓인

것이 된다. 학생들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선택이며

교사는 자신의 선택 메시지를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매체

로서의 권력을 사용한다. 이러한 권력작동은 ‘변화’라는 교사의 의도를 전달

하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때 결과로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변화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 방향이 일치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

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라면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실패한 상태이다.

그러한 과정에 동원된 교사권력의 매개수준 역시 낮은 것에 다름 아니며 결

과적으로 권력의 작동은 커뮤니케이션의 합의를 촉진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의 상호의존성을 커뮤니케이션의 합의여부라

는 결과론적인 면에만 국한시켜 판단하는 것은 권력의 구성적 특성을 정치

하게 파고든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위 맥락은 연속적이기에 합의에 도달하

지 못한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후속하는 권력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권력은 재창출되기 마련이다. 보다 원활하고 빈

틈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교사는 자신의 권력작동을 선택해야 하는 운명

에 놓인다. 좀 더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부적 제재를 가하거나 스스

로에게 부과되는 심리적 압박을 내려놓기 위해 교사 스스로 변화하기도 한

다. 합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사의 선택이 실패했을 때 교사의 권력실

천 또한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 결정해야 할 상황과 맥락의 변화는 선택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선택은 또다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맞

물리면서 촉매제로서의 권력의 작동을 유연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과 유사

한 맥락에 직면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과의 합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기존의 커뮤니

케이션 방식과 권력의 작동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 갈

등 상황을 초래할 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의 고집스러운 영

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은 학생들과의 일치되지 않는 커뮤

니케이션은 권력을 가진 권력행사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교사는 스스로 권력행사자로서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커뮤니케이션의 불일치 샅내는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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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권력,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 권력행사로 이어질 때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재창출해야만 한다. 이는 교사가 가진 권력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상황에 맞게 유연해지는 권력의 창출이 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일 것

이다. 권력 그 자체는 초기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이

되지 못한다. 권력이 수려하게 빛날 때는 교사가 의도한 커뮤니케이션 메시

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때이며, 비록 그러한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의 오해 상태는 권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교사에게

또 다른 선택의 장면을 재현시킴으로서 교사권력 그 자체를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될 수 있게 한다.

2) 진화를 위한 성찰

구성되는 권력이 반드시 가시적인 형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구성되

는 권력에게 제 모습의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과 맥락이 중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지만 권력의 구성이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작업 즉,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루만은 형성된 체계가 더 나은 진보를 위해 스

스로 자신의 경계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성찰(reflection)이라고 언명했다(최

경진, 2001; 오창우, 2003, 2004). 체육수업 내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과

매체로서의 권력을 동일한 하위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때, 커뮤니케

이션이 커뮤니케이션 자신을 되돌아보는 작업, 권력이 행사되는 권력을 의

심하는 과정은 그들이 마주한 맥락 내에서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숙고와 같

다.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합의적인 것인지,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가

오해 없이 송신되었는지, 자신의 권력실천이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을 감

축하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반추하고 되새기는 일은 권력과 커뮤니케이션

을 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생산해내는 원동력으로 자리한다. 이와 다르지 않

게 교사권력 또한 스스로를 담금질하는데 이는 권력을 동원한 교사의 선택

이 여타의 대안적인 결과를 가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소급된다. 작동하는

교사권력의 의식적 성찰은 선택의 순간에 동원되는 교사권력이 담보하는 양

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진다. 교사권력이 향하

는 특정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더 합의적이고

일치된 것이라면 그 때의 교사권력은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적인 달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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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부합하는 매체가 된다. 현재의 선택이 더 나은 결과와 이어질 수 있

는가에 대한 고민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동원되는 권력의 자기 성찰과 함

께 윤리적 성숙의 문제를 화두로 던진다.

비록 수면위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학생들과의 합의적 커뮤니케이

션을 위한 교사의 노력,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원될 수 있는 권력에 대

한 교사의 의식적인 각성과 성찰은 결코 무의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업이라는 무수한 맥락 속에서 재현되고 실천되는 교사권력

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 내부 즉, 반성이라는 뇌관을 언제나 스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권력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숙고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는 것은 그러한 시도가 권력을 가진 존재인 교사 자체의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재천, 김슬기, 2013; 오중근, 김대진, 신창훈,

2013; Cunningham, Simmons, Mascarenhas, & Redhead, 2014). 그것은 권

력과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체육수업이라는 체계의 경계를 공고히 하고

자 하는 시도이면서 교사가 구성해내는 권력에 윤리적인 색을 덧입히는 과

정이기도 하다. 각성적 권력의 윤리성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커뮤니케이션

대상과의 불일치가 최소화된 상태이며 이러한 숙고는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적 권력을 잉태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권력 그 자체는 스

스로를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담지하고 있으며 권력이 지향하는 구성적

불완전함은 좀 더 성숙된 상태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게 하는 창

구의 역할을 한다. 성찰의 노력을 겸비한 구성적 권력이란 결코 한정된 맥

락에서, 일시적인 결과의 모습으로, 익숙한 작동의 반복적 선택에 의해 탄생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다시 마주한 동일한 맥락 내에서 동일한 결정

을 내리지 않기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의도적인 각성

의 다른 모습이다. 권력은 스스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자신의 모

습마저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3) 불완전한 선택: 위험의 감수

교사에게 더 많은 권력이 학교라는 제도 내에서 교사라는 지위에 의해 보

장되는 것은 학생들의 미성숙한 의사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온전하게 자신

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들이 내리는 의사결정 또한 불완전하기에 그들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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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기 위해 권력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얼마만큼이 합리적인 것이지, 어느 수준이 적합한 것인지, 어떤 방식

이 효과적인 것인지 선험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기에 권력을 필요로 하는 현

장 맥락은 교사에게 언제나 권력의 유연함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준거를

요구한다. 루만의 견지에서 유연한 권력의 준거는 커뮤니케이션 불확실성의

감축이며 이 과정에서 동원되는 권력의 매개수준이다. 이러한 시각의 결을

따라가 본다면 합리적으로 유연한 권력이란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적 선택 가

능성을 줄이는 커뮤니케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과의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낼 것인지 선택한다. 교사 선택에 의존해 권

력의 양과 질이 가변함은 물론 그것이 결과하는 커뮤니케이션 또한 예측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구성해내는 권력의 시발점은 언제나 교사의

선택에 의존하며 결과로서 초래되는 불완전함은 작동하는 권력의 숙명이다.

다만 이러한 불완전함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택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신의와 믿음이다. 양자 간의 믿음과 신뢰는 교사

가 송신한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불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수신되게 하며 설

혹 양자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큰

어려움 없이 구성해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권력은 송신되는 커뮤

니케이션 의도가 안정적으로 수신될 수 있게 하며 커뮤니케이션 전 맥락에

서 낭비되는 메시지가 없도록 한다.

