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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의 목 은 유치원 교실 안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유아,유아

와 교사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유와 권 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다.이를 해 놀이시간에는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래문화의

에서 찰하 고,활동과 같은 일과와 갈등 상황과 같은 일상에

서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자유의 개념은 Berlin등

의 논의에 따라 ‘자율 선택 참여’로 상정했다.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유치원의 놀이시간에 나타나는 유아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래

문화는 어떠한가?

2.유치원의 일과와 일상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3.유아와 유아,유아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자유

와 권 의 모습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에 한 답을 찾기 해 2015년 1학기에 24명의 7세반 아

이들과 교사를 찰하 다. 찰은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매일 혹

은 주 2회씩 일상과 일과를 심으로 이루어졌다.녹화, 장일지,

교사 면담,2015년 유치원 운 계획,평가 서류가 연구 자료로 활용

되었다.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해 사 자료에 나타난 래문화

유아와 교사의 만남의 특징을 코딩 재/범주화 하 다.그리고

삼각측정,참여자 반응 검토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 했

다.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래문화의 특징으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아이들은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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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할 수 있고,그 지 않은 아이는 놀이로부터 배제되는 모습

이 발견되었다.이 과정에서 공 놀잇감과 공 역이 사유화가

되었다. ,인기가 높은 놀잇감을 가진 아이는 아이들에게 권력을

행사하 다.교실 구석에서는 사 놀잇감을 은 하게 자랑하고 교

환함으로써 규칙에 항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찰되었다.이 모습

들은 규칙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은 한 자유의 모습이자 규칙을

피해 자유를 추구하려는 모습이었다.

둘째,아이와 교사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일상(일상 화,

갈등, 반,교사 부재 상황)과 일과( 환시간,활동시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권 의 모습은 갈등상황에서는 사 권 로, 반상

황에서는 계 권 로, 환시간과 활동시간에는 통 권 와

권력의 형태로 나타났다.자유는 규칙 안에서 리는 ‘허용된 자유’

와 규칙을 어기며 교사 몰래 이루어지는 ‘은 한 자유’라는 두 차원

으로 나타났다.

셋째,일과 특성에 따라 권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커지면서 두

차원의 자유의 행 는 차 작아졌다.권 개입이 가장 은 시간

인 교사가 잠시 교실을 비운 시간부터 개입이 가장 높은 시간인 졸

업식까지 ‘허용된 자유’는 앉아서 친구들과 놀이를 즐기는 모습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으로,‘은 한 자유’는 달리거나 큰 소리

를 내는 모습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넷째,자유에 한 네 가지 이 발견되었다.이는 래문화

역과 교사가 개입하는 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심을 두는 <자

유의 역>,자유를 자율 선택과 참여를 할 수 있는 특정 상태로

보고 그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에 을 둔 <자유의 과정>,행

자체에 심을 두는 <자유의 행 >,개인차에 따라 자유의 능력이

다른 <자유의 정도>이다.

다섯째,자유와 권 는 교육 으로 의미를 갖는다.인간은 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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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규정된 삶을 살 필요가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간다.이 두 가지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갈등 없이 자율

인 선택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공유하는 삶을 만들어낸다.이때 규정

된 삶에는 권 의 역할이,만들어가는 삶에는 자유의 역할이,공유

하는 삶에는 둘 모두의 역할이 강조된다.

주요어 :유아,교사,상호작용, 래문화,자유,권

학 번 :2010-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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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교실은 규칙과 질서가 강조되는 한편, 항이 표출되는 장소이다.

단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과 갈등을 방지하고,원활한 배

움을 도모하기 해 교사는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며 종일 고군분투

한다.그런 한편에는 규칙과 질서에 항하는 아이들이 있다.아이

들은 교사의 을 피해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고,

교실 구석으로 가서 교사 몰래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을 주머니

에서 꺼낸다.규칙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이와 규칙을 어기려하는 이

들 사이의 긴장은 권 와 자유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행 를 규정짓는 규칙과 질서에의 항은 사회 동물로

서의 자아 이면에 있는 자율 자아로부터 비롯된다.이는 한 개인

안에는 사회 개입을 받아내는 사회화된 자아와 함께 자유를 추구

하려는 주체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Wallace& Wolf,1986).주체

자아는 자신을 평범하게 재단된 구성원으로 만들려는 사회 제

약에서 벗어나 자발 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창의성을 발휘하려

고 노력을 한다(송성화,1985;Goffman,1961;Wallace& Wolf,

1986).주체 자아에 심을 둘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인간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실행할 때 자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결정할 수 있는 자아실 의 기회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Mill,2001;Berlin,2014)

유아교육에서 생애 기의 자유 경험에 심을 두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교육과 자유의 불가분의 계는 ‘유아교육은 교육의 본질

법칙에 따라 발달의 자유를 허용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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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벨,페스탈로치로 이어지는 아동 심 교육 (Troisi,1973:724)’에

서 가장 잘 드러난다.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존 하고 흥미와 요구

에 부합해야 한다는 자연주의 교육 (곽노의,2006)은 유아의 자연

인 발달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안내와 보호의 역할을 성인에게

요청한다.자연 본성이란 ‘생물학 인간에 내재된 원 본능(몬

테소리)’,즉 ‘안으로부터 발달하는 자연 인 상(루소)’이며 이를

존 한다 함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유아가 원하는 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니일)’를 부여해야 함을 일컫는다.스

스로 행동하고,결정하는 자유는 ‘가치있는 활동의 기회를 최 한으

로 보장하는 자유(Peters,2008:247)이며,그 결과 유아는 다양한 삶

의 형식에 입문하고,그 삶은 성장한다.흥미와 욕구를 성공 인 지

식 구성의 발 으로 본 피아제(DeVries,2000)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자유는 지식의 구성과도 연계됨을 알 수 있다.흥미와 욕구를 충

족시킬 자유는 ‘인간은 무엇을,어떻게 배우는가’라는 학습자로서의

인간 본질에 한 질문과 연계되는 배움의 근원이자 성장의 동력인

셈이다.교사의 소극 역할이 주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사의 소극 역할은 유아가 제시된 다양한 사물과 활동들 흥

미에 가장 합한 것을 선택할 때 그에 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소

극 자유(Schwartz,2012)를 보장한다.소극 자유가 보장될 때

유아는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

극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흔히 극 자유는 스스로 세운 법

칙을 따른다는 자기입법,즉 ‘자율성’의 의미와 자율 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에 동참한다는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자율 선택과

참여는 유엔권리 약 ‘제3조 최선의 이익 원칙’과 ‘제12조 참여의 원

칙’에 의해 권리로써 보장되는 자유이기도 하다.1)이처럼 자유의

1)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은 유아의 흥미와 동기를 존 하기 해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할

것을 시사하고,참여의 원칙(제12조)은 최선의 이익을 실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실천

조항으로 볼 수 있다(김정래,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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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교육뿐만 아니라 권리 존 의 차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 으로 유아교육 장에서 유아의 자유는 여러 가지 이

유로 종종 제한되기도 한다.

장에서 유아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에는 상당부분 유아의 자유

보다 교사의 힘이 더 우세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교

사는 언어 으로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이정란,2004),유아를

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며(남궁선혜,박은혜,1999;정숙경,2013),

하루 일과의 곳곳에서 개입과 간섭을 한다(신은미,양옥승,2008).

한편으로 이 연구들은 험의 방지,더 나은 놀이 구성,도덕

행동을 도모하려는 교사의 노력을 보여주기도 한다.이는 유아에게

행사되는 교사의 힘이 자유의 제약과 확장 모두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다.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유아의 흥미와 이익을 고려해야 하

는 동시에 공공이익도 존 해야 하기 때문이다(Peters,2008:226).유

아의 주체 자아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허용할 수 없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이 지 부터 ‘인간은 무엇을,어떻게 배우는가’라

는 학습자 의 질문에서 ‘무엇을,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

육자 의 질문으로의 환이 필요하다.바로 권 개입의 필요성

이다.교육의 목 이 ‘가치 있는 내용의 선정’과 그것을 ‘의도 으로

수할 계획’이라고 할 때 이 속에는 자유의 한계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가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한 교사의 단,선택,실행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를 해 교사는 모종의 규범 질서의

공포,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올바른 행 와 그른 행 를 유아에게

알려주기 해(Peters,2008:343)자유를 제한한다.즉,유아의 자유

가 교육의 목 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기 으로 자유의 통제와 확

장을 조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최 경,2009).그러나 권 가 자유

의 통제와 확장에만 여하는 것은 아니다.유아교사의 권 는 힘과



-4-

지배의 양상이 아닌 양육과 보호와 같은 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Applebaum,1999).아동 심교육이 강조하는 유아의 욕구에는

‘배려받고자 하는 욕구(Noddings,2002:45)’도 포함될 터 계 권

는 유아의 흥미와 욕구를 존 하는 다른 힘이 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자유와 권 의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여 다.우선

권 의 지배 양상과 련된 연구로 자유와 권 의 계 설정

균형을 찾으려는 철학 노력에 한 연구(최 주,이병승,2012;한

진 ,2001;Dewey,2002;Feinberg,1973;Perkins,1972)가 있다.

이 연구들은 장에 용되지 않았다는 에서 원론 인 수 에 그

친다는 한계를 가진다.자유선택활동에서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와

제한 유형,자유의 종류를 탐구한 연구(추수진,2008;류진순,2007)

는 권 의 개입이 어느 시 에서,어떻게,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으나 권 에 이 맞추어져 있어 자유 자체에 한

논의가 부족하다.권 의 계 양상에 한 연구로는 유아교육

장에서 선택과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기 한 교사의 노력에 한

연구(김진숙,서혜정,2011;서혜정,서 숙,김진숙,2012;이정은,

2014),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유아 스스로가 변형시키거나 놀이 계

획에 직 참여하는 과정을 기술한 연구(곽향림,2012)가 있다.이

연구들은 교사의 힘을 유아의 자유 확장에 활용했다는 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나 실행연구라는 에서 유아기 내에서 벌어지고 있

는 상을 있는 그 로 담아내지 않았다.자유의 경험에 한 연구

로는 유아의 자율성의 형성과정과 그 략에 한 연구(이옥임,

2007)가 있으며,놀이를 하기 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놀이친구

로서 매력이 없는 유아가 놀이 제안을 거 당하는 이유와 이후의

변화 등을 찰한 가일(2013)의 연구는 유아를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자유를 리기도,좌 도 하는 존재로 그려내었다.다만 이 연

구들은 아를 상으로 하 거나 권 의 향력을 서술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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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의 자유 역 인식에 한 실증 연구들(Killen &

Smetana,1999;Nucci,1981;Nucci& Weber,1995;Nucci,1996)은

유아가 성인의 개입을 수용하는 역과 선택권을 주장하는 역이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상황을 맥락 으로 설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무엇보다 선행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통 으로

논의되는 자유 개념에 기반 되지 않았다는 ,권 를 단일 차원에

서 해석했다는 ,교사와 유아의 단편 인 상호작용만을 분석했다

는 에 있다.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유와 권 는 언제,어떤 모습으

로 나타날까?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이러한 물

음을 던지는 지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유아교육 장에서 권 와

자유가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있다는 이다.자유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와 유

아,유아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난다.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찰함으로써 교사 권 의 다차원 인 모습과 유아의

자유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목 연구문제

이 논문의 목 은 유치원 교실 안에서 유아와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 자유와 권 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유아들의 행

이면에는 그러한 행 를 하게 된 문화,즉 ‘경계 지어진 사회 집단

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양식(Eisenhart,2001:210)’이 있다.우선

놀이시간을 찰함으로써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래문화의 특

징을 살펴본다.그리고 교실 안의 일과인 활동 등의 장면에서 유아

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각 일과마다 교사의 권 와 유아의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이 논문에서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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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2014),MacCallum (1967),Feinberg(1973)의 논의에 따라 간

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율 선택 참여’로 상정한다.이를 밝히

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유치원의 놀이시간에서 나타나는 유아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래문화는 어떠한가?

2.유치원의 일과와 일상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3.유아와 유아,유아와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자유

와 권 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 번째 질문은 유아들 사이에서 자유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

기 함이다. 래문화는 유아와 유아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공 인

참여의 역이기도 하다.이 역은 교사의 개입이 고 유아들만의

언어와 행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역 안에서 래들을 심

으로 한 선택과 참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유아와 교사가 만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살펴보

기 함이다.교실의 하루는 교실 구성원들의 연속된 행동의 흐름으

로 이루어지지만 일과로 구획이 되어 있어 하나의 일과 안에서 일

어나는 행동과 다른 일과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다르다(Mehan,

1982). 컨 ,일과는 놀이시간,활동시간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 일과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한편,유치원 일정에 따라 나 어지

는 일과와는 련 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 사이의 갈등

이나 규칙 반과 같은 일상의 모습도 찰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일과와 일상 속에서의 교사와 유아의 만남의 모습을 찰한다.

세 번째 질문은 래문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권

와 자유의 특성을 밝히기 함이다.권 가 강해짐에 따라 자유는

축소될 수 있다.혹은 자유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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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아이들은 자유를 찾으려 할 것이다.권 와

자유는 별개로 작동될 수도 있으며 권 가 오히려 자유를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일과와 일상에서 자유와 권 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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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선행연구

1. 통 자유와 권 의 개념 두 계의 개념틀

역사 으로 알려져 있는 자유의 종류가 200개가 넘는다는

Berlin(2014)의 말이 암시하듯 자유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

렵다.그러나 Berlin은 오랜 과거부터 자유와 함께 언 되던 간섭과

복종이라는 핵심 이슈를 토 로 자유의 종류를 단순화하 다.이 두

이슈를 자유의 핵심 요소로 상정하면 두 가지의 자유가 도출된다.

외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와 스스로 결정을 할 자유가 그것이다.

Berlin은 자를 소극 자유(negativefreedom),후자를 극 자

유(positivefreedom)로 명명했다.이후 학자들에 의해 두 자유가 하

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자유란 ‘간섭이 없는

자기결정의 상태’로 정의되었다.이 논의를 기반으로 자유 개념에

해 알아본다.2)

1) 자유의 개념

(1)간섭이 없는 자기결정의 상태

Berlin에 따르면 소극 자유 개념은 다음의 질문에 의해 도출된다.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의 방해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역은 어디인가(Berlin,2014:344)?’이는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라는 자유의 범역(extent)과 치역(range)의 문제(이

종은,2012:199)로 사람들이 릴 수 있는 행동의 자유로운 범 를

2)자유를 두 가지로 구분한 학자가 Berlin이 처음은 아니나 Berlin은 자유 논의의 패

러다임을 결정지었다는 평을 받는 바(이종은,2012)그의 자유 개념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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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그 범 를 축소하는 외부의 간섭3)을 배제함(Junnichi,

2011:66)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이다.따라서 이 자유를 리기

해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이유 없이 부당한 타인의 간섭이 없

어야 한다(Chamberlin,2012:19).이 에서 소극 자유는 외 자

유,즉 ‘∼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로 표 될 수 있다(Berlin,

2014:353).

한편, 극 자유를 묻는 질문은 ‘가 혹은 무엇이 그것을 하게

혹은 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결정짓는 통제와 방해의 원천인가

(Berlin,2014:343)?’이다.이 질문은 나를 지배하는 자유의 범역과

치역의 결정자는 구인가를 묻는 것으로 ‘자기지배(self-mastery)로

규정되며 타자가 아닌 나를 행 결정의 원천으로 삼는다(Junnichi,

2005:66).’따라서 극 자유는 ‘한 개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이루어냈을 때만이 자유가 실 된다고 본다(Chamberlin,2012:63).’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 자유와는 달리, 극

자유는 ‘나의 사고와 의지와 능동성’에 의해 ‘나 자신의 목표 계

획을 고안하여 그것을 실 시키는 자유(Berlin,2014:362)’이다. 극

자유는 내 행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여 그 방향

으로 나간다는 에서 내 자유,즉 ‘∼을 할 자유(Freedom to)’로

표 될 수 있다(Berlin,2014:361). 한 극 자유는 사람들이

장에 모여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나 고 그 결과를 법에 반 하

는 공 참여 행 로서의 자유의지다.이후 루소와 칸트를 거치며

극 자유는 상당 부분 자기지배의 개념으로 변형되었다

(Neuhouser,2011).4)

3)간섭(interference)은 쓴이에 따라 장애(obstacle),제약(constraint),제한(restriction),좌

(frustration)등으로 표 되는데 이 에서는 맥락에 따라 이 용어들을 구분 없이 사용

하 다.

4)루소에 이르러 극 자유는 스스로 법칙을 세워 그 법칙을 스스로 따름으로써 ‘법에 의

해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를 하는 방법(Harrington,2005:5)’이라는 개념이 되었고,Kant

이후 극 자유는 보편 법칙 아래에서 스스로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따를 능력으로서

의 도덕 자유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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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극 자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하나는

공 행 로서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생각을 표 하여 합의를 이끌

어내는 참여의 의미와 다른 하나는 자기입법으로서 스스로 세운 법

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개념이다. 자는 참여의 자유,후

자는 자율성과 그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Berlin도 인정했듯이(Berlin,2014)소극 자유와 극

자유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외 간섭(소극 자유)이 없어야

진정한 행 ( 극 자유)로서의 자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Taylor,

1979).이에 MacCallum(1967)은 <X isfreefrom Y todo(be,

become)Z>라는 도식을 통해 Berlin의 자유가 결국 하나임을 설명

했다.‘행 의 주체(X)는 제한/간섭(Y)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Z가

(를)될(이룰)수 없었다’는 의미의 이 도식에 따르면 Berlin의 소극

자유는 X와 Y의 계를, 극 자유는 X와 Z의 계를 보여

다. 군가에게 자유가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군가가 무엇인가

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무엇인가가 되거나 되지 않는데 있어 제약,

방해, 장애로부터의 자유가 으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MacCallum,1967).5)즉, 극 자유와 소극 자유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상보 인 개념인 것이다.‘극 자유가 없는 소극

자유는 소극 자유가 없는 극 자유만큼이나 무기력한 셈이

다(Hansen,2014:4).’

두 개의 자유를 합칠 수 있다는 MacCallum의 생각을 확장시킨

Feinberg(1973)는 자유를 지배력의 실행으로 보며 행동을 내 ,외

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이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의 논의를 정리하면 네 가지 형태의 자유가 도출된다.내 극

5) 를 들어,‘라이데이(X)는 가난하고 무지해서(Y)학자(Z)가 될 수 없었다’라고 표 하

면 되는 것을 Berlin은 ‘라이데이는 가난과 무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표 과

‘라이데이는 학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표 을 따로 떼어 놓은 것일 뿐이다(이종은,

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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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내 소극 자유,외 극 자유,외 소극 자유가

그것이다.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 제약 Ⓑ외 제약

①소극 제약
무지,허약한 신체나 정신

능력
가난

② 극 제약
질병,두통,정신질환,의지

박약

무력에 의한 강압( )

외부환경제약(닫힌 문,수갑)

<표 II-1>자유의 제약 요소

<출처:Chamberlin,2012:20>

Feinberg(1973)는 자유를 제약하는 원인이 개인 내・외부에 있는가

에 따라 내 제약과 외 제약으로 구분하 고,그 제약이 무엇인

가의 부재(absence)혹은 재(presence)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따라

소극 제약과 극 제약으로 나 었다.<표II-1>에서 Ⓐ①과 Ⓐ

②는 모두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된 제약이지만 자는 능력이 없는

상태,후자는 제약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6)‘자유를 방해하는

이 네 가지 제약들은 ‘간섭이 없는 자기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

다는 에서 우 를 가릴 수 없이 요하다(Feinberg,1973:13).’요

약하면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릴 수 있는 소극 자유와 자신이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의 극 자유는 결국 하나의

자유이며 ‘간섭이 없는 자기결정의 상태’로 표 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리기 해서는 자유를 방해하는 내 ,외 문제들

을 해결할 능력이 필요한 셈이다.

6)이에 맥컬럼의 시를 용하면 다음과 같다.< 라이데이(X)는 무지하고(①Ⓐ)가난하며

(①Ⓑ)성취동기가 별로 없는데다가(②Ⓐ)가난하고 무지한 사람을 더욱 억압하는(②Ⓑ)

사회에 살고 있어서 학자(Za)가 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행복(Zb)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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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 역의 자유

사 역은 고 에는 자유의 역이라기보다는 필연성에 묶여 있

는 가정의 역이었으나 근 에 와서 개인이 자기실 을 할 수 있

는 간섭이 없는 역으로 변화되었다.공 역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정책을 토론하던 공론의 장에서 국가의 지배가 이루어지

는 공간으로 의미가 바 었다.이후 역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역과 그러해서는 안 되는 역으로 나 어지면서 ‘가정과 국가,

사 사업과 공공산업,개인에 의해 작동하는 자유시장과 국가에 의

해 통제되는 시장으로 구분(Mahajan,2009:135)’되는 등 새롭게 분

할되었다.근 에는 고 의 공 이었던 것이 사 인 것이 되었고 사

인 것이 공 인 돌 의 상이 된 것이다(박 ,2009). 재의 사

역은 국가의 간섭이 횡행하는 공 역과는 다른 역이고,

따라서 국가 의지의 축소가 사 역과 개인의 자유 확장으로 연

결된다는 인식이 나타났다(Abel,1994).

