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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학생 멘토와 초중등 학생 멘티의 만남은 오늘날 교육 현장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아직 성장해가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대학

학부생이 자신보다 어리지만 함께 성숙해가는 초중등학생을 멘티

로 맞아 교육하는 과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험은 성인기 진입단계에 있는 대

학생들의 인격적 성숙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점에서 멘토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험은 대학생

의 자기반성이나 자기성향 및 태도 인식, 관심영역의 변화에 중요

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토론수업에 멘토 교사로 참여한 대학생이 자기 혼란

과 한계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기인식을 수정하고 관심영역

을 찾는 양상을 밝히는 연구이다. 연구자는 지난 1년간 수도권 소

재 4년제 명문대 재학생들이 교사로서 청소년들과 사회문제에 관

하여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

데, 이들이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교수법, 자기 성향을 알게 되거

나 교육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토론수업 멘토 교사로 참여하는 경험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인식의 개념들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명문대에 재학 중인 1, 2학

년 대학생들로서 토론진행에 미숙함을 드러내거나 학생들의 돌발

행동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하

여 지금까지 최고 학생으로 살아왔던 이들은 혼란 속에서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자신을 반성하고 수업에

서 경험하는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해결하며, 새로운 자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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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경험되는 것들을 자기화하는 능동적인 과

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토론수업 멘토 교사로서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이 자기인식과 자기성향발견, 관심영역 변화

에 반영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둔

기존 토론수업이나 멘토링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학습의 주체

로서 멘토 교사의 배움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대학생이 토론수업 멘토 교사로 참여

하여 자기 혼란과 한계를 경험하는 상황’ 과 ‘ 이러한 상황을 해결

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이 자기인식의 수정과 관심영역의 변

화에 반영되는 양상’ 이라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상정하였다. 그

리고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 9명에 대한 면담과 분석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대학생들은 ‘논리적 연결성 미흡’과 ‘학생의 토론 주도성

부재’, ‘멘토 교사 역할의 양분적 속성’에서 자기 혼란과 한계를 경

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현실적인 접근’으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수업의 능동적 재구성’과 ‘토론 연출가 역할 수행’,

‘의식화 촉진’ 등 자신의 말과 행동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수업방식 개선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는 토론수업 교사 역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토론개입의 최소화, 둘째,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

업 성과 및 기대치 설정, 셋째, 학생 주도적 문제 해결 등이 도출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멘토들은 ‘자기성향’과 ‘교사의 이상적

역할’, ‘실천적 학습’을 인식하였고, 이는 그들의 ‘교육적 실천의 구

체화’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대학생이 토론수업에 멘토 교사로 참여하는 과정에

서 자기반성과 수업방식의 개선 시도를 통하여 자기성향과 대인관

계, 교육에 대한 관점 등을 새롭게 인식하거나 수정하거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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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 경험이 자기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드

러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시민교육과 예비교

사 교육, 그리고 대학생들이 멘토 교사로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발

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 대학생, 멘토링, 토론수업, 자기반성, 자기인식

학 번 : 2012-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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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토론 수업에 교사로 참여한 대학생 멘토가 자기 혼란과 한

계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기인식을 재구성하고 관심영역을 새롭게

찾아가는 양상을 밝히는 연구이다. 연구자는 지난 1년 간 수도권 소재 4

년제 명문대 재학생들이 교사로서 청소년들과 사회문제에 관하여 토론하

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친 후 수업에 참여하였던 일부 대학생 멘토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연

구자는 이들이 청소년 교육이나 시민 교육, 토론에 관심 갖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심사가 어떠한 과정에서 추동된 것인지 살펴보고

자 하는 연구이며, 구체적으로 이들이 토론수업 멘토링 참여 과정에서

있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수업에 선발된 대학생 멘토들은 학벌중

심의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대부분 대학교 1, 2학

년 학부생들로서 전공을 배운 기간이 짧고, 토론수업을 해본 경험이 없

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때때로 어떻게 토론을 이끌어

가야 할지 모르거나 교사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으며, 이

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스스로 설정한 수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장애

물 내지는 문제 상황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이 대학생 멘토들에게 자기 혼란과 한계를 경험

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업 진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교사로서 자기 역할을 수정해가는 과정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상당

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고 본다. 우발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는

이러한 계기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정체성 학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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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인

식의 과정과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우리 주변에서 매우 폭넓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

학생 멘토와 초·중등 학생 멘티의 만남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2006년 정부의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래로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교사로 참여해 왔다. 한국교육개

발원(2010)의 연구1)에 따르면 2010년 6월 전국을 기준으로 모든 학교급

을 통틀어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는 총

2,803개교, 참가 학생 수는 58,366명이었다. 그리고 13,231명의 대학생이

교사로 참가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대학생 1인당 4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한 셈이다. 이러한 멘토링은 “대학생을 포함한 참여자 모두에게 혜

택을 주는 상호호혜적”(Hughes & Dykstra, 2008:21) 수업으로써, 학생의

성장 뿐 아니라 대학생의 사회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자아정체성

측면 등 다양한 부분의 성장을 촉진한다(김금희, 2012). 물론 대학생들이

이러한 수업에 교사로 참여하는 동기는 봉사활동, 스펙쌓기, 학비 및 용

돈벌이 등 다양하며, 일부는 학생 지도에 애착을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에 지속적이고도 주기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단순히 ‘스펙쌓기’나

봉사의 차원을 넘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거나 삶의 방향을 변화시

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학생 멘토가 교사로 참여하는 경험은 사실 대학생 자신에게

매우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직 성숙되지 않고 스스로도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존재로서의 대학 학부생이 자신보다 어리기는 하지

만 마찬가지로 성숙해가는 초·중등 학생들을 멘티로 맞아 교육하는 과정

은 분명히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로 해석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과정은 멘토-멘티의 관계를 떠나 서로 영향을 주

고받으며 공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관

계는 우리 사회에서의 비형식 상호학습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좋

은 맥락이 될 수 있다.

1)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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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초중등학생들을 이끌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험은 성인기

진입단계에 있는 대학생의 인격적 성숙과 삶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활

동이 될 수 있다. 생애발달과정 중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10대, 20

대 시기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청소

년들은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체성 혼란, 진로고민, 역할갈등 등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Erikson, 1968). 그리고 청소년기의 갈등을 토대로

성장한 대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자기 미래와 진

로를 탐색하기 시작한다(Super, 1957). 이들은 대학교 안팎에서 봉사활동

과 동아리, 인턴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사회를

체험하였고, 인성과 협동심, 리더십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습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학생들이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인식 구조를 재구

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교사가 되어 수업을 진

행하는 경험은 자기 주도성을 길러줄 뿐 아니라 자기 미래계획을 구상하

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은 자기 성향

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거나 때로는 바꾸기도 하며, 이를 토

대로 관심영역이나 삶의 방향을 찾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장차 대학생이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런 현상, 즉 대학

생 멘토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여

러 가지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들 가운데 “멘토”와 “예비 교

사” 들이 수업 또는 멘토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연구자는 문헌조사를 시도해 보았다.

먼저 기존의 멘토링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그동안의 연구는 저소득층

청소년(박현선, 2009)과 실직가정 자녀(박현선, 2000), 다문화가정 어머니

들의 자녀양육 멘토링(조미영, 2011) 등 주로 멘티의 성장을 드러내면서

멘토링의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대학생 멘토 연구 또한

대학생을 위한 멘토링 기능 측정도구 개발(박성미, 2006), 멘토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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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2010), 멘토, 멘티, 교사의 요구(양민화외 2011) 등 멘토링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멘토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나(김금희, 2012; 노윤경·이기학,

2012; 조혜영, 2011), 이러한 연구는 멘티의 성장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

수행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습의 일차원적 양상만을 드러낼 뿐, 대학생이

멘토 교사로서 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예비 교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수업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예비 교사들이 일반사회 수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드러내거

나(설규주, 2010), 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교사들의 어려움을 밝혀 교사교육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이봉우, 2013),

일반계 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을 조사하여 학교, 행정기관, 양성

기관에 제언(구은주·박윤배, 2011)을 하는 연구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본 연구에 직접적인 이론적 시사점을 주기는 어려워 보였다.

결국, 이들의 “예비교사”적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멘토-멘티간의 “토

론수업” 양상이 그런 변화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연구자는 토론수

업 장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자기인식 변화에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해

보았다. 다양한 유형의 수업들 가운데 토론수업은 이러한 상호작용과 학

습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토론은 특정 주

제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집단적 상호작용의 특수한 형태”(Dillon,

1984; 김정효 역, 1997)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업은 화자와 청자 역할

이 순환하고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이 대화를 통하여 상호작용

하며, 토론 참여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

정에서 자기반성과 배움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토론이 주된 활동이 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내용 뿐 아니라 토

론기술, 경향, 의사표현 등 소통방식과 관련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토론주제에 대한 배경지식과 토론방법 외에도 분석력, 감정

에 대한 통제, 인내심 등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교사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대학생 멘토가 맡았을 경우 우선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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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가는데 내용면에서나 기술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거니

와 학생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이때 멘토들은 이

문제의 사태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관찰한 수업은 “청소년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이라는 22시

간 내지 26시간짜리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4주

에 걸쳐 6, 7시간(1기·2기·3기) 또는 3주에 걸쳐 7, 8시간(4기·5기) 실시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조별로 교육과 환경, 복지, 경제 등 사회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발표해보

게 된다. 이 수업은 청소년 멘티 6명이 한 조를 이루고 대학생 멘토 1인

이 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총 5회에 걸

쳐 실시되었는데(2011년 5월 1기, 2011년 7월 2기, 2011년 10월 3기,

2013년 2월 4기, 2013년 7월 5기),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멘토들은 최소한

2회 이상 참여한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자는 2013년 2월에 운영된 4

기 프로그램에 행정 스텝으로서, 같은 해 7월의 5기에서는 총괄 운영자

로서 기획 및 운영, 관리를 책임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경험이 대학생 멘토들의 자아를 성찰하

고 자기인식의 개념들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당연한 것이었지만, 수업 전문성과 교사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토론 진행에 미숙함을 드러내거나 때때로 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대어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때 그들의 한계상황을

어린 멘티들 앞에서 노출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까지 ‘최고 학생’으로 살아왔으며, 향후 무엇이 될 지에 대한 진로도 그

러한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생생한 경험을 통해 대학생

멘토들은 나름의 혼란 속에서 일종의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현실의 벽을 통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자기인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은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학습과정, 혹은

평생학습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지

만 그 중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자기화하는 과정이자 능동적인 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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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희, 2006:149)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토론수

업 교사가 되어 낯선 학생들과 만나 토론을 이끌어가야 했다. 이 과정은

이미 자신이 최고로 익숙한 영어나 수학 등의 과외를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경험을 대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우선, “사회문제해결”

과정에서 주제로 주어진 교육 문제와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등은 ‘정답’

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상황인데, 사실 명문대 입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정답이 없는 문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원론적 답

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이들은 토로하였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토론수업 교사가 자기혼란과

한계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이 자기인식의 재구성에 반영된 양상을 분석

함으로써, 토론수업을 통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

의 한계에서 벗어나, 학습의 주체로서 교사의 배움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토론수업 멘토링에 멘토 교사로 참여한 대학생은 어떠한 상황에

서 자기 혼란과 한계를 경험하는가? (제3장)

둘째, 대학생은 수업과정에서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가는가? (제4장)

셋째, 자기 혼란 및 한계 상황의 개선 과정은 대학생의 자기인식에 어

떠한 양상으로 반영되는가? (제5장)

본 연구는 토론수업에서 교사가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개선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인식을

재구성하는 양상을 포착해 냄으로써, 그가 어떠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전

인적 성장을 획득해 나가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자는 교사가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교사 역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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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러한 학습이 대학생의 자기인식 및 관심영역의

재구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양상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토론수업을 경험한 교사의 재구성된 자기인식이 어떻게 향후 학습의 지

향성을 구성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이러한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대상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

었던 ‘청소년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에 멘토 교사로 참여한 대학생을 면

담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토론 및 다양한 친교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발표해 보는 통학형

토론수업이었다. 이 수업은 1기부터 5기까지 약 3년 간 진행되었다. 그

중 1기부터 3기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종합연구

원 평생교육연구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고, 나머지 4기 및 5기는 동

대학 교육연구소와 환경단체인 (사)미래숲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되

었다.

이 수업에서 대학생은 토론을 지도하는 멘토로, 청소년은 멘티로 참여

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토

론에 대해 배워갔다. 본 연구자는 토론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이

수업을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판

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수업에 참가했던 대학생 멘토(이하 제보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제보자들이 토론교사 경험을 통하여 자

기 성향에 대해 파악하고 생각을 수정해가는 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

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자는 제보자를 선정하는 기준 몇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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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참여시

연령
학부 전공 참가기수

과거 교육활동

참여경험 유무

임인영 여
20대

초반
교육학과

1기(멘토), 2기(멘토), 3기(멘

토)
과외

김규현 남
20대

중반
교육학과 1기(멘토), 2기(멘토) 과외

김강빈 남
20대

중반
교육학과

2기(멘토), 3기(멘토), 4기(분

과장)
과외, 멘토링

심수경 여
20대

초반
교육학과

3기(멘토), 4기(멘토), 5기(분

과장)

과외, 멘토링, 기타

교육활동

김가혜 여
20대

초반
교육학과

1기(멘토), 2기(멘토), 4기(멘

토)
과외

신성우 남
20대

중반
정치학과

2기(멘토), 3기(멘토), 4기(분

과장)
과외

강경희 여
20대

중반
정치학과 4기(멘토), 5기(멘토) 과외, 고시생활

김경대 남 20대 사회복지학과 1기(멘토), 3기(멘토) 과외

설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 수업에 참여하였던 대학생들 중 총 9명의

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제보자들이 선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수업에 적어도 두

기수 이상 참여하였던 대학생을 선정했다. 둘째, 토론수업에서 스텝이나

행정인력이 아닌 멘토 교사로 두 차례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을 선정하였다.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멘토 교사로서 경험

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현재까지 학생 멘티

또는 함께 일했던 동료 교사들과 일부라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이 자신이 참여했던 이

수업과 지도한 학생들에게 애착을 보이고 있으며, 수업 당시에도 교사로

서 역할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

준에 부합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교사로서 자기 혼란이나 한계를 극복하

지 못했거나 수업과정에서 내적 변화를 관찰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준으로 제보자들을 선정하였으며 그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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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송수지 여
20대

초반

동물생명과학

과
3기(멘토), 5기(멘토) 과외

*주 :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전부 가명이며 실명과 관련성이 없음.

2) 토론수업의 개요

국내 최초의 구조화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1997년 서울시교육

청의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기획하여 실시된 학교사회

사업 시범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유성경 외, 1999). 한편 대학생이 참여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동작 관악

구의 70개 초·중등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작되었다.2) 그

후로는 교육목표 또는 교육계의 경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프로

그램이 개발·운영되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그 규모와 유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양민화외, 2011; 김한나, 2012; 노윤경외, 2012; 김금희, 2012).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멘토링(박현선, 2009), 부적응 고위험집단 대상 멘토링

(박현선, 2000), 장애 청소년 멘토링, 탈북 청소년 멘토링, 다문화가정 자

녀 멘토링, 장학사업 관련 멘토링(조혜진외 2011), 사이버 멘토링(조혜영,

2011)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청소년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청사프)는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고, 각 단계별 토론 활동으로 구성된 수업이었다. 이 수

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회 진행되었는데, 한 명의 대학생 교사

와 여섯 명의 청소년이 한 팀을 구성하여 각 팀별로 사전에 제작된 워크

북에 따라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다. 1기부터 3기까지는 서울시 대학연계

우수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

종합연구원 평생교육연구센터가 운영하였다. 그 후 서울시 지원이 종료

된 2013년 4기부터는 동 대학 교육연구소와 환경단체인 (사)미래숲의 공

2) 교육인적자원부(2006), 제262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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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2기 3기 4기 5기

일정
2011년

5월(총4일)

2011년

7월(총3일)

2011년

10월(총

4일)

2013년

2월(총3일)

2013년

7월(총3일)

장소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참여인원

멘토 12명,

멘티 72명,

운영팀 6명

멘토 12명,

멘티 72명,

운영팀 9명

멘토 12명,

멘티 72명,

운영팀 9명

멘토 8명,

멘티 48명,

운영팀 5명

멘토 12명,

멘티 72명,

운영팀 8명

토론주제
복지, 교육,

환경

복지, 교육,

환경

복지, 교육,

환경

기후변화,

사막화

교육, 환경,

경제

기수 별

제보자 수
4 5 6 3 2

동협력으로 2월에 4기, 7월에 5기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1기와 2기, 3

기는 각각 12명의 대학생이 교사로 참여했고, 4기는 8명, 5기는 다시 12

명이 참여하였다. 임인영을 제외한(3회 참여) 9명의 제보자들은 교사로

서 2회 참여하였다.