선택의 불확실성을 감축시킴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를 줄여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견고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는 완전하지 않으면

서 미숙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내어줄 그들의 영역을 제고하게 한다. 선

택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을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율적 영역을 내어주

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고 한다. 그것은 선택에 의해 이미 전

제된 불완전함에 대한 인내이며 그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신뢰관계에 기반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

수해야할 위험이 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사선택은 교사의 역량이자 교

사권력의 쓰임이며 ‘자신이 가진 힘을 줄여 더 많은 것을 결과하는’ 것이기

도 하다. 선택의 상황에서 교사의 힘을 덜어내는 일,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과 권력 사이에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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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기하는 교사의 선택이다. 무수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다져진 믿음과

신뢰의 관계, 그러한 관계가 담보하는 감축된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태, 비

예측적인 상황에서 언제나 동원될 준비를 해야 하는 교사권력, 이 제반의

것들은 언제나 가변적이면서 쉽게 예측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유연할 수 있

고 구성될 수 있다. 이는 일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양질의 커

뮤니케이션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성공적 작동은 학생들의 성숙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록 불확실하지만 이타적이며 창조적 권력으로 볼 수 있다. 때로는

불확실한 선택이 더 나은 결정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교사권력은 다분히 구성적이면서 역동적이다. 권

력은 학생들과의 합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할 때 스스로를 구성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합의적인 권력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통찰은 권력은

소유되고 행사되는 것이라는 기존의 지평에서 진화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것으로 사유를 전환시킨다. 이러한 사유의 진보는

권력은 강제적인 것이냐 아니냐,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냐의 양비론 혹은 양

시론에서 벗어나 권력 그 자체의 역동성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한다’ 라는 기존 사유를 ‘교사는 더 나

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선택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와 같은 방식

으로 전환시킨다. 선택의 문제는 언제나 결정을 향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견지는 권력과 결정의 문제를 분리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합의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선택과 결정 매체로서의 권력은 언제나 역동적이면서 구성

적이고 유연하다. 맥락은 선택으로, 선택은 불완전함으로, 불완전함은 마침

내 역동의 모습으로 권력을 재현시킨다. 충분히 구성적인 권력이 커뮤니케

이션을 촉진시킨다면, 나아가 그것이 학생들의 동의에 기반해 요청되는 것

이라면 구성되는 권력은 ‘좋은 권력'의 일면이 될 수 있다.

다. ‘좋은 권력’의 인식적 토대로서의 학생 동의

구성되는 실천으로서의 교사권력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창

출되고 의식적인 자각과 반성을 전제하며, 불완전한 선택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결과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열한 일련의 과정은 커뮤니케이션

과 무관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합의적인 권력관계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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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관계란 타자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교사권력의 타자로 존재하는 학생들

의 인식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권력이 구성되는 맥락 속에 용해되기 때문에 구성체로서 교사권력이 정당한

것으로 매개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아야 한

다(Malik, & Bashir, 2015; Mak-van der Vossen, Peerdeman, Van Mook,

Croiset, & Kusurkar, 2014). 그렇다면 교사권력을 좋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학생인식이란 어떤 모습인가?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동원

되는 교사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인식을 견주어본 결과 대개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호

의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 교사권력에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그러한 권

력작용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교사의 강요가 없어도 자신이 가진 권력을

상황에 맞게 행사하려는 교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에게 좋은 권력이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실천되는 교

사권력을 ‘필요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었는데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이

러한 반응은 포괄적인 맥락에서 ‘동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교사권력에 불만 없이 복종하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교사권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사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었는데 이

는 학생 스스로의 자발성이 동의라는 인식작용이 만나는 과정이었다. 그들

이 교사권력에 자발적인 동의를 표하는 것은 구성되는 권력을 따르고자 하

는 의지의 작용이었고, 복종을 향하는 학생들의 의지는 실천되는 교사권력

중 일부를 ‘좋은 것’일 수 있게 하는 토대와 같았다. 요컨대 교사권력에 대

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는 무수한 맥락을 경유하는 다양한 교사권력을

좋은 권력으로 구성해내는 중요한 근원인 셈이다.

그렇다면 교사권력을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작용은 어

떠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들은 왜 교사의 권력에 망설임 없이 동

의를 표하는가? 이러한 물음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권력에 대한 복종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다’라고 답한 루

만 견지를 빌리자고 한다. 루만에게 권력은 기능적인 것이며 권력의 본질적

인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 상태를 줄이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와 관

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중 일치되지 않은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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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상

태를 줄여줄 수 있는 매개체를 찾게 되는데 루만은 권력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루만의 시야에서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은 요청되

는 것이며 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작동

시킨다.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은 무수한 행위 대안들 중 교사가 정향짓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위를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며 그래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복종이란 강제적이고 타율적인 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것이다(Luhmann, 2005, 1995;

Seidl, 2004). 학생들이 교사권력에 동의를 표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합리

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자발적의 의지이며 그러한 권력에의 자

발적인 종속은 교사권력 그 자체를 학생들의 동의와 부합하는 것으로 가정

함으로써 제 속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탄생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물론 루만이 상정하는 권력작용의 모든 부분을 학생들의 동의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루만은 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의지를

강제와 명령, 부정적인 제재의 일면에서도 고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교

사의 권력은 좋은 것이라기보다 교사의 결정을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불완

전한 것이다. 루만에게 권력은 본질적으로 결정의 임무를 위해 외재적일 수

있는 것이고 우연함의 감축을 위한 외압으로서의 권력은 대상자들의 자발적

인 복종의지 즉, 동의의 과정과 조우함으로써 권력이 오해 없는 커뮤니케이

션을 향하는 매체가 된다. 그러나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는 교사권

력 그 자체를 정당한 것 그래서 다시금 또 생산해 내야 하는 것으로 만든

다. 그 과정에서 행사되는 교사권력의 일부는 소극적이게 나마 정당하게 요

청되는 좋은 영향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권력은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 동의와 그에 따른 복종의지에 의해 탄

생된다. 거기에 더해지는 자율성과 자발성은 교사권력에 정당성을 보태주며

교사권력의 정당함은 다시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확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들의 동의와 맞물린다. 교사의 권력 그 자체를 부정적인 것 혹은 긍정

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까닭은 실천되는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동

의와 자발적 복종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력대상자들

의 호의적 동의는 교사권력을 좋은 권력이 될 수 있게 하는 인식적 토대이

자 그들의 행위를 복종이라는 의지작용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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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권력이 구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력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는 교사권력을 구성

되는 것에서 나아가 좋은 것이 될 수 있게 한다. 권력의 구성적 속성과 커

뮤니케이션, 학생 동의와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구성적 권력의 속성과 커뮤니케이션 및 학생 동의의 관계

4. 종합논의

본 연구는 개나리 반, 민들레 반, 개나리 반의 사례를 통해 초등학교 체육

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역동적 관

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체육수업시간의 교사 권력원천과 권력실천은 학

생들과의 다변적 관계 속에서 탄생되고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논의에 근거해 본 연구가 시사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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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교사권력을 위한 성찰과 반성

각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교사권력 유형과 특징은 사례별로 상이

했다. 강압적, 명령적 행위에서부터 호의적, 배려적 행위까지 개별 사례별로

교사권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교사권력유형의 다양함과

함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또다른 사실은 교사는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 언제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교사에