사 역은 외부의 감시가 없는 역(Mahajan,2009)이자 ‘자기

실 의 장,잠재 가능성이 실화되어야 할 장소(Junichi,2011:

144)’이다.이 에서 소극 자유는 사 역과 맞닿아 있는 개념

이다.이에 반해 공 역은 보편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외부공

간이자 타인과 이어진 사회 삶의 공간이었다(Mahajan,2009).그

러나 근 에 들어와서 공 역의 극 자유는 개인으로의 지

일부를 포기하고 더 큰 사회조직의 구성원인 타인들과의 연합을 구

성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Neuhouser,2011:480)공 권력

에 의해 자유롭도록 강제 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역이다.공

역은 자율을 실행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회 공간이라는 개

념과 모두가 동등한 자유를 얻기 해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공간,

즉 공공성을 근거로 권 의 개입이 가능한 역이라는 이 의미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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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 의 개념

권 는 사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타인에 의한 사 역의

침해나 공 역에서의 의견 교류가 방해를 받게 될 때는 ‘어느 정

도의 권 를 통한 안정과 력이 필요하다(신득렬,1997:10).’사회질

서 확립을 한 ‘개입으로서의 권 ’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간

섭으로서의 권 ’의 치 개념을 알기 해서는 권 의 속성과 유

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권 의 특징과 속성

권 는 <A는 B와 련하여 C에게 권 를 가진다>라는 도식을 기

본으로 작동한다(Knowles,2007).권 자(A),권 수용자(C), 역

(B)으로 구성되는 이 도식이 성립되기 해서는 ‘권 수용자가 받

아들일 수 있는 근거나 이유의 제시가 요구된다(김 수,2005:29).

따라서 어떤 근거를 내세우든 ‘권 계에서의 복종은 자발을 제

한다(박효종,2011:49).자발 복종을 얻기 해 권 는 명령,정당

성,능력,권한,이유를 그 속성으로 가진다(신득렬,1997).

각각의 근거에 해 살펴보면 첫째,권 는 실천명령 특징을 지

닌다.권 하에서의 명령은 자신의 의사를 버리고 명령 수용자의

행 길잡이가 된다.이러한 ‘의무감은 명령자의 말을 따를지 말지

에 한 명령 수령자의 독자 인 심사숙고와 평가과정을 애 부터

차단할 수 있다(박효종,2011:44).’둘째,합법 인 내용과 차를 통

해 만들어진 규칙은 정당성을 얻으며 이 규칙을 통해 만들어진 권

는 정당하다(신득렬,1997).이 경우 권 는 그 자체로 명령을 내

리기보다는 규칙의 정당성을 토 로 명령을 내린다.7)셋째,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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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로 보는 이다.권 란 권 수용자를 권 자가 원하는 로

만드는 능력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능력,확신,탁월한 단,훈육을

부과하는 능력(신득렬,1997:33)’을 말한다.넷째,지배할 수 있는 권

한으로 보는 이 있다.권한은 권 자가 권 수용자에게 가지는

일종의 특권으로 권 자는 권 의 치,즉 권한을 가지는 어떤 직

이나 지 에 있음을 뜻한다(이 철,2006).다섯째,이유에 근거한

권 행사이다.이는 복종할 행동의 가치 여부와는 련 없이 그 지

시를 따를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권 가 인정된다(Raz,1985).

이들 ‘권 의 속성들은 서로 배타 이지 않다(신득렬,1997:24).’

를 들면,‘명령과 무조건 복종’에는 나머지 네 가지 근거가 제될

필요도 있으며,‘권한’에 ‘능력’이 뒷받침되면 그 권 는 더욱 타당한

‘이유’를 부여받을 수 있다.이러한 속성은 정당한 권 와 그 지 않

은 권 의 경계를 지어 다.

한편으로 권 를 속성이 아닌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Weber

가 구분한 통 권 ,이성 ・법 권 ,카리스마 권 8)나

Wolff의 ‘실질 권 ’와 ‘법 권 ’로의 구분9)이 있다.

Peters(2008)의 형식 권 와 실질 권 의 구분10)은 ‘권 를 행사

하는 권한을 가 가지고 있는지 그 권한의 합당한 근거는 무엇인

지,권 의 수용과 거부의 근거를 악하는 데에 유용하다(Peters,

2008).’한 사회의 정신 지도자는 법 으로는 권 가 부여되지 않

7) 를 들어,강제를 사용하려는 조직은 그들이 가진 법률의 정당성을 내세운다.따라서 규

칙 자체가 권 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8) 통 권 는 오랜 시간 그러한 계를 가져왔기에 인정되는 권 (자녀에 한 부모의

권 )이고,이성 ・법 권 는 정당한 차를 거쳐 법 지 가 부여된 권 (교수와 제

자의 계)이며,카리스마 권 는 개인의 특별한 능력에 근거한 권 (마틴루터 킹)이다

(Allan,2005).이들 하나 이상의 권 를 확보한다면 권 를 행사할 수 있다.

9)권 가 법 권한으로부터 나오는지,그러한 지 를 보유하지 않고도 인품과 지식으로부

터 나오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10)형식 권 는 법 지 를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권 를 행사하지 못하는 권 유형

이고 실질 권 는 법 지 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실질 으로 권 를 행사하는 권

유형이다(Peter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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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구나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는 한 ‘실질 권

자’의 치에 있고, 통령이라면 법 인 정당성을 부여받은 ‘법

권 ’를 릴 것이다.따라서 경우에 따라 법 권 를 가진 사람보

다 실질 권 를 가진 이가 실질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다(박효

종,2011).11)

권 의 속성과 유형의 구분은 권 개념의 혼란을 피하고,지배와

복종의 근거를 악하는데 유용하다.권 의 속성과 유형에 따라 권

의 작동이 가능할 수도,그 지 않을 수도 있다.

(2)권 와 권력의 차이

권 에 한 복종의 근거는 그것을 어길 시의 처벌에 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권 수용자가 스스로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권 는 특정 형태의 힘이

나 폭력을 수반한다는 일반 인 오해가 있지만 권 는 외부 강제

수단의 사용을 사 에 배제한다(Arendt,2014:129).’이는 권 와 권

력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정당성과 동의에 호소

하는 권 와는 달리 권력은 강제,선 , 을 통해 순종을 얻어낸

다. 따라서 권 가 사라질 때 권력에 의존하게 된다(Peters,

2008:345).그 게 되면 ‘무력에 의한 외부 강제 수단(Arendt,

2005:129)’이나 ‘심리 강압 혹은 제제나 보상 등을 동원하여 타인

을 자기의 의지에 복종시킨다(Peters,2008:344-345).’

이에 따라 권력을 ‘인과 인 능력의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박효종,

2011:41).’강압이나 과 같은 나쁜 통제에 의해 군가를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었다면 그는 힘이라는 능력,즉 권력을 행사한 것이

11)‘법 권 ’를 리는 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로 권

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형식 권 ’만이 주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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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권력에서 압감이 느껴진다면 권 에는 도덕 성격이 짙게 배

어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박효종,2001).

3) 자유와 권 계의 개념틀 구성

개인의 자유를 ‘간섭이 없는 상태’로 상정할 때 자유의 정의는 ‘자율

선택이 가능한 사 역에 놓인 상태’가 될 수 있다.개인이 자

율 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에게는 간섭이 없는 자

유가 주어진 것이다.단,자율 선택을 하는 둘 이상의 개인이 만

날 때는 의견의 조율이 필요하다.한 사람의 자율 선택에 의해 타

인의 선택이 자율 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해서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동등한 향력을 행사하고

(Wringe,1999),의사결정을 공유한다(Hart,1992).합의를 통해 결정

을 내리면 서로에게 간섭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자율 ’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자율 선택과 참여가 가

능한 공 역에 놓인 상태’가 된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II-1]권 의 간섭/개입이 없는

자유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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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에 의해 생성된 공 역에 권 가 간섭/개입할 수 있다.이

때 자유와 권 는 ‘권 의 간섭에 의한 자유의 축소,혹은 간섭의

축소에 의한 자유의 확장’ 계를 이룬다. 컨 ,권 의 간섭이 존

재하는 공 역이 늘어나면 사 역은 어들게 된다.12)다른

하나는 ‘권 의 개입에 의한 자유의 확장’개념이다.13)따라서 권

와 자유가 만나는 지 에는 두 가지의 상태가 생성된다.하나는 ‘권

의 간섭/개입으로 자율 선택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주어지는 사

역에 속한 상태’와 다른 하나는 ‘권 의 간섭/개입에 의해 합의

와 참여를 방해받는/확장되는 공 역에 속한 상태’이다.이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2]사 역 공 역과 권 의 간섭/개입

역의 계

12)일례로 간통죄는 성 자기결정권과 련된 사 역의 문제 으나 약자인 여성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여하는 공 역에 속하게 되었다(이지 ,2013).

13)공권력의 투입으로 범죄자가 어들면 안 하게 외출할 수 있는 자유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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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와 권 에 한 유치원 교실 연구

자유와 권 의 모습은 교실 구성원들 사이의 만남을 통해 살펴보아

야 한다.만남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있어 Goffman의 상징 상호작

용이론은 도움이 될 수 있다.이 이론을 바탕으로 유아와 유아의

래문화,유아와 교사의 만남을 살펴볼 것이다.이를 해 자유

래문화와 교사의 권 개념을 살펴보고 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그리고 앞서 구성한 통 자유와 권 계의 개념틀을 유치

원 교실 연구에 합하게 재구성한다.

1) Goffman의 상징 상호작용론

고 먼은 학교,정신병동,회의실,술집 등 인간들이 만나는 장소에

서 일어나는 사회 교환을 해석하는 면 상호작용 이론을 구축하

려 했다(Manning,1992).고 먼의 상호작용론은 Georg Simmel,

CharlesHortonCooley,GeorgeHerbertMead,HerbertBlumer로

부터 이어지는 상징 상호작용론의 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이들의 이론을 통칭하여 상징 상호작용론이라는 명칭을 부여

한 Blumer에 따르면 이 이론들은 세 가지 제를 바탕으로 한다

(Blumer,1986).첫째,인간이 특정한 상(물건,사람,기 ,명령과

요청 등)에게 모종의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상이 그에게 주는 의

미에 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둘째, 상이 그에게 주는 의미는

인간들 사이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다.셋째,이 의미는

상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해석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수정

된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말과 제스처, 빛교환과 같은 상징을 통해

화를 나 거나 상호작용을 한다.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 의 반응과 의도를 측하고 해석한 뒤 다시 반응하는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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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인 것이다.상호작용을 하다보면 사람들에게 해당 사회에서 보

편 으로 공유되는 가치가 반 된 특정한 의도와 생각이 있음을 알

게 되고 그러한 가치를 수용하라는 사회 기 를 받아들인다.사회

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상호작용은 더욱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Wallace& Wolf,1986:197).'

면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자아를 이해하기 해 미드를 언 할 필

요가 있다.미드는 자아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타인의 태도를 받아들

여서 만들어지는 사회화된 객 자아인 me와,타인의 태도에 반응

하여 me를 형성하는 주 자아인 I가 그것이다.me는 사회 인 것

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 으로 타인을 하는 자아이고,I는 사회 인

것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여 더 나은 것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자율

주체로서의 자아이다.따라서 상징 상호작용의 우선 심은

‘자신의 행 를 스스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능동 자아를

가진 개인’과 ‘개인의 내 사고 감정과 사회 행동 사이의 상호

작용’에 있는 셈이다(Wallace&Wolf,1986:189).’

미드의 주 자아인 me와 객 자아인 I는 고 먼의 역할수

행자(role-taker)와 주체자(role-maker)에 비유될 수 있다.고 먼은

상황을 정의하고,인상 리를 통해 청 에게 가장 효과 으로 자신

을 표 하는 행동(Goffman,1987)과 문화나 통에 따라 체면을 차

리고 의를 지키려는 행동(Goffman,2008;2013)을 하는 역할수행

자로서의 자아를 분석하 다.고 먼에 따르면 사회란 참여자들이

구성하고,참여하고,규칙과 질서를 실 하며,그것을 어길 시 제제

가 가해지는 면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 상황이다

(Goffman,2013).사회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이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 들어선 후에 매번 규정되는 것이다.역할

수행자로서의 자아는 상황이 악되면 자신의 인상을 조정하여 상

황에 가장 합하게 자신을 표 하려 한다(Goffman,1987).14)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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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 질서유지를 한 의례는 사회질서의 기반이자 사회규범

의 기 인 셈이며(이 희,1990)이것을 어길 시 ‘신뢰할 수 없는 불

명 스러운 사람으로 낙인(stigma)이 힌다(Kleinman, &

Hall-Clifford,2009).

각 상황에 맞는 의례를 사용하기 해서 역할수행자는 임

(frame)을 활용하여 재의 상황을 규정한다. 임은 ‘지 여기에

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Goffman1986:46)를 개인의 문화

경험에 비추어 규명하는 개념이다.한 개인의 임은 개인 경

험,사회문화 환경,역사 인 향,사회 구조,인지와 정서에 반응

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황을 해석하기 한 참조 도구이다(Jarrett,

2012).따라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참조의 임을 즉각

으로 주 상황에 입해본다(Goffman,1986:39).’그리고 이를 통해

지 여기 일어나고 있는 상황 문맥을 해석하여 하게 처할

수 있다.따라서 상황이 바 면 다른 임이 용되며,규정되지

않은 상황을 해석하는 데에 실패하기도 한다.

한편,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체자로서의 자아가 나타날 수

있다(Wallace& Wolf,1986).정신병동에서 나타나는 개별화된 자아

의 모습을 찰한 Goffman의 이 이를 잘 보여 다.매우 구조

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동 내 환자들은 기 이 원하는 역할

에서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몰래 하는 생 응

(secondaryadjustment)을 했다(Goffman,1961:189). 생 응은

특정 상황과 마주칠 때 주체 으로 행 를 고안해내는 방식인 셈이

다(Wallace& Wolf,1986).이것은 ‘일탈된 행동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아감을 보존하려는 행 (Wallace& Wolf1986:223)’와도 같다.상

14)미드에게 자아개념은 주 자아가 객 자아의 을 내면화하여 형성된 것으로

상황을 월해 있지만 고 먼에게 자아는 구체 상황에서 자신의 어느 한 면모를 일시

으로 포장하고 이상화하여 연출하는 자아,즉 상황 자아만 있을 뿐이다(Goffman,

2013).따라서 고 먼에게 자아는 사회 으로 구축된 것이다(Kleinman,&Hall-Cliffor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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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의례를 지킬 때는 물론이거니와 정신병동에서 단체로 규칙

을 수하거나 일탈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상징 결속 아래 경험,

생각,감정의 집단화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해당 집단의 멤버십 강화

로 이어진다(김경만,1997).‘상징 상호작용의 바탕은 한 집단 내

의 인간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통된 일련의 상징과 견해이며 이는

해당 집단의 행 를 좌우한다(Wallace& Wolf,1986:189).’

고 먼의 상호작용론을 이론틀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교실

속 구성원들의 행 는 부분 면 상호작용이다.말과 행동과 같은

상호작용 행 를 통해 권 와 자유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때

면 상호작용은 그 모습의 출발 이 될 수 있다. 면 상호작용 속

의례와 규칙,낙인과 일탈,체제순응 항,집단화 등의 상은

교사와 래문화의 계에서 드러나는 자율 선택과 참여의 모습

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둘째,Goffman은 이러한 상들을 문화의

에서 다루고 있다. 컨 ,집단화는 공동의 가치 을 공유하기

에 발생하는 공동의 문화된 행 이다.따라서 상호작용론은 유아의

문화된 래집단의 행 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특히 연출의례15)와

회피의례16)등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는 교실 규칙 지키기,교수-

학습 활동에서 순서 지키기,싸운 뒤 화해하기,함께 놀이하기 등은

유아들을 하나로 묶는 의례이다.교실 안에서 유아와 유아,교사와

유아가 이질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문화는 달라도 그 바탕에

는 의례가 있기 때문이다(Goffman,2013:55).’이 에서 의례는 문

화 차이 안에서의 공통된 행 를 설명할 수 있다.셋째,역할수행

자로서의 자아와 주체자로서의 자아의 구분을 통해 유아들의 문화

가 형성되는 원리와 자유 행 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우선 문화

형성 원리의 바탕에 존재하는 의례나 규칙을 받아들이는 역할수행

자로서의 자아를 통해 집단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한 ‘주

15)인사나 기,사회 지 등에 따라 한 호칭과 언어 사용하기 등

16)거리두기,즉 사생활 존 ,상 가 당황하는 모습을 못 본 체 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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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인 I속에 내포된 자발성이 타인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어

느 정도 보장하듯이(Wallace& Wolf,1986:194)’고 먼의 주체자로

서의 자아 역시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 한 노력을 한다.

이 자아 원리는 유아들의 자율 선택 참여 행 가 역할수행자

로서의 자아에 의한 것인지 주체자로서의 자아에 의한 것인지를 구

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자유의 행 를 두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한다.

2) 유아와 교사의 만남

(1)유아와 유아: 래문화와 자유

이 연구에서 상정된 자유란 ‘자율 선택과 참여’,즉 ‘구의 간섭이

없고, 군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참

여17)18)’이다.참여는 의의 의미로 자신의 삶에 향을 주는 결정

들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Hart,1992).이것은 규칙,친구

계, 활동,놀이의 종류 등을 결정할 권리를 아동이 가진다는

의미이며,동시에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Lansdown,2001).자신의 삶에 한 선택과 결정이란 자율성을 가

지고 의사를 표 하고,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이 가능

17)이 연구에서는 ‘자유’와 ‘자율 선택과 참여’를 같은 의미로 본다.따라서 기술에 있어서

이 둘을 혼용한다.

18)유아의 ‘미성숙을 성장의 가능성이자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긴 Dewey(Dewey,

2001:46),’유아의 고유한 내 발달단계에 따라 발달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던 루소(서

,반채익,2004)의 진의는 발달하는 유아의 능력을 의심치 말라는 것이다.따라서

‘능력의 한계 내에서 부득이하게 매우 부족하다 하더라도 유아의 자율성은 존 받을 상

태에 있다(Robson,1991:24).’다만 유아는 자기평가,계획능력,자기 보호의 가능성이 낮

고,내 으로 혼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논의가 존재하는

바(Feinberg,1973;Mill,2001;Oshana,2003), 통 자유 개념 일반에 한 논의를 그

로 유아에게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이 에서 말하는 자율 선택과

참여에는 자율 단의 질이나 단의 옳고 그름과 같은 규범 인 가치 단이 포함되

지 않는다.자율 선택과 참여는 교사와 래가 시킨 행동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가 선

택하고 참여하는 행 자체를 의미한다.



-23-

한 상태를 의미한다(Erwinetal.,2009).교사 타 유아들과 함께

교실 규칙을 만들고 일과를 결정하는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표

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참여의 표 인 이다.참여는 UN아동권

리 약 15조에 명시된 친구를 선택할 권리와 친구집단의 일원이 될

권리와도 연동된다.따라서 교실에서 유아는 놀이와 친구를 선택하

고 놀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배제되어 선

택과 참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놀이야말로 표 의 자유와 극

인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리기 한 공간이기 때문이다(Bae,

2009).종합하면 자율 선택과 참여란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수업,

놀이를 포함한 모든 계 행 에서 교사, 래,상황에 의해 제약

받지 않는 상태로 놀잇감,사물, 계를 선택하고 모든 계 행

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이다.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바탕으로 래

문화를 찰할 수 있다.

한편, 래문화란 유아들 사이에서 일련의 활동,일상,인공물,가

치 , 심사에 해 공통된 욕구가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것이다

(Corsaro,2000).이 욕구를 바탕으로 유아는 성인 세계의 정보를 독

창 으로 받아들여 독특한 문화를 생산-재생산하면서도(Alcock,

2007)교사가 제시한 규칙의 부당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고(Corsaro,

1988)자신들을 제한하는 따분한 규칙을 어기려는 시도를 한다

(Corsaro,2000). 래문화는 권 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벗어나려는

특징을 가진 바 이 문화 속에 이미 권 와의 계가 설정되어 있는

셈이다.

유아와 교사는 상호 응(mutualaccommodation)을 하는 한편으

로(Fernieetal.,1993)지배와 항의 구도(Clark,2012)를 만든다.

이는 규칙을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교사와 유아의 이질과 합의의

모습을 보여 다.이런 수용과 항의 문화는 아이들끼리 무엇인가

를 함께 하고 싶은 참여의 욕구와 항 지배력을 획득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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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욕구에서 비롯된다(Corsaro,1988).규칙에 한 수용과 항은

교사가 유아의 자율 선택과 참여에 특정한 방식으로 간섭 개

입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컨 ,기회가 주어질 때 유아는 자율

인 선택과 참여를 시도하지만 거부될 때 순응과 항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이 모습은 권 의 개입에 따라 달라지는 권 와 자

유의 계를 보여 다.

래문화와 련된 연구들은 크게 권 에의 항이나 군 심리와

같은 공동행 에 한 연구,그리고 래집단에의 편입에 한 연구

로 나뉜다.권 에의 항과 련해서는 Corsaro의 연구가 표 이

다.Corsaro(2000)는 유아의 집단 행 의 근거를 자기 삶에 한

지배권 획득과 그 지배권을 래끼리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찾는다.