[표 2] ‘청소년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의 기수별 현황

*주: 운영팀은 총괄기획자 1인과 토론 주제별 중간관리자인 분과장, 그리고 행정 스텝으로 구성.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자는 대학생의 토론교사 경험과 이를 통한 자기인식 및 관심영역

의 변화 양상 분석을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개인의 삶에 있어 일상적이고 문제가 되는 순간들과 의미를 기술하는 다

양한 경험적 재료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수집하는 방법이다(Denzin et

al., 1994; Creswell, 조흥식 외 공역, 2005에서 재인용).

교사의 학습경험에 대한 양적인 접근은 수업과정 또는 결과의 표층적

인 양상을 드러낼 뿐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박현선, 2009)과 수업 경험을

통한 학습의 작동원리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인간이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재구성한다는 관점에서,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 기술, 신념, 태도, 능력, 사상 등의 체제는 새로운 경험에 의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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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재구성된다(Dewey, 2007). 그리고 이 체제들은 인간의 내면에

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Jarvis, 1987). 따라서 이러한 체제가 재

구성되는 과정 및 연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해 9명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2013년 2월에 진행된 4기 수업에 스텝으로서, 그리

고 2013년 7월에 진행된 5기 수업에 운영팀장으로 참여하였었다. 제보자

들 중 일부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었으며, 이들과의 대화는 연구자가 본

연구를 착수하는데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 연구자와 친

분이 있던 김강빈, 심수경, 신성우, 강경희, 송수지 등 5명의 제보자들은

사전에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머지 4명의 제보자들은 1기

부터 4기까지 본 수업을 총괄하였던 운영팀장 및 다른 제보자들의 소개

를 통하여 해당되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연구자는 이

들 모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어 면담

을 진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이 수업에 참여했던 일부 제보들을 상

대로 사전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김강빈, 신성우와 사전면담을 실

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토론교사로서의 역할과 수업진행의 고충들을 이

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전면담 결과는 연구자가 면담 질문지를 작성

하는데 활용되었으며, 면담에 사용하였던 질문지의 내용과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제보자들에게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사전에

설명하였는데, 제보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면담 시간과 일시를 안내해 주었다. 질문지의 내

용은 제보자의 전공과 연령, 교육활동 경력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신입

생 시절의 미래계획과 고민들, 토론수업의 참여 동기와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웠던 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

느낀 점, 수업 진행 및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 수업이 끝난 후 느

꼈던 삶에 대한 생각 및 미래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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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추가 질문을 하거나 내용의 재확인을 위하여 연구자는 제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추가 면담을 1차례 더 실시하였다.

한편 제보자들과의 면담 기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졌다. 본 연구

자는 2월부터 4월까지 제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연구자는 이들과의 면담자료를 통하여 토론교사 경험과 수업 과정을 잠

정적으로 분석하며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5월 한 달간

면담 내용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면담을 실시

하거나 이메일, 전화통화를 통하여 정보를 확인·수집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자료를 수집·참고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목록으로는 토론수

업 기획과정과 피드백 내용을 담은 운영진 회의록 및 건의 자료, 사진

자료, 토론수업 동영상, 연구자가 운영팀장으로 일할 당시 기록했던 메모

등이 있다. 모든 연구 자료는 컴퓨터 파일로 연구자가 암호를 설정한 개

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연구자는 특히 면담을 전사한 녹취록을

가명으로 처리하고 단일 컴퓨터에만 저장·보관하여 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본 연구는 토론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대학생들을 사례로

한 것이지만, 각 사례의 특수성보다도 토론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자기인

식 내지는 정체성의 변화양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

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먼저 전사 자료를 읽고 패턴과 주제(theme)를

찾는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제보자들 각각

의 사례 내 자료를 요약하고 주제별로 구분 기준을 세워 분류하였다. 이

때 분류를 정확하게 하였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불분명한 정보는 신

중하게 검토하며 별도로 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주제들 간

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축 코딩(axial coding)을 실시하여 범주와 하위범

주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돌발 상황”, “딜레마”, “역할”,

“방향성”, “자기인식”, “자기 성향” 등의 코드 덩어리를 발견하였고, 다른

개별 사례들과 대조 및 비교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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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을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범주화된 개념들을 비교·대조하며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심 주제를 찾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

서 개념 범주 및 코드 덩어리들 간의 타당성과 논리적 관계를 지속적으

로 점검하였는데, 불분명한 범주나 연결성이 부족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

토하여 최종적으로 개념 범주를 완성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토론수업 멘토링과 멘토 교사의 학습

1) 토론과 토론수업

토론(Discussion)은 어떤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을 말한다(Dillon, 1994; 신재한, 2007). 이때 토론은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집단적 상호작용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Dillon, 1994).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

대하여 도전하거나 자기 의견을 방어하는 등 대화적(dialogic)으로 구성

되어 있다(Schiffrin, 1988). 토론자들은 이 과정에서 사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거나 지식을 얻기도 하며 해결방안 모색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

리기도 한다. 즉, 토론은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확장하는 이야기

(문답)로서,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청취적 과정 전반을 통하여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김주환, 2007; 변홍규, 1997).

토론은 일상적인 대화와 논쟁, 토의, 문답 등 다양한 담화형태가 혼

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우연히 서로 묻고 답하

는 과정에서 토론이 시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한쪽의 주장이 승리

할 때까지 찬반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공통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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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협력적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토론 주제를 배울 뿐 아니라 토론

방법과 태도를 익힐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의 문제해결을 통하

여 이들은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Dillon, 1994). 또 이러한 상

호적 언어 상황에 숙달됨으로써 자기 생각을 언어로 전환하는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Bridge, 1979). 이와 별도로 이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여 그의 감정과 행동을 수용

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아를 인식하며 자

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Osinski & McCarthy, 1972).

토론을 유발하는 세 가지 원리는 토론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김재봉, 2014). 첫째, 지적 자극의 원

리다. 질문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안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하며, 이러

한 의문이 구체화되고 질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적 자극이 시작된다

(Leeds, 2000).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방

의 질문에 답하거나 반박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된다. 둘

째, 몰입의 원리다. 몰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행위

로, 토론주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되묻는 과정에서 다른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론자가 집중하게 된다. 셋째, 경청의

원리다. 토론 참여자는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주

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한편 토론은 어떤 담화형태가 우세한가에 따라 “문답형 토론”, “토의

형 토론”, “논쟁형 토론”으로 양상을 구분할 수 있다(김재봉, 2014). 먼저

문답형 토론은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활용하여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공자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로 답하거나 되묻는 방

식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 방식은 이처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가

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 활용되며, 때로는 논쟁형 토론에서 상대방의 입

장을 반박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 학교에서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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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부 교과 또는 토론이 미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수업을 진

행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논쟁형 토론이나 토의형 토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때때로 교사의 토론수

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교사-학생 간 위계질서로 인해 정해진 답만

을 요구하는 문답식 수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Alvermann & Hayes,

1989).

토의형 토론은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인 사고를 통하여 집단의 문제해

결을 지향하는 사고과정이다. 이는 치열한 의견대립과 논쟁보다는 공통

의 관심사에 대해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

련하기 위한 담화형태로, 찬반토론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갑론

을박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논쟁형 토론은 문답과 토의

를 기반으로 진행하되 주제에 대한 찬반대립이 분명한 토론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토론의 개념 및 학습 유발 원리의 측면에서, 문답과

토의, 논쟁의 담화형태를 모두 포함한 수업이 효과적인 토론수업이다. 이

는 단순히 교사가 묻고 학생이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없고 학생들

끼리 대화를 통해 사고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토론인 것이다. 이

를 통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토론 학습은 학생의 능동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학생 중심의 학습지도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강석진, 1999). 이때

토론수업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민주시민 소양 등을 향

상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박재현, 2011). 현재의 학교교육은 입시

경쟁 중심의 암기식 교육이 만연해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강의식 수업

으로는 학생들의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일선 현장은 토론수업에 주목하고 있다(이주행, 2004; 최복자,

2005; 박재현, 2011).

그러나 학교수업에서는 토론을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먼저 토론에 대한 이해나 토론 수업 모형의 부족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수업을 기피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수업은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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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당 차시의 학습목표와 활동이 교과 지식 습득에 맞춰져 있기 때

문에 토의나 논쟁으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토론은 일정한 토론 규칙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학습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를 이끌어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토론수업은 정답을 요구하는

문답식 수업으로 변질되거나 토론형식에 치중하여 논리적 사고나 의사소

통 능력의 향상 등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김혜련, 2012).

2) 멘토와 멘토링

멘토(Mentor)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왕의

친구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

는 동안 그의 아들을 친구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아버지처럼 잘 돌봐

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멘토는 신뢰받는 조언가, 친구, 교사, 현명한 상담

가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Shrestha et al., 2009). 또한 멘토 개념을 수

평적 상호관계로 확대하여 동료관계나 협력관계, 또래나 다른 조직의 개

인과의 관계를 포함하기도 한다(Frey & Hew.,2005). 멘토는 결연관계를

맺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 및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멘티

보다 경험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며 멘티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다(조혜

영, 2011). 멘토링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멘토와 멘티 간에 감정적 유

대, 다시 말해 신뢰가 있어야 한다(DuBois & Karcher, 2005).

일반적으로 멘토링이란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연장자인 멘토가

도움이 필요한 멘티와의 결연관계 속에 멘티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성미, 2006; 김한나, 2012에서 재인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친밀하고 상호

적인 관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할 모델과 정서

적, 사회적지지 및 격려를 제공한다(조혜영, 2011).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

성을 발견하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

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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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대학 교내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식하는 일부 논의가 있다(김재철 외, 2009). 그러나 멘토는

교사, 후원가, 롤모델, 격려자 등 다양한 역할로 멘토링에 임한다는 점

(Little, 1990)에서 다르다. 멘토링은 멘토-멘티 관계 안에서 상호 소통하

고 지식, 태도 등을 생산하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목적에 있어서도 사

회봉사활동과 구별된다.

멘토링이 갖는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멘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

다. Kram(1983)은 직장 내 멘토관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입문

(initation) - 함양(cultivation) - 분리(seperation) - 재정립(redefinition)

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멘토관

계의 기능과 멘토역할을 9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경력기능과 사회심리적

기능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때 경력기능은 경력개발을 강화하는 관계

이고 사회심리적 기능은 역량, 정체성의 명료화, 조직내 역할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인문교육, 경영, 그 밖의 전문 분야에서 나타나는 멘

토현상(Mentor Phenomenon)은 두 가지 기능적 측면을 담고 있다(Little,

1990). 첫째, 감정적 지원, 기예 개발, 그리고 업무성과 등 도움의 개념

과, 둘째, 경력기회 및 보상의 증가를 강조하는 승진의 개념이다. 직장

내 멘토관계 연구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참가자의 특

성과 맥락이 다르다. 따라서 멘토관계에 관한 논의는 멘토링의 일반적인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멘토링의 멘토-멘티 관계를 사회적 관계의 확

장 및 사회적 정체성의 교환 체제로 인식한다(Little, 1990). 사회적 관계

맺음을 통해 다른 이들의 노동과 자원을 생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역

량이 관계자본(Relation Capital)이며(이재혁, 2007), 이때 투자는 자신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 사회적 관계들의 망을 강화하거나 넓

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재혁, 2011). 또 성인 멘토는 그동안 자신들

이 경험하지 못했던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조혜영, 2011) 다문화 가정

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감소하는(김한나, 2012) 등 다른 문화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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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성인 멘토가 멘토링을 통해 습득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경험

에 대한 의미부여와 다른 환경 및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이해, 세대 간

상호적 관계 형성, 사회심리적 기능 개발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Philip

& Hendry, 2000).

멘토링을 젠더관점에서 여성의 경력개발 도구로 이해하는 논의도

있다. 직장 내에서 멘토링은 직장인의 경력관리 수단으로 남녀 모두에게

유용하지만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승진구조 속에서

여성 멘티의 일터 적응과 경력향상을 돕는다(원숙연, 2005a). 남성적인

조직 문화 및 업무처리 방식,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직장생

활의 불리함을 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멘

토링은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한편 멘토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멘토 훈련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Little, 1990) 최근에는 멘토역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멘토역량은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멘토관계

가 전개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다양하게 설정된다.

그 중에서도 주로 교육경험에 기초한 실천적 지식을 갖춘 정도, 멘토링

운영 능력,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멘토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

관 등의 멘토역량을 평가하는데 관심을 갖는다(조혜진, 2010).

요컨대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에 관한 연구는 멘토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거나 멘토-멘티의 관계 형성 또는 사회심리적 기능의 향

상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멘토 경험의 상황적 맥

락과 구체적인 변화 과정에 대해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3) 토론수업 멘토 교사의 역할과 학습

토론수업은 토론진행자(이하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토론수업은 각 단계별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토론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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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수업의 관계 사회심리적 관계

Ÿ 교사

Ÿ 토론 사회자

Ÿ 자기표현을 통한 역할모델

Ÿ 토론 코칭

Ÿ 멘티에 도전적 과제를 부여

Ÿ 지지자

Ÿ 보호자

Ÿ 상담자

Ÿ 공동체 수용 및 정체성 확인

Ÿ 우정 및 친교나눔

현하는 법을 익히고, 나아가 수업 후에도 사회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생각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때 수업은 교사가 자기 책임 아래 학생들과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다가 점점 학생들에게 학습활동의 책임을 넘기게 되

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다(김재봉, 2014). 처음에는 교사의 주도하에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과정

에서 교사의 조언과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점차 자기 생각을 말해보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토론의 전면에 나

서게 된다. 이처럼 토론수업은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이끄는 수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토론을 이해하고 수업진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야 한다. 먼저 그들은 토론수업을 조직하고 구성해야 하며, 모의 토론이

나 동료교사들끼리 대화를 통해 화법이나 분석력 등을 훈련해야 한다.

이 수업과정에서 토론멘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3] 토론멘토링 수업에서 토론멘토의 역할

주 : 멘토링의 기능 및 역할(Kram, 1983. p614) 변형

한편 교사는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이때

감정에 대한 통제와 인내, 좌절감의 수용, 지적 융통성,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Klinzing & Floden, 1990). 이를 통하여

교사들은 토론경험을 쌓고 점차 토론을 능숙하게 진행하게 되는데, 때때

로 그들은 수업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기술 및 집단적 절차들을 학습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토론수업 역량을 키우기도 한다(Alverma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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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학습내용

토론을 위한 학습 토론 방법 및 전략

토론수업 멘토링을 위한 학습 교수법, 멘토링 방법 및 전략

학습을 위한 토론 사회문제, 논리적 사고 등

학습을 위한 토론수업 멘토링 교육관, 인간관계, 적성, 자기성향 등

Hayes, 1989).

이처럼 토론수업 경험은 교사에게도 학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먼저

교사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토론법과 전략 등을 익힐 수 있다. 그는 학

생들에 비해 배경지식이 넓고 발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명

료하게 정리하거나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법을 더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

다. 그리고 그는 토론수업 지도법을 익힐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말을 이끌어내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써, 학생들의 토론을 활

성화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는데 필요한 교사의 학습이다.

그 밖에도 교사는 토론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토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토론주제에 대해 학생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하

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주제와 관련한 배경지식

과 논의를 공부해야 했다. 사전에 공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과

정에서 그는 관련 지식을 정리하여 이해하게 되며, 토론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접하게 되면서 관련 지식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표 4] 토론 멘토 교사의 학습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서 자신에 대해 알게 될 수 있다. 토론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말하고

듣는 것 외에도 얼굴표정, 신체동작 등 다양한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자

기 의사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토론을 잘 이끌어가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했고 그들의 말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

의 성향이나 태도, 적성, 관심분야 등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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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과정에서 교사의 어려움과 반성

1) 토론수업에서 교사의 어려움

교사들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문제와 딜

레마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Cuban, 1992). Cuban(1992)에 따르면 문

제란 수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교사의

개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딜레마는 다양한 가치들이 상충

하는 상태로서, 경쟁적인 가치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교

사의 선택이 요구된다. 딜레마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선에 근접한 타협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가령

토론수업을 처음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소극적 참여와 방해되는 행

동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지만, 이는 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

제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토론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

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토론을 맡겨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할 것

인지의 문제는 수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교사마다 다른 선택

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론수업의 초보 교사는 두 개의 가

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스스로 역할수행에

한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수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교사의 혼란 및 한계 상황은 교사

들의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직 교사들은 예비

교사 시절에 교생으로서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과거에 수업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교생들은 교과를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감, 긴장감과 함께 오히려

나름대로 기대하거나 때로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한다(김봉연, 2001).