게는 권력이 주어져야 하고, 교사가 가지는 권력은 보다 나은 체육수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은 무엇을 위한 것

인지 되묻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 이

유로 학생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꼽았다. 교사는 자신이 정당하고

올바른 권력을 가질 때 학생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그들과의 커뮤니케

이션 또한 용이해 진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들은 ‘교사권력이 어떠해

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수렴될 수 있고, 이러한 물음은 다시 교사권력의

작동 반경이 학교라는 구조 내에 한정된다는 점과 그 실천이 일회적이지 않

다는 점에 ‘정당성’의 문제로 관통될 수 있었다. 결국 자신의 권력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은 ‘자신이 가진 권력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 더 나은 권력작용으로 이어지길

원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실천 여부를 떠난 그들은 모두 자신의 권력행사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사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의 불완전함에 대

한 반성이자 성찰과 같은 것이었다. 교사권력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

이 가능했던 이유는 권력의 행사가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기 때

문이었다. 그들은 수업체계의 형태로, 약속의 방식으로, 규칙의 준수를 통해

자신의 권력작용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권력실천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행사하는 교사권력이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수긍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자문자답이기도 했다. 나아가 교사권력에 대한 스스

로의 성찰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특정상황에서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즉,

자신이 가진 권력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이러한 그들의 고민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교사권

력은 정당한가’ 라는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에 베버는 ‘권력-지배-복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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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간의 사회적 관계(임상우, 2010)를 제시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피권력자들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기만 한다면 정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와 같은 전통적인 입장에 교사권력을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정당한 권력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다.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학교 구조

내에서 학생들에게 교사는 따라야만 하는 존재이고, 따르기에 충분한 능력

을 가진 대상이다. 교사권력에 대한 처음 동의가 끝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적어도 학생들에게 교사는 권력행사의 정당함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된다. 교사가 가진 권력이 학생들에게 의해 창출(진시원, 변진

언, 2014; 임상우, 2010; Heywood, 2007)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스스

로를 교사권력에 종속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정당한

교사권력은 학생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며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교사권력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은 곧 정당성의 문제로 이어지며, 그러한 정당성에 대한 성찰은

교사권력을 더욱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권력의 정당성에 대

한 성찰과 반성은 더욱 정당하고 창조적인 권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권력에 대한 성찰과 정당성의 문제는 루만이 제시하고 있는 ‘성찰

(reflectivity)’의 개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가능하다. 루만은 체계의 안

정적인 유지를 위해 자기참조적(self-reference)이지 않은 것과 자신을 구별

해야 한다고 말한다(전동열, 2011). 체계내로 유입된 것이 자기참조적인 것

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수용될 수 있는 것 즉, 체계 내에서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논리로 자리한다. 자신이 자신을 관찰하는 성찰이 거듭될수록 체계

의 자기참조적 능력은 더욱 증가하며 자기준거는 더욱 자기준거적인 의미를

생성해 낼 수 있게 된다(노진철, 2002). 교사가 자신의 권력작용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일은 권력행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자신이 가진 권력을 더욱 정당한 권력으로 소급해 나가는 일이다. 그 과정

에서 교사는 체육수업에 알맞은 정당한 권력의 의미를 생성해 낼 수 있다.

교사에게 권력은 구조적으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 본질과

같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구조적으로 주어진 권력이 알맞게 행사되기 위

해서는 정당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권력은 완벽하지

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사권력이 더욱 필요하고

학생들로부터 요청되는 것이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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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권력에 대한 회의는 교사 스스로의 반성이나

성찰과 다르지 않다. 교사권력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반성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교사권력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반성 과정 

나. 관계구성적인 권력관계

학생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여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은 당위성을 갖는다(옹

진환, 2012; 이수석, 2001). 학생들은 교사가 가진 권력을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작동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교사권력과 교사-학생 권력

관계에 대한 학생인식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은 교사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교사가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에

호의적이었다.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권력작동 중 학생들이 가장 우

선적으로 인식한 것은 복종적이면서 다소 강압적인 권력유형이었다. 이는

학교라는 구조와 교사라는 지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에게 교사권력이 언제나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베푸는 호의와 배려 또한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사는 지위상 자신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였고, 교사에게 주어진 권력 또한 교사의 의도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교사권력은 교사의 단호한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뿐만 아

니라 자신들을 회유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교사권력에 대한 이러한 학생인식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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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이 빈번히 경험하는 권력관계는 ‘이끄는 자’와 ‘따

라야 하는 존재’로서의 관계 즉, 지배와 복종의 관계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사와 자신의 관계를 강압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나

아가 그들은 교사를 ‘함께 하는 대상’ 혹은 ‘우리를 위해주는 대상’으로 인식

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사와의 관계를 강압과 복종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사의 어떤 행위가 학생들

에게 권력관계를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는가? 이는 권력에 대한 존재론적 접

근과 달리 권력작동과 권력실천에 주목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에 명쾌하게 답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사와의 부대낌에 의

해 가능하다’일 것이다. ‘부대낌’이란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서는 서로간의 상호작용 혹은 맥락에 따른 역동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체

육수업시간 발생하는 많은 상황들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맥락을 제공한다.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맥락은 교사

와 학생 간의 다변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엄명용, 송민경, 2014; 오중근, 김

대진, 신창훈, 2013). 맥락 의존적이고 복잡한 양자 사이의 관계는 문제가 발

생하거나 결단이 필요한 순간 다양한 양태로 재현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교사권력은 학생들과의 합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작동한다. 특정 맥락

은 교사에게 적절한 개입과 제재를 요청하기도 하고,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상황을 조율하게 만들

기도 한다. 유사한 맥락일지라도 교사마다 자신의 권력을 작동시키는 방식

은 같지 않으며, 특정 교사가 유사한 맥락을 처리하는 방식 또한 언제나 일

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교사권력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맥

락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것은 독단적인 것 또한

아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나 교사권력이 학생들이 가진 권력에 선행하거나 그것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권력은 주어진 맥락이나 학생들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적이

지 않기 때문에 제 행사에 있어 학생들의 존재를 완전하게 배제하지 못한

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사의 권력행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으며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에 불만을 표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저항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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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이화용, 2010; Guzzin, 2001). 바로 이 지점에서 교사권력의 관계

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특정 맥락에서 행사되는 교사권력은 암묵적으로 학

생들로부터의 수긍을 전제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저항 가능성 또한 인정해

야 한다. 일단 학생들로부터 수긍된 권력은 체육수업시간을 더욱 안정화시

키고 특정 맥락에서의 교사 반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즉 체

육수업 시간에 작동하는 권력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불확실성

을 줄여나가도록 한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이 가진 권력실천이 학생들의 의

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과의 갈등

은 불가피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갈등 또한 교사권력으로 잠재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사되는 교사권력은 독단적이거나 교사 위주의 무지막

지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의견 조율과 합의과정을 거친 나름대로의 중

립적인 해결책에 가까운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치될 때도 그렇지 않을

때 교사가 작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의 모습은 같지 않다. 그러므로

교사의 권력작동에 학생들의 의도와 수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사권력의 이러한 특징은 제 행사과정이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이지 않음