Corsaro(2011)는 이러한 공유의 래문화가 구성되는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미디어(만화, 화),동화책, 설(산타클로스,요정),사물

(옷, 책, 문구, 장난감)을 꼽았다. 한 군 심리에 한

Alcock(2007)의 연구에서 유아들은 규칙에 어 나는 가사를 붙여 노

래를 부르거나,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등 기존의 규칙을 뒤틀어 새

로운 규칙을 만듦으로써 지루한 간식시간을 의미 있고 흥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기도 한다.연구자는 이를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짐

으로써 성인이 만든 세상의 제약 내에서 아이들 공동의 문화 커뮤

니티를 재창조한 것(Alcock,2007:292)’이라 해석했다

의 연구들이 래문화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을

두었다면 Kantor,Eglas와 Fernie(1993)는 래집단에 쉽게 흡수되

는 유아와 그 지 못한 유아의 차이는 그 집단의 문화 지식에

한 이해와 활용,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사회 유능성에 있다고 보았

다.이 연구는 유아들 사이에서 공 참여의 자유가 보장받기 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 다.



-25-

(2)교사와 유아:권 와 자유

자유의 확 와 축소를 결정하는 주체가 권 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

는 정당성의 여부를 막론하고 본래 권 개념 속에는 지배와 강제

라는 의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Karlberg,2005).그러나 교육

장에서의 권 계에는 반드시 힘의 계만이 제될 수는 없다.

사회통제 분야(법률)에서 권 는 직 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획득

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별해 수 있지만 문지식 분야(학문)에

서 권 는 직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단과 단의 이유를 설

명하는 데에서 나온다(Peters,2008).교사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

니라 그것이 왜 정답인지에 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권 가 발생

한다.이러한 ‘문지식의 권 는 직 상의 권 와는 달리 민주

토론과 의,혹은 결집방식에 의하여 후천 으로 출 ’하기 때문이

다(박효종,2011:105).직 상의 권 가 사회통제의 역할을 하고,

문지식의 권 가 지식 수의 역할을 한다면 교사가 권 를 행사하

기 해서는 교사라는 직 와 문가로서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

어야 한다(Peters,2008).19)마찬가지로 Compton과 Galaway(1989)도

권 는 직 와 지식 경험에서 나온 설득력과 향력을 가진 교

사에게 학생들이 임한 힘이라고 설명한다.따라서 교사의 권 는

직 와 기능에서 나오는 ‘료 측면’과 학생에 의해 문가 인

정보와 조언의 원천으로 인정받아 설득력과 향력이 부여된 ‘심리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와 유사하게 교육과 리의 측면에

서 Pace(2003a)는 권 를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성과 교육목표로서의

명령을 신뢰하는 문 권 와 순응을 얻는 힘으로서의 료 권

로 구분하기도 하 다.

19)이 외에도 교사의 권 에는 인간 자질과 집단의 지배 인 목 이나 필요를 만족시키

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갖추지 못한 교사는 아무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실

지로는 권 를 행사하지 못하는 형식 권 만을 가지게 된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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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교사의 권 는 직 (혹은 료 )상의 권 와 문지식

(혹은 심리 )으로의 권 로 구성된다.이 두 가지 권 가 유아교사

에게 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아이들은 교사의 직 상의

권 를 인식하고 있다.유아는 사람들의 사회 역할을 인식하며 성

인들 교사를 가장 으뜸의 권 자로 생각한다( 가일,2005;

Laupa,1994).아이들이 부모나 일반 성인보다 교사에게 더욱 권

를 부여하는 것은 교사라는 역할 자체,즉 직 에 있는 셈이다.다

음으로 교사의 문지식이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해서는 련된 선행연구를 찾을 수가 없었으나 유아교사의 문

성에 한 논의가 있다.유치원 교사는 학에서 유아교사론,유아

교사교육과 같은 교재를 통해 문성(지식과 기술,수행에 있어서의

자율성,윤리강령 등),교직성(유아발달지식,교수 략 등),유아교사

특성(돌 ,사랑,의사소통)에 한 지식과 기본 소양을 배운다(연희

정,송주은,김은주,2014). 교육과정의 운 이 지역 특성과 여

건,유치원의 실정,유아 특성에 따라 교사의 자율성에 맡겨지기 때

문에 유아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의 능동 주체자라고 볼 수 있다

(염지숙,2011).따라서 유아교사의 문성은 교육자 행정가의 역

할과 같은 ‘교육의 역’안에 그치지 않고 특정 공간에서 인 발

달이라는 목표 아래 보호와 돌 부모 상담과 같은 다차원 역

할(NAEYC,2009;Oliveira-Formosinho,2001)’을 아우른다.유아 교

사는 교육과정을 운 하는 교육자 행정가,상담가,보호자의 역

할이라는 문지식인으로서의 직 를 가진 셈이다.

직 와 문성의 구분 논의에도 불구하고 학교 장에서 나타나는

권 의 모습은 더 복잡하다.한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합

의와 갈등,개방과 억압,보상과 격려,잘못에 한 선택 개입 등

힘과 권 의 계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Pace,2003a).어떤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 을 얻기 해 유쾌하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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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지만 학업에 소홀하여 교육 권 를 잃거나(Pace,2003b)학

생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동시에 인간 우를 하기도 했다(Uitto

& Syrjälä,2008).한 교사에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

여 이 연구들은 권 의 모습이 일 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역시 교사를 단순히 권 자와 비권 자로 구분하기보다는

교사에게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한편,교사는 직 와 문성뿐만 아니라 계를 맺는 기술을 통해

학생과 평등한 ‘만남(encounter)’의 계를 만들 수도 있다.교사의

권 가 여러 형태의 다차원 개념(Macleod,MacAllister& Pirrie,

2012)인 이유는 권 는 성 등의 교육 목 달성,학교 사회

의 도덕 질서를 유지/ 리하는 능력(Pace& Hemmings,2007),

화와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 계(Noddings,2010)라는 여

러 겹의 구조 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유아교사의 경우 이러한 교사의 권 구조 에 양육과 돌 의 역

할이 덧붙여진다. 계 권 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존 ,걱정,신

뢰의 연 를 기반으로 한다는 에서 명령과 복종,개인주의를 바탕

으로 하는 통 권 와는 구별된다.Applebaum(1999)에 따르면

권 는 교사의 지식뿐만 아니라 계에서도 나오며 그런 에서 존

과 신뢰의 계가 바탕이 된 양육과 돌 은 권 의 조성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유아의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Langford(2010)역시

이러한 계 권 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권 를 가진 교사

의 특성으로 지식, 단,의지를 상정하 다.20)이 세 가지 특성을

통해 통 권 와 계 권 가 상충되는 문제21)를 해결할 수

20)지식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획득한 정보,이해,기술로써 지식이 없다면 유아교육 정책

을 이해할 수 없고,합법 인 문가 권 를 구축할 수 없다. 단은 교실 일상에서

교육 실제를 행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유아와 그 가족에게 최선의 것을 기

으로 한다.의지는 욕구,바람,의도,결정,기호로 교실의 일정과 순서를 결정하는 교사

주도성을 내포하는데 교실을 해 ‘어떻게’주도하느냐가 요하다.

21)개인과 배려에 이 맞추어진 이어짐을 바탕으로 하는 계 권 는 힘과 통제,개별

성을 제로 하는 통 권 와 비된다(Applebaum,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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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힘과 지배라는 속성에 의해 권 의 정 측면이 종종 간과

되어 왔다면(Macleod,MacAllister,& Pirrie,2012) 계 권 는

교사 권 의 요성을 인정하면서 존 과 신뢰,돌 의 속성을 포함

시켰다는 에서 정 인 면을 가지고 있다. 컨 , 계 권

를 가진 교사는 유아 스스로 정한 교실 규칙을 실행에 옮기게 하거

나(김진숙,서혜정,2011),유아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기도 한다(곽향림,2012). 자는 권 의 공유를 허용한 교사

를,후자는 권 의 공유를 허용으로 이끈 유아를 보여 으로써 권

가 반드시 교사 심의 개입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

여 다. 이 연구들은 교사의 것이었던 교실운 권의 일부를 유아

가 이양 받은 뒤 이야기나 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그

렸다는 에서 유아의 ‘자율 선택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유아 교육 장에서 권 는 단과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기

도 하지만 활용방식에 따라 힘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를 들

면,유아 교사는 갈등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정당하게 가려 다거나

(LeMaster,2010)유아에게 자율 선택 권한을 필요성을 느끼는

한편,교육 목 달성이나 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배와 복종의

계를 만들기도 했다(Almqvist& Alvist,2014).혹은 교사에 따라

힘의 권 로 치우치거나 계 권 로 치우치기도 했다

(McLaughlin,1991).이는 한 교사의 권 안에는 계 형태와

통 형태가 모두 수반되어 있음을 보여 다.

교사 권 와의 계에 한 연구는 교사의 개입에 의해 교실의

부분의 사안이 결정됨을 보여주는 연구와 권 를 유아와 공유하는

연구,그리고 유아가 권 에 항하거나 자발 으로 순종하는 주체

인 모습을 보여주는 연구로 구분된다.그리고 유아의 자유와 자율

성을 직 으로 언 한 연구가 있다.교사 개입에 한 연구(남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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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혜,박은혜,1999;류진순,2007;신은미,양옥승,2008;이정란,

2004;정숙경,2013;Alasuutari,& Markström,2011;Kemple,

David,Hysmith,1997)는 주로 교사의 권 가 언제,어떤 유형과 방

식으로 나타나는지,어떤 이유에서 필요한지를 보여 다.

유아는 권 앞에서 언제나 수동 이지만은 않다.오히려 권 앞

에서 능동 이고 자발 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유아들은 교실 규

칙에 해 개인 혹은 단체로 신체・언어 항 거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Corsaro,1985;Lash,2008;Markström,2010).반

로 LeMaster(2010)의 연구 일부는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하는

갈등상황에서 아이들이 먼 권 를 찾아갈 수 있음을 보여 다.이

두 연구는 권 를 하는 유아의 극단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며,

항의 시 과 권 를 찾아가는 시 에 한 함의를 다.

자유를 직 으로 언 한 연구(서혜정,구민정,2013;이옥임,

2007;이정은,2014;추수진,2008)는 권 의 허용 아래 자유의 확장

이 이루어지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그 한 가지로 자율성을 키우기

한 교사의 노력과 유아의 행동변화를 다룬 연구(서혜정,구민정,

2013;이정은,2014)가 있다.서혜정과 구민정(2013)의 연구는 먹을

양을 유아 스스로 결정하게끔 자율배식을 시행했고,이정은(2014)은

자유를 제한하는 외 조건을 유아의 입을 통해 듣고 이를 해결하

기 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이 연구들은 유아에게 자유가 주어졌

을 때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어떤 정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

여 다.

3) 자유와 권 계의 개념틀 재구성

교실에는 두 개의 공 역이 생성된다.하나는 놀이와 같이 래

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 역인 ‘래문화 역’이고,다른 하

나는 수업과 같이 교사와의 계에서 만들어지는 공 역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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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문화 역’이다.‘래문화 역’안에서는 선택과 참여,혹은 좌

의 모습이 나타난다.‘교사- 래문화 역’은 일과와 갈등상황에

따라 교사에 의해 통 권 , 계 권 ,직 와 문지식의 권

가 복합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역이다.이러한 논의를 토

로 [그림II-2]를 수정하면 [그림II-3]과 같은 틀이 구성된다.

[그림 II-3]교육 권 문화와 래문화의 계

이 연구에서 심을 두는 역은 ‘래문화 역’과 ‘교사- 래문화

역’이다.이 두 역을 통칭하여 ‘상호작용 역’이라고 부를 수 있

다.이 두 역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유아,교사와 유아의 모습은

Goffman의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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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문화기술 연구와 사례 연구

이 연구는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 한 연구이며,하나의 교

실이라는 경계 지어진 공간 내에서의 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한 연구라는 에서 문화기술 연구와 사례 연구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Creswell,2010).이 두 가지 연구방법은 일반화보다는

련 문맥에 한 풍부한 이해,귀납 추론,해당 주제에 한 독

자의 이해를 도모한다는 에서 서로 닮아 있다(Willis,2007).연구

를 해 두 가지 방법론 각각에 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1) 문화기술 연구

문화기술지는 문화 는 사회 집단이나 체계에 한 기술과 해

석을 다룬다(Creswell,2010).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사회

으로 구성되고 계속 으로 변화하기 때문에(Glesne,2008)사회・

문화 맥락 안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인간의 행동과 가치체계는 일

상 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Shimanhara,1984).문화는 서로 연

결된 구성원 사이에 공유된 념(지식,믿음,태도,가치 ,정신세

계)을 가지게 하고,질서와 규칙성 유사성을 부여하며,세상의 지

식을 알려주는 일차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문화의 공유성

과 총체성에 의해 문화 내 인간들은 서로의 태도,정신,다양한 일

과를 문화에 비추어 해석한다(Whitehead,2004).따라서 행동, 습,

언어,인공물과 같은 사회문화 맥락(Creswell,2010)을 찰하는

것은 공유된 념을 찰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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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류학자들도 인정했듯이 모든 상을 완 하게 악하기

란 쉽지 않으며(Heath,1982)연구 장이 다양해지면서 본래의 문

화기술지 방식이 그 로 용되는 경우도 었다.22)따라서 문화기

술지 연구자들은 이제 인류학에서 도출된 핵심 인 방법과 이론을

활용하여 ‘완 한 문화기술지(full-scaleethnography)’가 아닌 문화

기술지 방법을 차용한 ‘문화기술 연구(ethnographicresearch)’방법

을 활용한다(Heath,1982;Green,& Bloome,2004).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문화기술 연구는 교육 장에도 용될 수 있다.

교육기 은 구성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계,시/정부와 같은

더 큰 사회조직과의 계,서로 다른 지 와 역할을 가진 교사,학

생,학부모,사무직원에게 부여된 서로 다른 향력이라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총체이다(Erickson,1984).학교문화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

안에서 구성되고 달되는 공통된 일련의 활동이나 일상,가치 ,

사건,태도(Fernieetal.,1988:137)’인 셈이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활동, 짓기,읽기 시간 등 일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학생과 교사의

언어,비언어 의사소통,민속 양상( 설,통념,농담,노래),인공

물(물건,책상 배치)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의 확보가

마땅치 않을 시에는 면담이나 교육과정 자료를 탐색하여 부족한 부

분을 채울 수 있다(Heath,1982).

총체를 이루는 부분들,즉 활동시간,놀이 장면과 같은 단 들을

따로 떼어 그 상황에서 오가는 언어나 상호작용이 집 으로 분석

될 수 있다.‘그럼에도 이 단 들은 그 자체의 구조와 규칙을 가지

고 있고,해당 상황과 련된 구성물,참여자,배경을 구체 으로 보

여주기 때문에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Heath,1982:38).’그리고 이

22)문화기술지는 식민지 담론,타문화의 보존과 이해를 한 연구로 진행이 되다가 세계

이후 도시 빈민,인간 계,조직문화,여성과 권력,경제,언어 등 복잡한 사회구조에

한 연구로 진화하면서 더 이상 통 형태의 문화기술지는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Clai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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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단 들을 연결하고,더 큰 차원의 사회 텍스트와 연결을 함으

로써 문화 구성원들이 무엇을 교육으로 보고 있으며 가 교육에

근하며,구성원과 사건 사이에 어떤 계가 존재하는지,어떤 요

인들이 그 참여를 지원하고 제한하는지 밝 낼 수 있다(Green&

Bloome,2004).

2) 사례 연구

문화기술 연구의 문화 공유 집단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다만

문화기술 연구의 목 이 문화의 작동 방식을 악하는 것이라면 사

례연구는 구체 인 이슈나 문제에 한 이해에 있다(Creswell,

2010).이를 해 사례연구는 자연 인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람,커

뮤니티,사건,정책에 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귀납 으

로 탐색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사례 간 비교를 한다(Creswell,

2010;Stake,1995). 한 사례를 이해하기 해 사례에 향을 미치

는 층(layer)을 연구할 수 있다(Patton,2002). 컨 ,유치원 유아의

특정 행동을 연구한다고 할 때 해당 유아를 찰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 층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래나 교사와의 계에서 나

타나는 행동을 찰할 수 있고,유치원 일과,교실 규칙에 따라 나

타나는 행동을 찰할 수 있다.이 게 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향의 층을 살펴 으로써 유치원의 구성원이나 규칙이 유

아의 특정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이 에서 사

례연구는 총체 ,맥락 ,포 ,체계 근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Patton,2002). 한 사례연구는 단일 연구방법으로도 활

용 가능하지만 연구의 복잡한 면을 담아내기 해 다른 연구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Yi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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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기술 연구 사례 연구의 용 가능성

이 연구는 유치원 교실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안에서 드러나는 권

와 자유의 모습을 살펴보기 해 문화기술 연구와 사례 연구 방법

을 활용한다.이 연구방법들과 연구 주제의 합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이 연구는 하나의 교실이라는 경계 지어진 사례 안에서 일

어나는 교실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해 사례 연구를,그

리고 래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본다는 에서 문화기술 연

구를 활용한다.교실은 하나의 사례이지만 교실 일과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방식은 각각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컨 ,놀이시간에 유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래문화의 사례를 통해 자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이 사례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총체성과 맥락성의 측면에서 연구주제에 합하다.유아의

역동성은 유치원의 물리 환경,교구교재,사회경제 지 ,교실

분 기,교사의 역할에 많은 향을 받는다(최석란,2002).구성원들

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해서는 환경과 환경 구성체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권 와 자유

의 모습을 밝히기 해서는 유치원 교실의 일과마다 일어나는 유아

와 유아,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찰할 필요가 있다.이것은 상

호작용이 발생된 일과라는 맥락 안에서의 모습을 보기 함이며

찰된 일과 그 자체로서,혹은 일과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총체에 가

까워질 수 있다.

셋째,문화기술 연구는 일반 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만들고,보이

지 않는 삶의 패턴을 드러나게 만든다(Green& Bloome,2004).교

사와 유아 사이,그리고 래문화 안에서 벌어지는 권 와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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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이해하기 해서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무의식 으로 행하여

지는 행 를 드러나게 만들 필요가 있다.이 에서 문화기술 연구

는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드러나게 만들어 권 와 자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넷째,문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상 패턴을 이해하고,조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한 내부자 지식(Green& Bloome,2004)을 얻는

데 용이하다.이 연구방법을 교육 장면 연구에 용함으로써 사회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 자의 행동과 의사소통에 향을

미치는 드러나지 않거나 암묵 이거나 함축 인 문화패턴과 잠재

교육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Spindler,1982).

4) 연구자의 23)

유아기 에서 수년 동안 보조교사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느 다.교실 안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뛰거나,교실 밖 복도에서 노는 것은 규칙상

지사항이었다.교실 안에서 남자아이들의 거친신체놀이는 언제나 제

지를 당했고 교사 책상에 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그것은

을 가르치기 함이고,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험을

사 에 방하기 함이며 교사의 권 를 지키기 한 것이라고 했

다.그러나 험의 수 가 어느 정도인지는 교사들마다 생각이 다르

고 사고 측이 어렵다보니 험수 의 최 한도를 도는 행 부

터 차단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유아교사들은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교실

23)질 연구에서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 도구로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자에 한 정보를 담

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연구자는 어떠한 경험과 을 가지고 찰 장으로 들어

갔는지,연구참여자들과 어떤 계가 있는지, 장을 어떻게 찰하게 되었는지를 연구

에 기술할 수 있다(Patto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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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지켜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해 분명한 생각을 가

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아이는 훈육을 감내해

야만 했다.교실에서 엄수해야 할 규칙과 질서란 ‘친구끼리 쁜 말

하기’‘뛰지 않기’‘교실문 밖으로 무단이탈하지 않기’‘몸놀이 하지

않기’‘외부에서 특정한 물건 가져오지 않기’등이다.아마 부분의

교실에서 이 규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나의 짧은 교실 생활의

기에는 이러한 규칙이 없었고 규칙의 엄격한 집행도 없었다.그래서

다른 교실에 비해 질서가 없어 보 고 아이들이 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 다.특히 집 을 시켜야 하는 활동시간이 문제

다. 집단 활동을 이끄는 기술이 부족했던 나는 아이들의 집 을

유도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그리고 간혹 아이들이 다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 기에 동료 교사들과 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이

런 이유로 자유를 주고자 했던 기의 생각은 결국 일정부분 통제

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바 게 되었다.결국 나는 다른 교실에도

있던 많은 규칙들을 교실에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궁 증을 안겨 주었다.자유는 무엇인가?자유

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자유의 제약 정

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자유를 허용하고 결정할 교사의 힘,

즉 권 란 무엇일까?권 는 자유를 제한하는가?

자유의 문제를 고민했던 이유는 단순했다.자유로울 때 아이들은

가장 즐거웠기 때문이다.교실 밖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

이들의 웃는 얼굴이 그것을 말해주었다.자유에 해 논의한 들을

찾아 읽으며 교실에서 생겨난 이런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으로

묶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자유는 무엇인가?’이 하나의 질문 안에

는 연구자의 모든 고민의 흔 이 들어있다.한 아이와 다른 아이 사

이에서,교사와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이것

은 자유와 권 의 모습을 밝히기 한 질문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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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장24)

연구 장인 솔잎유치원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단독 건물이다.이

건물은 5∼7세 각 두 반씩, 체 132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등원시간부터 공통교육과정이 시작되는 10시까지 아이들은 친구들

과 함께 교실에 구비된 역에서 자유놀이를 한다. 역은 과학,음

악,미술,역할,쌓기,언어,수 역으로 나뉘며,때에 따라 찰 역

이 마련되기도 한다.그리고 9:40분이 넘으면 활동 비를 한다.아

이들은 놀잇감을 정리하고,매트 에 앉아 교사와 서로에게 단체로

인사를 나 뒤 활동 비시간을 가진다.활동이 시작되면 교사와 아

이들은 그날의 주제에 해 이야기를 나 다.그런 후 주제와 련

된 그림 그리기,동시짓기,신체활동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역 구성과 아이들의 하루 일과,활동 주제는 교육부의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인 리과정25)에 기 한다.교육부에서 제공하는 5세

리지침서에 제시된 교육과정 운 원리26)를 근간으로 교사는 활동

주제를 년,월,주,일별로 계획하고,시간을 배분한다.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의 분권화,시도 차원의 지역화,유치원 차원의 자율화로

이어지면서 단 기 에서는 국가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되

기 이 처한 상황과 교육수혜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기 자체에서

교육과정을 하게 운 할 수 있다(박순경,김평국,최석민 2009).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이라는 정해진 큰 틀 안에서 일정부분 자율

24) 찰은 2014년 1학기에는 별이유치원의 7세반 한 곳과 2학기에는 솔잎유치원의 7세반

한 교실,그리고 2015년 1학기의 솔잎유치원의 열매반에서 이루어졌다.이 2014년에

이루어진 두 교실에 한 찰은 사 찰이었고,분석에 활용된 교실은 2015년 1학기

에 찰한 열매반이다.이 연구의 기술과 분석은 열매반의 자료를 토 로 한다.