이들은 해당 교과나 수업목표, 교수방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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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된다(설규주, 2010). 그중

에서도 특히 사회과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로

서, 교과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 가르친 내용에 대해

앞장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과는 사회현상

과 시사적인 쟁점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어느 수준까지 밝혀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강선주 외 2008).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토론수업은 사회문제를 토론하는 수업으

로서, 대학생 교사들은 사회과의 토론수업을 진행하는 예비 교사와 유사

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수업

을 진행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지식을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토론을 풀어갈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이들은 수업에 앞서 막연한 기대와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으나, 수업과정

에서 이러한 환상이 깨지면서 “전이 충격(transition shock)”을 경험하게

된다(Veenman, 1984).

한편 예비 교사는 수업진행에 취약함과 수업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들은 수업과정에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지 아니면 개선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며, 새로운 시도

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깨지기도 했다. 사회과 수

업 교사에 관한 설규주(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의 초등학교 교생과

교사들은 사회과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거듭되는 실패와 시행

착오 속에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을 밝혀냈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생

교사들은 자신만의 수업방식이 정형화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업방식의 개선과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일부는 예비 교사들

처럼 수업에 책임감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이 깨지거나 자기 성향과 수업방식을 발견하기

도 한다. 교생 실습이 예비교사가 교사로서 능력과 적성을 시험하고 교

직 진출에 대해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윤혜경 등, 1997), 대학생

교사들 또한 토론수업 경험이 자기 관심영역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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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그동안 토론수업 장애와 실현조건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주로 교사

들의 토론수업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였다. 토론수업의 교수법에 대한 교

사 인식 연구(김옥화, 1992)와 토론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구정화, 2001) 등 많은 연구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토론수업이 활용

되지 않는 요인으로 교사를 지목하였다. 특히 Dillon(1984; 김정효 역,

1997)은 교사의 무능함을 토론수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았

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의 토론수업에 대한 불환전한 인식으로부터 출발

한 문제일 수 도 있다. 토론의 개념 자체가 다양한 논쟁, 토의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선 학교현장에서도 교사들마

다 토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바가 제각각일 수 있다. 이처럼 토론에

대한 모호한 인식은 교사로 하여금 토론수업의 본질을 흐리는 수업을 진

행하게 만들 수 도 있다. 토론수업을 비롯한 모든 수업에서 교사는 수업

목표와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Swift & Goodin, 1983; Wilen, 1990). 따라서 토론에 대한 교사의 인

식은 그가 토론으로 명명한 수업에서 상호작용의 양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토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는 Larson(1995, 1997)에 의해 이루어

진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활용하여 6명의 사회과 교사들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그들이 인식하는 토론수업 개념을 6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는

‘암송으로서의 토론’, ‘교사 주도 대화로서의 토론’, ‘개방형 대화로서의

토론’, ‘ 공격적 질문을 부과하는 토론’, ‘교실 밖의 세상에 지식을 전이하

는 안내로서 토론’, ‘구설적 상호작용 실제’로 교사들의 인식을 나누어 제

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일선 교사들 중 일부는 토론수업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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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달리 ‘암송’ 또는 ‘교사 주도 대화’를 토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3) 교사의 반성적 사고

오늘날 교사교육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반성적 사고 개념이 강

조되고 있으며(강호선, 2003; 김지현, 2002; Valli, 1993), 예비 교사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강영심외, 2007; 정애란외, 2007;

최치훈·이인경, 2010).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Dewey와

Schön의 이론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Dewey(1998)에 따르면 반성적 사고란 자신의 신념이나 실천 행위에

대하여 원인 또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상적인 의식의 흐름과 구분되는 특수한 사고로, 충동적이고 기계

적인 행위를 지적 행위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 즉, 반성적 사고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자 경험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Schön(1987)은 실천 자체에 내재해 있는 학습과 반성의 과정

을 강조했다. 그는 앎과 행위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행위에

대한 반성(reflection on action)’과 ‘행위 중의 반성(reflection in action)’

을 개념화하였으며, 이들 중 후자를 전문가의 중요한 자질로 제시하였다.

행위 중 반성은 실천 중에 즉각적으로 자기 지식 또는 실천을 바꾸면서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뜻하며, 행위에 대한 반성은 실천 종료 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사숙고를 함으로써 행위를 다시 계획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일상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스스로 예견한대로 결과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놀라게 되며, 이 때 행위에 대해 되짚어보는

행위 중 반성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반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대체로 반성을 행위 또

는 실천과 연관된 사고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교사가 교육현장을 둘러싼 맥락과 자신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수업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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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순희, 2009).

수업에서 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주로 문제 상황의 해결 과정에서 나

타난다. Dewey(1998)는 반성적 사고 과정을 다서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

하였다. 첫째, 문제인식의 과정으로서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둘째, 문제의 명료화

과정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탐색하고 자신의 혼란스러

운 감정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셋째, 가설을 세우는

단계로서 당면한 상황에 대해 해석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어떠한 시도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과정이다. 넷째, 가설에 대한 결과를 추론하는 단

계로 자신이 대응방안으로 떠올린 생각들이 기존의 자기 지식과 경험체

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추론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가

설의 검증 단계는 실제로 행동에 옮김으로써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는 과

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며, 개인차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노진호, 2002).

이러한 반성적 사고 과정은 Schön의 행위 중 반성 과정과 닮았다. 이

과정은 먼저 교사가 예기치 못한 수업 상황에 놀라면서 다른 때보다 더

의식하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 또는 실천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실천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게 된

다. 이처럼 Schön이 제시한 반성적 사고 개념은 교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체계 또는 관점을 재구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자기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자기인식 개념의 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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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식은 개인이 내면의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사회

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주위 평가에 대한 우려나 타

인에 대한 불편함 등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사적 자기인식과 공적 자기

인식, 사회적 불안으로 구분된다(Fenigstein, 1979). Fenigstein와

Scheier, Buss(1975)의 연구에 따르면 공적 자기인식은 외부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

민하는 성향을 뜻하며, 사적 자기인식은 자기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자아의 은밀한 부분들을 말한다. 그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실

험을 통해 내적 자기인식과 외적 자기인식을 규명하고 그 상관관계를 밝

혀왔다(Fenigstein, Scheier, and Buss, 1975 ; Gallup, 1982 ; Wicklund,

R. A., 1975).

한편 자기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인식은 정체성과 관련이 깊

은 것으로 나타났다(Buss, 1980). 특히 Cheek와 Briggs(1982)는 자기인

식(self-consciousness)을 정체성의 구성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기질(器質)로 보았다. 가령, 공적 자기인식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절에

민감하고 사회적 준거집단(準據集團)에 자신을 맞춘다(Fenigstein, 1979 ;

Carver & Humphries, 1981).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

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사적 자기인식이 강한 사

람은 스스로를 잘 분석하고 사적 자기인식이 약한 사람에 비해 자신에

대해 할 말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cheier, Buss, & Buss, 1978;

Scheier & Carver, 1977).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감정과 태도, 경험에 더

집중하여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인식은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구성된 정체성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Duval & Wicklund(1972)은 인간의 의식이 자아와 외부환

경, 사건 등 양방향(bidirectional)으로 작동한다는 관점에서 객관적 자기

인식(objective self-awareness)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

기인식은 인간의 주의(attention), 사고, 느낌, 동기 등 마음의 보편적 작

용이다(Duval & Wicklund, 1972). 그리고 자기인식은 인간 의식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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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자기 내면이 인식의 대

상이 되는 것은 객관적 자기인식이고 외부 객체가 인식의 대상인 것이

주관적 자기인식이다(Lewis, 1991). 이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매체로

녹화하여 객관적 상태를 보여주는 실험을 통해 그들의 자기인식을 이끌

어 낼 수 있음을 밝혀냈다. 그 후에도 연구자들은 비디오나 녹음테이프,

거울을 활용한 후속 실험을 통해 자기인식이 인간의 태도와 속성, 행동

에 영향 줄 수 있음을 밝혀냈다(Davis and Brock, 1975; Geller &

Shaver, 1975 ; Liebling and Shaver, 1973).

한편 개인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구조화

하며 기억한다(Bruner, 1986). 따라서 자기인식의 논의에서 인간 경험의

개별성 및 맥락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기존의 심리학적 접근은 경험의

맥락성과 마음의 개별성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

애사건 접근은 삶의 맥락성과 경험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자기인식을 이

해할 수 있는 방식이다. 김병숙(2006)에 따르면 삶의 어떤 사건들은 개

인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데, 비록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도 있고 반대로 장애물이 될 수도 있

다고 한다(김병숙, 2006). 개인은 어떤 생애사건에 대해 재해석과 적응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격이나 가치관 등 개인적 속성이 그

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정은선, 1997).

2) 정체성의 형성과 인식의 개념에 관한 논의

정체성(identity)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해주는 마음의 한 부분으로

서, 이는 기억 또는 감정과 달리 일정시간이 지나거나 상황 및 환경이

변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Erikson(1968)에 따르면 정체성은 자기 생각

의 표현방식과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자기믿음 등 자기인식

(Self-Perception)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체성은 내적 측면

에서 고유한 개인을 표상하고 외적 측면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상

호작용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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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내면과 사회, 환경을 구분하여 전개되어 왔다. 개인적 차원의 정체

성은 태도와 가치관, 사고방식, 관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차

원의 정체성은 한 개인이 생애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역할과 관계 등

과 관련 깊다. 즉, 정체성은 서로 다른 두 측면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한

개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게 해주는 construct로 볼

수 있다(Miller, 1963).

그동안의 정체성 연구는 정체성의 형성 요인에 따라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한 개인의 정

체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았기에 정체성의 사회적 요인에 주목했다(Sarbin & Allen, 1968). 반면

에 Maslow(1961) 등 인본주의 이론가들은 개인이 자기 내면의 고유한

감정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

한 점에서 사회적 정체성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 역할이나 관계 등을 뜻

하며, 개인적 정체성은 자아(self) 개념과 지속되는 감정들, 고유성 등을

뜻한다(Miller, 1963). 오늘날에는 대체로 정체성에 양 측면이 모두 포함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중 어떤 측면이 우세한가에 따라 개인마다 정체

성의 구성 양상이 다를 수 있다(Cheek & Briggs, 1982).

한편 경험학습이론에서 정체성은 자신의 현재 경험과 ‘생애사(life

history)’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Jarvis, 2009). 자신과 자기 경험

에 대한 지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활용하여 잠재성과 개인성을

획득하는 것’과 ‘사회에 적응하여 일상생활에 순응하는 것’ 가운데 선택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학습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데, 정

체성의 형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험을 갖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한 성

찰과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식은 마음의 여러 작용 중 하나로 지식에 대한 깨달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어대사전은 인식을 언어적 관점에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

하여 앎’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지’로, 철학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

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인지과학사전(2008)에 따르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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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알고 있다, 또는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통틀어서 하

는 말’로 정의한다. 심리학에서는 인식에 대해 인간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상태 중 하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

용하고 있으며 그 영역은 느낌까지 확장된다. 철학대사전에 따르면 인식

은 자연, 사회, 사유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대상영역, 또는 물질

세계 전체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앎이며, 철학적 관점에서 인식은 체계

적으로 정돈된 ‘진술들 및 진술체계‘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인식은 ‘의식의 일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무의식까지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을 마음의 작용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인식은 믿는 것, 바라는 것, 의도를 갖는 것, 지각하

는 것, 보고 듣는 것 등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중 하나인데, 인식이

있기 위해서는 인식 할 수 있는 대상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

야 한다.

3) 토론과 자기인식의 관계

토론에서 개인 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자아에 대한

사고방식과 구조를 토론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Imbler(1967)는 그의

논문에서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연구했다. 그는

닫힌 마음의 방어기제를 허물기 위하여 토론자들을 학습공동체로 작업하

도록 훈련시켰다. 그는 협조적이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토론

을 자아개념의 향상 방법으로 활용했다. 그는 이러한 논문을 통하여 마

음의 문을 닫은 사람의 자아 개념이 더 부정적이라는 이전 연구 결과가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

Jonson(1966)은 ‘병원 직원의 대인 관계 훈련 프로그램’ 연구에서 많

은 토론 참여자들이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자신들에 관한 것을 더 많이

배웠음을 보고하였다. 자기주도적인 병원 실험실의 특성과 자기 의사 및

감정표현이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하여 이들의 토론은 직장 내 역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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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열정의 주요 원인은 토론 방식

이 익숙한 연구실 문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토론 집단은 별도로 토

론 조교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철저히 자기 주도적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더십과 참여가 자연스럽게 개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Jonson(1966)은 타인에게 헌신해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업

은 먼저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 개념들은 토론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보았

다.



- 31 -

제 3 장 토론수업 멘토 교사의 자기혼란과 한계

상황

이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이나 복지, 환경, 경

제 등 여러 사회문제를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대학생 멘토 교사는 인내심을 갖

고 주로 학생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했으며,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의 문

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학생 스스로 고치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자극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흐름에 맞게 다음 순

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했다.

처음 토론수업 멘토링을 참여한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소극적 개입과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대외적으로 이

들은 자기 전공 지식과 토론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교육 전문가로

서 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전문성과 수업에 대한 이

해도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학생들의

돌발행동과 마주하기도 하였다. 이 상황들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멘토 교

사로서의 자기 능력에 회의를 느끼게 만들었고, 자기 전공과 학벌에 대

한 위상으로 형성된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다.

1. 논리적 연결성 미흡 : ‘가르치면서 혼동이 와서..’

1) 수업구성의 구조화 미흡

지난 3년 동안 운영된 이 수업은 1기부터 5기까지 지속적으로 토론활

동의 구성과 전개 방식, 주제가 변해 왔다. 이 수업을 기획한 사람들은

대학생 멘토 교사와 대학원생 운영진들로서, 이 수업 외에도 전공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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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아리, 학교 행사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여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

는데, 이들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함께 토론하면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수업 교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업은 제보자들끼리 수업 시연

을 해 봄으로써 사전 점검을 거쳤는데, 그럼에도 실제 수업과정에서 활

동이 중복되거나 논리적 허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경우 교사와 운영

진은 피드백 회의를 통해 문제를 수정하거나 다음 번 기수의 수업 기획

에 참고하고자 하였는데, 일부 교사들이 다음 기수에서 교체되고 운영진

또한 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선 작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즉, 이 수업은 여러 회차를 거듭함에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미완성의 수업이었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의 불완전성은 수업과정에서 일부 제보자들에 의

하여 발견되었으며,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촉발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

다. 이 수업의 3기(교사), 4기(교사), 5기(분과장)를 참여했던 교육학 전

공의 심수경은 과거 멘토로 참가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수동적인 수업방

식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만을 해결해주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수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되게 수동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역할

이구나’ 이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더 싫었던 이유는,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데 그러면 몰라도, 그러면 상관없는데. 봤을 때 당연히 꿈이 없는 아이들한테 

‘자기가 잘 하는 것 써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써보세요’, 하면 당연히 

안 쓸 것이 뻔한데,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준비했다고 하고 시연을 했다고 하니

까.(심수경)

그는 이 토론수업의 운영과 진행방식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이유

는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많은 것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이었

다. 그는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대신 도리어 교사로서 자신에게 많은 자

율성이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다른 동료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였고 실제 수업에서 능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업을

시연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업과정에서 그는 수업의 구성과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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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발견하기도 하였는데, 앞선 토론 활동과 중복되거나 흐름상 불필

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간혹 학생들이 이러한 오류를 발

견하여 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는 수업을 기획·구성한 제보자들

및 운영진의 수업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수였으며, 남은 수업

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까 분명히 앞에서 한 활동과 뒤에서 한 활동이 비슷한데 또 하라고 하는 건가. 아

니면 흐름상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러면 애들 같

은 경우에도 하다가 이래요, ‘선생님 근데 아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든

가, ‘왜 이걸 지금 해야 돼요’ 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심수경)

심수경과 함께 3기, 4기에 참가하였던 김강빈 역시 수업 기획 과정에

서 치밀하게 준비한 찬반토론이 실제 수업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겪었다. 그가 맡은 조는 대학 선발 방식의 다양화를 주제로 토론

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찬성 쪽 학생들은 섣불리 찬성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는 실제 수

업에서 교사나 학생의 실수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사전 기획 단계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운영진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

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제보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교사로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

기 혼란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찬반으로 안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로 가면 막자 이렇게 얘기했

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기획한 걸로 토론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대학 선발 

방식 다양화 이런 걸 얘기해보자’ 이러는 거에요. 사실 그걸 토론하려면 ‘다양

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다는..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편리한 건 순

응이긴 한데 누구나 당연하게 ‘그 외에 다양한 걸 봐야한다’ 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막상 찬반 토론 가서 그 얘기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애들이 다 지금의 

체제에 불만을 느껴서 반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찬

성 측에서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에요. 그런 상황까지는 예측을 못해서..(김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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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에 1기와 2기, 3기 총 세 차례 참여한 바 있는 교육학과 학생

임인영은 2기 수업의 토론 순서가 논리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

는 이 때문에 수업과정에서 스스로 혼란을 느끼고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일단 2기 때는 매끄럽지 못했구요.. 그 때는 아마 계속 보완중이어서 프로그램 자

체가 매끄럽지는 않았고. 저도 솔직히 애들 가르치면서 약간 혼동이 와서, 그러면 

저도 제대로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 좀 있었고. 애들 자체적으로 토론 과정

에서 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그래서 좀 진행이 잘 안된 것 같은 느

낌..(임인영)

물론 이러한 상황은 교사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었다. 어떤 교사

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 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

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수업 구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

보자들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어떤 교사는 이를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여기지 않거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

경우 그의 혼란이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제보자들은 대응책을 떠올리지 못하여 불안해하거나 자

신의 수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책임소재를 떠나 학생들을

위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수업 구성의 논리적 불완전성은 수업 과정에서 노출될

경우 대학생들의 멘토 교사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수업 도중에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할 장애물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대

응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이행하게 하는 실천의 계기가 될 수도 있

었다.