을 보여준다. 그것은 맥락과 학생들과의 관계에 의존하여 ‘만들어가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김무규, 2012; Forsyth, 1981). 다만 권력이 만들어가는 과정

적인 것이라면 구성되는 것으로서의 권력은 처음의 의도와 꼭 맞지 않는 사

태를 결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다분히 구성적이다. 교사권력의 이러

한 속성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지배와 복종, 억압과 강제의 관점에서 규

정하고 있는 기존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한다. 구성적인 권력은 구성적인 권

력관계로 이어지는데 이는 교사의 권력과 양자의 권력관계가 교사와 학생

간의 끊임없는 ‘부대낌’에 의해 탄생되는 지극히 관계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권력관계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다르

지 않다. 나아가 관계를 향하는 권력의 구성적인 특징은 서로간의 결속과

연대를 더욱 강화시킨다. 관계성이 전제하는 다맥락성과 가변성은 권력실천

을 다양하게 변주시키고 작동되는 권력의 다양함은 양자의 관계를 복잡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구성해낸다. 그렇기에 권력은 관계적인 권력은 언제나 구

성적이고 유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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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력커뮤니케이션의 재생산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권력작용은 구성되는 권력의 속성을 잘 드러낸다.

상황의존적이고 맥락적이며 관계적인 권력의 구성적 속성은 비결정론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권력작용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력의 구성작용은 권력

을 권력이게 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권력이지 않은 권력은

그것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실패한 권력이며, 실패한 권력이 만들어내는 권

력관계 역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된다. 즉, 권력의 구성적 속성은 권력이 권

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게 할 때만 그 역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외부

로부터의 저항가능성을 인정하고 권력작동을 둘러싼 맥락적 상황과의 조율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권력 자신이여야 한다. 그렇다면

권력을 권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매커니즘과 장치에 의

해 권력은 권력으로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

해 루만이 제시한 ‘권력커뮤니케이션’ 이란 개념을 빌려 쓰고자 한다.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설명한다. 그에게 커

뮤니케이션은 체계로서의 사회를 생성시키고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필요

한 전부이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은 과학체계를, 경제커뮤니케이션은 경제체계

를, 정치커뮤니케이션은 정치체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이 루만의 주장이다. 이

러한 루만의 주장을 방법론적으로 빌려 본 연구에서는 권력커뮤니케이션의

생산, 재생산 과정을 통해 체육수업에서 교사권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

시켜 나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매체(medium)와 이항적 코드(binary code), 의미(meaning)가 필요하다고 보

았다. 매체는 커뮤니케이션을 작동적인 수준에서 가능하게 하고, 매체는 양

가적 코드의 형식으로, 형식으로서의 코드는 의미의 충족을 통해 커뮤니케

이션은 유지된다. 루만의 이러한 공리를 체육수업시간에 작동하는 교사권력

에 대입시켜보면 교사의 권력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스스로를 권력작용으로

재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사례를 통해 드러난 권력커뮤니케이션의 매체는 ‘결정’이었다. 연구

참여교사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권력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수업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시간, 활동을 경계

지어야 하는 시점, 의도하지 않은 학생 반응을 되돌려야 하는 시점 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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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육수업시간 매 순간 결정의 문제에 직면했다. 결정력을 동반한 권력을

갖기 위해 교사는 정당한 방식으로, 때로는 위장이나 조작의 모습으로, 가끔

은 반성의 형태로, 이해의 의도로, 배려의 목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각각의 장치들은 교사별로 상이했지만 그들은 결정력을 가질 수 있

는 권력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이 희망하는 결정력을 가진 권력은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박탈적이거나 제재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

려 그것들은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복잡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었는데 그

러한 장치들은 ‘결정’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 ‘개방’과

‘수렴’이라는 이항적 코드라는 형식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항적 코드는

매체의 다양한 실천 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양극단에 놓인 코드에

의해 매체의 작동은 광의적인 작동반경을 가지게 된다.

루만은 권력을 매체로 삼은 정치체계의 코드를 권력우세와 권력열세로 규

정한다. 집합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해 권력은 우세한 자리와 열세한

자리의 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서영조, 2013). 마찬가지로 ‘결정’을 매

개하기 위해 교사권력은 ‘결정개방’과 ‘결정수렴’을 자신의 코드로 삼았다.

‘결정수렴’이란 교사에게 전적으로 결정권한이 주어진 경우로 이 경우 교사

의 권력작용은 정당성의 문제, 제재의 방식, 질서유지나 박탈의 요청으로 실

천되고 있었다. ‘결정수렴’이라는 코드에 가깝게 작용하는 권력일수록 학생

들은 그러한 권력을 강력하고 위계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결정수렴’

에 비해 ‘결정개방’ 코드는 교사의 결정권이 희석된 경우였다. 이러한 경우

교사권력은 자기반성, 학생에의 위임, 학생들의 자율과 선택, 이해와 배려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교사 의존적인 단호한 결정력이 동반될 필요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학생들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교사는 자신

의 결정권을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었다. 이는 결정이 요청되는 상황에 대

한 회피라기보다는 교사의 영역을 학생들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로써 교사의 권력커뮤니케이션은 결정력을 수반하고 그것의 행사에 있

어 수렴적이거나 개방적일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루만에 따르며 권력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이 매체와 코드를 경유해 스스로를 생산/재생산할수록 권력커뮤니케이션은

더욱 권력적인 것이 된다. 이 때 어디까지를 교사에 수렴적인 결정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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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또한 교사가 가진 결정권의 얼마만큼을 학생들에게 개방할 것인지

는 권력커뮤니케이션이 요청하는 ‘의미작용’이 결정한다. 즉, ‘결정수렴’과 ‘결

정개방’이라는 이항적 코드는 권력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선별’

에 의해 작동한다. 가령 호의적 권력이나 배려적 권력이 정당한 권력이나

위장적 권력과 다른 맥락에 놓인다는 것, 학교구조상 교사수렴적인 결정상

황이 더 많다는 것, 학생들과의 깊은 관계를 전제한다면 학생들에게 교사권

력의 일부를 위임해도 교사의 권력실천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 등은 권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의미’의 선별과 같다. 교사 권력커뮤니케이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작동 기전을 도식화하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교사 권력커뮤니케이션의 작동 기전 

이처럼 ‘결정’이라는 매체, ‘결정수렴’과 ‘결정개방’이라는 코드, 매체와 코

드를 채우는 ‘의미선별’에 의해 교사의 권력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을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 권력커뮤니케이션이라는 루만 개념의 선용은 교사

가 가진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행사되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는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당위적 명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한다. 마치 소유와 행사가 당연한 것처럼 이해되어왔던 교사권력의 작동 기

전(mechanism)을 밝히는 일은 교사가 가진 권력이 왜 당위적인지를 넘어서

서 그것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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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사료된다. 나아가 이러한 고찰은 권력은 소유되고 사용되며 행사되는