25) 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3,4,5세 유아의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학비,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 한다(교과부,보건복지부,2012).이에

따라 신체,정서,언어,인지,사회성 역을 발달시키는 교육과정이 1일 3-5시간 동안

탄력 으로 운 된다.

26)‘놀이 심 원리’,‘생활 심원리’,‘통합의 원리’,‘활동간 균형의 원리’,‘개별화의 원리’‘흥

미‧몰입 심 원리’,‘상호작용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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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활동명 활동내용

∼09:30 등원

등원 인사나 기

사물함 신발장의 바른 사용방법 지도

유아건강상태 확인

09:30∼10:30 자유선택활동 역별 활동

10:30∼10:40
정리정동

활동평가

교구정리

활동 평가

10:40∼11:00 집단 활동

하루일과 알아보기

주제와 련된 이야기 나 기

새로운 활동 교구소개

11:00∼12:00 ,소집단 활동 게임,신체표 등

12:00∼13:00 식지도

손씻고 배식받기

바른 자세로 식사하기

정리 조용한 활동하기

13:00∼13:30 실외활동 근육 활동

13:30∼14:00 소집단 활동 음악,조형 등

14:00∼14:30 평가 귀가 하루 일과 평가 귀가지도

<표 III-1>방울반의 하루일과

으로 교실을 운 할 수 있다.즉,교실에는 교육과정에 의해 제시

되는 ‘해야 하는 것’속에 교사 재량에 의해 제시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셈이다.운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열매반의 하루일과

는 다음과 같다.

열매반의 문을 들어서면 정면 바닥에 큰 매트가 깔려 있고 매트 양

쪽에는 기둥이 하나씩 서 있다.매트 앞에는 집단 활동용 화이트

보드와 텔 비 이 있다.그 오른쪽으로 피아노가 있고 교사 책상이

피아노와 마주하고 있다.출입문 바로 왼편에 등원을 한 아이들이

가방과 옷을 정리해 넣는 사물함이 있고 그 앞에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책상이 있다.이 책상이 있는 공간이 언어 역이다.

언어 역 으로 미술 역이 있다.교사책상 뒤편에 음률 역과 역

할 역이,역할 역 에 쌓기 역이 자리하고 있다. 역과 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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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열매반의 교실 구조

3. 연구참여자

1) 솔잎유치원의 열매반 교사

열매반 교사는 서울 4년제 학을 나온 4년차 경력 교사이다.교사

의 첫 직장은 지오에 리아 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유치원이

었다.이곳에서 2년 동안 경력을 쌓은 뒤 일반 유치원에서 1년 동안

근무했으며 재 솔잎유치원에 근무를 하고 있다.열매반 교사의 특

징 하나는 엄격한 규칙 용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교사의 표

을 빌리자면 ‘풀어놓는 편’인데 특히 자유놀이시간에 그러했다.큰

소리를 내거나 한 역의 물건을 다른 역으로 가지고 가는 등의

행 가 지되어 있는 여타의 교살과는 달리 이 교실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다.‘기서 만들던 것을 여기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고 ‘미술 역에서 만든 것은 쌓기 역

에서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학교 수업과 실습에서의 일반

인 경험과 두 번째 근무지에서 일사분란을 강조하는 분 기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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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지오에 리아 유치원에서의 ‘풀어주는 경험’이 본인의 성향

과도 잘 맞았기에 재 자신의 교육방침에 가장 큰 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학부 때 운 련 수업을 들을 때도 ‘꼭 그

게 해야 해?’라는 의문이 들었고,아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구성주의라는 생각에 지오에 리아 유치원을 선택했다고 했

다. 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무 말을 듣게 하지 않고 기다려

주어도 아이들은 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활동시간을 포함

한 여러 단체 활동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질서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

을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는 한도 내에서 질서를 잡으

면’풀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다.그러나 열매반 교사도 언제나 아이들을 놓아두지는 않았다.교

육부의 교육과정에 명시된 스 에 따라 학부 수업에서 배운 운

방식을 활용했고, 근무지의 동료교사에게 배운 주의집 방법을

사용했다.교사 사이에 활용되는 형식화된 운 방식이다.

교사에 따르면 기 장의 결정이 반드시 모든 교실 운 에 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2014년의 방울반에서 했던 미덕카드

로그램은 기 장의 결정이었지만 그것을 운 하는 방식은 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기 장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교실 분 기

를 결정하는 것은 교사 자신인 셈이다.그 에서 지 까지 근무했

던 유치원 안에서만큼은 자신의 재량껏 운 을 해왔고 그것은 재

유치원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따라서 같은 유치원이라도 방울

반의 일사분란 질서정연한 분 기와 열매반의 떠들썩한 분 기

는 교사의 차이인 셈이다.그러나 열매반 교사도 일사분란과 질서정

연의 미덕을 요하게 여긴다고 했다.특히 안 을 해서는 약속과

규칙의 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교실 안에서의 놀이와 밖

에서의 놀이방식에 차별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다만 모두를

같이 움직이게 하는 ‘틀에 박힌 주입식 태도’의 험을 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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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집단명
참여자 특징

‘친구사

이’집단

동수

동

민재

성환

정모

‘요괴워치28)’캐릭터가 그려진 메달을 교실에 가지고 와서 서

로 교환하거나 보여 다.캐릭터를 수집하고,이름을 모두 외

울 정도로 극 이다.동수,성환,정모는 교실에 놀잇감을

가지고 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이 집단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개별 아이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이 아이들 한 명이 교실에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이 그 아

이 주변으로 몰려든다.이 다섯 명은 주 찰 참여집단이다.

'친구사

이'를

오가는

아이들

지오

태훈

이 둘은 명확하게 '친구사이'집단 소속이라고 여기기에는

다른 집단과의 놀이도 즐기는 편이다.'친구사이'집단과 함

께 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 것은 아니지만 이 으로부터

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진다.

그 외

집단

가은

민지

성은

주로 나란히 앉아 그림 그리기를 한다.가은과 민지는 작년

부터 매우 친한 사이 다.이 가은이는 '친구사이'집단과

친하게 지냈으며 요괴워치나 남자아이들의 놀이에도 심이

있어 남자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개인 진석

진석이는 올해 입학한 신입 네 명 한 명이다. 래 친구

들보다 머리 하나 차이로 작고,체구도 작다.발음이 불분명

하여 진석이가 말을 걸면 아이들은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진

석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때가 있다.항상 '친구사이'집단

아이들과 놀이를 하고 싶어 하지만 배격당하기 일쑤이다.

<표 III-2>열매반 놀이집단 개인

2) 열매반의 유아 놀이집단

찰이 이루어진 7세반인 열매반은 남아 14명,여아 10명으로 총 24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그 20명은 작년부터 재원을 해 온 아

이들이고 4명은 신입생이다.열매반을 찰하기 시작한 시기인 4월

은 새 학기로부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 이었지만 교실에는

이미 함께 놀이를 하는 아이들 집단이 만들어져 있었다. 찰된

표 인 놀이집단은 다음과 같다.27)

27)소개된 집단 외에도 집단이 더 있지만 이들만큼 끈끈하거나 역동이 나타나지 않아 분석

에서 제외되었다. 한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성을 부여하기 해 가명으로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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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 소개된 놀이집단들은 열매반 안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

화를 공유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친구사이’집단은 언제나

자기들끼리만 놀이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때때로 여자아이들과 함

께 그림그리기,종이 기를 한다. 집단을 심으로 개별 아이들

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배척되기도 한다.상업 놀잇감이 이들 문화

에서 차지하는 비 은 막 한 것으로 보인다. 사 자료와 장기록

지를 보면 요괴워치가 등장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으며 모든 열매

반 래문화의 특징과 연 되어 있다.이들 놀이집단은 작년에 일부

형성되어 새로운 아이들이 추가되면서 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져가

고 있다. 찰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시작

이 된 상태이다.따라서 연구는 래문화의 형성과정이 아니라 찰

이 시작된 이후의 래문화의 특징을 살피는 것에 을 둔다.

4. 연구 차

찰은 사 찰과 본 찰로 구분된다.사 찰을 한 이유는 연구

자에게 유치원은 낯선 곳이기 때문이다.내부자의 에는 보이지 않

는 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연구자와 같은 외부자의 에는

보일 수 있다.따라서 장을 외부자의 에서 찰하는 일은 낯

선 것을 새롭게 보는 일과 같다.연구자는 사 찰을 통해 낯선 것

을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려 했다.이 과정에서 유치원의 일

과에서 나타나는 교실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

다.이 경험은 이후 본 찰에서 보아야 할 것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을 제공하 다.

28)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시계이다.요괴워치의 실물형은 시계처럼 손목에 찰 수 있

고,시계에 요괴메달을 넣을 수 있는데 메달은 수십 종류이다.메달을 시계에 넣으면 해

당 캐릭터의 소리가 나온다.요괴워치는 2015년 5월 어린이날 선물 1 를 차지했고,한

국과 일본에서 품귀 상을 보이고 있다(서울경제,2015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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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찰

사 찰은 두 사립 유치원에서 각각 2014년 1학기와 2학기에 이루

어졌다.1학기에는 서울에 치한 별이유치원의 7세반을 찰했다.

이곳은 30명의 유아들이 10년 경력의 교사 한 명과 보조교사 한 명

을 만나는 곳이다. 찰을 하기 에 교사에게 연구에 한 설명을

했고, 찰을 허락받았다.교사를 통해 원장,학부모,유아에게 동의

서를 달했으며 30명 12명분의 서명된 동의서를 받은 뒤 찰

이 시작되었다.라포 형성을 해 장난도 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 면서 아이들과 세 친해질 수 있었다.김호 선생님으로 아이

들에게 소개가 되었고 그 뒤로 아이들은 나를 죽 그 게 불 다.

이곳의 찰을 통해 자유와 권 와 련하여 새롭게 알게 된 을

기반으로 연구 방향을 략 으로 잡을 수 있었다.이후 두 번째

찰 장소인 솔잎유치원의 원장과 방울반 교사를 만나 연구에 해

설명했고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주 2회 찰이 진행되었

다.지난 연구 장에서 찰자보다 보조교사의 역할에 더 치우친 면

이 있어서 이에 한 반성으로 보조교사가 아닌 연구자로서 참여

찰을 했다.29)방울반에서 일어난 모든 상호작용은 연구자에게 많은

감과 아이디어를 주었고,본 찰을 한 요한 발 이 되었다.

29)지난 장에서 ‘김호 선생님’으로 불렸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호칭에서 의미하는 바

로 아이들은 나에게 일반 인 선생님의 역할을 기 했던 것 같았다.나 역시 찰을 하

던 에도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필기하던 것을 멈추고 보조교사의 역할을 수행

했다.이것은 참여 허락에 한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했는데 나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보조교사와 찰자의 역할 어느 것 하나 제 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

다.이런 애매한 역할 수행에는 당시 무엇을 찰할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도 한

몫했다. 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해 두 번째 유치원에서는 그곳에 가 있는 이유

를 스스로 명확히 하고,아이들에게도 내가 그 교실에 온 이유를 알리고 싶었다.교사에

게 이런 생각을 설명했고 교사의 제안으로 나는 ‘연구 선생님’으로 소개가 되었다.이미

교사실에는 연구교사로 불리는 서무교사가 있었고,아이들은 그 교사의 역할이 서류 등

을 리하는 것이고,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나는 찰 도

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놀이를 함께 하기도 했지만 자제하기도 했다.연구 선

생님이라는 호칭은 ‘보조교사’을 때보다 연구자를 더욱 찰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44-

일정 연구과정 구체 내용

2015년 4월 유치원 원장 교사 연구에 한 설명

2015년 4월15일∼19일 동의서 배부 수거 동의서 17부 수거

2015년 4월∼7월 녹화, 장노트 작성 사
6월을 제외하고 총

25회 찰

2015년 7월∼9월 분석 해석

2015년 9월∼12월 기술

<표 III-3>본 찰의 연구 차

2) 본 찰

본 찰은 솔잎유치원 열매반에서 이루어졌다.본 찰을 해 이 과

동일하게 원장,교사와의 동의서 배부 과정을 거쳤다.동의

서는 2015년 4월 15일에 부모들에게 달이 되었다.그 다음날인 16

일에 서명된 동의서 10부가 도착했고,그 다음 주에 3명의 동의서가

추가로 도착하 다.16일부터 본격 인 녹화와 장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하 으며,추가 3명에 한 기록은 동의서를 받은 이후 시작되

었다.녹화와 기록은 253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 찰 장면 선정을 한 작업

사 찰을 통해 유아와 유아,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모습이 일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컨 ,놀

이시간에는 유아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었고,활동시간에는

교사와 유아들의 상호작용이 부분이었다.상호작용 안에서 나타나

는 자유와 권 의 모습은 일과별로 찰할 수 있다.일과를 나 뒤

각 일과에서 나타나는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분석하고,추후에 일과

30)6월 한 달 동안에는 메르스 염에 한 우려로 찰이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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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가

없 는

교실

교사가 잠시 교실을 비웠다.아이들의 행동과 목소리가 커진다.교실

을 뛰어 다니는 아이,소리 지르는 아이와 그 에서 귀를 막고 있는

아이가 생겨난다.교사가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은 행동을 멈춘다.

(나)

교사가

있 는

교실

(1)

놀이에

서 활

동으로

의

환시간

아이들이 웃고 떠들면서 분주하게 교실을 돌아다니며 놀잇

감을 정리한다.큰 소리를 내는 아이에게 교사가 교실 규칙

을 언 하며 주의를 주면 목소리가 작아진다.정리를 마친

아이들이 한둘씩 활동을 하기 해 매트 에 앉는다.교사

는 여 히 놀이를 하는 아이나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어서

정리를 하자고 말을 한다.

(2)

활동

시간

아이들이 을 맞추어 매트 에 앉은 채 교사를 올려보고

있다. 친구와 장난을 치는 아이에게 교사가 주의를 다.

교사의 질문과 아이들의 답이 이어지는데 손을 든 아이

교사의 선택을 받은 아이만 답을 할 수 있다.손을 들

지 않고 말을 하거나 주제와 련 없는 말은 주의를 받는다.

(3)

졸업식

아이들이 강당에 모 다.원장이 동석하거나 부모가 되

는 행사가 있는 날에는 질서가 매우 강조된다.아이들이 두

씩 강당으로 입장한다.‘바르고 멋진 자세’가 더욱 강조되

고,지켜지지 않을 때 곧바로 제재가 가해진다.아이들은 발

가락을 꼼지락거릴 뿐이었다.

<표 III-4>열매반의 네 가지 장면

들을 계 지을 수 있다(조 달,2015b).

다음 장면들은 교실구성원들의 행동 특징이 일과별로 다르게 나타

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이 장면들의 비교를 통해

연구의 찰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단했다.이 졸업식 장

면은 2014년 2학기에 진행된 사 찰 자료에서 취한 것이다.본

찰 자료를 일과별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권 의 개입이 가장 강한

장면이 필요하 고,졸업식 장면이 합하다고 생각되었다.본격

인 분석 상은 아니었지만 권 개입의 정도에 따른 자유의 모습

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졸업식 장면의 언 은 다른 장면과의 두드러

진 차이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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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의 (1),(2),(3)의 장면은 서로 비를 이루는데 이 비

가 암시하는 바가 있다.(가)와 (나)는 교사의 간섭/개입이 있을 때

와 없을 때 유아들의 행동이 다름을 보여 다.(나)를 일과와 일상

에 따라 다시 (1),(2),(3)으로 나 어 보면 유아들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가)와 (나)의 비는 권 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유아

의 태도와 교실 분 기를,(1),(2),(3)의 비는 교사가 있음에도

일과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와 분 기를 보여 다.이러한 장면의

비를 보면서 문답의 흐름이 생겨난다.첫째,‘(가)교사가 없는 교실’

의 유아들은 이 모든 장면들 최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셈인

가.둘째,그 다면 ‘(나)교사가 있는 교실’장면은 가장 자유롭지 못

한 장면인가.셋째,교사가 있는 장면(나)에서도 ‘(1) 환시간’은 ‘(2)

활동시간’과 ‘(3)졸업식’보다 상 으로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가.넷째,그 다면 자유가 많은 장면과 은 장면으로 나열할 때

(가)의 장면이 가장 권할만한 자유스러운 모습인가.다섯째,그 다

면 권 는 어느 상황에서든 유아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인가.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군가의 간섭 없이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는 한다.이 단순한 정의에 따르면 교실

안에서 달리고,부딪치고,소리 지르는 ‘(가)교사가 없는 교실’은 다

른 모든 장면들보다 충실히 자유스러운 교실인 셈이다.이에 비해

‘(나)교사가 있는 교실’은 규칙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 다.그러나

규칙은 있되 이 안에서도 ‘(1) 환시간’에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 수

있지만 ‘(2)활동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교사의 말과

얼굴에 집 해야 하고,호명이 되어야 발표를 할 수 있다.그리고

‘(3)졸업식’동안에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이 세 장면을 자유의 정도에 따라 스펙트럼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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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장면에 따른 자유의 정도 차이

그림에 따르면 자유가 좋은 것이라면 자유가 확장되는 오른편으로

가까이 갈수록 좋은 상태이고,자유가 제한되는 왼편으로 갈수록 나

쁜 상태일 것이다.즉,교실 안에 권 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권 의 개입이 은 상태가 더 좋은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자유와 교사의 권 가 만나는 이 네 가지 장면 안

에는 수많은 만남의 모습들이 있고,어떤 유아들과 어떤 교사의 만

남이냐에 따라 그 모습들도 달라질 것이다.따라서 교실에서 벌어지

고 있는 만남의 모습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 만남의 주체들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만남의 주체들인 유아와 교사를

이해하기 해 열매반에 형성되어 있는 래문화의 모습을 우선

악하고 유아와 교사가 만날 때 어떠한 모습의 만남이 생겨나는지

알아본다.

(2) 찰 장면

교실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일과에 따라 찰될 수 있다.일과

(event)는 구성원들의 연속된 행동의 흐름이지만 구획이 되어 있어

하나의 일과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다른 일과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다르다(Mehan,1982).따라서 일과 곳곳에서 래문화가 만

들어지고,유아와 교사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일과의 목 과 특성



-48-

시간 일과 세부일과

∼10:30 오 자유놀이 등원 놀이

10:30∼10:40 환 놀이정리 활동 비

10:40∼12:00 활동 집단 활동 소집단활동

<표 III-5>열매반의 일과 세부일과로의 구분

에 따라 상호작용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열매반의 일과는 오 자유놀이 ➝ 환 ➝ 활동( 집단/ 소집단)

➝ 식사 ➝ 활동(자유놀이/교과활동/바깥놀이 등)➝ 하원 비와 같

은 일련의 일과들로 구성될 수 있다.하나의 일과는 세부일과

(phase)로 구분이 가능하다.이 이 연구에 활용된 장면은 오 자

유놀이, 환,활동시간이다.일과를 Mehan(1982)의 교실구성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31)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유형은 수업의 어느 단계에서 행해지느냐

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조 달,2001).마찬가지로 유아들 사이

에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과는 오 자유놀이시간이

고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주가 되는 일과는 환시간과 활동시

간이었다. 환시간은 오 자유놀이시간에서 활동시간으로 환되는

시 으로 놀이정리시간과 활동 비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활동시

간은 교사 주도로 단체로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과 그 후 집단

활동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활동을 하는 소집단활동으로 구

분된다. 찰은 ‘오 자유놀이시간’,‘환시간’,‘활동시간’에 이루어

31)교실구성표에서 짙은 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찰 장면이다. 한 이 표는 실제 찰이

이루어진 식사 까지의 일과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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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그리고 일과와는 련 없이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일어

나는 ‘일상 화 상황’‘갈등 상황’,‘규칙 반 상황’,그리고 교사가 교

실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아이들의 행동을 비교하기 하여 ‘교사

부재 상황’을 찰과 분석에 포함시켰다.

5. 자료수집

연구 자료는 녹화자료, 장일지,교사 면담,2015년 유치원 운 계

획,교실운 계획 평가 서류를 통해 수집되었다.다양한 자료 수

집 방법 녹화를 가장 요한 방법으로 여겼다. 찰 시 별로

녹음과 녹화를 달리 활용해본 결과, 장기록지를 병행하여 활용한

다 해도 녹음은 장의 모습을 그 로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가늠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갈등의 이유와 물건

을 주고받는 모습 등이 포착되지 않았다.이에 부모와 원장

교사로부터 촬 을 허락받았다.촬 은 인물 심과 장소 심으로 이

루어졌다.인물은 주로 놀이를 함께 하는 아이,놀이에서 소외되는

아이를 심으로 촬 이 진행되었다.촬 장소로는 은 한 래문

화가 일어나는 주요 공간인 언어 역과 사물함 앞,단체활동과 거친

신체놀이가 일어나는 교실 가운데 공간이 선택되었다.이 게 선택

된 주요 인물 혹은 집단,장소를 심으로 촬 을 하다가 틈틈이 다

른 인물과 장소를 촬 하기도 했다. 장기록지에는 상황의 기록뿐

만 아니라 특정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곧바로 기록했다.