2) 의사소통의 일방성

토론수업 멘토링에서 대학생들이 교사로서, 그리고 명문대 재학생으로

서 학생들에게 부여받게 되는 권위와 우월함은 도리어 대학생들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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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론수업 진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본래 토론은 참가자

들이 서로 대등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인데, 이 수업

에서 교사들의 말은 옳고 그름을 검증받기도 전에 이미 학생들에게 정답

으로 인식되었다. 이 상황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의 말을 잘 따르도

록 훈련받았기 때문일 것이나,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풍토와 명문대 재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동경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들은 수업 홍보 문구에 명시한 것처럼 명문대 재학 중인 교사가 참여한

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참여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수업에서 학

생들은 교사의 말을 반박하거나 검증하기보다는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멘토 교사로 2회, 분과장으로 1회 참여했던 김강빈은 토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수업에 참가하였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줄곧 가르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고, 교육학과에 진학했음에도 여전히 교사 역할이 자신과 맞

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은사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모교에서 가르

치는 일을 하면서도 그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져만 갔다. 이러한 와중에

그는 전공 강의 시간의 홍보를 통하여 이 수업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토론 경험과 성향에 비춰봤을 때 이 수업은 잘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서 수업에 지원하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또 교육학과 진학하면서도 했던 생각인데, 누굴 직접적으로 가

르치는 역할이 자신 있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누굴 일대일로 가르

치고, 선생님이 돼서 뭘 해주고 이런 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교에서 

하는 특강)그것도 ‘아 못할 거 같다’,  ‘어깨 수술한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학교에서는 졸업생이기도 하고 교장선생님도 원하시고, 지역 어르신들한테 연락오

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갔었던 것 같아요. (특강에) 나갈 때도 차라리 ‘내가 

이런 걸 기획하라고 그럼 좋겠는데, 가르치는 건 좀 힘들겠다.’ 그 때도 든 생각

은 ‘왜 이런 것만 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특강)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제가 잘 알았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간 학습지도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했었어요.(김강빈)

이처럼 토론에 자신감을 보이던 그는 수업에서 무심코 자기 의견을

드러냈을 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듣는 상황을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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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혼란을 느꼈다. 학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생

각의 틀이 깨지기를 기대하였으나 학생들이 동경해 마지않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그가 던진 질문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틀을 제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게 약간 관계의 문제인 것 같은 게, 이미 뭔가 얘들은 멘토들을 서울대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소리를 해도 그렇게 오는 거에요. 근데 아무 계획도 안하면 

그게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개인과 멘티 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애들은 서울대라는 네임을 보고 여기에 지원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검증을 받기도 전에 서울대 샘. 

이러는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한계는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한계를 어

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김강빈)

이후 그는 이를 의식하여 학생들의 토론에 개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조심스러워했다. 물론 토론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길 원하는 교사는 이 상황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스스로 의견을 개진했을 때 학

생들이 그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토론과정에서 알게 되었

고 이러한 관계가 수업 목적의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

식하였다.

요컨대 제보자들에게 멘토 교사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개입은 학생

들의 무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저해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 수업

참여 경험은 학생들이 수용적 태도를 견지하거나 학생 토론 방향에 외부

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토론수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보자들이 역할 인식의 혼란을 겪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3) 토론수업 멘토링에 대한 인식 편차

제보자들은 토론활동 순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문제

와 자신의 말을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으로 인해 혼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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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부분을 수업 준비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했었

고, 이를 수업의 한계 내지는 기획단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

나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그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활동을 재구성하거나 수

업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

보자들이 토론수업과 교사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이 상황을 극

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수업 참여 동기는 용돈을 벌기 위함이나 자기 미래에 대한 고

민해결, 자기 전공분야의 현장경험 등 다양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수업참

여 이전에도 이를 위해 다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그 중에서

수업에 두 차례 참여한 바 있고, 정치학을 전공한 강경희는 그 동안 자

신의 과외 경험과 커리큘럼을 고려할 때 그나마 자기 수준에서 학비와

용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이 수업에 참가하였다. 2년여의

고시 생활을 중단하고 취업을 생각하던 그는 다른 아르바이트와 비교했

을 때 자신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업에 참여

하였다.

왜냐하면 일단은 돈을 받고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해봤던 일이고, 

그래도 내가 좀 수월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 과외 했던 게 있으니까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중,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다른 알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걸 하면 

처음에 적응하고 이런 것이 힘든데..(강경희)

한편 이 수업에서 요구하는 교사 역할이 쉽지 않음에도 제보자들은

바쁜 일정과 각자 사정을 핑계로 사전교육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

다. 고시를 그만둔 시점에 친구의 소개로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강경희

는 취업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 그냥 사기업에 취업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시를 그만두면서 그냥 ‘내가 

이걸 그만두면 그냥 사기업에 갈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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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강빈을 비롯한 많은 제보자들은 이 수업 외에 다른 활동들도

병행했기 때문에 사전 교육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그걸(모교 방문 특강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버스타고 (서울) 

올라와서 토요일 아침에 청샤프(토론수업)를 하고,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아침에 

또 내려가서 월요일 거(특강)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에요.. 2주간 일정이 그

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청샤프 3번째 모임 할 때까지 저는 평일에 서울에 없었어

요. 준비모임도 한 번도 못하고, 회의 결과 다 속기로 읽어보고. 사실 회의에 참

여 안했어요. 자료만 많이 읽고 해서. 그래서 분과장들이 저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냥 돈 받고 놀고 먹으려는 학생인 줄 알고. (김강빈)

이처럼 사전교육을 소홀히 했던 제보자들은 토론 자료 공부에 집중했

을 뿐 토론 방법이나 수업 목표, 학생 대하는 법 등은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수업과정에서 교사들의 자기혼란과 한계

가 더 전면적으로 드러나도록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2. 학생의 토론 주도성 부재 : ‘되게 당황하면서 답답

했던 것 같아요’

1) 교사 발문과 학생 반응 간의 단절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이러한 토론수업을 처음 경험했다. 그럼에도 이

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목표와 책임감을 갖고 수업에 임했으며, 한편으로

는 여전히 학생 대하는 법이나 수업 진행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들은 순조롭게 토론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토론지

도와 학생관계 모두를 신경써야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학생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경

험하기도 했다.



- 39 -

첫 수업의 어색함 속에서 제보자들은 학생들과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

였다. 낯선 수업환경에서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 가

운데, 그들은 분위기를 바꾸고자 농담을 던지거나 여섯 명의 학생들에게

한 명씩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다. 학생들을 놀리거나 반대로 제보자들

스스로 망가지기도 하면서 얼어있던 분위기가 점차 녹아내렸고, 학생들

은 형이나 누나 같은 제보자들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처럼

서로 호감을 보인 상태에서 막상 토론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입을 닫

고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제보자들은 수업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이 수업에 두 차례 참여했던 김경

대와 송수지는 토론 수업 초반에 학생들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계속 말을 이어갔음에도 학생들이 호응하지 않자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을

느꼈다.

그 때 상황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뭔가 얘기도 

안 나오고.. ‘너희 생각을 얘기해봐라’ 했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이런 상황

에서 (저 혼자)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저 혼자) 얘기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

계가 있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얘

기도 안 하니까. 그 때 되게 당황하면서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김경대)

이러한 상황은 서로 친하면서도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토론 분

위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업 초반에 제보

자들과 학생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송수지는 자신이 겪은 상황의 원인을 서로 성향이 다른 학생들

이 같은 조에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전에 한 차례 수

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소위

잘나가는 학생들과 조용한 성향의 학생들이 서로 경계하고 무시하는 상

황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거의 없었고,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몹시 난감해 했다.

그 한 번 차수 때 저희 조 애들이 전부 다 조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한 번 해보자 하면, 아무도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때(5기) 그 움츠

러든 친구 있고 그 약간 노는 친구 있고, 하여간 이렇게 섞여 있을 때였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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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하

는데, 조 이름 하나 정하는데도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송수지)

이처럼 제보자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침묵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수업은 토론활

동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토론을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

질수록 각 단계별 활동 시간이 짧아져 학생들이 말할 기회가 줄어들며,

해결방안을 발표하는 마지막 차시에 제보자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역량의 부족을 원인으로 인식하

였다. 그들은 사전에 관련 자료를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토론을

전개할지 구상을 했지만, 막상 실제 수업에서는 전공지식의 부족함을 스

스로 느끼거나 토론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했다.

교육학을 전공한 심수경은 두 번째로 참여한 4기 수업에서 평소 자신

의 관심분야와 다른 환경문제를 주제로 토론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기

후변화라는 주제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임

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시사상식이 부족하여

자료 설명과 토론 진행이 어려웠음을 고백하였다.

(토론수업) 자료를 읽을 때도, 교육에 대한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것 위에 쌓

는 느낌이라면 기후변화는 처음부터 쌓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사실 준비할 때보

다 진행할 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육 분과에서는 제가 자율적으로 하다가

도 아이들이 어떤 한 미궁에 빠져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배경지식

으로 얘네가 A라는 문제를 정말 A로만 보고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근데 B도 있

을 수 있지 않아’라든지 살짝 풀어나갈 수 있는 힌트나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어

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툭툭 던져줄 수 있어요. 근데 기후변화 분과는 제가 딱 

준비한 선에서만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미궁에 빠지거나 이럴 

때 저조차도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지... 물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심수경)

그는 사전에 스스로 준비했던 수준까지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교육 분야를 다루었던 3기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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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토론 진전이 더디고 논의가 잘 정리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으며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족함과 한계를 느꼈다.

김경대도 토론수업에서 이와 유사한 한계를 경험하였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그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의들을 소개해

야 했는데, 자신의 전공 분야임에도 관련 분야에 대해 스스로가 잘 모르

고 있었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저도 사실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 때 했던 게 무상급식에 관해서 했었거든

요. 복지에 관련된 것. 그런데 사실 저의 상황은 2학년이 갓 끝난 상황이었죠. 그

런 상황에서 전공에 대한 지식도 사실 부족한 상태고, 배경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에 대해서 제 수준에서는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 같아

요.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 않나’, 

‘빈틈이 있지 않았나’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하면서.(김경대)

그는 자기 전공지식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해 원하는 수준의 깊은 토

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자책하며 교사 역할 수행의 한계를 느

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원인이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전

공지식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하였다.

2) 학생 간 갑론을박의 불균형

여러 제보자들이 토론수업에서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이기적인 학생을

만났다고 증언하였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말을 많이 하거나 자기주장

이 확고하여 강한 어조로 말하는 학생, 일방적으로 토론을 주도하는 학

생, 편향된 시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단정 지어버리는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자기중심적인 학생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김규현이 만났던 한

학생은 생각이 확고하고 주장이 강해 토론수업에 바람직한 학생인 것처

럼 보였으나,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오

히려 학생들 전체의 토론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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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2기 때 학생 중에 자기주장이 너무 확고하고, 너무 말이 센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업이) 되게 길면 그런 애들이 정말 토론을 촉진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집단인데, 청샤프는 기간이 짧은데 거기서 너무 말이 세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그 학생을 잡아주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들이 아예 걔한테 함몰되

어 버릴 수도 있는.(김규현)

송수지 또한 토론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학생을 만났었는데, 그는 이

학생의 행동을 엘리트의식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 자기 학창시절에

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난감해 했다. 왜냐하면 그의 지적이 학생의 불만을 사거

나 의욕을 꺾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애들이, 지금 제가 대학생이 돼서 보니까 그렇지 사실 학교에서 그런 

애들 많았거든요. 자기가 좀 학교에서 잘 나간다 싶으면 어디 나가서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소위 말해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걔는 제가 멘토링 처음 시작할 때 만난 친구여서 사실 되게 난감했었어요

(송수지)  

이러한 학생들을 만날 경우 제보자들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

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심수경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앞서 언급한 학생들과 닮았으나

행동이 다른 한 학생을 만났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학생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가한 것이었다.

6명의 멘티들 중에 그 친구가 계속 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안고 있었

던 문제가 학교에서 심하게 집단 따돌림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친구라서.. 조금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 사회성이 되게 떨어졌어요. 고등학생인데도 사회성

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약간 지적 수준도 살짝 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본인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교육 분과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여한)4기는 기후변화 분과라 그 프로그램 내용 안에서

는 그 걸(학생의 개인적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까.  

되게 안타깝고 안쓰러운데 제가 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 며칠로 

고쳐질 수 있으면 좋은데 고쳐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돌아가면 친구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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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상처받으면서 지낼 테고. 너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기도 했

고, 또 프로그램 중간에 이 친구로 인해 (토론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

요(심수경) 

그가 만난 이 학생은 지적수준이 낮고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사회성도

낮았는데, 심수경이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질투하였으며 자기 순

서에서 토론의 맥을 끊어놓기 일쑤였다. 그는 이 학생 때문에 토론 전체

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으나, 스스로

도 이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가 이 수업에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어떤 학생들은 교사들의 관점에서 ‘돌발 상황’ 자체로 인식되

었다. 토론하기 싫어서 방관하는 학생, 의욕이 과도한 친구 등 다양한 부

류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

는 경우였다. 이러한 경우 그는 토론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 간의 싸움과

도 같은 토론을 진정시켜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의지가 없는 학생을 토

론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도대체 어느 수준까

지 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되묻는 한계 상황을 맞이

하였다.

3. 멘토 교사 역할의 대립적 속성 : ‘어느 정도까지 개

입을 해야 되나..’

1) 통제 강화와 간섭 배제

제보자들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 사이에서 혼란과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교사 역할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및 기준들, 그리고 역

할구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Smylie, 1989). 이는 토론 지도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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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교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쪽을 취하거나 양자를 절충하여 행동해야 했

다. 그러나 토론수업을 처음 경험한 제보자들은 미숙함과 부족함 때문에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 수업에서 교사는 토론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학생들의 발언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진행해야 했다. 이 수업은 교재를 활용하여 각 단계

별로 토론활동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만일 교사가 단순히 교재

에 따라 모든 과정을 다 거친다면 시간이 빠듯하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다. 만일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의 대화에 진전이 없거나 난상토론이 벌

어진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학생들의 말을 간신히 이끌어 낸 후에도, 제보자들은 학생들의 토론이

논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꼈다. 강경희가 만난 한

학생은 어떤 주제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말하고 다른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토

론이 산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롤플레잉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가 노동 인구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계속 그 쪽으로만 주장하는 거에요. 기업을 비판하다가.. 사막화에도 주로 기업이 

가해자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윤 때문에 돈 없는 국가의 환경을 돈

으로 맞바꾸면서 이런 느낌인데, 그 기업을 공격하는 롤플레잉을 하다가, ‘너네

는 노동자 착취하잖냐’는 식으로 나오면서 (토론이) 그렇게 가는 거에요. 노동 

인권 얘기 이렇게 하면, 기업 쪽 역할을 하는 애도. 멍청한 애들은 없잖아요. 똑

똑한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롤 맡은 애도 어떻게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토론이) 더 산으로 가는 거에요. (강경희)

이 경우 제보자들은 학생의 말을 적당한 순간에 끊고 학생들이 다시

토론 주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강경희를 비롯

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이 얘기 그만하자’ 등의 발언이 학생들의 열의

를 꺾어 그들이 다시 소극적 태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찜짐함’에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였다.