것이라는 권력행사자 중심의 프레임에서 권력은 불확실하지 않으면서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체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 내에 놓여있는 것이라

는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라. ‘좋은 권력’의 탄생

다소 낯설고 생경하게 들릴 수 있는 ‘좋은 권력’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에

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개별 사례들의 권력유형과 특징을 밝히고,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피는 일도 결국에는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

사권력이 정당한 권력이 되기 위한 원천을 되짚어 보고, 그 과정을 살피면

서 마침내 권력이 권력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알아보았다. 교

사권력유형과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종합해 본 결과 교사에게 권력은 주어

진 것이면서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지는 것이고 결정이라는 매체

를 동반하여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은

정당하기만 하다면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강압적이거나 명령적

인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임적이고 배려적인 것이기도 했다. 교사와 학

생 모두 공통적으로 양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교사에게 권력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는 결정력을 담보받기 위해, 학

생은 안정된 질서와 호의적 배려를 위해 권력을 요청하고 있었다. 권력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잘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필요해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권력은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베버의 관점에서 권력은 ‘원래부터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권력

대상자들을 권력에 복속시켜야 하는 것이었다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교

사권력은 권력대상자들의 ‘복종을 향한 자발적 의지’라는 아렌트나 루만의

시각과 매우 유사했다.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은 정당하면서 당위적인 것이었

다. 그들은 권력이 사라진 체육수업을 ‘난장판’에 비유하면서 스스로 교사권

력에 복종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은 권력대상자의 자발적 복

종에 의해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아렌트의 언명과 동일한 맥락

에 놓인 것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권력대상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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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의지로 권력행사자에게 복종하려 한다는 루만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

이었다. 나아가 교사권력에 대한 이러한 학생인식은 교사권력이 결과하는

선택의 문제를 수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루만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교사권력이 상실된 체육수업은 커뮤니케이션의 우연성이 증가된 것이며, 아

렌트의 시각에서 권력대상자들의 자발적 복종에 의해 탄생한 권력은 그들을

다시 구속하는데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은 단지 ‘통한다’라는 협의적인 수준에서 정의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은 루만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잘 통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 권력이 작

동한다면 더 잘 통할 수 있고, 오해의 상태라면 권력에 의해 덜 오해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합의적이면 좋

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었다. 권력은 합의적이지 않은 오해의

상태를 커뮤니케이션되는 상태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었다.

그래서 권력행사자의 자발적인 복종은 그들과의 권력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면서 권력행사자의 권력작용을 합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소통적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는

교사와 학생 양자 모두에게 권력은 상실되어서는 안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자발적 복종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었다.

권력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권력대상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권력행사자

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베버식 접근을 경계한다. 물론 행사되는 권력의 모든

장면에서 베버적 권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권력의 정당성 측

면에서 체육수업시간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요청은 필연적이다. 그들의

요청은 교사 강압적이라기보다 관계적인 것으로, 구조결정적인 것이라기보

다 구성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은 교사권력에 스스로를 묶어두

고 싶어 했는데 이는 교사권력에 대한 수긍이면서 교사권력에의 종속이 결

과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안정성에 대한 바람이기도 했다. 줄어드는 커뮤니케

이션의 우연성에 대한 기대는 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교사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만 한다면 생산적인 체육수업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권력의 매개력은 증대된다고 했

다. 권력에 대한 양자 간의 이러한 합의적 동의는 권력을 정의하는 패러다

임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한다. 베버식의 단편적 견지에서 벗어나 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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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접근하는 일은 권력을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하며 합의된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정당한 권력관계를 연출할 수 있

는 힘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 학생들의 동의가 가미된다면 구

성되는 권력 중 일부는 좋게 행사되는 권력으로 볼 수 있다.

권력의 작동에 있어 강압과 억압의 측면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궁극에는 ‘낭비 없는 커뮤니케이션’ 혹은 ‘오해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권력은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다. 권력으로 확립된 규칙

이 권력행사자와 권력대상자 모두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생산적

인 권력작용일 수 있다. 이처럼 권력을 단순히 ‘힘의 논리’로 설명하려는 인

식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힘의 논리’로 설명하려는 인식으로의

전환은 좋은 관계 혹은 정당한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권력의 좋은 작용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단순히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고,

누군가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행사들의 자발적인 복종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권력을 ‘좋은 권력’으로 탄생시킬 수

있다. 좋은 권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행사되는 힘의 실천에 더 많은 여백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힘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토대로서의 동의,

나아가 그러한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의 맥락을 살피는 일에 더 많은

수고를 쏟아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좋은 권력의 탄생 가능성을 도식화

하면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좋은 권력의 탄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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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탐색하여 권력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의 교육적,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 1) 체육수업시간

에 나타나는 교사권력의 유형과 특징은 어떠한가? 2) 학생들은 체육수업시

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3) 체육수업

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생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체육수업 실제에 기

여할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가지는가? 4)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학

생 권력관계를 통해 권력현상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의 4가지를 설정

하였다. 설정된 연구 문제는 사례적 접근을 통해 고찰되었으며 연구 결과

및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의 권력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다면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각 사례별로 체육수업의 운영 방식은 매우 다양

했는데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의 상이함은 교사와 학생이 맺는 관계의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세 사례의 권력유형과 특징을 비

교한 결과 개별적인 사건으로 드러나는 권력의 작용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유형에서부터 호의적이고 배려적인 모습까지 권력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드러났다. 물론 수업 중 발현되는 권력유형의 빈도와

특징이 유사하지는 않았지만 교사는 원만한 수업을 집중력 있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권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각 사례가 행사하는 권력실천의 차이

에도 그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부합할 수 있는

권력’이었다. 이는 교사권력이 결코 정형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하

며 맥락에 의존해 구성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수업 공간이 확대되는 체육수

업의 경우 교사가 예측하지 못한 학생들의 돌발 행동이 자주 목격되었는데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을 적당히 제재하기 위해 강압적 행위를 구현

해야만 했다. 반면 움직임에 열광하는 학생들과 즐거운 체육수업을 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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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께 참여하는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는 배려적이고 이타

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압적 행위과 이타적 모습 사이의 공간에는

많은 권력실천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의존하

는 매우 구성적인 특징을 보였다. 요컨대 교사권력은 한 가지 유형으로 단

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천되는 권력의 개별적인 유형을 파고드는 것

보다 그것의 작동에는 주어진 상황과 맞물린 다면적인 실천이 내재해 있음

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 인식을 파헤치는 작업은 교사권력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사수준에서 실천되는 권력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권력이 일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교사의 권

력실천이 복종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수직적이었던 반면 학생들은 교사와의

권력관계를 엄하면서 위계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교사는 따라야하고 복종해야 할 존재였지만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베

푸는 호의적이고 윤리적이며 배려적인 권력을 그렇지 않은 권력보다 우선하

여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체육수업 중 발생하는 교사의 통제와

제재, 질서에 대한 요구를 수업 중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는

데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권력이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교사의 염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개별 사례

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던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교사 인식과 달리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원천은 학생의 인식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

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교사가 가진 능력에 비해 학생 인식 속의 교사는 더