교사 면담을 통해 유치원과 교실의 문화와 상호작용의 모습 교

육과정 운 에 한 반 인 생각을 알아낼 수 있었다.유아의 경

우는 별개의 면담을 하지 않는 신 참여 찰 상황이 발생한 직

후에 행동의 이유에 한 질문과 답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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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의 분석과 해석

1) 분석 해석 차

분석과 해석을 하기 우선 내부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해 수집

된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 으로 읽을 필요가 있었다.유치원 장

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유치원 구성원들 고유의 언어,태도,생각을

담고 있다.연구자는 내부자의 것들을 외부자의 에서 이해할 수

있다.즉,연구자는 해당 문화의 내부자 인 에믹 과 연구자

의 지식과 생각에 기반한 에틱 을 동시에 보유한다.에믹

은 해당 문화의 실,즉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훼손 없이 있는

그 로 보존되어야 한다.문화기술 연구에서 장에 참여하여 장

일지를 작성하고,면담과 찰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면 히 이해하

려는 최우선 인 이유가 이러한 에믹 타당성(emicvalidity)을 확보

하기 함이고,이는 에믹과 에틱 을 균형 있게 오가기 함이

다(Whitehead,2004).32)에믹과 에틱 을 오가며 발견된 참여자

의 삶의 패턴은 원자료에서 추출되어 코딩이 된다.

코딩은 분석을 한 차이다. 찰 자료 속에는 일상,사물,활동,

상호작용과 같은 사건들이 들어있다.수집된 자료는 본질 으로 유

사하거나 의미상 연 된다고 단되는 사건들끼리 묶어 범주화된다

32)이는 교육 밖 문화기술 연구(ethnographicstudyofeducation)와 교육 내 문화기술 연구

(ethnographicstudyineducation)논의와도 유사하다.Green과 Bloome(2004)에 따르면

자는 외부 연구자의 으로 교실을 사회과학 연구를 실행하는 물리 장소로 보고,후

자는 장 교사의 으로 자신의 기반지식과 질문,목 이 바탕이 되는 물리 장소이

자 지 장소로 본다.흔히는 외부 연구자와 교사의 상호 력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구분은 엄격하지 않다. 장에 한 교사들의 다양한 지식과 연구자의 연구자

질문 지식,이론 틀이 상호작용하면서 연구가 진행된다.‘밖’과 ‘안’을 오가며 교

실의 핵심 사건들을 악하고,사건들의 계를 기술하고,서로 연계된 사건들을 다

른 사건이나 더 큰 문맥 안에 치시킴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에 수용되기 해

서 무엇을 알고,생산하고,이해하고,해석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술할 수 있다(Green&

Bloom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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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 Corbin,1990).간단히 말해 ‘코딩은 사자료나 장일

지를 자르고 붙이는 작업으로,텍스트 덩어리를 잘라 그것이 속할만

한 특정 범주에 붙이는 과정이다(Bryman& Burgess,1994:218).’코

딩 분석은 개방형 코딩(opencoding)으로부터 시작하여 추 코딩

(axialcoding),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거친다(Strauss &

Corbin,1990).개방형 코딩은 자료 속에서 반복되는 요한 상들

을 찾아 그 종류를 나 어 범주화하는 첫 단계이다.개방형 코딩은

략 인 범주만을 구성해 놓은 상태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여

지가 있기에 연구자는 ‘되도록 많은 범주를 찾아 그것들의 연결가능

성을 염두에 둔다(조 달,2015b:175).’이후 커다란 범주들을 심에

둔 뒤 이 심 범주들 아래에 련 범주들을 배치시켜 하 범주를

만드는 추 코딩을 한다. 추 코딩 과정에서 범주가 보다 완성되

고 범주의 주제어가 생성이 된다.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을 거치며

앞의 두 코딩자료가 조정되고 다듬어진다.조정은 만들어진 범주들

이 연구의 핵심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게끔 계속 으로 재구성하

는 작업이고,다듬는 과정은 필요 없는 범주를 잘라내고,빈약한 범

주를 채우는 작업이다.

코딩 작업을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범주

가 계 으로 추출이 되면 본격 인 해석이 시작된다. 반 인 분

석의 과정은 다음의 표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그림 III-3]분석과 해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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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신빙성 제고를 한 노력

이 연구의 신빙성(credibility)을 높이기 해 자료수집 분석 과정

에서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에 주목했다.‘신뢰성은 다

른 연구자에 의해 는 다른 때에도 그 로 재생산될 수 있는가에

한 것이며 타당성은 연구하고자 하는 바를 제 로 조사하고 있는

것과 련된다(조 달,2015b:80).’Lincoln과 Guba(1985)는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확실성(dependability)을,타당성을 높이는 방편으

로 참여자들과의 계 형성, 장에 한 이해,지속 찰,해석

결과와 원자료와의 비교,삼각측정,참여자반응검토(membercheck)

를 언 했다.

확실성은 질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구 과정을 최

한 상세히 기술하여 다른 연구자가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henton,2004).이에 이 연구는 연구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

기 해 노력했다.타당성을 높이기 해서 자료 수집을 하기 얼

마간의 기간 동안 구성원들과 신뢰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특

히 찰 기에는 연구자의 출 으로 인해 교실의 역동이 바뀔 수

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이러한

이유로 찰 첫 일주일 동안은 연구보다는 교실 생활에 응하고,

아이들과 가까워지고,교실 본래의 역동을 어지럽히지 않기 해 노

력했다. 한 삼각층정과 참여자반응검토가 사용되었다.삼각측정은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는 충

분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제를 바탕으로 한다(Patton,1999:1192).’

이에 자료 출처의 일 성을 보는 ‘자료출처 삼각측정’과 여러 분석

자가 결과 분석에 참여하는 ‘분석자 삼각측정’을 활용했다.우선 자

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하여 녹음, 장노트 자료,면담자료를 서

로 비교했다.비교과정에서 자료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료들을

재차 확인하 고,재면담을 실시하여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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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일치되지 않을 경우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자 삼각측정

의 방편으로 코딩의 성을 확인하기 해 2인의 박사에게 검토

를 맡긴 후 세 명 모두 동의한 범주만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참

여자 반응 검토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찰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맞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다(조 달,2015a).이를 해 참

여자와의 면담을 몇 차례 거치는 동안 연구자가 찰한 내용을 재

차 확인하 으며 이 면담 내용을 이후 면담에서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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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과 세부일과

∼10:00 오 자유놀이 등원 놀이

IV. 연구결과

1. 열매반 아이들의 만남:놀이시간의 래문화

놀이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친구들과 모여 마다의 놀이를 즐긴다.

놀이시간은 아이들 사이의 자유의 모습을 잘 보여 다.교사의 간섭

이나 개입 없이 하고 싶은 놀이와 놀잇감을 선택하고,놀이에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선택과 참여의 과정에서 독특한 래문

화가 생성된다. 찰을 통해 발견된 열매반 래문화의 특징은 ‘집

단에의 참여’,‘집단으로부터의 배제’,‘놀이문화의 력’,‘권력’,‘은

한 거래’,‘집단 항’이다.이 특징들은 을 이룬다. 컨 ,집

단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와 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아이를 한

으로,놀잇감의 력은 권력으로 이어진다는 에서 이 둘을 한

으로,은 한 거래는 권 에 한 항과 유사하다는 에서 함께

설명될 수 있다. 래문화는 주로 오 놀이시간에 찰되었다.

1) 열매반 래문화의 모습

(1)참여와 배제

래문화를 공유하는 ‘친구사이’집단이 서로의 놀이에 참여하는 양

상과 외집단 아이를 놀이에서 배제하는 양상은 상황에 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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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정모 야.어제 만들었던 거

만들기로 하자.

민재와 지오의 블록을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본 뒤 자기 것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2) 민재 야,정모야.니가 내

꺼 깔고 앉았어.

민재가 웃는다.정모가 민재 블록을 으

로 치운다.곧바로 동 이 왔고,민재

에 앉아서 블록 작품을 만진다.

(3) 민재 이거 내 껀데. 민재가 웃음을 멈추고 동 과 블록을 힐

끔 번갈아 보며 말했다.그리고 블록 작

품을 자기 쪽으로 가져온다.동 은 곧

그 자리를 떠난다.

(4) 정모 이거? 민재를 보며,민재의 블록 작품을 가리킨

다.

(5) 민재 어. 블록을 한 번 보고 답한다.

(6) 정모 부셔도 돼? 민재 얼굴을 본다.

(7) 민재 어.

(8) 정모 으아∼. 정모가 민재의 블록작품을 마구 부순다.

(9) 민재 두 개 다 부수면 어.

떡.해∼.

정모를 쳐다보며 조 놀란 표정으로 말

한다.

(10) 정모 으아∼. 민재 앞으로 찡그린 얼굴을 내 며 소리

를 낸다.

(11) 민재 으아∼. 민재는 손으로 칼을 만들어 정모 앞에

세운다.둘은 웃는다.

(12) 정모는 곧 뒤로 돌아 자기가 만들던 블

록작품을 만지려고 한다.

(13) 진석 이거 내꺼야∼. 그 블록을 먼 만지고 있던 진석이가

블록을 잡아당긴다.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참여(reciprocalinvolvement)와 놀이의

흐름(flow)에서 찾아볼 수 있다(Mandell,1986).

[ 시1]

2015.04.29.수요일.오 자유놀이시간,쌓기 역.

상황:정모,민재,지오가 블록으로 투기,무기 등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 다.

간에 ‘친구사이’ 원이 아닌 동 이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후에는

원인 성환이가 들어온다.



-56-

(14) 정모 이거 내거야!야,왜

뺐어!

순간 놀라고 화난 표정으로 바 며 때리

려는 듯 팔을 든다.

(15) 진석이 움찔하며 물러난다.그리고 정모

와 거리를 두고 선 채 블록 조립을 한다.

정모는 장 에 있던 블록을 모두 모아

서 다른 곳으로 가려한다.

(16) 진석 야,왜 내 꺼 다 가져

가∼.

정모를 보며 조 울상이 되어 말한다.

(17) 정모는 진석이를 쳐다보지 않고 블록을

가지고 민재,지오 자리로 가서 앉는

다.진석이도 남은 블록을 가지고 내려온

다.그리고 정모의 블록 하나를 가져온

다.정모는 “아,진짜”하며 진석을 쳐다

보고는 곧 자기 블록을 조립한다.민재는

진석이가 가지고 내려온 블록을 모두 자

기 쪽으로 가져온다.

(18) 진석 야아∼. 시무룩한 표정으로 민재를 본다.

(19) 정모 김진석 진∼짜 화나.

김진석 진짜 부셔버리

고 싶어.

블록을 조립하면서 말을 했다.

..생략..

(20) 민재 야,임정모, 투발사

(x3)

정모를 본다.

(21) 정모 으아∼ 꽝∼. 나무블록장 안으로 블록을 쏘듯이 넣는

다.

(22) 민재 기 . 그 칸을 가리킨다.

(23) 정모 기 ?으악∼ 꽝∼. 블록으로 부딪친다.

(24) 셋은 웃는다.셋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

던 진석이 뒤돌아본다.그리고 아이들은

만들기를 시작한다.

(25) 진석 이야∼ 펑∼. 진석이 허리를 돌려 자기 것을 아이들

사이의 바닥에 떨어트린다.민재가 그것

을 본다.

(26) 민재 의 기지가 여기 있

는 거야,알았지?

“여기”라고 할 때 블록 역 밖의 바닥을

손바닥으로 친다.

(27) 진석 나는 ()하니까 멀리

갈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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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민재 아니야. 는 멀리 가

서 놀아.

(29) 진석이 자기 블록을 힘껏 민다.블록은

교실 가운데까지 미끄러져 갔다.진석이

도 뒤따라가서 조립을 계속한다.

..생략..

(30) 성환이 와서 민재와 지오 사이에 앉았다.

아이들 가운데에는 민재와 지오가 조립

인 블록이 한아름 놓여 있다.성환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블록으로 만들기를 시

작한다.어딘가 다녀온 정모가 성환이의

바로 각선 뒤쪽에 앉는다.정모가 성환

이의 블록을 본다.

(31) 정모 야,그거 내 꺼 뺐어간

거지?

블록을 본다.

(32) 성환 뭐어∼.안 뺐어 갔어

∼.

정모를 슬쩍 본 뒤 만들기를 하며 답

한다.

(33) 정모 아니,이거∼. 손가락으로 성환이 앞의 블록을 가리킨

다.

(34) 성환 아니야∼.여기 있었어

∼.

블록에서 을 떼지 않는다.

(35) 정모 아∼ 치사하다∼.나쁘

다아∼.

앞을 보며 장난식으로 말한다.

(36) 성환 치사빤스,똥꼬빤스. 블록에서 을 떼지 않고 말한다.

(37) 정모 아,뭔 소리야? 웃음기 있는 얼굴로 성환을 휙 돌아보며

물었다.

(38) 성환 치사빤스라고. 블록에서 을 떼지 않고 말한다.

(39) 정모 우와! 라보∼. 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며 박수를 친다.

(40) 성환 조립을 계속 하면서 웃음을 띤다.

남자아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놀이는 쟁놀이이다. 쟁놀이는 폭

력성을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에 몇 몇 교사와 부모들에 의해 지

되기도 하지만 발달 ,사회정치 에서 권장되기도 한다

(Carlsson-Paige& Levin,1987).33)민재,지오,정모는 쟁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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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있다.이때 이들은 화와 행 를 서로 주고받는 상호참여의

형태를 보인다[(20-24)].34)놀이 사이에 다른 ‘친구사이’집단원이 들

락거리고,놀이 역할에 해 상 재 상이 일어나고,공간과 놀

잇감을 재배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세 아이의 놀이의 흐름은

보호되고 유지되었다(Mandell,1986). 의 시에서 정모는 민재의

블록을 깔고 앉거나 부셨고[(2)(8)]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정모를 보

았지만 정모의 장난 섞인 말과 표정에 민재도 같이 응수했고 둘

은 웃었다[(10)(11)].둘 사이에 ‘이 행동은 놀이’라는 모종의 합의가

있는 셈이었다.

Goffman(1986)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 행동은 실의 수많은 조

각(strip)들 지 -여기 나타난 조각을 찰하여 그 의미를 악한

뒤에 나오는 것이다.따라서 개인마다 지 앞의 상황을 해석한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주 의 모두가 같은 임을 공유할 때 사

회 행동의 조건이 만들어진다.즉,정모와 민재가 동일한 임

으로 서로의 행 를 해석한 것이다.마찬가지로 놀이 도 에 원의

한 명인 성환이가 놀이에 불쑥 들어와 말없이 블록을 만졌지만 무

리 없이 놀이가 진행되었다(30).그리고 블록을 두고 정모와 성환이

사이에 잠시 긴장이 있었지만 흐름은 유지되었다(31-40).이것은 자

기 블록을 만진 동 에 한 민재의 반응(3),그리고 진석에 한

정모의 반응(14)과는 매우 조 이다.두 아이는 동 이와 진석이

를 친구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아이들은 소속감을 드러내고자 할

때 ‘친구’라는 표 을 사용한다.

33) 쟁놀이는 아이들의 흥미를 북돋우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시 다양한 개념의 학습,

충동조 ,자립심을 키우며(ibid,1987),역할을 조정하고 이야기를 구성하기 해 상호

력하며,서로에게 정서 ‧신체 피해를 주지 않는다(Hart,&Tannock,2013).

34)지면상 생략된 화가 많다.세 아이는 서로 블록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고,

쟁놀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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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민재 나는 형님이지∼. 희의 형

님∼.

가은을 쳐다보며 말한다.

(2) 가은 아니,내가 형님이지. 종이학을 보면서 말한다.

(3) 지오,민재,가은이는 책상 가운

데로 학을 가져온다.

(4) 가은 내가 젤 크잖아∼.

(5) 민재 나,형,아기. 손가락으로 순서 로 가은이 학,

자기 것,지오 것을 가리키며 말

하고 웃는다.

(6) 진석 나는? 민재를 본다.

(7) 민재 나쁜 사람.칭∼. 종이학으로 진석이의 종이학에

부딪친다.

(8) 진석 말없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다.

(9) 지오 내 집은 여기야. 일 에 종이학을 올린다.

(10) 민재 여기가 집이야. 나, 나. 의 가은이를 놀이로 부른다.

(11) 진석 나도.우리 집이야,여기. 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12) 지오 야아,여긴 내 집이야. 기

서 가져오면 되잖아∼.

다시 자기 쪽으로 당기며 귀여운

말투로 말한다.

(13) 민재 맞아,우리들은 친구들이야. 아이들이 일 에 자기들 종이

학을 올린다.진석이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 시2]

2015.04.27.월요일.오 자유놀이시간,수조작 역.

상황:‘친구사이’집단 아이들이 교사가 만들어 종이학을 하나씩 가지고 여

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다.아래 장면은 그 하나의 상황이다.책상에

는 가은,민재,지오,진석이가 있다.

이 장면은 각자의 종이학의 크기를 재다가 가족놀이가 되어 가는

상황이다.민재는 가족 구성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진석이의 종이

학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구성원에서 제외시켰다(7).곧이어

지오가 책상 의 일을 집이라고 가정하자마자 민재가 그 집으로

들어와서 가은이를 부른다(10).가은이가 집으로 들어가기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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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이가 나타나 일을 자기 쪽으로 당겼고 지오가 자기 집을 가

져가지 말라는 의미의 말을 한다(11-12).35)이에 민재가 지오의 말

에 동의하면서 ‘친구’를 언 한다(13).맥락 상 민재가 말한 친구는

그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진석이에게 출입 권한은 주어

지지 않았다.친구가 아니라는 의미 다.Corsaro(1985)에 따르면 친

구를 언 하는 것은 놀이참여 략(“우리 친구 맞지∼”)이면서도 놀

이의 흐름이 유지되는 상호 공간(interactivespace)을 침범당하지

않기 한 략이다.[ 시2]에서 친구라는 말이 언 된 뒤 일어난

‘종이학을 한 일 에 올려놓는 집단 행 ’는 외부인으로부터

상호공간의 침범을 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의 결속력을 보여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친구 계임을 명시하고 확인하는 것은 놀

이에 참여하기 한 방편인 한편,자연스럽게 놀이에서 배제하는 방

편이기도 하다(Corsaro,1985).

[ 시3]

2015.04.20.월요일.오 자유놀이시간,쌓기 역.

상황:지오와 민재가 마주앉아 블록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다.진석이가 민재에

게 다가온다.진석을 본 민재는 앉은 채 “취,취”하며 진석이를 향해 팔

로 막는 시늉을 한다.진석이는 “나 드래곤 안 만질 거야,안 만질 거야”

라고 말하며 민재 을 돌아 블록장으로 간 뒤 앉아서 블록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다.민재가 만들고 있던 것이 블록 드래곤이었다.

[ 시4]

2015.04.29.수요일.오 자유놀이시간,언어 역.

상황:동수,태훈, 동이가 방과후 로그램 신청에 한 이야기를 하는 이

다.어디선가 나타난 진석이가 화에 합류하려 한다.

35)이 상황에서 마치 가은이와 지오도 진석이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니

었다.지오는 아마 자기가 집이라고 규정한 일을 진석이가 잡아 당겼기 때문에 다른

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찰 동안 가은이와 지오는 진석이와 특별히 친

하지는 않았지만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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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태훈- 동 나 클 이 신청했는데.

(2) 진석-태훈 야,나 미술 신청했어. 태훈의 팔을 만진다.

(3) 동수- 동 나도 창의미술이야.

(4) 태훈 난 고 신청했어.

(5) 진석-태훈 나도 고 신청했는데. 태훈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6) 태훈이 민재와 다른 곳으로 간다.

진석이 따라간다.

(7) 진석-태훈 야,나도 고 신청했어.

나도 고 신청했는데.

태훈이를 따라가며 태훈의 뒤에

서 말한다.

(8) 태훈은 민재와 이야기를 하고 있

다.진석은 태훈을 보며 말한다.

(9) 진석-태훈 야∼, 같다. 태훈의 팔을 만진다.(같은 활동

을 신청했다는 의미에서 ‘같다’

라고 말한 것)

(10) 태훈은 진석을 보지 않고 민재와

계속 이야기 이다.

(11) 진석-태훈 같다∼. 태훈의 얼굴을 보며 말한다.

(12) 태훈의 답을 기다리는 듯 진석

은 태훈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

다.태훈과 민재가 아이클 이 이

야기를 하고 있다.진석은 한참

둘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다가

다른 곳으로 뛰어 간다.