송수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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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을 모두 이끌고 토론을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그는 시간에 쫓기면서 부족한 시간

내에 주어진 진도를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네, 그랬던 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관리가 잘 안 됐었어요. 제 딴에는 

(시간관리) 한다고 이제 미리 시간 시뮬레이션을 해 놓는데. 이제 애들이 필기하

다 보면 다 적는 애가 있지만 못 적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못 적은)걔를 

기다려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다 쓰기를 기다렸다가 또 다른 

의견교환하고 하다보면 결국 시간이 늦어져요. (송수지)

한편 송수지 뿐 아니라 여러 제보자들이 토론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토론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가끔씩 토론에 개입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이

토론하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고자 할 때 학생

의 말 뒤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

기에 앞서 이들은 자신이 개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

는데 방해될 수도 있기에 고민을 했다.

뭐라고 하지.. 애들한테 가르쳐줄 때 아까 말했듯이, 제 주관이 개입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걸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다른 기수도 해보면 좀 더 애들에게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토

론 개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임인영)

임인영은 토론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학생들의 토론에 개

입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였다. 물론 큰 틀에서는 토론의 방향이 수

업목표와 일치하도록 이끌어야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의 생각과 해결방

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 토론수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된

다고 임인영은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김경대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

하려는 학생들의 태도에 부담감을 느꼈고, 자신의 말을 학생들이 반복해

서 따라하는 것을 보며 당황하였다.

처음에 6명 애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저만 보더라구요. 사실 저는 좀 당황했

었는데, 제가 ‘6명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고..어떤 생각이 들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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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가 말한 걸 애들이 토론할 때 (학생들이) 그대로 얘기 하더라구요.(김경대) 

이들 가운데 강경희는 어른 또는 교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 학생들의

성향 때문에 이들의 생각에 자기 의견이 개입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당연히 걱정됐어요. 그래도 제가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식의 교육에 너무 익숙해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닌 거 같아도 일단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강경희)

이 수업에 3차례 참여했던 김가혜는 두 번째로 참여한 2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토론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개입을 하는 순간 학교 교실에서의 수업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생각

에 개입을 망설였고, 개입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인

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찬반 토론을 할 때 약간 리더쉽이 있는 애들이 있어서 준비할 때 되게 열심히 하

는 것 같았는데, 토론에서 (학생들이 한계에)부딪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면 애들이 그대로 끝내버리고. 그 순간에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거나 막다

른 골목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개입을 하면 토론

이 아니라, 교수 학습을 하는 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는 내가 어느 정도까

지 개입을 해야 되나 확신이 안 돼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김가혜)

이처럼 교사들은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서도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바

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처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들은 토론에 개입함으로써 상황을 바

로잡고자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 대신 자신의 생각으로 결론날 수

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려웠다. 이처럼 토론에

개입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2)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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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사들은 자기 성향에 반하는 행동을 수업 과정에서 해야만 했

다. 이들은 학생들을 보살펴주면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사

로서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수업과정에

서 평소의 자신과 다르게 행동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다. 김강빈은 평소 자신

이 추구하는 대인관계와 반대로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 교사 역할

을 불편하게 느꼈다. 편한 관계를 선호하는 그에게 교사로서의 책임감은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학생들을 보살피고 이끄는 역할은 그가 다른 사람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었다.

힘들죠.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멘토나 선생님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

꼈던 게, 아까 1학년 때 인간관계가 힘들었다고 느꼈던 것이기도 한데, 제가 편한 

사람만 찾아요. 뭘 좋아하냐면 무리 속에 있는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내가 일

단 어느 무리에 속해있다는 그 느낌은 중요한데, 거기서 “야 넌 누구야” 이렇

게.. 어느 단계까지는 그걸 좋아해요. 다 같이 안면이 익을 정도까지만. 그 이상

의 예를 들면,‘ 누구랑 10분 이상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 이런 거는 싫어하는 

거죠. 애들 앞에서도 의도적으로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게 되게 힘들어서.. 6명 

이었는데, 그래서 전 힘들었는데. (김강빈)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인 송수지는 세심하게 대해야 하는 학생을 만나

어려움을 느꼈다.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이 학생은 개성이 강한

다른 학생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었다. 급기야 이 학생은 수업에 빠지기

도 했는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송수지는 자신의 성격과 다르게 이 학생

을 잘 달래고 다정하게 대해주어야 했다.

저는 그게 나았어요. 좀 오히려 다정하게 해야 되는 친구가 있을 때는 좀 힘들었

죠. 되게 소심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조용하고 이렇게 항상 움츠러들어 

있는 친구 있잖아요. 게다가 그때 같은 조에 좀 약간 소위 학교에서 잘 나가는 느

낌의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힘들었었어요. 얘가 한번은 막 안 나

오고 이래 가지고, 하루인가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왜 안 나오

니 누구야, 오히려 그럴 때가 힘들었지 제가 원래 좀 털털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

라서 할 때. (송수지) 

또한 그는 수업 과정에서 어떤 학생으로부터 자신의 꿈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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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심어주어야 한다

는 생각에 거짓말을 했다.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일반 대학생들

처럼 취업이나 대학원 등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을지 고민하였

다. 왜냐하면 그는 선망의 대상인 명문대에 재학 중인 교사로서 학생들

에게 나름대로 청사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꿈을 포장해서 말하기도 하였

다.

제일 찔렸을 때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선생님은 꿈이 뭐에요?’묻는 거에요. 

그런데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애들 때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장래희망을 

이렇게 딱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지금 너 꿈이 뭐니?’라고 물

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꿈이 뭐니?’ 하면 ‘나 

취업 할 거야, 나는 대학원 갈 거야, 난 유학 갈 거야’.. 그런데 그게 꿈은 아니

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난감하고, 또 이제 ‘선생님 좋은 대학 

갔으니까 좋겠어요’ 처럼 얘네 들은 저를 보는 눈빛 자체가 서울대에 간 멘토라

는 것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해 줘야 될 거 

같은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송수지) 

이처럼 이 수업은 교사가 자신의 본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상황은 토론수업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

과 이 수업에 지원한 교사의 본래 성향이 충돌하여 빚어진 결과이다. 제

보자들은 이 수업에서 명문대라는 사회적 이미지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사, 이와 상반된 현실적인 대학생의 모습을 모두 느꼈으며, 이들

은 어떤 모습으로 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했다.

4. 소결

이 수업에서 제보자들은 주어진 큰 틀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론주제와 수업방식, 학생 관리하는

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했으며,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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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토론을 도와주어야 했다. 이 때문에 토론교사로서 많은 경험과

능숙함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처음에 이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1, 2학년으로서 토론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9명의 제보자들 중 김강빈을 제외한 8명은 학창 시절

토론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4명의 제보자들은 이 수업에 참여하기 이전

에 교육학 전공을 들은 적이 없었다. 또한 9명 모두 교생실습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구조화된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수업에 앞서 사전에 토론에서 다루게 될 주제를 공부하고 수업과

정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그럼에도 실제 수업과정에서 때로는 미리

대처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들을 당

혹감과 혼란에 빠뜨렸다.

첫 수업에서 제보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에 기인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일부는 자신이 경험했던 몇 가지 일화를 들어

수업의 사전 기획단계나 교사 선발방식,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토론수

업 구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자신의 수업방식이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토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반성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 사고방식을 달리함

으로써 자기 혼란과 한계 상태를 극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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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기혼란 및 한계 상황의 개선 과정

이 수업이 교사에게 요구하는 이상적인 역할은 일반 교사와 토론 사

회자의 중간지점에 있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사는 토론주제와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학생들에게 능숙하게 전달해야 했다. 그리고 본

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무대를 학생들

에게 넘길 수 있어야 했다. 즉 그는 교사이면서 무대감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그들은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잘못된 말을 하거나 내용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고, 들어주고, 기다려줘야 했다. 이러한 장면

을 참지 못한 일부 교사들은 때때로 학생들의 토론에 개입하기도 했다.

물론 논의의 방향이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교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했지만,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인내심이 교사에

게 필요했다.

이러한 역할을 깨닫기 전까지 제보자들은 다양한 자기혼란과 한계 상

황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은 대체로 첫 기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에 다시 참여하면서 개선되어 갔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토

론수업 교사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는 수업진행이 점차 능숙해

져 갔다.

본 장에서 연구자는 토론수업에 처음 참여한 교사들이 자기혼란과 한

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피고, 다음 기수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

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양상을 드러

내고자 한다.

1. 현실적인 접근 :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고 갈 순 없

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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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적 지도

토론수업에서 제보자들은 다양한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경험하였

다. 이들은 교사이자 학생들의 멘토로서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 해결방법

을 찾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먼저 이들은 자신의 지식과 능

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임시로 시도해 보았다.

처음 토론을 진행할 때 교사는 가끔씩 자기중심적이거나 주장이 확고

한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의 입장에서 이러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

의 말할 기회를 뺐거나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교사는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보자들 중

김규현은 쉬는 시간을 활용해 별도로 잘 타일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했다.

그 친구랑 별도로 쉬는 시간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너 되게 말 잘하는 것 같

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

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보면 좋

겠다.’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가 막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네.’ 그런 식으로 멈춰주고. 그렇게 했었

던 것 같아요. (김규현)

효과가 좀 있었나요? (연구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실은.(김규현)

그는 학생의 토론 실력을 칭찬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

자는 식으로 설득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이 학생이 발언을 자제하고 다

른 학생들이 말을 더 많이 하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치가 어

디서나 주목받고 싶어 하는 그 학생의 성향을 완전히 바꾸진 못했다고

고백하였다.

이와 달리 자신도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여겼던 김강빈은 학생

의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상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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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떤 모임을 가든 혼자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도 비슷한 기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딜 가든 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가 있으면 오히려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제 생각을 관철시켜서라

도 너가 틀릴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을 확대하고, 다른 애가 얘기할 수 있게 하

고..(김강빈)

한편 심수경은 언어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

는 한 학생 때문에 번번이 토론 흐름이 끊어져서 힘들어했다. 특히 이

학생은 역할을 하나씩 맡아 토론하는 역할극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전

혀 수행하지 못했다. 제보자는 이 학생의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믿었

으나, 역할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별 수 없이 그

의 역할을 다른 학생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수업 외

시간에 이 학생과 별도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든 이 학생도 함

께 이끌어 가고자 했다.

특히 롤플레이 때가 되게 어려웠어요. 롤플레이는 걔가(문제 학생이) 하나의 역할

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전혀 수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하다가도 가끔 못하는 부분은 그냥 다른 친구들한테 넘

겨버리거나.. 되게 애매한 것이,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정해진 이라기보다는 우

리가 같이 하기로 약속한 이런 것은 쭉 해야 하는데, 그렇게 불쑥불쑥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취했던 방법은 

매일매일 점심시간이랑 끝나고 랑 시간 조금씩 내서 얘랑(문제 학생과) 얘기를 하

는 것이었는데.(심수경) 

지금까지 살펴본 교사들의 대응은 한 학생으로 인해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한 임시 조치였다. 토론수업을 처음 진행하는 교

사들은 학생들의 토론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 신경 쓰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어떤 학생의 문제 행동은 그 원인을 오직

학생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우며, 교사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면 개

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송수지는 수업과정에서 자기중심

적이었다고 여기던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날 무렵 보여준 행동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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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삼일인데도 한 이틀째 마지막쯤에는 제가 거의 포기했었

어요. 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걔는 자기 좋다고, 선생님 좋다고 선

생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것도 나중에는 싫은 거예요.. 하, 나한테 말 안 시켰

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는 체념의 마음으로 이제 수료까지 하고

서 보냈는데, 끝나고 나서 얘가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

때 되게 많이 (서로) 울고, 저도 되게 많이 미안했었어요. 저는 전혀 바뀔 수 없

는 애라고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삼일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또 제가 얘를 바꾸어 

나가는 게 제 임무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얘가 선생님 삼일동안 

저 때문에 힘드셨죠, 이러면서 저도 여기서 많은 거 배워 나간다고. 히스토리 메

이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되어야 될 

거 같다고. 선생님 그동안 죄송했고, 앞으로 학교 가서도 잘 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송수지)

이 학생이 수업 말미에 들려준 고백과 반성은 송수지가 그 동안 학생

들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나 단기간의 관찰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

음을 고백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의 자기혼란과 한계 상황은 단순

히 학생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사고방식과 행동 변

화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2) 교사 주도적 의사소통 전개

첫 수업을 앞둔 교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사전

준비 과정에 신경을 많이 썼다. 왜냐하면 토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사회문제에 대해 잘 알고, 논리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무엇보다 토론에 능숙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그는 토론에

서 다룰 개념들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거나, 공부한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 내용을 미리 적어두기도 했다. 이러한 사전준비

단계를 거쳐 수업 당일 교사는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토



- 54 -

론수업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예상보다 토론의 진전이 없고 진행

속도가 느려 시간에 쫓기기도 했다.

신성우는 처음 참여했던 2기 수업에서 토론을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급급했고 시간도 부족했었다. 평소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했던

그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마치기 위해 마치 과제를 해결하듯이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토론수업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프로그램 순서 따라가느라 바빴죠. 시간도 부족하고.. 처음에 했던 애들은 친하고 

재밌게 잘 하고 했는데, 좀 너무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끌고 나가는데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애들도 이제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다 애들끼리 친하기는 

한데, 이제 좀 너무 과제 수행하는 느낌. (신성우)

임인영은 첫 수업에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시간 규칙을

정했으며,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계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발언을 끊었

다. 그는 제한시간 규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학생들의 발언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시계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시계 이건 규칙이잖아요. ‘너 말 많이 했으니

까 끊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규칙이 있고, 말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

니까 이 시간 내 말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규칙을 못 지

킨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끊을 수 밖에 없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했

고.. 말을 한 명이 계속 많이 하면, 그 쪽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결국 6명 모두의 

해결점이 아니라 그 한 명의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건 좀 아니니까. 걔한테는 

그냥 말할 거 좀 요점만 말하게, 포인트 잡는 식으로 해서 말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기는 해요.(임인영)

그의 이러한 조치는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

면서 합의한 내용을 결론으로 도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물론 말을

많이 하는 학생을 격려하여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도 있었겠

지만 그는 균등한 발언 기회를 통해 모든 학생의 의견이 담긴 해결책을

내놓고자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발언 시간을 길게 갖는 학생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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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떤 경우에는 시간관계상 교사가 토론에 직접 개입하여 학생들

의 말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다. 강경희는 학생들의 토론에 진전이 보

이지 않자 시간문제 때문에 직접 토론에 개입했다. 그는 학생의 발언 내

용들을 재해석하여 논점을 바꾸고 자신이 생각한 결론으로 이끌었다.

그럴 때는 그냥 얘기해줘요. 그럴 때는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관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

면 애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결론으로 어떻게든 끌어다 붙여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는데, 내 말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잘 

몰고 가면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까 전에 너가 한 얘기 되게 좋았어. 

그 얘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러저러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이렇게요. (강경희)

김경대 또한 이 수업에 처음 참여했을 때 강경희와 유사한 상황을 겪

었었다. 그는 결과물을 내야함에도 학생들의 토론에 진척이 없자 답답함

을 느끼고 힘들어했다. 자신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평가하고

다음 토론을 위해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조금 이해가 안돼서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 때는 조금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

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얘기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어

떻게 보면 푸쉬일 수도 있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거 정리해서 다음 것 해야하

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김경대)

그는 이러한 모습이 완벽주의자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

리고 자신의 성격대로 그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기 기준에서 학

생들을 이끌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토론은 학생들의 생각이 아닌 교

사의 생각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 때 얘기했던 것이,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얘가(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완벽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거든요. 애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하면

서 거기서 닦달하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성격이 있거든요. (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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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부 교사들은 경우에 따라 학생들의 토론에 직접 참여하

여 방향을 바꾸거나 결론으로 이끌기도 했다. 어쩌면 이들의 행동은 학

생들의 수준을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과거 학

창시절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현재 자신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판단

하였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토론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

문에 이 수업에서 다소 서툴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 도 있었다. 수업과정

에서 어떤 교사들은 이러한 점을 깨닫고 다음 수업에 참여할 때 학생들

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2. 수업의 능동적 재구성 : ‘큰 틀은 있으니까 그 안에

서..’

1) 사고 촉진적 발문 제기

이 수업에 다시 참여한 교사들 중 일부는 만약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

어내지 못하거나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토론수업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사전 기획 기간에서 수업 전날까지

수업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수업은 한 시간에서 길게는 세 시간 정

도씩 단계별로 나뉘어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과거 경험을 살려 사

전에 머릿속으로 토론순서를 그려보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나만의 답변은 있는지, 또는 어떤 사례로 설명할 것인지 등을 구

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스스로 판단했을 때

중복되거나 자기 조에 필요 없는 토론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였다. 반대

로 만약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토론에 임의로 집어넣기

도 했다. 물론 그들은 수업의 큰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순서를

수정하였고, 때로는 사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나 토론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부분을 잠시 학생들과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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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경은 전체 수업 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토론수업에 활용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다뤄야 그들이 이 주제를 자기문제

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토론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

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는 각 단계의 토론 시간을 필요에 따라 늘리거

나 줄였으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화이트보드 등 수업도구를 빌려 활

용하기도 했다.