욱 전지전능하며 권위적인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사와 학

생 사이의 권력관계는 거부하거나 저항하고 싶은 강압적 복종의 관계가 아

니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사는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로 복종하고 따라

야만 하는 존재였고, 그러한 교사와의 권력관계 역시 생각만큼 무지막자하

거나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 행위를 통해 합의적 상태에 이를 수 있

는 것이었다. 때로는 교사와의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

행하거나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학생의 인식을 통해 드러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는 교사가 인식하는 권력특징에 비해 동의에

기반한 ‘자율적인 복종’의 색이 훨씬 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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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권력관계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공유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

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단초로서 커

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권력관계를 구성할 수도 있지

만 때로는 이미 고착화된 권력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복수적 관계가 모두 확인되었다. 갈등을 유발하

는 커뮤니케이션은 교사와 학생 간 권력관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

생 간 권력관계는 교사위주의 수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선구조로 작동했

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에 저항을 보이기도 하였

다. 그러나 어떤 교사도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

았다. 다만 그것은 학생들과의 이해관계와 충돌했을 뿐 반드시 그렇게 행사

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분명했고 결정의 상황에 직면한 상태가 부분이

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학생들

은 스스로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교사를 따르고자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

다. 이는 학생들이 가지는 본능과 같은 것이었는데 교사가 전달하려는 메시

지가 자신의 기존 가치체계와 부합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내용일 경우 그

들은 교사의 행사하는 권력을 호의적이면서 민주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

었다. 학생들과의 수월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사의 고민은 스스로의 반

성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학생들과 조율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개별 사건

으로 수면화 된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작용을 꿰뚫는 본질은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맺기’라는 것이다. 관계 맺기가 누락된 권력관계는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기에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권력실천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권력현상은 형성과 유지, 재생산의 끊임없는 역동적 과정이다. 권력

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권력의 작용을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으로 이해하

기 보다는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학생들에 비해 많은 권력을 가진 교사는

그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신뢰관계의 반복은 양자의 권력관계를 단순하게 지배적이고 복

종적인 것으로 정착시키기 보다는 일정한 기대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에 부합하는 기대구조

의 형성은 강제, 복종, 조작의 방식에서부터 배려와 호의, 헤아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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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한 권력실천을 양산한다.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수업 공간 역시 권

력 창출의 잠재적 공간일 수 있다. 교사는 주어진 공간 내에서 가장 효과적

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 때 권력의

실천은 학생들에게 교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운동장이 단순한 ‘장소’

가 아니라 ‘권력 공간’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행사되는 교사권력이 커뮤

니케이션의 압축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권력이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과정이 담보적인 것은 아니다. 권

력의 작용은 언제나 저항 가능성을 동반하는데 권력은 스스로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이러한 저항 가능성마저도 타협의 과정을 거쳐 자기 내부

의 것으로 흡수한다. 이러한 과정의 무한한 반복은 체육수업이라는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권력의 작동 역시 그 안정성을 보장받는

다. 요컨대 권력은 처음부터 구조적이거나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형성과

유지, 재구성 과정의 반복을 통해 스스로를 구성해 나간다.

다섯째,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교사권력을 비

롯한 권력일반을 관통하는 견해는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 속성에 관한 인식

이었다. 복종과 지배적 관계, 강압과 강제의 관계 등 기존까지 권력은 불평

등한 ‘차이’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권력행사자와 대상자들 사이에 존재

하는 좁혀지지 않는 차이에 주목했던 베버적 권력론, 이질적인 의견들 사이

의 좁혀지지 않는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적인 권력론의 탄생을 주장하

는 아렌트와 하버마스 모두 ‘차이’의 권력에 주목한 접근이었다. ‘차이’에 주

목하는 권력은 모두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이 합의적이여야 한다는 명제로부

터 출발한다. 합의적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은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권력 역시 그러한 차이의 간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만적 권력이 가지는 구성적 속성에 대한 숙고는 권력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루만은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합의적

이지 않다고 가정한다. 권력은 오해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매체인데 이 때 권

력이 그러한 기능을 달성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합의적 커뮤니케이션을 향하는 권력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보다 합의적인 결정을 위해 권력은 무수한 선택의 대안 중 체계에 적합한



- 340 -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루만의 권력론을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

계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교사권력은 충분히 커뮤니케

이션 감축 매체일 수 있다. 교사권력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방향을 정향

지을 수 있었고, 학생들은 교사권력이 형성한 기대구조 내에서 교사권력이

결과하는 선택에 의해 자신의 행위와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안정된 수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 이로써 교사권력은 더 이상 홉스와 베버식의 부정적인 것도, 아렌트

와 하버마스의 주장처럼 합의를 전제한 것도 아님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주

어진 맥락 안에서 스스로를 재구성해 내는 구성의 결정물이다. 이제 루만적

시각으로 권력은 생산적이면서 대안적인 것으로 재탄생되었다. 학생 동의를

등에 입은 권력은 스스로를 더욱 더 낭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

는 동력으로 제 작동에 관여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개별적 사례들을 통해 교사권력의 실천과 교사와의 권력관계에

대한 학생인식, 권력현상의 교육적 함의와 권력의 새로운 지평에 관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권력현상과 커뮤니

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수준과 실천적 수준에서의 제언과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 보아야할 연구 방법론적 접근에 관해 제시하였다.

가.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탐색을 위한 제언

교사와 학생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권력관계와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을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위해

서는 기존의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기존

해석과의 단절이나 그것들로부터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극복’이란 기

존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낯설지만 생산적인 새로운 지평을 펼치기 위한 의

식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의 권력을 극복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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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권력의 작용과 역할, 기능을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권력의

작용에 탐색적으로 접근하였을 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기전

(mechanism)’으로써의 권력의 작동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준거틀이라고 할 수 있는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 역

시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권력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본 연

구 역시 정치체계에서의 권력론을 교육체계라는 상이한 기능을 담당하는 체

계에 적용하는 처녀적 연구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학교 현장이라는 교육

체계 내에서 검증하는 일에 주목했다. 권력의 작동 기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가지는 권력과 교사권력의 작동이 결과하는

학생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다 정교하면서 탄력적으로 설명할 수 있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권력의 작용을 매커니즘이라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궁구하는 작업은 권력현상을 보다 역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권력관계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맥락적 현상들에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위

해서는 내부 매커니즘을 면밀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 이들에 가까이 다가

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현상의 기전을 세밀하게 밝히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루만의 견해를 ‘시간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

다볼 필요가 있다. 루만이 사회체계이론에서 전제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지속

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즉,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관심을 두었고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은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된다’

라고 답했다(Nobles, 2014). 루만의 입장에서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동반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지속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동반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즉, 지속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은 곧 실패한

것과 다르지 않다. 루만의 커뮤니케이션과 ‘시간성’을 결부짓는 일은 체육수

업시간 교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들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수행(연습)을 위한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과도 같다. 엄밀하게 루만