Corsaro(1985)는 래집단이 외부자의 참여 시도를 거부하는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①정당한 이유가 없는 언어 거부(“싫어,안

돼”),②없던 규칙 만들기(“맨발로는 안 돼”),③물건이나 공간에

한 소유권 주장하기(“내가 먼 잡았어”),④공간이나 인원수의 제한

언 하기(“여기 다 찼어”).⑤친구이기를 거부하기(“ 랑 친구 안

해”)가 그것이다.[ 시2]에서 진석이의 요청에 계속 ‘안 돼’라고 반

응했던 민재가 ①에 해당한다.그러나 [ 시3]과 [ 시4]의 행 는

Corsaro의 분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시3]은 진석이가 쌓기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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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는 것을 본 민재가 행동으로 거부하는 장면이다.민재의 행동

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언어 거부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

동 거부로 볼 수 있다. [ 시4]에서 진석이가 다섯 차례에 걸

쳐 말을 걸었지만[(2)(5)(7)(9)(11)]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태

훈이의 략은 참여 시도에 한 무시 략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배제의 래문화는 공 역에서 일어났다.그러나 아이

들은 진석이에게는 집단에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 사물과 공

간의 공유까지 거부했다.마치 공 공간이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과도 같았다.교실 안 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 행

가 으 공 행 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교실 안에서 논

의되는 사 ・공 역의 구분에는 사유화된 공 역이라는 개념

이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놀잇감과 권력

래문화는 유아들 사이에 활동,일상,인공물,가치 , 심사가 공

통 으로 만들어지고,공유되는 것(Corsaro,2000)이라는 에서 집

단 행 이다.‘친구사이’집단의 심축이 되는 동수와 성환이는

작년부터 단짝이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작년부터 이 유치원에 재원

을 해 온 아이들이었다.이 아이들은 유사한 심사를 공유한다.

래들이 집단 안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미디어,동화책,미신과

같은 상징 문화는 집단 행 의 일차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Cosaro,2011).'친구사이'집단의 집단 행 를 이끄는 원천

하나는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놀잇감이다.그러한 놀잇감 하나가

상업 놀잇감인 요괴워치이다.

흔히 교실에는 외부로부터 상업 놀잇감을 반입하는 것이 지되

어 있지만 열매반은 외 다.그러나 열매반에도 이에 한 규칙은

있었다.유치원에 가지고 오지 않기,가지고 왔다면 집에 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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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넣어두기,친구와 교환하지 않기가 그것이다.상업 놀잇감

이 열매반 래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사가 무조건

으로 반입을 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냥,아이들이라면 조 은 산만하고 조 은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

요.규칙을 딱딱 지키면서 하기가 어려운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

들이니까 당연하지,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뭐,아무래도 놀고 싶

은 게 먼 일거고 아직은.자기가 분명히 약속이 있는걸 알면서도 그걸 못 지

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서 시간은 조 더 주는 거거든요.

(2015.04.30.열매반 교사 면담)

아이들이기에 인기 있는 상업 놀잇감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

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교사는 강제를 동원하여 아이들의 욕구를

무조건 억 르는 훈육 방식에는 반 하는 입장이었다.

동수,성환,정모가 등원을 할 때면 문 밖 복도에서부터 요괴메달

이야기가 오간다.한 아이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면 그 주 로

모인 아이들은 ‘내 것과 바꾸자’‘한번만 보자’는 요청을 한다.그에

해 주인은 ‘싫어’‘ 뭐 래’‘나도 보여줘’와 같은 반응을 보인

다.이 화 끝에 요괴에 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래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이러한 사회 참여와 공유(Corsaro,2003)

는 ‘친구사이’집단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 시5]

2015.04.17. 요일.오 자유놀이시간,사물함 앞.

상황:유치원에서 일상 으로 벌어지는 요괴워치와 련된 장면이다.

동수가 교실 문을 들어섰다.정모,민재가 동수에게 다가갔다.동수는 가방에서

요괴메달을 꺼낸다.다른 아이들도 주머니에 있는 요괴메달을 꺼낸다.아이들

은 서로의 것을 본다.

동:“내 꺼하고 바꾸자.”

동수가 답을 안 한 채 자기 메달을 보고 있다.

동:“요괴 에서 가 제일 좋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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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어..닌자스?”

동:“사 이냥.”

태훈:“한동수. 네 집에 트로박스 있어?”

동수:“난 있어.야,성난사자도 있어.”

태훈:“난,성난사자..우리 집에 있어.”

동:“나도 있어. 혹시 바보빌리 있냐?바보빌리.”

태훈:“한동수한테 바보빌리 있는데.”

동수:“근데 멍청한코끼리 우리 집에 있는데.”

[ 시5]는 ‘친구사이’집단이 캐릭터 정보를 공유하는 장면이다.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잇감 보여주기,교환하기,정보 교환하기,놀이

로 활용하기는 일상 인 행 다.이 행 는 나 에는 캐릭터 이름

을 종이에 로 쓰는 놀이로도 발 하여 한동안 아이들이 모여 캐

릭터 이름을 기억해내고 서로에게 알려주기도 하 다.‘친구사이’집

단 밖의 아이들이 집단을 들락거리기도 했다.특히 지오와 태훈은 '

친구사이'집단과 잘 어울렸다.다른 남자 아이들과 일부 여자아이

들도 이러한 상업 놀잇감을 좋아했지만 ‘친구사이’집단의 놀잇감

을 향한 극성과 호기심,정보의 폭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크다.그래서 요괴 캐릭터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 아이들은 이 집단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상업 놀잇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친

구사이’집단의 참여와 공유를 이끌어내는 도구인 셈이다.아이들은

심 있는 물건을 보고,만지고,가지고 싶어 한다.그래서 인기 있

는 캐릭터는 그것에 심이 있는 아이들의 이목을 끈다.그 다음은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말이 등장한다.

“나도 하고 싶다”는 여러 형태로 활용된다.“나도 갖고 싶다”“나

도 보고 싶다”“나도 먹고 싶다”“나도 가고 싶다”와 같은 말은

심이 있는 물건이나 사안에 해 욕구를 드러내고,욕구를 충족시키

고자 하는 표 이다.무엇인가를 함께 하고 싶은 강한 참여의 욕구

가 래문화의 생성과 공유를 낳는다(Corsaro,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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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들이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그러나 ‘하고 싶은 욕구’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래문화의 형태와 지속성이 달라진다.인기 있는 놀잇감으로 하는

놀이는 매번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함께 하고 싶은 욕구를 높

인다.반면, 심을 얻는데 실패하는 놀이도 있다.

[ 시6]

2015.04.20.월요일.오 자유놀이시간,수조작 역.

동이가 종이를 었는데 우연히 그 모양이 요괴의 머리와 같았다. 동이는

“우와,우와”하면서 이리 리 돌려가며 그것을 본다.그리고 “내가 간다”하

며 그것을 손에 들고 공 에서 날리는 시늉을 한다.그것을 본 동수가 종이를

가지고 동이 으로 온다.요괴머리를 만드는 방법을 동이에게 묻는다.

동수:“나도 만들어줘.만들어,만들어줘.”

동수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몇 번 했지만 동이의 심은 요괴머리에 있었

고 곧 동수는 다른 곳으로 갔다. 동이는 요괴머리를 가지고 교실 가운데로

간다.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 라”하며 자랑을 한다.아이들은 힐끗 그것을

쳐다보고 심이 없는 듯 이내 시선을 돌린다.

동이가 만든 요괴머리는 동수에 의해 한 차례 심을 얻었으나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어떤 이유에서인지 요괴머

리는 공동의 심사를 불러일으킬만한 놀이가 될 수 없었다.그러나

어떤 놀이는 평소의 놀이 친구가 아닌 아이들까지도 잠시 동안이나

마 뭉치게 만든다.

[ 시7]

2015.04.22.수요일.오 자유놀이시간,언어 역

상황:교사가 잠시 교실을 나갔다.동 ,동수, 동 민재가 언어 역에 앉았

다.동수가 내 펜을 가지고 씨를 쓴다.가은이 나에게 왔다.

은:“(웃으며) 기 머리 긴 애 있죠?쟤 손에 뭐 들고 있죠? 거 껌인

데 그거 자기가 다 먹은 거래요.(웃는 얼굴로 징그럽다는 듯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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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팔을 흔든다)다시 뱉은 거래요.

연구자:“껌을 모으고 있어?”

은:“네.흐흐.씹고 뱉으고 씹고 뱉으고,으흐. 요, 기.아이들이

도망치고 있는 거 요.”

껌통을 앞세운 동 이가 은지와 동수를 따라다니고 있다.나와 이야기를 나

던 가은이도 그쪽으로 굳이 가더니 기꺼이 도망다니기를 택했다.앉아 있던

동이도 책상에서 일어나 합류했다.아이들은 동 이의 주목을 끌기 해 동

이 앞에서 재롱을 부리거나 박수를 친다.그러면 동 이가 껌통을 앞세워

쫒아가고 아이들은 웃으며 소리 지르며 도망간다.교사가 교실로 들어오자 동

이는 곧바로 책상으로 가서 앉는다.그 뒤 ‘껌 피하기 놀이’는 더 이상 일어

나지 않았다.

껌을 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아이들 사이에 공유의 지 을 마

련해주었다.씹었던 껌은 더럽다는 것과 그 더러운 껌을 내미는 것

은 놀이라는 암묵 합의,이 두 가지 지 에 의해 동 의 행 는

‘더러운 껌을 피하는 놀이’가 된 것이다.이 놀이는 요괴머리를 통해

시도된 동이의 놀이보다 더욱 심을 끌었다.이 장면은 단발 으

로 끝이 났으나 여러 아이들 사이에 공유되었고,특히 놀이집단 이

외의 아이들을 끌어 모았다.이것을 게릴라성 놀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듯하다.36)

게릴라성 놀이는 일시 으로 집단을 형성시키지만 지속 이지 못

하고 일시에 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이러한 놀이는 교실 곳곳에서

생성되고 사라진다.37)이 놀이는 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순간

으로 주 아이들을 끌어들일 정도로 순간 인 염성이 있었으나

휘발성이 강하 다.

상징물을 통한 놀이는 요괴워치와 같이 지속 이고,많은 아이들

36)게릴라성 놀이는 특별한 외부 자극(노랫말,요괴워치, 워 인 등의 공동 심사)에

의해 집단 간,개인 간 일시 으로 문화 공유 이 만들어지는 상을 지칭하고자 연

구자가 명명한 것이다.

37)성우가 간식시간에 만든 우유수염을 모두 따라했던 사례(2015.04.20.월),정모가 가지고

온 비타민과 껌에 아이들이 심을 보 던 사례(2015.04.20.월;04.22.수),정모와 동이

가 가지고 온 박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잠시 화재가 된 사건(2015.04.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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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동수는 일어난 뒤 다른 곳으로 가서 자리에

앉는다.진석,민재, 동,정모가 동수를 따

라간다.앉아 있는 동수 주 에 아이들이 서

있다.

(2) 동 나 하나 줘라.

(3) 동수 야, 가 날 도와

것도 없고..

팜 릿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4) 동 뭐해 까?() 까? 선 채 몸을 숙인 동이가 동수의 얼굴을

보면서 말한다.

(5) 동수는 아래를 보며 답 없이 가만히 있다.

동이는 동수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한다.동수가 손으로 어깨를 가리킨다.

(6) 동 여기? 동수가 가리킨 쪽을 주무른다.

(7) 동수가 손을 치우라는 듯 양손을 동이 손

에 다. 동이는 어깨 주무르기를 멈추었

고 동수는 조형 역으로 간다.남자 아이들

이 뒤따라간다.

이 참여하고,다양한 놀이로 발 하는 주상징물 놀이,동 이의 껌

처럼 주상징물만큼의 력을 가지지 못한 게릴라성 놀이로 구분

될 수 있다.그러나 동이의 요괴머리와 같이 력이 없는

비상징물도 있었다.주상징물 놀이나 게릴라성 놀이가 비상징물과는

달리 아이들의 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이 참여의 욕구를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력이 강한 상징물은 래들을

응집시키는 한편,권력욕을 만들어내기도 하 다.

[ 시8]

2015.04.27.월요일.오 자유놀이시간,교실 곳곳.

상황:동수의 팜 릿 속 만화캐릭터를 아이들이 탐내고 있다.

이날 동수는 공연 팜 릿을 가지고 왔다.팜 릿에는 만화 캐릭터들

이 그려져 있었고 동수가 그림을 하나씩 오려내자 아이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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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동수가 자리에 앉아 팜 릿을 펼친다.민재가

팜 릿에 그려진 캐릭터 하나를 손가락으

로 가리킨다.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캐릭터를

가리킨다.

(2) 민재 난 ( ).

(3) 동수 난 새미.

(4) 지오가 와서 손가락을 내민다.동수가 지오 손

을 잡아 올린다.

(5) 동수 루시로 해. 지오의 손을 잡은 채 말한다.

(6) 지오 아니야. 지오가 팔에 힘을 다.

(7) 동수 그럼 하지 마. 동수가 종이를 는다.

..생략..

(8) 동수, 동,민재가 한 책상에 있다.세 아이들

이 동수의 팜 릿을 보며 말한다.

(9) 동 그럼..우리 뭘로

고를까?

(10) 동수는 턱에 손을 괴고 팜 릿을 보고 있다.

(11) 동 난 이거. 동이 손가락으로 한 캐릭터를 가리킨다.

(12) 동수 얘가 얘거든.샘. 동수가 동이의 손을 팜 릿에서 치운다.

(13) 민재 난 볼트.

(14) 동수 그래.볼트 해라. 민재에게 팜 릿을 통째로 다.

(15) 민재 잘라?

달라고 했다.아이들이 따라다니자 동수는 자리를 이리 리 옮겨 다

녔다. 동이는 그림을 받아내기 해 동수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

했다.팜 릿의 캐릭터 그림을 얻고자 하는 동이의 강한 욕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이 장면을 후하여 동수가 권력자 행세를 하는

모습이 계속 목격이 되었다.

[ 시9]

2015.04.27.월요일.오 자유놀이시간,조형 역.

상황:동수가 팜 릿의 캐릭터를 나 어주기로 결심했다.캐릭터를 하나씩 오

려 친구들에게 나 어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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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진석 야,가질 사람∼. 조형 역에 앉아 동을 본다.

(2) 동 나,나,나,나. 동 이 어디선가 손을 번쩍 번쩍 들

며 나타난다.

(3) 진석 요괴메달 있어?

(4) 동 없는데.

(5) 진석 동 이는 나가주세요. 그런 후 동을 본다.

..생략..

(16) 동수 아니.

(17) 민재 그럼 가져?

(18) 동수 아니.

(19) 동 그럼 이건 어때?

자르면 어때?

가 를 팜 릿에 다.

(20) 동수 안 돼.

(21) 민재 한 개. 여러 캐릭터 하나를 자른다는 의미이다.

(22) 동수 안 돼.

(23) 동 자른다∼.땡땡땡. 가 질을 표 하는 소리를 낸다.

(24) 동수 야!내 거잖아.안

돼!

팜 릿을 가로채어 간다.

심을 끄는 물건은 권력의 바탕이 된다.아이들에게 권력은 거래

에,놀이에 구를 참여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힘이다.주목할

은 '친구사이'집단으로부터 참여를 거 당한 진석이도 권력자 행세

를 했다는 이다.그 배경에는 어머니가 사주었다는 요괴워치 캐릭

터가 있었다.

[ 시10]

2015.04.29.수요일.오 자유놀이시간,조형 역.

상황:진석이가 요괴워치 캐릭터인 가시냥을 교실에 가지고 왔다.다른 아이들

이 그것에 심을 보이자 가시냥을 앞세워 교실 이곳 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자랑하듯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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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석 그럼 먼 만드는 사람

일등.

종이 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가

시냥을 다고 공포한다.

(7) 동 나 만들 수 있어. 동이 을 크게 뜨면서 답하고

종이를 손으로 짚는다.

(8) 동 이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9) 진석 그리는 거 말고 만드는

거.

(10) 동 나 만들 수 있어. 을 다시 크게 뜬다.매직을 꺼낸

다.

(11) 동 그린 다음에.

(12) 진석 아니,그냥 그림 말고 그

냥 만드는 거.

(13) 동 나 알아.그린 다음에 자

를 수 있어.

(14) 진석 이동 도 해. 동 이는 동이가 종이 기하는 모

습을 보고 있다.

(15) 동이가 색종이를 가 로 자른다.

(16) 진석 일이삼사 땡.이삼사오육

칠팔구십 땡,땡이야,

가시냥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

찰 기간 내내 친구로부터 거 되어 왔던 진석이가 놀이에 참여할

아이를 선택하는 주체가 되었다.진석이는 자석비행기(04.23,목)와

색종이로 만든 종이공(04.21,화)을 몇 몇 아이들에게 자랑한 이

있지만 심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놀

잇감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날은 오 놀이 시간 내내 '친구사이'

집단인 동수,성환,지오, 동,태훈은 물론이고 그 외 아이들로부터

도 심을 받았다.그 시간 내내 진석이는 많은 아이들에게 “이거

까? 까?”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그리고 [ 시10]에서처럼 권력

을 행사했고[(5)(6)(14)] 동이는 그 놀잇감을 받기 해 진석이의

명령을 수행하려 했다[(7)(10)]. 찰 기에는 놀잇감과 권력의

계를 기 하지 않았었다.권력은 동수나 성환이와 같은 인기아,즉

인 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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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의 권력욕을 보면 유아의 권력은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로부터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은 한 행 와 집단 항

[ 시11]

2015.04.17. 요일.오 자유놀이시간,사물함 앞.

정모,동수,민재,지오가 사물함 앞에 머리를 맞 채 아래를 보고 서 있다.

각자의 손에는 요괴메달이 들려있다.지오가 동수에게 자기 것과 바꾸자고 한

다.민재가 에서 선생님이 바꾸는 거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한다.그리고

곧 아이들은 주머니에 요괴메달을 넣고 다른 곳으로 흩어진다.지오에게 요괴

메달을 교실에 가지고 오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그 다고 답했다.

열매반 등원시간에 볼 수 있는 장면이다.은 한 행 는 교실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몰래함으로써 교실 규칙을 어기는 행 이다.

은 한 행 하나가 외부 물건을 몰래 교환하는 것이다.

은 한 행 가 일어나는 곳은 열매반의 가장자리에 있는 언어 역

이다.언어 역은 교실 모서리에 자리하고 있다.교사가 의자에 앉

아 고개를 들면 교사의 시야에 언어 역과 미술 역이 들어온다.교

사 뒤쪽에는 수조작,음률,역할,쌓기 역이 있다.뒤쪽 역들은

교사와 거리가 가깝고 공간을 구분해주는 역장이 없다.그러나 언

어 역과 미술 역은 교사 책상으로 가로막 있어 교사와 분리된

느낌이고 교사와의 거리도 더 멀다.미술 역은 언제나 여자아이들

로 가득 차 있고,언어 역은 상 으로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다.그래서 두세 명의 아이가 비어있는 언어 역 책상 뒤로 가

서 몸을 웅크리면 교실 어느 곳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된다.언어

역은 은 한 문화가 태생하기에 합한 장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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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찬 요괴메∼달. 손에 들고 있던 원통에서 요괴메달을

꺼내어 자랑하듯 보여 다.

[ 시12]

2015.04.20.월요일.오 자유놀이시간.언어 역.

언어 역 구석에 동 ,동수,민재가 웅크리고 있다.동수의 손에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비타민들이 쥐어져 있다.동 과 민재가 “난 얘할래”라고 하면서

특정 캐릭터가 그려진 비타민을 달라고 한다.

동수:“알았어. 게, 게.”

동수가 지를 만지작거린다.아이들이 바닥에 앉는다.동 이 주머니에서 마

법천자문 카드를 꺼낸다.

동 :“야,이거랑 바꾸자.”

동 이 카드와 비타민의 교환을 제안한다.동수가 카드를 건네받는다.

동 :“빨리 줘.”

동수가 비타민을 뜯는다.교환된 비타민과 카드는 각자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은 한 거래는 종료되었다.

은 한 행 를 하는 아이들의 행동은 모두 비슷하다.웅크리고 있거

나 교사 치를 보고,주머니에서 슬그머니 물건을 꺼내어 살짝 보

고 다시 넣는다.‘구석의 공간은 공공연한 타인의 시선,특히 교사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으로써 모종의 규범이나 사회 압력으

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놀이를 가능하게 해 다( 가일,2013:171).’

아이들에게 언어 역은 공동의 사 행 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셈

이다.은 한 행 는 시간과도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13]

2015.04.28.화요일.오 간식시간,사물함 앞.

상황:간식시간이 되어 모두 1층으로 내려갔다.늦게 도착한 수찬이가 교실로

들어와 가방을 벗고 옷을 정리한다.식당으로 내려갔던 동수와 성환이

교실로 들어온다.수찬이는 가방에서 꺼낸 원통을 열고 요괴메달을 꺼내

어 두 아이에게 보여주며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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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수 무슨 요괴메달?야,최가

은 요괴메달 있는데 선

생님한테 이를게.

수찬의 말에 반응을 보이다가 곧바로

성환이에게 말을 한다.

(3) 성환-

동수

아니,아니,이르지 마.

(4) 동수-

성환

왜?

(5) 성환-

동수

뭔지 보자.

(6) 사물함에서 가은이의 가방을 찾아 열

고 요괴메달을 본다.

(7) 성환-

동수

야,이거 무슨 냥이야?

(8) 동수-

성환

00냥 같은데 00냥.

(9) 성환-

동수

야,우리 최가은 꺼 가지

고 갈까?

가은이의 요괴메달에서 을 떼지 않

고 말을 한다.

(10) 성환-

모두

야,요괴가족 있어.야,

나 비타민 주면 안 돼?

자신의 요괴가족 메달을 보여주고는

수찬이에게 비타민을 달라고 한다.

(11) 수찬-

성환

자. 수찬이 비타민을 건넨다.