큰 틀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문제를 하려고 청샤프를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부터 토론을 해야, 애들도 이게 며

칠 동안 진행될 건데 내가(제보자가) 중요해 중요해 한 것으로 하면, 애들이 당연

히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지도 않을 거고.. 사실 교육 분과야말로 정말 메리

트가 애들이 자기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문제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사전에 생각해 본 것이 아니어도 뭐 좋은 게 

나오면 조금씩 해 봤고, 프로그램 방식도 가령 15분 정도면 15분 정도는 적어도 

해야지 생각했는데 한 5분 안에 끝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길어진다거나 그런 시

간적인 그런 것도 그때 애들이랑 하는 소통 안에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미처 생

각해 보지 못했던 건데 갑자기 포스트잇을 활용을 한다거나 화이트보드를 활용해

서 뭔가를 하면 애들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활력을 돋울 수 있겠

다. 이런 것을 생각하였죠..(심수경)

송수지 또한 스스로 판단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토론

순서에서 제외하였다. 그는 수업과정에서 순서상 불필요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발견했고, 때로는 학생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일단 수업은 계속 진행했으나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재량껏 넘어가고,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에 더 많은 토론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자기 수업

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저는 필요 없는 건 빼요.. 그러다보니까 워크북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 

프로그램 짠, 워크북 기획하신 분들이 많이 생각은 하셨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한 활동인데 뒤에서 한 활동이 비슷한데 또 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흐름상 약

간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굳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이래요, ‘선생님 근데 아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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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왜 이걸 지금 해야 돼요?’ 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물어보면, ‘글세,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러다가, 좀 필요 없을 것 같은 부분

은 제가 알아서 생략하고 나갔죠. 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랬던 게 롤플레이 이런 것들은 애들이 좀 더 

흥미를 가져하고, 많이 할수록 좀 더 그 입장 내에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시간을 쏟고 좀 제가 생각할 때 흐름에 약간 아니라

든가, 이게 없어도 충분히 진행이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뺐었던 거 

같아요. (송수지)

이와 같이 일부 제보자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기 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우거나 생각했으면 하는 부

분들을 수업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기준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보다는 문제를 둘러싼 여

러 개념들과 구체적 맥락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했다.

2) 개방적 대화분위기 조성

이 수업에서 제보자들은 여섯 명의 학생과 한 조를 이루게 되는데, 학

생들의 성비 또는 학년, 성향 등의 구성 양상이 그들의 토론 진행에 영

향을 미쳤다. 학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은 자기 발언을 잘 할 수 있

도록 이끌어줘야 했으며, 자기의견을 강하게 말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학생은 진정시켜야 했다. 이는 제보들이 토론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역할들로서, 이 수업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들은 자신만의 노

하우가 생기기도 했다.

이 수업에 총 세 번 참여했던 김가혜는 토론을 할 때 제보자들 중 가

장 폭넓은 자율성을 학생들에게 부여하였다. 어느 정도는 그의 내성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일 수 도 있으나, 그는 학생들의 심정을 최대한 고려하

여 수업에서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자 했다. 그의 생각은 만약 자신

이 한 학생에게만 과도한 관심을 보일 경우 관심을 받은 학생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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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조의 학생들에게 같은 수준의 관심을

드러내면서도, 그 중에서 토론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었다.

너무 걔한테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애도 ‘내가 못하나?’라는 걸 느낄 수 있

고, 다른 애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돌아다

니면서 “어느 정도 했어? 잘 했네? 이건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 그냥 

똑같이 돌아다니는 것 같이 하지만 이 친구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떻

게 생각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줬던 것 같아요.(김가혜)

이처럼 토론수업을 한 기수 이상 경험했던 제보자들은 다음 기수 수

업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신성우는 수업을 통제하

는 대신 학생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토론에 한 발자국 물러나 있었

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

보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비록 학생

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학생이 계속 그 의

견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다.

또 자유롭게 얘기를 하되, 일단 그 생각을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피드백 계속 주는 거죠. 내 생각은 다르더라도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하면서. 그리고 좀 말 안 하는 애가 없기를... 그리고 너무 자

기 의견이 좀 센 애들은 눌렀어요  좀. 그리고 목소리가 좀 작은 애들이 말하면 

좀 ‘오, 그래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일단 내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거랑, 그 다음에 내 의견을 표명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

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거. 목소리가 센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필요하

잖아요. 그런 거는 좀 눌러주면서. 토론하는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토론 말고도 밥 

먹으러 간다거나 그런 시간의 계속이잖아요. 그때 계속‘ 너가 그건 맞는데 이렇

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했죠. (신성우)

그때 참 애매할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그러다 보면 애가 오히려 풀이 죽을 수도 

있잖아? (연구자)

네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심하게 안하려고 나름 조절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서... 그래서 합리적인 선을 납득할 수 있도록.(신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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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나치게 자기주장이 강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 중에 지켜보

다가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여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다. 그는 토론이 잘 진행되려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사들은 학생과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세워 개입 여부를

결정하였다.

3. 토론 연출가 역할 수행 : ‘그래서 항상 뒤에 있죠’

1) 객관성 유지

다시 참여하게 된 수업에서 제보자들은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발언을

자제하였다. 가끔씩 학생들이 놓친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

나, 대체로 그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교사로서 자기 역할을 최소화하였다.

강경희는 토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발언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의 생각으로는 토론 중간에 교사가 한 쪽의 입장

에 대해 반응을 보이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 소신을 잃

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신이

기다리던 발언이나 마음에 드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바로 반응하지는 않

았다. 물론 토론의 균형을 위해 가끔씩 개입하기도 했지만, 그가 이 수업

에서 주로 한 행동은 학생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 적는 것이었

다.

그래도 제가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게, 왜냐면 일단 어른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하는 교육에 너무 익숙해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닌 거 같아도 

일단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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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안하려고 했어요. 맞장구도 거의 안 쳤어요. 그냥 애들이 무슨 말할 때 

‘음 맞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반대 생각을 하는 애가 말을 잘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원하는 얘기가 딱 나올 때가 있잖아요. 토론을 하다보면. 내

가 기대했던 그 답이 드디어 나왔어 할 때 표정관리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까 저는 일단 기록하는 척 했어요. 되게 열심히 기록하는 척 하면서 열심히 듣는

다는 느낌을 줬어요. 되게 열심히 듣는데, 아니면 오히려 또 약간 부족하거나 밀

리는 거 같을 때는 그 쪽 편 들어주고 그런 거 있었어요.(강경희)

송수지는 자기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곳에 자

리 잡고 그들의 토론을 지켜보았다. 그는 학생들의 말을 듣다가 논점에

서 벗어날 경우에만 참여하여 방향을 바로 잡아주었다. 그리고 토론 전

개와 해결방안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토론 내용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였다.

그래서 항상 뒤에 있죠. 빠지더라도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계속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좀 애들이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애기를 하다 보면은 의욕이 

가득 차면은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뻗어 뻗

어 나가다가 이상한 가지로 나간다든가. 그러면 듣고 있다가 이렇게 껴서 아, 그

런데 그 부분보다 이쪽을 좀 더 얘기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든가 그거는 약간 

논점에서 벗어난 거 같은데 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블로킹만 해 주죠.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송수지)

이와 같이 제보자들은 자신들의 교사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

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업의 결과물을 만들어가길 바랐다. 이들이 과거

경험했던 과외나 학교 수업은 교사의 주도하에 학생들이 전적으로 따라

가는 수업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 기수 이상 이 수업을 경험했

던 제보자들에게 이 수업은 토론주제를 잘 정제하여 설명하고 그 밖의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맡기는 방식이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인식은 단순히 토론을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대신 이들은 학생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문제가 생

기면 도와주고, 학생들의 토론 수준에 맞춰 다음 순서에서는 어떤 내용

을 다룰 것인가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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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식적 감정분리

제보자들은 다음 기수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과의 친분을 일정한

수준까지만 유지하고자 했다. 이전 기수 수업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동생

처럼 가깝고 친근하게만 대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토론에 들어가면서부

터 학생들과의 사적 관계가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느끼

게 되었다. 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생활까지 공

유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다. 제보자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학생들과

의 관계에 있어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주

로 토론할 때 시도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마음의 벽을 쌓는 것은 아

니었다. 제보자들은 토론할 때 가급적 본인 신상이나 사적인 대화를 줄

였으며, 청소년들을 동생보다는 학생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1기를 경험하고 다시 참여한 2기에서 임인영은 학생들이 토론할 때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과 거리를 두었다. 물론 수업

외 시간에는 학생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친하게 지냈지만, 수업

중간과 토론시간에는 친분을 배재하고 학생들끼리 토론하도록 이끌었다.

그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너무 친하면 토론회 이런 거 할 때, 약간 뭐라고 그러

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야하나. 너무 친하면 친한 중에도 약간 “선생님이 

뭐에요?”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저는 어쨌든 제 3자의 입장인건데, 갑

자기 옆에 있으니까 질문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친하니까. 그런 거는 밖에서

는 친해도 활동 자체 내에서 너무 친하면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의의가 없어지

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우리 토론 중이라고. 선생님은 지금 같이 옆에 해주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너희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일단 너희들끼리 하라고. 

무조건 말하고 나 쳐다보지 말고. 그랬거든요. 말하고 이렇게 딱 저를 쳐다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건 너희들끼리 하는거고, 나는 그냥 너희들에게 코멘

트 하나하나 주는거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을 할지 주는 거니깐 너희들끼리 

하라고. (임인영)

한편 김규현은 다시 맡게 된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친분보다는 수업목

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육현장 경험이 필요해서

이 수업에 참여했던 그는 스스로가 이 수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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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

고, 이걸 일종의 매개체였을 뿐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 공간에 있을 

때 저는 물론 프로그램에 젖어들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여과없이 나한테 그대

로 흡수시켜서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네랑 친해져야 된다라

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를 전달하는게 제 목적이

었던 것 같아요.(김규현)

이와 같이 수업에 다시 참여하게 된 제보자들 중 일부는 학생들과 일

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토론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이들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교사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4. 의식화 촉진 :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때요?’

다시 참여하게 된 수업에서 제보자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

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얘깃거리를 제시하였다.

다시 수업에 참여한 김규현은 토론에 앞서 공부나 학교생활 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대화를 풀어나갔다. 그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토론주제를 자기 문제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자 했다.

제 기억은 이래요. 너무 미화된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여러

분 공부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으로 사는게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한테 어떤게 힘든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 이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는 좀 더 구조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문제를 정해서 만들어가는게 아니었고, 우리가 이미 정해

놓은 문제로 학생들을 끌어당기는 거여서 그래서 어떤 게 힘들어요 듣다가 경제, 

이런 키워드가 나온 거를 칠판에 적고, 그걸로 애들을 끌어온 거 같아요.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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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김가혜는 자신이 맡은 다음 기수 수업에서 토론 개입

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사회자처럼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

들은 자신들이 토론에 개입한 것보다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끼리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개입을 하면, 제가 어떤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준비할 때는 조금 

도와주기도 했지만, 조금 어려워하면. 그런데 애들이 정말 자기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같이 이야기하기를 바랐어요. 애들 수준에서 애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게, 제가 알려줘도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보다, 애들

이 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을 직접 진행할 

때는, 사회자처럼 진행을 했지만 내용에 개입을 한 건 없었구요.(김가혜)

즉, 이 수업에서 제보자들의 말과 행동의 변화는 처음 참여한 수업에

서의 자기혼란과 한계 상황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는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을 재구성

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소결

본 장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해보면, 첫 수업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

꼈던 제보자들은 이전 기수의 혼란과 한계 상황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기수 수업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 수업방식

등을 바꿔서 진행하였다.

먼저 제보자들은 토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기 혼란과 한

계를 경험하였다. 첫 수업은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가

장 높은 수업으로서, 대체로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나 토론을 적극적으

로 개입하려는 교사의 성향 때문에 발생하였다. 제보자들은 이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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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논의를 스스로 이끌어가거나 학생들을 다그치는 등 임시방편

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학생의 행동은 개선되

지 않았고, 학생들의 토론도 진척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자기 수업을

만족할 수 없는 제보자들은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에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음 기수 수업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

고 새로운 수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토론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제보자들은 다음 차시에서 자

신의 수업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그들은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을 한 명씩 지목하여 놀리거나 농담을 던지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친분을 쌓았고,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된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학생들끼리의

관계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으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시작하였

다.

이 수업에서 교사는 강의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토론 초반에는 교사가 말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토론주제를 어려워할 학생들을 위해 전체적인 맥락을 이

해시켜 주고자 여러 가지 관점의 정보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

고 본격적인 토론에 돌입하면서부터 그들은 토론순서의 변화, 유연한 진

행, 역할 최소화, 학생과 거리두기, 학생들 눈높이로 다가가기 등 이전과

다른 수업방식을 선보였다.

어느 정도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제보자들은 뒤로 물러

나 토론을 지켜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학생들의 토론이 다소 논점

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되었더라도 토론이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

내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러한 수업방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

각을 자극하고 토론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사고

전환과 지적 성숙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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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수업방식 개선 과정에서 자기인식의

수정 양상

토론수업은 일반 강의식 수업과 달리 교사의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

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맥락적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 수

업은 다양한 전공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집단적 상호작용”(Dillon, 1984; 김정효 역, 1997)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보자들이 토론수업에서 겪은 어려움은 단순히 좌

절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

동안 알고 있던 자기 모습 내지는 사고방식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

었다.

가령 그들은 자신들의 토론 개입과 행동이 토론수업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토론을

이끌어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성향을 새롭게 발견하

기도 하였다. 학습을 경험이 지식, 기능 및 태도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보

는 관점에서(Javrvis. 1987), 이처럼 제보자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재구성

하는 과정 또한 학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에 자

기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으로 삼기도 하였다.

1. 자기성향의 인식 : ‘그래서 좀 재미 붙인 것 같아요’

1) 대인관계 설정 방식

6명의 학생 멘티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멘토 교사들은

이를 통하여 대인관계를 개선하거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성향

을 발견하거나 이후 새로운 활동 참여에 고려하기도 하였다. 교과 지식

을 가르치는 것보다 토론과 말하기에 자신 있던 김강빈은 수업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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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대신 자신의 토론 능력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토론이 아닌 다

른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토론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는 수업 첫 날

먼저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농담도 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나, 점차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깊은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학생들에게 잘 대해주었지만 속으로는 학생들과 가깝

게 지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이 수업은 학생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토론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했는데, 사람들과 가벼운 관계를 선호

하던 그에게 이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토론 수업을) 참고 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쟤 좀 문제가 있다’싶을 

정도는 아니고. 사람들은 “괜찮아 잘 하고 있어.” 하는데 저는 그만큼 하려면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애들이랑 지속적인 관계를 맺

는 건 어렵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해

야겠다.’고 생각했죠.(김강빈)

그는 대학입학 이후부터 어렴풋이 느꼈던 자기 성향을 이 수업을 통

해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 수업에 세 차례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

게 되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보단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친한 관계를 원했다. 그리고 토론수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수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세 번째로 이 수업에 참여할 때 분과장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신

의 두 가지 바람을 모두 충족할 수 있었다. 분과장은 수업 기획자를 보

조하여 교사들을 이끄는 중간관리자로서 수업을 기획하고 수업교재를 만

드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조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교사들을 이끌어야

했다. 그는 많은 학생들, 교사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분과장 역할이 마음에 들었다.

이 수업은 심수경에게 큰 의미가 담긴 수업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적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학

생들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진짜 생각을 이끌어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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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 역할에 매력을 느꼈다. 그가 볼 때 이 수업은 큰 틀만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불확실하며,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사가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스릴 있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그의 관점에서 이 수업의 교사는 학생들 말을 잘 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어야 했다. 학생의 존재에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

라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다만 수업 초반부에

는 학생들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 방향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했다. 즉, 그는 개별 학생들과 소통하고 조력하는 역할이 교사에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나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은 좀 약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

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애들이 워크북 쓰는 동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하

면서 떠오르는 것 중에 ‘이거 해 보면 재미있겠다’ 해서 제가 미리 준비했던 거

에 그걸 덧붙여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네 그리고 청샤프를 하면서는 ‘그런 

게 정말 교육에서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되게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심수경).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로서 자신의 적성을 구체적으로 평

가해보게 되었다. 그는 학생들의 토론이 중단되었을 때나 학생들이 어려

워할 때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다룰 것인지 머릿속에서 다양한 방법들

을 떠올렸다. 그는 이를 실천하고 학생들의 토론이 잘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토론수업을 잘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는 이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도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어떤 성향의 교사인지 알게 되었다.