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교사 커뮤니케이션에 곧바로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체육수업의 경우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연습이나 교정 등의 즉각적이지 않은 신체 움직임을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학생이 교사가 송신한 메시지를 준거로 자신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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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하고 있다면, 그래서 즉각적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이것을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가? 하위 체계로서

의 체육수업은 커뮤니케이션 지속을 위한 ‘잠재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관한 고찰에서 나아가 ‘신체’라

는 독특한 매체를 매개하는 체육수업 내 학생들의 수행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잠복, 잠재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시간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권력이 ‘탈권력화(de-powerment)’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루만의 커뮤니케이션적 권력론을 준거로 커뮤니케

이션과 권력이 어떠한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루만의 체

계 형성 과정에 의거하여 권력의 형성, 유지, 재구성이라는 권력의 역동성에

주목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

생들 또한 권력주체로서의 교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권력의 형성과

유지,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권력의 탈권력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권력의 유지와 관련된 하나의 양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권력을 가지는 대상이라는 인식에 대한 합의는 교사

권력의 탈권력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

아야 할 점은 그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드러나던 그렇지 않던 탈권력화

또한 권력현상의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본 연구의 사례인 진달

래 반 교사의 파업은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단절’로 규정될 수 있지만

권력의 탈권력화 관점에서 그것은 명백하게 신뢰를 상실하고 권력관계가 무

너지는 과정이었다. 교사권력이 탈권력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방

적 인식은 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력

의 형성, 유지, 재구성 과정 어디에도 자리하지 못한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

는 사실과 스스로 자신을 재건하는 권력을 살피는 일은 권력에 관한 흥미로

운 연구가 될 것이다.

나. 권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일 수 있지만 그것

이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고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면 제 실천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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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이고 대안적일 수 있다. ‘권력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현상에 보다 심층

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본 연구는 사례적 접근을 통해 임의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도출된 연구 결과는 잠정적 수준

의 현장 가설로 정립시킬 수 있었다. 개별 사례를 준거로 도출된 가설은 임

의적이고 불완전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현장 사례들을 예시로 보완

될 필요가 있다. 도출한 가설들이 본 사례 연구의 집약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언이 권력현상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획일적인 일반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본 연구의 결과의 산물로

정립된 가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권력실천과 커뮤니케이션을 현장 수준에

서 녹여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연구자와 같이 교사와 학생 사

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나아가 상호작용 등에 관심을 가진 교사에

게 본 구의 결과가 미미하게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양한 사

례를 통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장 가설은 <표 21>과 같다.

표 21.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장 가설 

연구 문제 (후속 연구 검증) 가설

[RQ-1]교사권력의

유형과 특징

▪ 교사권력의 속성은 주어진 맥락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교사권력은 다면적일 것이다.

[RQ-2]권력관계에

대한 학생인식

▪ 교사의 권력실천에 대한 학생인식은 교사인식보다 호의적이
고 긍정적일 것이다.

▪ 정당하지 못한 교사권력 중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
이 존재할 것이다.

[RQ-3]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실천적 함의

▪ 교사권력에 대한 학생태도는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이 있을 것이다.

▪ 반성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보다 민주적일 것이다.

▪ 교사의 선택과 결정과정에 동원되는 권력은 학생들과의 합
의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RQ-4]권력관계를

통한 권력현상의 이

해

▪ 안정적 교사권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
대구조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학생의 자율적 복종은 교사-학생 권력관계를 보다 안정적
으로 만들 것이다.

▪ 자신의 권력행사에 대한 교사 고민은 교사권력을 윤리적 권
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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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제언

방법론적 제언에서는 연구자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즉, Nvivo의 활용이

연구자의 분석에 의존한다는 점과 연구 진행 중 연구자의 자기 변형 과정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전 그것이 가지는 장단점을 꼼

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Nvivo 10이라는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심층면담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총

24명이었으며, 각 참여자별 면담은 3회 이상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더불어 체육수업을 관찰할 때마다 작성된 필드 노트까지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집된 자료의 양은 방대했다. Nvivo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수집된 모든 자료를 문서화하여 누락되지

않게 분석하는데 탁월했다. 그러나 Nvivo 프로그램의 문서로 변환된 각 사

례의 자료들의 분석 범위와 수준은 상이했다. 각 사례별로 코드화 된 초기

코드의 개수에도 차이가 있었고, 초기 코드는 2차 분석과 3차 분석에도 영

향을 주었다. 각 사례별로 유사한 면담 내용이 동일하게 코드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초기 코드 형성과정에서 그 범위와 수준도 같지 않았다.

각 사례별로 상이했던 코드는 각 사례별 특징을 서술하는 사례 내 분석 과

정을 거쳐 사례 간 비교 분석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Nvivo 특성상 자료

전체를 한 눈에 통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동일한 노드로 작성된 코드라 할

지라도 내실있는 사례 간 비교를 위해서는 개별 노드를 하나씩 열어 그 내

용을 확인하고 비교하여 수정하거나 재구성해야만 했다. 노드의 형태로 범

주화된 자료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사례 간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범주화된 내용을 비교하여 견주는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사례 간 비교를 통해 범주화된 코드를 수정하는 작업은 이미 서술한 연구

결과의 일부를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 연구자가 Nvivo 활용에 익숙하지 않

은 탓도 있겠지만 이는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가 가지는 한계로

도 볼 수 있다. 단일 맥락의 개별 사례 내 특징을 찾기 위한 목적이라면 노

드 형성에 크게 긴장할 필요가 없고, 설령 노드를 수정한다고 해도 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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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사례 간 특징을 견주거나 공통점을 발견해야 하는

다소 연구의 범위와 폭이 광의적인 연구에서는 개별 노드를 형성하기 전 분

석의 토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 이러한 Nvivo

활용의 한계는 전통적인 질적자료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 Nvivo 프로그램이 ‘숲’을 관리하는 것보다 ‘나무’를 심는 일에 효과

적이라면 분석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질적 자료의 전통적 분석

방식은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게 할 수 있다. Nvivo 라는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균형적인 안목을 견지하기 위

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자 반성일지 작성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거나 변형

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주로 체육수업의 관찰

과정을 기록한 필드 노트를 작성한 이후나 연구 참여자 심층 면담 후 연구

자 반성일지를 작성하였다. 그 분량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 반성일

지는 수집된 자료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연구자로서의 객관적인 시각

과 내부자로서의 주관적인 견해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자 반성일지는 주로 연구 그 자체 맥

락과 관련된 것이었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찰이나 초기 메모와 유사했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과 연구를 종료하고 난 후 연구자 주관성이 같을 수 없

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였지만 본 연구자의 연구자 반성일지는 연구진행 중

연구자 자신의 변형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 연구를 수행하면

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연구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심증과 연구 과

정 속에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낙관적인 예상이 적중했을 뿐 연구

도구로서 연구자의 변형 과정에 대한 기술은 부족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

서 연구자는 본의 아니게 자기 변형 과정을 경험했다. 엄밀하게 말해 그것

은 ‘자기 변형’ 이라기보다 ‘자기 위안’에 가까웠다. 첫 번째는 체육수업을 진

행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교사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가’ 라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초등학교 수