(12) 성환-

수찬

오 이,고마워∼.

(13) 교사 가방 정리하고 얼른 옵

니다.

교사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말

한다.

(14) 정모가 벌떡 일어나 나간다.성환이도

가은이의 요괴메달을 가방에 다시 넣

고 나간다.수찬도 바쁘게 움직인다.

간식은 교실 안이나 1층 식당에서 제공된다.이 장면은 모두가 식당

으로 내려간 날에 찰되었다.38)교실에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은 은

38)평소 간식시간에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었으나 찰노트를 정리하기 해 한날 교실에

남아 있었던 이 있었다.그날 식당으로 내려갔던 두 아이가 교사 몰래 다시 올라왔고,

늦게 등원을 한 아이가 합세했다.그 후 식당 간식이 있는 날에는 교실에 앉아서 몰래

되돌아오는 아이들을 찰하려 했지만 그러한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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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 가 공공연하고 담한 행 로 바 는 시간이었다.몰래 교

실로 올라온 아이들은 상징물과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비타민 자랑

(1),가방을 뒤지는 담한 행 (6),타인의 물건을 사유화하자는 논

의(9),물건의 교환 모의(10)를 했다.이러한 행 들은 평소 교실에

서 일어난 은 함을 넘어서는 과잉 반 행 다.이 공공연한 과

잉 반행 가 나타난 것은 자신들의 행 를 제한할 구도 없었기

에 가능한 듯 보 다.39)

규칙이 있는 단체 생활 공간에는 질서정연한 행 이면에 반과

항이 있는 다른 삶의 층 인 은 한 삶(underlife)이 존재하기

마련이다.Goffman(1961:189)에 따르면 ‘규칙이 있는 공간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승인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승인받지 못하는 목

,혹은 둘 모두를 활용하여 기 에서 원하는 행 와 모습을 상습

으로 피하려고 한다.’이것을 Goffman은 ‘생 응(secondary

adjustment)’이라고 칭하 다. 생 응 행동은 집단 정체성을 키

워주고 개인 흥미와 목표를 손에 쥐게 해주는 도구이다(Corsaro,

2011).열매반 아이들은 Corsaro(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사의

을 피해 청소시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 으로 도망 다니기도 했

다.이러한 권 에 한 집단 도 은 유치원을 막론하고 규칙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나타나게 마련이다(Goffman,1961).

2) 열매반 래문화를 통해 살펴본 자유

찰 결과,유아의 자율 선택과 참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

타났다.첫째,놀잇감을 심으로 일방 인 참여와 배제의 모습이

39)내가 근처에 있었지만 아이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연구자는 성인이지만 자신들의 행

를 단하거나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다.아이들은 교사

치를 보면서도 나에게는 주머니에서 요괴메달을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찰자로서 아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해서는 험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를 하지 않으려는 노

력을 한 덕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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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징물 놀이 비상징물 게릴라성 상징물

지속성 강함: 찰 기간 내내 없음 약함:몇 분

염성 강함: 부분의 아이들이 공유 없음 강함:주 아이들이 공유

발 성
있음:교환,이야기나 기,캐

릭터 이름을 로 옮겨 쓰기
없음

있음:자투리 시트지 놀이

가 가면놀이로 발

반성
있음:은 한 놀이,권력 형성,

과잉 반행
없음

상징물에 따라 다름:껌놀

이와 시트지 놀이는 반

성이 있었으나 우유수염은

규칙에 반하지 않음

<표 IV-1>상징물을 통해 본 래문화 형성의 조건 차이

나타났다.둘째,소유물을 심으로 권력이 형성되고,집단에 의해

사유화된 공 역이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놀이의 허용과 놀잇감

의 박탈을 결정하는 사람과 집단이 생겼다.셋째,선택과 참여를

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이러한 발견을 심으로 래문화의

선택과 참여의 양상을 기술한다.

(1)놀잇감에 따른 참여와 배제

래문화는 놀이를 심으로 생성되고 소멸되었다.이때 놀이의 매

력은 놀잇감으로부터 나오기도 했고,놀이 자체로부터 나오기도 했

다.놀잇감의 종류에 따라 래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찰에 따르면 심의 심에 있는 요괴워치 놀이(주상징물 놀이),

놀이로 이어지지 못한 동이의 요괴머리(비상징물),동 이의 껌놀

이(게릴라성 놀이)는 서로 특징이 달랐다. 래문화의 생성은 얼마

나 많은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가( 염성),얼마나 오래 지속

되는가(지속성),다른 형태로 변형・발 하는가(발 성),규칙에

배되는 요소는 없는가( 반성)라는 네 가지 조건에 달린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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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징물 놀이는 력이 강한만큼 공유되는 경향이 있다.게릴라

성 놀이는 <표IV-1>의 첫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주상징물

놀이에 비해 약하다.그리고 순간 으로 많은 아이들을 놀이에 참여

시키지만 지속시간은 길지 않았고,규칙에 해될 수는 있지만 주상

징물 놀이에 비해 은 하거나 과잉 반은 아니었으며,그 몇몇

은 규칙에 반하지 않았다.이 두 상징물을 통한 놀이와는 달리 비상

징물은 흥미를 자아내는데 실패하여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고 놀이

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들을 보면 주상징물 놀이는 래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축이 될 수 있다.따라서 이 게 인기가 높은 놀잇감을 소유한 아이

에게는 권력이 생기기도 한다.소유권을 가진 아이는 그 놀잇감을

구에게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고,아이들은 소유자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아이들은 물건을 지 말지를 결정하는 허가의 통제권

을 가진 이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Neary,

Friedman& Burnstein,2009).[ 시9]의 팜 릿 속 캐릭터를 선택

하는 상황에서 소유자인 동수는 지오에게 특정 캐릭터를 선택할 것

을 지정해 주었고(“ 루시로 해”),거부할 시 선택을 못하게 했다

(“그럼 하지 마”).[ 시10]에서 캐릭터를 가지고 있던 진석이도

외가 아니었다.진석이는 캐릭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아이가 그에

상응하는 놀잇감이 없자 놀이에서 제외시키려 했다(“동 이는 나가

주세요∼”).그리고 종이 기를 하지 않으면 캐릭터를 주지 않을 것

이라는 일종의 박을 했고(“가시냥 안 다”),경쟁을 붙 으며(“먼

만드는 사람 일등”),종이 기를 시작하도록 명령했다(“이동 도

해”). 박과 명령과 같은 권력의 행사에 지오와 동 이의 놀이참여

는 좌 되었다.그러나 이 와 에 동이는 자기는 그리기, 기,자

르기까지 다 할 수 있다며 열심히 종이를 었다.‘사 소유물’은

권력에 순종하는 인간( 동)과 항하는 인간(지오)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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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사 소유물에 내포된 권력과 권력행사의 결과

사 소유물로부터 주어진 힘이 다른 아이들의 자율 선택과 참여

를 해하는 간섭으로 작동했다.

공 놀잇감 역시 군가에게 소유되었다는 에서 사 소유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교실에 비치된 놀잇감들은 공공성을 가지지

만 먼 손에 넣은 사람의 소유가 되고,해당 아이는 소유권을 주장

한다.이것은 아이들이 물건의 역사를 통해 그 소유자를 추측하는

‘첫 소유에 한 편견’에 기인한다(Friedmanetal.,2013).특히 아이

들은 노력이 들어간 물건에 해서는 단순히 손에 쥐고 있는 물건

보다 더 큰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다(Kanngiesser,Gjersoe,& Hood,

2010). 를 들면,손에 들고 있는 하나의 블록 조각보다 직 조립

한 블록작품에 더 큰 소유권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2]에서 정모

가 진석이에게,민재가 동 이에게 “이거 내꺼야”라고 했던 말은 소

유권의 주장이었다.소유권의 주장에 아이들이 조용히 물러간 것은

모두가 같은 소유권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탓으로 보인다.사유화

된 공 소유물을 가진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의 선택과 참여를 방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공 놀잇감이라고 해도 군가에

의해 소유가 된 이상 사 소유물처럼 다루어질 수 있다.다만 인기

있는 사 소유물이 소유자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에 반해 사유화된

공 소유물은 그만큼의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각 소유 주체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지만 자는 특정인의 소유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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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것’이라면 후자는 ‘유동 인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이

지 에서 권력이 주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

측이 가능하다.

(2)선택과 참여의 허용과 박탈

사유화된 공 역은 놀이 역과 놀이 역 안의 놀잇감이 하나의

래집단에 의해서만 공유되는 역이다.이 역 안에서 진석이는

놀잇감의 선택과 놀이에의 참여를 거부당하 다([ 시2]).이러한 참

여와 참여 거부의 양상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논의로 공 역의 사유화는 같은 래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 의해 놀이 역이 령될 때 나타날 수 있다.[ 시2]에서 쌓

기놀이 역에 있던 아이들 진석이를 제외한 세 아이는 같은

래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이 세 아이들이 부분의 블록을 차지했

고,진석이에게 블록을 나 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쌓기 역으

로부터 멀리 보내기까지 했다.진석이가 쫒겨난 것은 쌓기 역이 한

문화를 공유하는 아이들에 의해 령당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의는 [ 시2]에서 진석이에게 보 던 극 이고

인 거부와 동 이에게 드러내었던 소극 거부에 한 것이다.이

차이는 공 역을 사유화한 내집단원들이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

이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 다.공 역을 사유화한 내집

단원들의 거부는 모든 외집단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컨 ,

진석이와 동 이가 공 놀잇감을 선택하려고 할 때 두 아이에

한 ‘친구사이’집단의 반응이 달랐다.진석이의 선택에는 강한 반발

(“이거 내거야!”)이 있었으나 동 이의 선택에는 약한 반발(“이거 내

건데”)이 있었다.그러나 정모나 성환이 같은 내집단 아이들이 말없

이 블록을 만질 때는 큰 갈등 없이 블록이 공유되었다.이 태도의



-79-

차이는 선택 주체에 따른 차이 다.사유화된 공 소유물을 공유할

지의 여부는 선택과 참여의 주체가 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만약

소유권만의 문제 다면 진석이,동 이를 하는 태도와 내집단원을

하는 태도가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사유화된 공

소유물은 집단 으로 사유화된 공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소유물에 한 선택 가능성과 놀이에의 참여 가능성은

일련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한 로 진석이는 정모에게 블록

을 모두 빼앗겼다가 몇 개를 되찾아왔고 그것들로 뭔가를 만들어

놀이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했다([ 시2]).진석이의 참여 실패가 말

해주는 바는 블록 놀이에 참여를 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블록을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진석이가 블록을 빼앗겼다면 놀이

시도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즉,블록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블

록 놀이에의 참여가 뒤따라 올 수 있다.외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선택이라는 소극 자유가 가능해야 행 라는 극 자유도 가능

해진다는 MacCallum(1967)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네 번째,진석이가 ‘친구사이’집단의 자율 선택과 참여에 한

간섭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아이들은 놀이의 흐름을 유지하

기를 원하고,그것을 방해하는 이를 침입자로 해석한다.이러한

Corsaro의 논의에 따르면 진석이의 참여 노력은 ‘친구사이’집단원

들의 원활한 선택과 참여에 한 간섭이 될 수 있다.이 경우,진석

이와 ‘친구사이’집단은 선택과 참여를 서로 방해하는 계인 셈이

다.원활한 놀이란 놀잇감의 선택과 놀이에의 참여가 자유로운 놀이

인 것이다.이러한 자유로운 놀이가 가능한 래들은 자유의 궁합이

맞는 친구이다.따라서 자신들의 놀이에 군가의 선택과 참여를 허

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아이들은 자유의 궁합을 고려

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권 의 필요성이다.Noles,Frank와 Keil(2011)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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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군가의 신체 ,인지 자원을 사용하고 그에 한 근을

제한하는 능력이 있음이 증명될 때 생긴다는 Demsetz의 의견을 기

반으로 법 제제가 가해지기 까지 령된 어떠한 것은 정령 집

단의 소유물이라고 했다.그 시로 노 지법이 나오기 까지의

흑인들,경찰이 개입하기 까지의 특정 단체에 령당한 공공 놀이

터의 를 들었다.이 논의는 공 역인 쌓기놀이 역이 진석이

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공유되기 해서는 법 제재,즉 교사

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3)선택과 참여의 제약 조건과 제약 탈피 노력

Feinberg(1973)에 따르면 개인의 부족한 능력도 자유를 방해하는 외

간섭이 될 수 있다.여기에서는 진석이가 선택과 참여로부터 배

제되는 이유를 능력의 에서 살펴보고,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려

는 진석이의 노력을 살펴본다.

가)선택과 참여를 제약하는 개인 조건

놀이에서 지속 으로 거부되는 진석이의 간 한 참여 노력은 곳곳

에서 나타났다.블록으로 공격 해보기,같은 주제로 이야기에 끼어

들기 등 많은 참여 시도를 했지만 진석이는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참여를 방해 당했다.교사 역시 진석이의 이러한 특징을 알고 있었

고 친구와의 거리를 좁 주기 해 노력을 했다.

진석이를 많이 걱정하는 편이에요. 에 법 만들기를 하면서 소그룹활동을

한 이 있어요.그때 진석이를 가은이와 다른 친구로 한 그룹으로 해서

활동을 시켰어요.활동을 시켰는데 시간 내에 못했어요.그런데 심을 먹고

오더니 가은이가 진석이한테 빨리 와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진석이가 굉

장히 기뻐하는 거 요.소그룹을 할 때는 제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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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이는 다른 친구랑 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그래서 활동을 할 때는

진석이를 해서 제가 조 씩 개입을 해요.(생략)그 지만 놀이 상황에서는

동수한테 진석이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한다 해도 그 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 요.문제는 동수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그래도 여러

번의 지속 인 계가 있으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공통 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진석이는 우선 최 한 많은 계를 경험하는 것이 먼 일거 요.진석

이는 아직 맞는 친구를 찾지 못한 거 요.

(2015.04.30.열매반 교사 면담)

교사는 친구와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진석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

다.그러나 교사는 진석이 에 친구를 고정 으로 붙여 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다른 아이들이 그 듯 다양한

계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맞는 친구를 찾는 것이 진석

이와 그 친구의 자유를 존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진석이가 ‘친구사이’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은 일차 으로 진

석이를 받아주지 않는 집단의 문화 때문이다.유치원 시 의 아이들

은 친구와 놀이친구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Howesetal.,1988)는

에서 진석이는 매력 인 놀이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다.진석이의

선택과 참여가 제약되는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을 통해 능력의 측면에서 자유제한 조건을 살펴본다.

진석이의 참여를 제약하는 첫 번째 조건은 언어에 있다고 생각된

다. 래들 사이에 상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해서 가장 필

요한 것이 의사소통능력이다.성공 담화의 제는 상호작용 상황

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에 한 합의와 상호 수용되는 방향으로 진

행되는 화이다(Grice,Cole,& Morgan,1975).이해력에는 문제가

없어보 지만 진석이는 작은 목소리,알아듣기 힘든 발음,높낮이가

없는 억양을 가지고 있다.진석이가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진석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답을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

다. 화를 명확하게 시작하고 상황에 맞게 응답을 하며 친구별로

놀이 근 방식을 달리 하는 인기아(Hazen& Black,1989)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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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지오 나는 갈매기야. 까악,

까악,까악∼.

민재에게 종이학을 가까이 다.민재가

웃는다.

진석 나도∼. 손을 내민다.

민재 안 돼. 종이학을 쥔 자신의 손을 뒤로 뺀다.

진석 악. 민재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내

며 놀이에 참여하려고 한다.

2 진석 나도 주라∼. 정모가 가져온 비타민을 본 진석이가 정

모를 따라 다니며 말한다.

정모 싫어. 진석을 한 번 쳐다보고는 뒤돌아간다.

3 진석 한 번 볼래. 동수와 가은이가 보고 있던 팜 릿을

진석이가 낚아채며 말한다.

가은 그거 한동수건데.

진석 한 번 볼래.

가은 한동수거야.줘!

의 모습이었다. 화를 통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기 어렵고,친구들 사이에서도 사회 으로 유능하지 못

한 아이로 보일 수 있다(Hemphill& Siperstein,1990).진석이의 의

사소통 능력의 문제는 래 계를 제약하는 조건인 셈이다.

진석이의 두 번째 자유제약 조건은 래문화의 의례에 한 이해

부족이다.의례는 견고하게 패턴화된 행동을 통해 의미를 규정한다

(Geertz,2012).의례 행 에는 일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Goffman(1971)은 군가에게 다가서기와 물러나기를 근의례

(accessritual)라고 표 했다.이미 진행되고 있는 놀이 상황에 근

할 때 아이들은 ‘비언어 근(말없이 다가가 놀잇감을 하나 짚는

것)’‘친 감 언 (“우리 친구지∼”)’과 같은 근의례를 사용한다

(Corsaro,1985).이와는 다른 진석이의 근방식을 보여주는 시는

다음과 같다.

[ 시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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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석 나 이거 줘라. 진석이가 동수의 팜 릿을 잡는다.

동수 싫어, 안 돼.안 돼.

안 돼.

진석이 얼굴 가까이 자기 얼굴을 며

말한다.

5 진석 나 요괴메달 다섯 개

있는∼데. 까?

동이에게 말한다.

진석 야∼ 가시냥,짜잔. 화장실로 가서 안에 있는 반 아이에

게 말한다.

진석 야∼ 가시냥이다∼. 교실로 돌아와서 자랑을 이어간다.얼굴

을 동수 얼굴에 가까이 며 말한다.

진석이가 사용한 근의례는 일방 으로 요구하고,붙잡고,보여주

는 방식이다.친구와의 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와 차를

무시한 특징이 보인다.이것은 래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상호작용

의 시작 방법을 모르는데서 기인한다.문화 지식의 부재는 자율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래와의 사회 상호작용의 성공과 실패는

해당 집단에 한 근,해석,문화 지식의 구축과 그러한 구축의

일부를 차지하는 당사자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Kantor,Elgas

& Fernie,1993).따라서 참여의 자유를 리기 해서 진석이는

래문화에 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근 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략의 기 에는 래문화에 한 문화 지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진석이는 권 를 활용하지 않았다.공 역에서의

선택과 참여가 거부되거나 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 다른 아

이들은 교사를 찾아가는데 반해 진석이는 단 한 번도 교사를 찾아

가지 않았다.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자신

의 자유가 침범당할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권 자인 교사에게 도움

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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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진석 야,야,얘들아, ,

.화살이 나오는

자동차.(x3)

아무도 보지 않는다.

(2) 진석 하얀색 블록을 하나 든다.

(3) 진석 이거 필요한 사람∼.

(4) 아이들은 답이 없이 자기 것을 만들고

있다.진석이는 민재에게 계속 말을 한다.

(5) 태훈 악당 해라.

(6) 지오 악당 싫어∼.

(7) 진석이가 뜸 말한다.

(8) 진석 악당,내가 할까?야,

악당 내가 할까?

두 아이를 번갈아보며 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말한다.

(9) 태훈

지오

어!그래,그래!니가

해.

(10) 민재 나?

(11) 지오 아니,얘.김진석,

착한 애.

(12) 진석이가 민재를 보며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며 웃는다.다섯 아이는 갑자기

한 듯 블록을 만든다.

(13) 진석 야,이거 . 지오 것을 자기 것으로 때린다.

(14) 진석이 고개를 들고 아이들을 둘러본다.

(15) 진석 야,야,괴물놀이 할

사람, 괴물놀이 할

나)선택과 참여의 제약 탈피 노력

진석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놀이에 참여하기 해 존재감을 계속

피력했으나 매번 실패를 거듭했다.그러던 와 에 진석이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시14]

2015.04.28.화요일.오 자유놀이시간,쌓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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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16) 지오가 손을 든다.

(17) 태훈 나,나,나,나. 태훈도 손을 든다.

(18) 민재 나.. 민재는 두 아이가 손을 드는 것을 보고

따라 들려고 하다가 진석이를 보고 손을

내린다.

(19) 진석 임정모는?임정모는? 말이 빨라졌다.격앙된 듯하다.

(20) 정모는 심 없다는 듯 자기 블록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21) 진석 네 명에∼ 나는.. 한

명은 악당이야∼.

자기를 가리키며 웃으며 말한다.

(22) 지오 그래, 는 악당이야. 진석을 가리킨다.

이 시 속에는 진석이의 참여욕구가 고스란히 들어있다.놀이 내내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엿보던 진석이는 악당이 되기로 선택했고 아

이들로부터 드디어 놀이 친구로 받아들여졌다.그 뒤로 진석이는 신

나보 다.목소리가 커졌고,말도 많아졌다. 구도 원하지 않는 악

당이 되기로 한 것은 놀이에 참여하기 한 진석이의 선택이었다.

앞서 선택과 참여의 계를 연속 과정으로 보았다.블록놀이에

참여하기 해서는 우선 블록을 소유(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지 껏 쌓기 역에서 진석이는 몇 개의 블록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참여를 거부당했다.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해 진석이는

악당이 되기를 선택했고,놀이참여가 가능해졌다.놀이에 참여를 하

기 해서는 블록과 악당역할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이 필요했던 셈

이다.악당역할은 자유 제약 조건을 벗어나기 한 안 선택이었

다.그러나 이러한 성공 인 선택과 참여도 오래가지 못했다.아이

들의 공격을 받아내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놀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는 완 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듯

했다.자유의 조건에는 진석이의 노력,교사의 재, 래 일원들의

생각의 변화가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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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교사 강낭콩 보고 싶은 친구 오세요,

(2) 요, 요,

2. 열매반 아이들과 교사의 만남:일상과 일과

지 까지 놀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아이들의 선택과 참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놀이시간은 교사의 간섭이나 개입이 거의 나타나지 않

는 아이들만의 시간이었다.아이들은 나름 로 즐겁게 놀이를 즐기

기도 했지만 권력이나 사유화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아이들만

의 시간이 아닌 교사가 본격 으로 개입하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의

자유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그리고 교사의 권 는 어떤 모습일

까.이 모습들을 살펴보기 해 교사와의 만남을 일상과 일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일상은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일상 화 상황,

아이들의 갈등을 재하는 상황,규칙 반 상황,교사가 잠시 교실

밖을 나갔을 때의 상황으로 구분된다.일과는 시간표에 고정된 시간

으로 환시간과 활동시간으로 구분된다.