2) 결과지향적 성향 변화

학생 토론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멘토 교사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는 대학생이 자기 성향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김경대는 토론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결

과지향적인 성격임을 느꼈다. 그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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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결과를 얻어가길 바랐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수업은 학생들이 사전에 토론 자료를

잘 읽고 와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수준의 토론이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수업과정에서 토론이 이어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을 마주

하게 된다. 첫 수업의 어색함 속에서 그가 토론주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

자 학생들은 말문을 닫았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분야에 지

식과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여섯 명의 학생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당황스

러운 상황에 부담감을 느꼈다.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그는 답답한

마음에 말을 하도록 학생들을 나무라거나 자신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

업진도를 나가려고 했다. 따라서 수업 초반부에 그는 학생들보다 말을

더 많이 했다.

그의 노력으로 점차 학생들도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

서도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토론을 빠르게 진행하여 결론에 이

르고자 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학생들이 내지 못할 수 도 있

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학생들을 재촉하고 토론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가 보기에 학생들은 논점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토론이 자신이 생각하

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다. 결국 그는 어느 순간 학생들

의 대화에 끼어들어 토론해야 할 내용들을 안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의 개입에도 수업진도는 더뎠고, 그가 볼 때 자신의 학생들은 시간이 부

족하여 끝내 그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할 것처럼 보

였다.

그러나 다음 차시에서부터 그는 이러한 조급함을 점차 줄여나갔다. 그

는 그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학생들에게 기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였다.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처음

토론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현재 자신의 눈높이에서 토론방식과 내용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게 되었다.

어쩌면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이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고, 거기에 대

해서 처음 생각하고 얘기해보는 건데, 저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았나, 그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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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서. 좀 그걸 놓았다기 보다는, 이런 기준 보다는 오히려 이 기준이 더 맞

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절한 기준인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의 저만의 목표는 이

거였던 것 같아요.(김경대)

이를 계기로 그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되었으며, 자신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

다. 수업 말미에 학생들의 발표를 지켜보면서도 그는 토론을 해보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겉으로는 발표 결과가 좋

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수업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느꼈다.

3) 자기 적성의 인식

이 수업 경험을 통하여 사안을 다각적으로 보는 태도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제보자들도 있었다. 송수지는 이공

계 전공자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는데, 수업자료를 읽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는 우리 사회 문제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어떤 사안을 접했을 때 단

순히 수용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게 되었다.

일단 여러 아이들 거치면서 말 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이렇게 애들이 

솔직히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이러면 툭툭 내뱉기 쉽잖아요. 근데 뭔 얘기

를 하나 해도 이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아 얘기 잘 들

었다, 너의 말도 정말 좋다 그런데..’ 라고 말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지나고 나서. 그리고 좀 참을성도 많이 늘었다고 그래야 

되나.(송수지)

또 그는 학생들의 토론을 인내심을 갖고 듣는 과정에서 자신이 동의

하지 않는 의견일지라도 끝까지 듣고 반론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는 이 수업을 통해 매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게 되었고 대화하는 방

식이 변했다고 여겼다.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던 임인영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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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자신의 성향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가 보기에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틀에 박힌 생

각이 아닌 자유롭고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하지만 이는 그가 매사에 늘 이면을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토론이나 사회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학생들이 자신과 다르게 다양하게 생각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좋은 선생님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좋아해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토론에 소극적이

거나 불성실하고, 준비를 해오지 않거나 자기 주장만 펼치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해도 마음

에 드는 친구에게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

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학생들을 다정하게, 사교적으로 대하는 성향이 아

니었으며 오히려 방관자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자기 스스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될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아니 그런 건 할 수 있어도, 그런 스킬 적인 측면을 할 수 있어도 뭔가 그러면 애

들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의 기본 바탕이 애들을 좋아해야 되

요. 저는 그렇게 엄청 애들을 좋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좋아해 줄 

순 있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선생님이 못 될 것 같아서. 그럼 애들도 느끼

고, 그러면 선생님이 별로 의욕이 없으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에 관심이 없어

지고. 그러면 결국에 안 좋아지니까.(임인영)

그는 이 수업에 세 차례 참여한 이후로는 동아리 활동 등 가르치는

것과 관련 없는 활동들에 참여하게 되었다. 토론수업 참여 이전에도 그

는 교사의 길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은 학생

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는 교사가

된다면 스스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졸업 후 다른 분야에 관한 취업의 길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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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을 전공한 강경희는 첫 수업에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

황에 대해 두려워했다. 그는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이미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른 제보자들과 달리 이 수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미래와의

연계성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제보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교

사로서의 자세가 부족했고, 그는 그저 이 수업이 궁금하고 다른 동료들

의 적극적인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그는 자기

주장이 강한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교사로서 자

신의 의견을 정답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토론이 진행되지 않거나, 토론

이 논점을 벗어나는 등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면서도 학생들의 열린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는 우선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자고 생각했으

며,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학생들의 토론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한 마디씩 가볍게 던지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학생들의 토론이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에 흥

미를 느꼈고, 학생들의 생각을 유도하는 말을 던지는 것에 재미를 붙였

다.

저는 특별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 애들이랑 노는 것

도 되게 좋아하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애들이랑 어떤 관계를 

되게 발전시켜, 사람이랑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

러 사람 말구요. 여러 사람 말고, 어떤 한 사람이랑 관계가 발전되어 가는게 되게 

재밌어요. 그건 좀 좋아해서 그게 멘토링에서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멘티들이랑 어쨌거나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가, 제가 또 이제 멘

티들간의 관계도 제가 연결을 시켜주고, 발전을 시켜나가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잖

아요 멘토가. 그런 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때부터 저는 약간 사람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재밌게 생각하긴 했어요. 멘티들 관리하고 이런게.(강경희)

그는 학생들과 놀고 얘기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고, 토론을 이끌

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생각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

람을 만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

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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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과정에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게 유도하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좀 재미 붙인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또 애들이 자기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으려면 서로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거나 또는 ‘쟤는 어떤 애야?’ 라고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절해 가는 것? 아까 밸런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은 얘가 좀 too much한데 깎아주고, 얜 좀 부족한데 얹어주고 약간 이런 게 

재미있어 졌어요. 아무튼 그게 영향이 있으라면 영향이에요. 원래도 약간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학하면서 재미있었던 거는 좀 그런 부분이었는데. 정치학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전 그거에요. 정치 사상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시스템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굴리고 다루고, 

사람이 어떻게 군림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재밌었던 거였는데, 멘토링을 하니까 

그게 작지만 제가 하잖아요. 사람간의 관계가 보이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다음에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다 인사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다 떨어졌어요. 결론은. 서류가 다 떨어졌는데. 

아무튼 저 인사로 지원을 했어요.(강경희)

그리고 자신의 전공인 정치학 또한 사람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동질

감을 느꼈다. 그 결과 그는 취업을 할 때 희망직무를 전부 인사과로 선

택하여 지원하였으며,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인사과로의 보직발령을

희망하고 있다. 그는 훗날 대학생 코칭이나 컨설팅을 운영해보고 싶어

했는데, 이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그의 성향과 맞닿아 있었다.

2. 교사의 이상적 역할 인식 : ‘교수자도 중요하구나’

1) 토론수업 멘토 교사의 역할 인식

처음 참여한 수업에서 사전에 준비한 수업 내용을 모두 다루고 의욕

이 넘치던 교사들 중 일부는 학생 참여도 저하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봉착하였었다. 신성우는 내용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

도록 가르치고 생각을 이끌어 결론을 내는 것에 관심을 보였었다. 그러



- 74 -

나 학생들은 그의 기대와 토론 수준을 잘 따라오지 못했고, 진도를 나가

는데 치중하다보니 그는 이 수업에서 토론이 아니라 학생들을 이끌고 주

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한 이후 그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 수행이 나아

졌음을 느꼈다. 먼저 그는 수업진행을 한 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각 토론 활동마다 자기 스스로 생각

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표가 생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는 꼭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는 지

식전달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학생들 간의 수준차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이 수업에서 얻

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결과물로 보았다. 왜냐하면 교사 자신 또한 대학

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토론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학생들도 이

수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수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사와 중재자의 중간 쯤. 정보를 줘야 될 게 있잖아요. 정보 전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그거를 자제하고, 참고 애들

한테 그 무대를 넘길 수 있는. 좋은 교사이자 좋은 무대감독.. 얼마나 답답하겠어

요, 애들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옳지 않은 얘기

를 하는데 그거를 좀 참고, 들어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신성우)

따라서 그는 이 수업에서의 이상적인 교사 역할은 교사와 중재자 사

이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교사란 많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토론주제와 관련된 정보 전달에 능숙해야 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렇게 하더라’ 하

고,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걸 해 보아라’ 하는 식의 

얘기를 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뭔가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과외를 

그냥 건성건성 돈 벌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좋은 나름대로의 선생님, 학생 관

계를 정립하려고 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좀 더 제대로 된 거를 주고 싶고.(신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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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요할 때는 설령 학생들의 의견이 옳지 않더라도 인내를 갖

고 토론에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했다. 즉 그의 관점에서

교사는 단순히 정보제공자를 넘어 팀워크를 잘 조화시키고 과제를 향해

나아가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비춰졌다.

2)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인식

이 수업은 교사가 없는 극단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이상적으로

여기던 대학생에게 교수법에 대하여 체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

다. 교육학 전공자인 김가혜는 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학습자가 주

도하는 교육방식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배우는데 있어 누

군가 개입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교육은 학습

자가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수업방식에

서도 드러났는데, 학생들의 토론에 개입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학생들과 거리를 두

었다.

한편 그는 수업과정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수

업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가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토론분위기를

조성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성적인 자신의 성향 때문에

다른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도와주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수업과정에서 소극적인 학생과 자기 의견이 강한 친구 등을 통제하

기 위해서는 적절히 토론에 개입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할지 확신

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도했으나 수업 중에는 함께 하

더라도 수업 외 시간에는 여전히 무심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

덧붙여 그는 관계형성에 있어 자신의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을 학생들이

눈치 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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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습자가 중요하다는 학습자 중심에 되게 치중해 있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

는. 선생님들이 나한테 개입을 하는 것도 싫고, 가르치려고 드는 것도 싫고,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필요를 느껴서 내가 하면 되지. 선생님들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랑 

갈등이 많았었는데, 이걸 하면서는 교수자도 중요하구나, 교수자가 준비가 되는 

것. 저는 이렇게 학습자를 고려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서 그랬는데, 정말 학습자를 생각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

요한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던 것 같아요.(김가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는 학습자를 위해 준비된 교사가 필요함

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관점에서 준비된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잘 진행하고 자신들의 결과

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교사를 의미했다. 이처럼 그는 수업에 참

여하기 전에는 교사를 거의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학습자를 고려하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그

가 새롭게 인식한 교사상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교사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이끄는 교사였다.

3. 실천적 학습의 인식 :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1) 학습을 통한 자기 변화의 가능성 인식

이 수업의 참여 경험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지식의 학습 필요성

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경대는 토론을 이끌어가기에 자신의

전공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2학년에 갓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내용을 전

달하기 어려웠다. 그는 이 수업을 계기로 정치학과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아져 이러한 분야를 공부하고 관련 수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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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을 전공한 김규현은 군을 제대한 후 자신의 전공에 대해 진지

하게 마주하기 위해 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그는 자신이 수업에서 배운

교육학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모습을 비교해보고자 했다. 그

는 이 수업에서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을 통제하고 토론을 이끌어보는 경

험을 했는데, 이를 통해 학교가 아닌 다른 유형의 교육활동으로도 교육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온 변화라면, 예전에는 교육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했다고 할 만큼 ‘교육

학과 맞나 얘가?’그럴 정도로 과제 주어지는 것만 찾아서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

고 그랬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뒤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그 시

점에 있어서는 ‘교육의 현장에서 내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흥미를 가지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김규현)

또한 그는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흥미가 있는 것 등

을 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는 자

신이 수업에서 토론을 지도한 학생들이 성장하고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대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교

육과정 구성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의 보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내가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게 흥미롭구나. 흥미로운 과제구나. 

특히 프로그램을 짤 때도 막연하게 짜는게 아니라 정말 교재에서 프로그램 짤 때 

배우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한 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서 또 여기서 우리가 아이

들한테 조심해야 될 거 여러 가지를 막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

법 이런 것들.(김규현)

그는 이 토론수업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학생들의 수준

을 고려하여 자신이 직접 교육활동을 구성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

다. 그가 보기에 이 수업은 교사들에게 재량과 함께 많은 역량을 요구하

는 수업이었다. 수업교재와 토론순서를 구성하는 과정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지 않는 가

운데 토론을 이끌어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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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 수업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보

단 교사의 의도와 생각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고 보았다.

이처럼 교사 역량의 중요성, 수업의 한계 외에도 그는 이 수업이 엘리

트를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토론은 복잡하고 어려

운 사고과정으로서, 토론내용 관련 지식을 토론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했다. 그러나 학생들마다 이러한 능

력은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 도 있었

다. 그는 자신이 인식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교육활동을 직접 구성하여 운영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이러한 꿈은 대

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전공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을 만들고 싶어했다.

2) 리더십 형성

권위적인 교사의 태도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김경대는 처음 만난 사

람들과도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업과정에서 배웠다.

그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식을 배웠으며, 사람들이 자신

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장차 팀을 꾸리거나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처신이나 행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다가가는 방식.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식. 일

대일로 다가가는 방식은 알고 있었는데, 다수의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의 제가 가지고 있

었던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

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

서,  만약에 팀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팀에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도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김경대)

이공계 전공자로서 토론식 수업을 처음 경험했던 송수지는 수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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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처음 수업 참여

당시에 그는 단순히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업에 참여했었으나 공부법

이나 교과지식이 아닌 토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교사 역할을 접하게 되면

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토론에 소극적이

거나 반대로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

을 접하게 된다. 이때 자신이 토론을 주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때론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수업과정에서 점차 변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의 생각은 달라

졌다. 첫 수업에서 자기중심적이었고 그가 포기했던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날 무렵 그에게 반성과 변화를 다짐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는 짧은 시

간에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를 계기로 그

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마음이 거의 정이 떨어졌었고 얘는 지 할대로 하라지 했

었는데 얘가 그렇게 문자가 오니까 혼자 막 미안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느

꼈던 게 아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거 진짜 많이 느꼈

었어요. 항상 하는 생각인데 왜 잘 안 고쳐지잖아요. 항상 누구를 만나서 ‘저사

람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걔 생각이 많이 나요. (송수지) 

이러한 경험은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었

다. 그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이끌고 유도하는 것과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이상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데에 대한, 원래도 별로 두려움은 없

었지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 같고. 그리고 좀 리더십을 많이 배운 거 같

아요.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예전에 리더십이라고 

하면 약간 군인 같은 거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소대장 모여가지고 따라와’, 이

런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리더

십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부드럽게 이렇게 유하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리더십이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먼저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송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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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자신이 지원한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 그는 학생들을 이끌어

본 경험과 이를 통하여 인식한 리더십이 자신의 직장생활에 도움 될 것

으로 믿고 있었다. 그가 취업할 예정인 직장은 나이 많은 계약직 여사원

들이 많은데, 자신이 상급자로 가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거나 대화를 나

눌 때 이 수업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4. 교육적 실천의 구체화 :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1) 교수자로서의 방향 설정

이 수업은 교사로서 자기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한 방향을 설정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교육학 전공자인 심수경은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미래계획과 꿈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실 그는

이 수업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여러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진 못했었다. 그러나 세 차례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에서 이 수업은 그가 앞으로 자신이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청샤프를 하면서 청샤프 뿐만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들이 생각보다 생각이 없지 않구나... 단지 말하고 표현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싶어서... 아무래도 이것은 청샤프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학

교에서 해 보고 싶다는 제 꿈을 좀 더 구체화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겠죠.(심수

경) 

교사로서 자신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학생들의 토론을 지켜보는 과

정에서, 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유롭게 생각해보는 경

험을 학교에서 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러한 토

론 활동이 학교수업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장차 학교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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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서 자신도 이러한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나아가 그

는 학생 토론수업 뿐 아니라 교사 연구모임이나 교과모임을 통해 이러한

토론수업을 학생들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교사들이 함께 고민

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도 배우는 활동을 꿈꾸게 되었다.