업의 특성상 ‘동료장학’이라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급의 체

육수업을 관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단 한 번만의 관찰로는 그 학급의

체육수업 특징을 잡아내기 힘들며 그러한 시간은 누군가의 고민을 해소해주

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각 사례별로 6학년 체육수업을 12～17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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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참여 관찰할 수 있었던 이번 연구를 통해 ‘학생들을 교사의 방식으

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수를 위해 그러한 통제가 도

덕적이라면, 그리고 학생들도 교사의 진심이 담긴 통제를 원한다면 그것은

정당할 수 있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가 종료된 시점에서 연구자

의 이러한 반성은 후속되는 연구에 ‘보이지 않는 토대’로 작용했다. 질적 연

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사건이더라도 연구자의 자기 반성과 자기

변형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자기 변형은 연구자 주관성을 재정립시킬 수 있다는 점, 변형된 주관성은

후속 연구와 다시 긴밀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 스스로의 반성을 기

록으로 남기고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일은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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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 설명서 및 동의서(교사용)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연구 동의서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

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

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 속에 드러나는 교

사와 학생사이의 권력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

정이며, 체육수업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작용 과정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배당된 체육수업 

중 주 1회를 약 8개월간 관찰할 예정이며, 본 연구자는 직접적으로 체육수업

에 참여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필요한 경우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평소처럼 학생들과의 체육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수업 후 면담이 몇 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될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해주신다면 체육수업관찰과 수업 후 개별적으로 면담이 진행될 것입니

다.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서울샛별초등학교)에서 이루

어질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체육수업을 관찰한 내용이나 면담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

장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관찰된 내용과 인터뷰 답변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

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중 관찰이 불편하시거나 기타상의 이유로 선생님

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을 알려 드립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사에 달려 있습

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생연구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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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입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기타 간행

물에 공개될 때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

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자(이미송)

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선생님의 권

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

시오.

위의 내용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장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15. .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

연구자 및 책임자 : 이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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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

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

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

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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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 동의서(학생용)

 

 「체육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연구 동의서 (학생용)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을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

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의 주인공으로 모시

고자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어

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데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담임선생님께서는 평소대로 체육수업을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체육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과 여러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방

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질문과 면담이 몇 

차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수업

을 관찰하고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여러분이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자연스러운 체육수업의 한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에

게 수업 후 면담 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해 주

신 내용과 여러분에 관한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학교 이름이나 실제 이름이 사용되는 일은 없으며, 수업 관찰내용

과 면담 자료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약 8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

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 과정에서 

응답한 내용들이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

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이 연구는 평소 체

육수업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선생님과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살펴

보고, 여러분과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은 부모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 

아래 연구 동의서를 작성해 담임선생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 374 -

------------------ 연구동의서------------------
 (             )학교 제 (   )학년 (   )반 이름(         )             

연구 동의 내용 학생 학부모

1.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며 연구 진행 중 인터뷰에 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  (인)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며 연구 진행 중 수업이 관찰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  (인)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

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기원합니다.

2015. .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

연구자 및 책임자 : 이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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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wer and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hereafter PE)

classes, and to examine their educational and sociological implication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eacher power observed in PE classes? Second, how do

students perceive the power relation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PE

classes? Third, what educationa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Fourth, what sociologica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was the concept of communicative

power based on Niklas Luhmann's 'social system theory'. A case study

involving three PE classes (a total of 168 students from Gae Na Ri, Min

Deul Rae, Jin Dal Rae classes) in a local elementary school was conducted

over a period of 11 months from April, 2015 to February, 2016. The data

collection methods included participant-observations, in-depth interviews,

reflection notes, and documents. Three teachers in charge of each class and

21 students (7 students from each class) were interviewed. The Nvivo 10

software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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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eacher power

behaviors include coercive, reciprocal, and ethical behaviors in the class of

Gae Na Ri; In Min deul Rae class, coercive, reflective, manipulative

behaviors were observed; and in Jin Dal Rae class, professional,

manipulative, coercive, and caring behaviors were identified.

Second, In the class of Gae Na Ri,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student

power relation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were characterized as coercive

and reciprocal; In Min deul Rae class,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student power relations were found as obedient and empathic; and

in Jin Dal Rae class,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student power relations

were identified as cohesive and unethical.

Third, educational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teacher-student power

relations and communi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lear that conflicts

arise from inconsistencies in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Second, students chose their own specific communication actively to develop

consensus with teachers. Third, teachers take a reflexive strategy for better

communication. Fourth, the forms of teacher-student power relations and

communication were contingent to the context

Fourth, teacher-student power relations was found to be shaped by the

process of formation, maintenance and reproduction. Teachers' power was

emerged based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the

formation of power). Some of the powers have been delegated to students

and some were exercised in the manner of manipulative power(the

maintenance of power). To reduce communication contingency, power

secured students' voluntary obedience(the reproduction of power). It is noted

that power was successfully exercised as a medium for communication,

which marks from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difference-based power.

The comparison between the teacher power types and student perceptions

revealed the followings. First, in Gae Na Ri class, deprived power, coercive

power, and favorable power were found to be consistent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and professional power and power distance were not found to

be different. Second, in the class of Min Deul Rae, coercive power and

favorable power were found to be similar by comparison and the perception

of the power distance appeared to be different. In Jin Dal Rae class, coerc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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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thical) power, careful (relational) power, and manipulative power were

found to be consistent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and professional

power was inconsistent between them.

Second, teacher power was exercised in the forms of coercion,

manipulation, relationship, ethics, and expertise. The fact that the teacher is

an ethical and moral being has given students the legitimacy of power. It is

noted that power practice appeared as power bases, power bases

transformed into power dynamics, power dynamics leaded to power

justification, and finally power justification accounted for teacher ethics.

Third, teacher power have taken charge of decisions and choices for

classroom control and to reach consensual communication. Teacher power

was reinforced by solving unexpected problems, reflected for better

communication, and provided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more. The

voluntary obedience of students toward teacher created teacher power as a

good power.

The following are the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 and discussions above.

First, teachers deliberate ways of imperfect power they exercised by being

self-referential. Second, power based on student consent was regarded as a

legitimate power, and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fluences power to be more constructive. Third, power reproduces itself as

a medium for selection. Fourth, students' obedience to the power for

consensus communication make communicative power as a good power.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eacher power in PE classes are diverse and dynamic.

Second, examining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 power is helpful to

understand teacher power. Third, teacher-student power relations are

represented through their shared communication Fourth, power is constituted

in the process of formation, maintenance, and reproduction. Fifth, beyond the

negative definitions of power, it is needed to define power in terms of a

medium for continuing communication.

Theoretic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xplore the mechanism of power operation. Second, it is

suggested to study the Luhmann's view of communicative power in terms of

the dimension of time. Third, it is needed to study that how th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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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power can be dismantled(process of de-powerment). For a practical

suggestion for the education field, it is proposed to examine hypotheses

derived from these research findings about the various power relations and

communic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power relation, teacher power, communicative power, physical

education classes, Luhmann

Student ID Number : 2013-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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