저는 이런 멘토링이라는 경험들이 약간 걔네들한테도 뭔가 성장을 하면서 해 본 

하나의 경험정도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활동들이었

거든요, 각각이.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진로나 꿈과 관련

된 생각들을 가지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내 성향이 이거구나’라고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커서 애들이랑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이런 활동을 우리 반 애들이랑 해 보고 싶다’, ‘교사모임을 해 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도 청샤프 하면서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심수경). 

그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자 노력했는데, 이는

그가 장차 교사로서 되길 원하는 교사상으로 이어졌다. 그는 교과내용보

다 학생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생각

하는 힘과 사고를 넓혀주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교육관과 국어수업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국어 교과를 선택하게 되면

일주일에 여러 차시 학생들과 만나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무엇

보다 삶에 대한 소통을 나누는데 문학과 시, 작문 등을 배우는 국어 수

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2) 교육과정의 설계

이 수업을 통하여 다른 전공분야에 관심을 넓히게 된 대학생들도 있

었는데, 그들은 넓혀진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이를 교육과정으로 구

현하고자 시도하였다.. 김경대는 정치학과 부전공을 하면서 정치학에 대

한 관심이 깊어졌고, 이 수업처럼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 토론과 말하

기는 시민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그는 자기

생각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훈련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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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데, 그는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각과 발언을 하는데 한

계를 느끼고 있었다. 복종을 요구하는 영내 환경과 주입식 훈련교육을

경험한 그는 앞으로 제대한 후에는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분

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미래계획도 생각하

고 있었는데,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정치 분야로 진출하

여 장차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했다.

이 수업에 세 차례 참여하면서 김강빈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수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차 강해졌다. 그는 학생들을 직접 이끌고 가

르치기보단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미고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적합한 일이 뭔지. 장래희망 말고, 

이 역할과 이 역할에서 난 뭐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멘토보다 분과장

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저는 청샤프에서 너무 막 개선이라고 해야 

하나, 내 식대로 하고 싶은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다음에 할 때는 그걸 다 내가 해야겠다.’ 해서 그런 생각 잠깐 했었던 것 같아

요. 준비하는 것부터 아예 몇 개월 준비기간 잡고, 다 준비를 해서 다 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김강빈)

그는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였고, 분과장 역할을 경험

해보면서 자신도 이러한 수업을 기획,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

었다. 그 결과 그는 마지막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이듬해에 자신이 직접

기획하여 교사들을 선발하고, 꼼꼼하게 준비한 교육활동을 지방에서 운

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모습을

이 활동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었고, 직접 수업을 만들고 운영하고 싶

은 욕구를 채울 수 있었다.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정치학과 대학생 신성우는 이 수업을

통해 사회문제와 시민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는

사회문제를 토론해서 답을 구하는 이 수업이 마음에 들어 참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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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고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이러한 방식

으로도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이 수업의 교사들 또한 참여를 통해 스스로 수업을 만

들고, 실행하고, 학과나 미래계획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이 수업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분과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는 분과장으로서 수

업의 운영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수업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

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내가 해야 할 상황이기도 했어요. 분과장이란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직접 멘토를 하

는 것 보다 멘티랑 직접 대면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해서, 한 분과를 자체를 운영

하고 이끌어보고 기획해보고 싶었습니다(신성우).

그는 어떤 일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 어설프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함께 수업을 기획하던 사람

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게 되었는데, 그는

스스로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이러한 삶의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전달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교육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화한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학 전공수업을 신청하고 복수전공을 시도하였다. 그

리고 졸업 후 그는 고향에 내려가 대안학원을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때 한번 크게 바뀌었던 것은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은 청샤프 2기를 할 때 쯤이었던 같아요. 그때는 멘토를 못했는데 프로

그램 기획회의는 몇 번씩 나갔었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었다. 이걸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눈앞에 OO형도 있었고 

OO형도 있었고 하는걸 보면 재밌는 분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때 처음 생각해서 교육학과 학부수업도 듣고 그랬죠(신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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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

대학생 멘토 중 일부는 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이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하면 그는 본인의 조용하고 내성

적인 성격 대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교사

역할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제보자들 중 김가혜는 자신

의 소극적인 수업 진행이 주위 동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그는 자신이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결

국 그는 다른 교육활동에서는 행정업무를 맡았고, 교사역할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은 너

는 잘 가르칠 수 있다. 잘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면서 저의 모습이 스스로 어색

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원래 내 성격이나 내가 편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게 좀 편하게 스스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런 불편함이 약간 지배적이니까. 가르치는 걸 제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

을 받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김가혜)

그러나 그의 관심이 교육학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 스스로를 내성

적이고 차분한 성격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취업은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는 교육학과 전공자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에 대하여 더 공부하

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상담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다.

조용한 성격에 사람을 앞에 서는 것을 불편해하던 그는 사람들과 자

주 대화해야 하는 대학원 상담 전공에 진학하였다. 그는 비록 자신의 성

향 때문에 토론수업에서 교사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고 내성

적인 성향 또한 작게나마 외향적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그는 많은 사람

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였으나 소수의 인원과 진솔하게 대

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활동에 편안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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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장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제보자들은 토론수업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기 성향 또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교육

관 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반성을 통하여 수업방식과 학

생들을 대하는 자세, 사고방식 등을 바꾸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

가 관심영역을 바꾸는 계기나 새로운 실천에 참여하는 동기로 작용하기

도 하였다.

평소 자신의 성향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제보자들은 자기 혼란과 한

계 상황을 개선하는 경험을 계기로 자기 성향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이

를 자신의 미래설계에 반영하였다. 어떤 제보자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 관점 등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성

향이나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또한 토론수업이나 교사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제보자들은 이

러한 경험을 계기로 교육에 대한 관점 내지는 교사상을 형성하거나 바꾸

기도 하였다. 그들은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들

의 수준에 맞춰 토론을 이끌어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이상적인

교사상을 정립하기도 하였다. 즉, 자기인식의 재구성은 제보자들이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실천을 해보는 과정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보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자기 관심영역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거나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도 하였다. 다양한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

을 겪은 제보자들은 청소년 교육이나 시민교육 등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

였으며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가기도 하였다. 반면에 교사 역할

이 자기 적성이나 소질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취업이나 연구자

의 길을 선택한 제보자들도 있었다. 이처럼 교사 경험은 제보자들의 직

업선택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반영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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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대학생의 토론수업 교사 경험 중에서 자기 혼란과 한계 상

황을 해결하는 과정이 자기인식 재구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1년 간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토론

수업 멘토링을 주의 깊게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수업과정에서 대학생

멘토 교사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또는 자기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종종 혼란과 한계를 경험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그들은

명문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서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

나 많은 멘토 교사들이 학생의 기대와 달리 토론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도리어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해 혼란과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때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제보자들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자기 성향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점 등 자기인식에 관

한 개념적 구조를 새롭게 형성해 간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과거 수업을

복기(復棋)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업방식 또는 행동에 실수나 잘못을

깨닫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은 다음 수업에서 제보자들의 말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만일 이러한 변화가 스스로 평가하였

을 때 만족할만한 성과로 이어졌다면, 그들은 이 경험에 자신만의 의미

를 부여하였으며 때로는 교육학 등 다른 전공분야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

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 과정 및 양상을 질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대

학생이 멘토 교사로 토론수업에서 자기 혼란과 한계를 경험하는 상황’과,

‘수업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대학생의 자기인

식에 반영되는 양상’ 이라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제

보자들에 대한 면담과 분석과정을 거쳐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대학생 멘토들은 토론수업 중 ‘논리적 연결성 미흡’과 ‘학생의 토

론 주도성 부재’, ‘멘토 교사 역할의 대립적 속성’에서 자기 혼란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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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 상황들은 대학생 멘토의 특

성이나 성향에 따라 체감하는 수준이 달랐으며,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보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이 상황은 대체로 대학생들이 토론수업 및 교사 역할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여 발생했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은 기획 단계부터 교재 제

작, 수업 진행까지 교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업으로서, 학

생들의 부족한 점을 그들 스스로 깨우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이 교

사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대학생들은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다그치

거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처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그들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고, 다음 차시 수업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변화

시킴으로써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이때 구체적으로 제보자

들이 새롭게 시도한 수업방식에는 ‘수업의 능동적 재구성’과 ‘토론 연출

가 역할 수행’, ‘의식화 촉진’ 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들은 공통적으로 학

생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멘토 교사로서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도출된 토론수업 멘토 교사로서 필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

았다. 첫째, 그들은 학생들의 토론에 개입을 자제하고 학생들의 말을 많

이 들어야 했다. 둘째, 수업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이끌어가야 했다. 셋째, 학생의 행동이나 반

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

록 유도해 주어야 했다. 즉, 첫 수업에서 대학생들은 문제 상황의 원인을

학생 탓으로 돌렸었으나, 자신의 행동을 학생에게 맞추고 토론 개입을

적당히 최소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 성향이나 태도, 관점을 인식하거나 바꾸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자기 관심영역을 바꾸기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자기성향의 인식’과 ‘교사의 이상적 역할 인식’, ‘실천적 학습의 인식’,

‘교육적 실천의 구체화’ 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자기성향의 인식’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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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상적 역할 인식’, ‘실천적 학습의 인식’은 멘토 교사들이 혼란과

한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식체계 또는 태도, 관점 등이 재구성되는 양상들이다. 마지막의 ‘교육

적 실천의 구체화’는 대학생들의 자기인식이 재구성된 결과로 그들이 새

로운 관심영역을 찾아가거나 실천해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양상이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발견하였

다. 첫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토론수업 멘토링을 경험한 대학생의 자기인

식은 공적 자기인식에서 사적 자기인식으로 변화하였다. 토론수업 멘토

링을 처음 진행한 대학생들은 수도권의 4년제 명문대 재학생들로서 청소

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외부 시선을 의식하고 기

대에 부응하고자 스스로 완벽해지고 모범을 보이려 했다. 그러나 토론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가지게 되

었고, 수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들이 학생들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보자들은 자기 모습을 성찰하고

스스로 평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의식의 방향이 외부환경에서 자아로 전

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토론수업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사고와

감정에 대하여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둘째, 토론수업 멘토링에서 대학생은 토론방법과 지도법, 사회문제 관

련 지식 등을 학습하여 수업 전문성이 향상된 것 외에도, 자기 성향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고방식 등을 새롭게 인식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자기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학습은 다

른 세 가지 유형의 학습과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토론방법

과 전략, 토론수업 지도법, 사회문제 관련 지식을 익히는 과정에서 이러

한 자기발견 내지는 자기인식을 하였다. 즉, 토론수업에서의 교사 경험은

대학생의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는 기회일 뿐 아니라 자기 성향이나 사람

대하는 태도를 발견하고,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관심영역을 새롭게 가져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토론수업 멘토링에서 대학생 멘토가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과 양상은 교사의 반성적 사고 과정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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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수업에서 교사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경험하였는데,

이 상황은 그가 자신의 수업방식과 태도를 달리하여 진행함으로써 개선

되었다. 이때 그는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과 사고방식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였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실천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은 교사가 예기치 못한 수업상황에 놀라고 ‘행위 중 반성’ 내지

는 ‘행위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는 점과 함께, 기

존의 지식체계 또는 관점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교사의 반성적 사고 과

정과 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은 Dewey(1998)의 반성적 사

고 과정과 달리 새로운 대응방안을 먼저 실천에 옮긴 후 그 결과에 따라

자기 행동을 반성하거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2. 결론

지금까지 연구자는 대학생들이 토론수업 멘토 교사로서 자기혼란과

한계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을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이 그들의 자기인식

및 관심영역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자는 대학생들의 자기 인식 및 관심영역의 변화를 추동하는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연구자는 그들이 이 상황을 수업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

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대처 방식은 제보자들의 개별적 성향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은

자신의 기대치를 학생들의 수준으로 낮추고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

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연구자는 자기 혼란과 한계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이 대학생

들의 자기인식과 관심영역의 변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살펴보

았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관점에서 이 상황을 타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였고 토론수업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수업방식 및 과거 행동을 점검해 보았으며,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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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성향이나 사고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을 알게 되거나 바꾸기도 했

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자기 관심영역을 바꾸거나 새로운 실

천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수업 멘토 교사 경험은 생

애발달 단계에서 대학생들이 취업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게 하는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활동이

었다. 그들은 학생들의 토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지도자, 조언자, 중

재자, 촉진자, 협력자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경험으로

통하여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함

으로써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수업은 “교사-학생 간의 비균형 관계를 전제로 ‘의미 체

계’(meaning system)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활동”(한숭희, 2006; 178)으로

서 평생교육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멘토들은 학생들

을 이끌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울 수

있으며, 학생들도 토론 과정에서 대학생 멘토들이 미숙함 또는 잘못을

고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교수자와 학생이 대화를 통하여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가르침과 배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 수업은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교육과정과 닮았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서 멘토 교사의 학습을 수업 전문성 향상

보다는 전인적 성장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교사경험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사 역량 개발 내지는 수업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수업에서 교사들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기 성향이나 태도, 관점 등을 알게 되거나, 기존 수

업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반성이 자기인식의 재구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

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

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교육활동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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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 대학생들은 사회문제를 공부하고 자기 입장을 정리하며, 학생

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능동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

들이 교사로 참여하는 청소년 멘토링 또는 토론수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성인기 진입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총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미래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예비 교사는

수업 전문성의 향상 뿐 아니라 수업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전인적 성

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학과 전공자 5명과 정치학과 전공자 2명, 동물생명과학과

전공자, 사회복지학과 전공자 각각 1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

는 다양한 전공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혼란과 한계 상황의 개

선 과정과 자기인식의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각 전공별로 고유한

해결 과정과 인식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각 전공

별로 세분화한 변화 양상을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비 교사로서

교육학 전공 대학생과 예비 교사가 아닌 일반 대학생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9명의 제보자들 중 남성은 4명, 여

성은 5명이었다. 연구자는 성비를 비슷하게 하여 토론수업 교사의 일반

적인 혼란 및 한계 상황과 개선 과정, 인식의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녀간의 성 정체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수업 경험이 자기

인식에 반영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

생에 각각 초점을 맞춘 교사교육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3-4일 간 진행된 토론 수업을 2회 이상 참여한 대학생 교사들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다음 기수에서 특정 상황을 개선해가는 과정

또는 일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후속 연구는 교생실습처럼 장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토론수업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생애사

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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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college student

mentor’s experience in

discussion class mentoring

Kim Jae-Hyu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adays, youth mentoring programs which participation with

college students are universal phenomenon in Korea education. The

Curriculum which immature College student teaching elementary,

second and high school students could be recognize as a process of

interaction and evolutionary as educational perspective. Also, this

experience is an educational activity for college students which

cultivate their personality and growing up. Therefore, the college

student mentor’s experience of youth mentoring program drives them

to a momentum of self-reflection, self-awareness, self-recognition,

review area of interest.

This study is a research of college student mentor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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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 in youth mentoring program, especially focused on the

resolved process of problems and dilemmas which faced by college

students in mentoring. The researcher had a chance to observe the

youth mentoring program which focused on discussion with social

problems for a year, and several changes of college student’s aspect

was found such as educational perspective, teaching method,

self-awareness. Even though they were first or second grade

students in college which is so-called the IVY League in Korea, they

had been exposing their immaturity or facing tough situation during

the discussion class mentoring. By problematic situations, this elite

college students group had been discouraged and depressed, and had

realized ‘the walls of reality’. This experiences would be transformed

as a chance for self-reflection, finding solutions, and even self.

In this concern,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arning of college

student mentors to analysis the process of matters and dilemma

during discussion class mentoring - problem solving –

self-awarness, self-recognition, and change of interest. This study is

based on the interviews of nine college students mentors who

participate the discussion class mentoring program several times; the

interview was recorded and transcribed.

Throughout the research, the problem situation and dilemma was

revealed as ‘the illogical discussion process’, ‘lack of self-direct

learning’, and ‘competing roles’. At first, there were temprory trials

which based on ‘realistic approach’, but these could not be an

essential solution. In the research, to solve these situations, ‘the

active reconstruction of curriculum’, ‘being a discussion director’ , and

‘consciousness-rasing’ was found by the experience analysis.

Several roles of discussion class mentor were found during the

research, such as minimal intervention, lower expectation to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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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nd mentoring self-directed learning. During the process,

college students recognized ‘self-personalities’, ‘the role of ideal

teacher’, ‘Practitioner’s learning’, and these self-recognitions linked to

‘educational practice’ by college students.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mentor experience in discussion

class mentoring was a meaningful chance of self-awareness, and

self-discovery, a change momentum of personality, personal

relationship, and educational perspective which driven by

self-reflection of college stud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implicates

to civic education, pre-teacher educa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for youth mentoring with college student mentors.

keywords : college student, mentoring, discussion class,

self-reflection, self-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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