1) 일상에서의 만남

유치원의 일상은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질문과 답,배려,웃음과 즐

거움이 오가는 시간이다.놀이 시간에 유치원 텃밭에서 기른 강낭콩

을 사이에 두고 교사와 아이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 다.

[ 시15]

2015.07.09.목요일.오 자유놀이시간,교실 앙.

상황:아이들은 마다 역에 모여 놀이를 하는 이다.교사가 껍질을 까지

않은 강낭콩이 담긴 바구니와 비닐을 들고 교실 가운데로 와 바구니를

내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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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이 강낭콩 주 로 몰

려든다.

(4) 교사 우리가 심은 강낭콩이야.이거 까

서 비닐에 넣어주시면 돼요.

(5) 아이 이거 까도 돼요?

(6) 교사 희 심어두었던 거 따다 주셨어.

안에 .

(7) 아이들이 강낭콩 껍질을 손

에 들고 들여다본다.

(8) 아이 얘들아,이거 많아.

(9) 아이 선생님,이 게 해서 이 게 하면

되요.

껍질 까는 방법을 보여

다.

(10) 교사 응,이 게 열면 돼.

(11) 잎에서 콩을 떼어내어 비닐

에 담는다.

(12) 교사 여기 모아줘.

(13) 아이 선생님 는 다섯 개에요.

(14) 교사 오∼ 많다. 웃는다.

(15) 아이 난 여섯 개에요.

(16) 교사 숨어있는 콩을 찾아랏.

(17) 아이 여기 있다.안에 있다,안에 있다,

오바,오바,오바,진짜 많이 있다.

(18) 교사 얘들아,이거 오늘 양선생님이

밥에 넣어주신 .

(19) 아이 우와∼ 요, 요,제가 가져갈게

요.

네 아이가 양선생님에게

서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20) 재희 가은,우리 가 바 보 해.

(21) 재희,가은,진석이 가 바

보를 한다.

(22) 모두 가 바 보.

(23) 교사 구야 구?

(24) 진석이가 졌다.

(25) 교사 둘 ,한 번 더.

(26) 교사

모두

가 바 보!가 바 보!가 바

보!가 바 보!

(27) 가은이가 이겼다.

(28) 교사 오∼,유가은∼.이거 열매반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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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고 인사드리고 가져다드려∼.

(29) 가은이는 웃으며 지를 가

지고 내려간다.

놀이 시간에 교사가 가지고 온 강낭콩 바구니 주 로 아이들이 모

다.교사는 아이들에게 콩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부탁조로 말한

다.아이들은 교사의 모델링에 따라 껍질을 까기 시작한다.이때 교

사와 아이들은 명령자와 명령수용자의 모습이 아니었다.교사는 아

이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재미있는 반응을 한다[(14)(18)

(23)(26)].콩까기를 하지 못했다는 아이가 등장하자 교사는 오후에

바깥놀이터에 나가서 함께 따자고 말한다.아이들은 다 깐 콩을 주

방에 가져갈 사람을 정하느라 가 바 보를 한다.교사도 아이들과

함께 가 바 보를 외친다.

계 권 는 권 의 주체가 교사에서 아이로,아이에서 교사로

수시로 바 는 ‘권 의 순환(Bingham,2009)’ 상을 가진다.40)즉,

계 권 는 권 를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계 안에서 교사와 학

생 사이를 오가는 개념이다(Bingham,2004).이때 권 의 주체는 교

사에서 아이로,아이에서 교사로 지속 으로 바 는데 그 안에는 명

령과 복종이 아닌 상호 합의가 들어있다(VanderStaay et al.,

2009:273).교사와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도 아이들은 권 에 의해

자유를 침범당하지 않았고,합의와 자율 의사결정이라는 선택과

참여가 가능했다.권 가 모두의 것이 됨으로써 구도 자신의 자유

에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상호합의 계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유치

40)지 까지의 권 는 군가에게 부여된 것,혹은 군가가 보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 심이 되었다.그러나 학교의 료화와 통제권의 추락으로 질서가 무 지고,교사와

학생이 분리되고,학업의 실패가 나타남으로써 계를 더욱 시여기자는 의미에서 계

권 개념이 등장했다(Bingham&Sidorkin,2004).



-89-

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정리 노래가 나온다.조형 역에 있던 여자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색연필과 종이

를 정리한다.동수와 성환이는 종이칼을 만

든다며 종이를 말아 스카치테이 를 붙이

고 있다.민재가 동수와 성환이에게 와서

말을 건다.

(2) 민재 긴바늘이 10에 갈 때

까지야.

표정 없이 말을 한다.

(3) 동수는 답 없이 일어났고,민재와 부딪쳤

다.민재는 으로 비키면서 동수의 종이칼

을 쳐다본다.그리고 뒤돌아간다.동수는

웃으며 칼집에서 칼을 뺐다가 꼽았다.그리

고 책상에 있는 아이들에게로 간다.그

무리에 있던 민재의 머리를 칼로 베는 흉

내를 냈다.민재는 울면서 교사에게 간다.

교사가 동수를 부른다.

(4) 교사 왜 때렸어요?

(5) 동수가 답은 하지 않고 아래를 보고 있

다.

(6) 교사 답을 하세요, 왜 교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동수를 본다.동수

원 교실의 유아와 교사의 계 속에서 자유와 권 는 침범하는

계가 될 수도 있다.이러한 계는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

상과 일과 상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교사의 권 와 유아의 자유

가 어떤 계로 나타나는지 일상 상황별로 살펴볼 수 있다.

(1)갈등 상황

[ 시16]

2015.05.01. 요일. 환시간 놀이정리시간.

상황:이 상황이 시작되기 ,민재와 동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서로에게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종이칼을 만드는 동수에게 민재가 정리를 하라

고 했고,동수가 종이칼로 민재 머리를 쳤다.민재는 울면서 교사에게

갔고 교사가 동수를 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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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렸어요? 는 민재와 교사를 번갈아본다.

(7) 동수 안 때렸는데..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8) 교사 민재가 상처를 받았

는데∼.

(9) 민재 한동수가 머리 때렸

어요.종이로요.

(10) 교사 여기 있네. 동수가 손에 있는 종이칼을 가리킨다.

(11) 동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민재를 본다.

그리고 화난 표정으로 바 다.

(12) 동수 정민재가 보고 내

탓이라고 계속 해요.

(13) 교사 뭐가 한동수 탓인데? 부드럽게 물어본다.

(14) 민재 가 정리할려고

비하는데 한동수가

자꾸만 일한다고 거

짓말해요.

(15) 동수 아니∼ 우리 빨리 하

고 싶은데 쟤네들 때

문에 늦게 해요.

(16) 교사 지 무슨 시간이야,

한동수?

(17) 동수 정리하고 있는데.

(18) 교사 정리하고 있었어?그

런데 가 방해했었

어?

(19) 동수 민재가 자꾸 빨리

하라고 해요.

동수가 팔로 물을 훔친다.

(20) 교사 그래서 친구를 때려?

빨리 하라고 했다고?

한동수가 정리 시간

에 정리 안 하니까

다른 친구가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거 아

니야?

(21) 동수 답이 없다.

(22) 교사 이 종이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23) 동수 가방에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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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사 민재한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25) 동수 사과..

(26) 교사 어떻게 해서 미안한

지도 말해주고.

(27) 동수 때려서 미안해. 동수가 민재 손을 보며 말한다.민재는

답 없이 시무룩한 표정이다.

(28) 교사 이제 다 같이 뭐 할

거야?

(29) 둘은 시무룩한 얼굴로 답을 하지 않는다.

(30) 교사 정리 시작하세요.

(31) 교사는 동수에게 종이칼을 건네주었고 동

수는 사물함으로 가서 가방에 종이칼을 넣

는다.교사가 민재에게 말한다.

(32) 교사 민재는 동수가 사과

했으니까 기분 풀고,

알았지?

(33) 민재는 물을 훔치며 끄덕인다.

(34) 교사 미술 역 정리 잘 하

고 있어요?

교사는 민재를 안은 채 등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민재의 어깨 머로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한다.

(35) 동수는 종이칼을 가방에 넣고 화장실로 갔

다.

민재와 동수는 같은 '친구사이'집단이지만 매사 서로에게 한

것은 아니었다.민재가 동수에게 정리를 시작하라고 했고 동수는 말

없이 민재와 부딪쳤다(3).이 에 이미 둘은 말다툼으로 서로에게

화가 난 상태 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교사의 부름에 교사

앞에 선 동수는 잠시 동안 상황을 악하지 못한 듯했으나 지 이

갈등 재 상황이라는 임이 구축된 뒤(11) 극 으로 자기 방

어를 했다.교사는 우선 민재가 동수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때린 이유를 동수에게 물었다(4).동수는 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민재가 종이칼로 맞았다는 증언을 했고,증거인 종이칼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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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그 뒤로 교사는 동수와 민재의 생각을 각자의 입장에서 들었

다.그리고 교사는 두 아이의 입장 에서 민재의 말에 손을 들어

주었다. 화상으로 보면 민재는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동수는 하지

않았고,정리를 재 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렸기 때문이다.그리고

동수는 찰 상 정리를 안 한 이유를 거짓으로 말했다(15).정리보

다는 놀이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러자 교사는 곧바로 정리시간이

라는 에 을 맞춘다(16).민재의 재 보다 때린 것을 더 한

문제로 본 것이다(20).그 다음에 친구를 때린 도구인 종이칼의 처

리에 해 물었고(22),사과를 이끌어냈다(24).동수를 일상으로 돌

려보낸 뒤(31).마지막으로 민재의 등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로했다(34).

찰된 교사의 갈등해결 패턴은 양쪽의 입장 듣기➝맥락을 고려하

여 단을 내리기➝피해를 쪽의 사과 이끌어내기➝피해를 입은

아이 로하기로 나타났다.이때 교사의 개입 단이 정당할 수

있는 이유는 교사의 권 가 사성 개념(serviceconcept)을 지녔기

때문이다.Raz에 따르면 권 자는 분쟁이 있을 때 분쟁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를 종합 으로 숙고한 결과를 토 로 모종의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박효종,2011).아이들

사이의 분쟁 상황에서 교사는 두 아이로부터 상황을 해 듣고 피

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여 각 아이에게 합한 조치를 취했다.특정

상황에서 군가의 결정에 의존할 필요성은 갈등을 해결 하는 방법

을 보여 군가가 있어야 종국에는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이 생긴다는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Raz,2006).

갈등이 마무리된 이후 교사는 사 권 에서 곧바로 계 권

로 환시켜 피해를 입은 아이를 안아주고 로했다.갈등을 해결

할 때 나타난 사 권 의 주체는 교사 으나 갈등 해결 후 교사

의 심은 피해자인 민재를 향했다.민재의 감정에 심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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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문지르는 행 는 재의 권 주체가 민재임을 뜻한다.한편,

때로는 갈등상황에서 교사가 개입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 시17]

2015.07.07.화요일.오 자유놀이시간,언어 역.

상황:성환이가 동수를 언어 역의 책상 구석으로 몰아간다.동수가 빠져나오

려고 하자 성환이는 의자로 동수를 막는다.동수가 교사를 부른다.

동수:선생님,성환이가 의자로 못 나가게 해요.

교사:선생님한테 말하지 말고 둘이서 해결하세요.

성환이는 화가 난 얼굴로 동수를 보고 있다.동수도 성환이를 째려본다.동수

는 다시 교사를 부른다.

동수:선생님,성환이가 못 나가게 해요.

교사:둘이서 해결하세요.

교사는 두 아이를 지켜본다.동수는 의자를 잡고 으로 민다.의자가 려가

고 두 아이는 서로를 째려본다.동수가 성환이를 민다.성환이가 웃음을 띠며

동수를 민다.동수와 성환이는 서로를 다가 웃는다.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

사가 웃으며 다른 곳으로 간다.

갈등상황에서 교사는 권 개입을 거부했다. 신 교사는 두 아이를

지켜보았고,자연스럽게 갈등이 해결이 되자 웃으며 다른 곳으로 갔

다.마치 두 아이의 갈등이 곧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진 듯했다.

두 아이가 그러는 것을 많이 봤어요.제가 개입을 하면 오히려 어느 한 쪽에

서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거 요.놓아두었더니 두 아이 감정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어요.제가 개입을 했다면 군가가 하나 삐져서 조 더 오래 갔을

거 요.그런데 성환이와 동수의 계처럼 (스스로 해결이)가능한 계들이

있어요.하루에 열두 번도 더 싸우거든요.교사로서는 그 계를 잘 악을 해

놓으면 지 개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단하는데도 도움이 되요.만

약 진석이와 동수가 싸웠다면 안 그랬을 거 요.

(2015.08.01.열매반 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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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교사 얘들아 희 놀이 계획표

하고 놀이 하는 거 요?

(2) 아이 놀이 계획했어요∼. 리듬을 넣어서 장난스럽게 말한다.

(3) 진석 도 했어요∼. 같은 리듬으로 앞 친구의 말을 반복

한다.(4) 아이 도 했어요∼.

(5) 교사는 지 놀이계획표,알림장 등

의 서류가 놓인 책상 앞에 앉아 있

다.동수가 등원하자마자 가방을 맨

채로 교사에게 간다.

(6) 동수 배지 가져왔어요.

(7) 교사 꺼내지 않기∼. 교사는 서류를 보며 말한다.

(8) 동수 꺼내지 않기∼. 웃으며 새끼손가락 내민다.

(9) 동수는 사물함으로 가서 가방을 넣

는다.교사는 서류를 보고 있다.

교사는 모든 갈등 상황에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교사가 개

입하면 잘잘못을 가리게 되고,어느 한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단,개입이 필요 없다는

제의 바탕에는 두 아이의 계에 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자유의

궁합이 맞는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는 경우에 따라 권

를 배제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반 상황

[ 시18]

2015.04.21.화요일.오 자유놀이시간,피아노 .

상황: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장난을 치고 있다.

[ 시19]

2015.04.28.화요일.오 자유놀이시간,사물함 앞.

상황:몇몇 남자아이들이 사물함 앞에 둘러 앉아 수찬이가 원통 안에 넣어 온

요괴메달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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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긴바늘이 10인데요∼.거기 모여앉아 있는 친구들 뭐하는 거 요∼.선

생님이 직 가볼 거 요∼.이제 꺼내지 마세요∼.선생님은 뭐 있는

지 알아요∼.”

수찬이가 원통을 가방에 넣는다.아이들은 곧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교사는 아이들이 외부 물건을 가지고 놀아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

하지 않았다.그 이유는 교사와의 면담에서 드러난다.

처음에는 가지고 놀아도 제가 아무 말을 안했었어요.근데 계속 갈등이 생기

고 그게 심해지니까 제가 재를 했어요.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달이 다 달

라요.처음에는 서로 메달을 바꿔요,기분 좋게.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것이

가지고 싶은 거 요.줬던 것을 내놔라.내 것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그것 때

문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서 재를 한 거 요.그래서 제가 말했어요.우선은

집에서 요괴메달은 가지고 오면 안 된다.그러나 실수로 가지고 왔을 때는 다

함께 가지고 놀 수 있고,줬을 때 마음이 안 나쁘고,싸우지 않을 때는 꺼내도

된다고.하지만 분쟁이 일어나면 제가 가져요.

(2015.04.30.열매반 교사 면담)

외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들 사이에 분

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간혹 교사의 책상 에 요괴메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요괴메달을 가지고 왔다가 다툼이 생긴 것이다.

아이들과 합의한 규칙 상 다툼을 발생시킨 외부 놀잇감은 하원할

때까지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사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외부 물건을 반입 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요괴메달을 교실에 가지고 올 수

도 있다. 의 두 장면에서 교사는 요괴메달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

게 다시 가방에 넣으라고 했고,배지를 꺼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

아내었다.외부 물건의 반입에 해서 친구를 때린 동수에게 엄격했

던 것만큼의 강도 있는 제재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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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말에 리듬을 타며 노래를 부르는 듯 답한 아이들이나,

교사에게 먼 외부물건을 반입했음을 장난 식으로 알리는 동수의

행 는 래문화의 특성 하나인 합동으로 규칙을 희롱함으로써

놀이의 자유를 즐기는 행 이다(Alock,2007).합동으로 리듬을 타며

교사에게 항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놀이 고 교사 역시

이것을 권 에 한 도 이라기보다는 놀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

었다.

반상황에서는 특별한 권 의 유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그러나

교사에게 보인 항이나 외부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스스로 교사에

게 고하는 행 는 교사를 권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행 이

다.놀잇감을 꺼내지 말라는 교사의 말에 아이들이 흩어진 것 역시

교사를 권 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상황에서 특별한

유형의 권 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흩어지게

만든 것은 순수한 직 상의 권 다.직 상의 권 를 보여주는

다른 시가 교사 부재 상황이다.

(3)교사 부재 상황

[ 시20]

2015.04.17. 요일.오 자유놀이시간,교실 곳곳.

교사가 잠시 교실을 비웠고,보조교사가 수조작 역에서 몇 몇 아이들과 색종

이 기를 하고 있다.동 이 바닥에 놓여 있던 페트병을 발로 찼다.페트병은

교실 앙으로 빠르게 굴러갔다.교실 앙에는 지오와 민재가 선 채 이야기

를 나 고 있었다.동 이 지오에게 달려간다.지오가 동 을 보고 “으악”소

리를 지르며 도망을 간다.민재는 동 을 따라 지오를 쫒는다.세 아이는 큰

소리로 웃으며 교실을 가로질러 달린다.한편,동수가 “가시냥 보고 싶은 사람

여기에 붙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내 자 남자아이 4-5명이

손가락을 잡았다.동수는 “알았어,보여 게”하며 주머니에서 요괴메달을 꺼낸

다.교실 가운데에서 동 이가 지오의 목을 안고 넘어진다.넘어질 때 바닥에

앉아 스카치테이 로 뭔가를 붙이던 가은이와 부딪쳤다.가은이는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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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찡그린 표정으로 “교실에서 그러면 안 돼”라고 말했다.민재와 동이가

동 이로부터 지오를 떼어내기 해 지오의 몸을 잡아 당긴다.세 아이는 웃

고 있다.가은이는 찡그린 얼굴로 아이들을 보고 있다.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교실에서 아이들은 즐거워 보 다.동 이

는 페트병을 발로 찼고,민재, 동,지오와 함께 큰 소리를 내며 교

실을 가로질러 뛰어다녔다.몇 몇 아이들은 거친신체놀이를 하며 교

실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동수는 요괴메달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큰 소리로 “보고 싶은 사람”이라며 소리를 질 다.교사가 없는 지

아이들은 원하는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임을 만들었다.동 ,지오,민재, 동이는 교실을 볐고,동수는

은 한 행 를 공공연한 행 로 만들었다.즉,이 아이들은 이른바

자연상태 자유 임41)을 구축한 셈이다.한편,조용한 놀이를

하던 가은이가 찡그린 것은 남자 아이들과는 달리 재를 공공연하

게 규칙이 반되고 상황으로 임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큰 소리를 지르고 달리는 아이들은

완 한 선택과 참여를 릴 수 있었다.교실에 있던 보조교사는 아

이들에게 권 자가 아니었다.그래서 아이들은 뛰고 소리를 지르며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다만 그로인해 가은이와

같은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생겨났다.그리고 교사가 교실로 들어온

순간 뛰고 소리를 지르던 아이들은 곧바로 멈추어 섰다.교사가 들

어온 순간 아이들은 이상 기 과 맞지 않는 행 를 숨김으로써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인상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Goffman,

1987).이 장면에서 교사는 특별한 유형의 권 를 사용하지 않았고,

41)자연상태는 홉스가 사회계약설을 설명하기 해 상정한 개념으로 ‘외부의 제약이나 방해

없이 의도한 바를 할 자유’가 주어진 상태이다.국가가 탄생하기 자연상태에서 인간

은 어떠한 법 의무도 없으며 물리 방해를 받지 않고 힘을 행사할 수 있다(이종은,

2012).아이들 사이에 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 로 행동하는 임이

만들어졌기에 이 게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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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뿐이었다.직 상의 권 가 작

동을 한 것이다.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이 장면 속에는 자유 임을 구축한

아이들과 규칙 반 임을 구축한 가은이가 있었다. 임은 주

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변하며 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시21]

2015.04.24. 요일.오 자유놀이시간,교실 앙.

갑자기 교실 한쪽에서 여자 아이들 비명 소리가 들린다.아이들이 얼굴에 자

투리 시트지를 붙인 동수를 둘러싸고 고 때리고 있다.동수가 ‘으아∼’하며

교실 가운데로 뛰어 나온다.동 이,민재,하진이가 ‘공격하라∼’라며 동수를

뒤따라 왔다.아이들 뒤에는 스티커로 을 가린 태훈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지 엉거주춤 다니고 있다.태훈이와 동수는 교실 이곳 곳을 돌아다니고 여자

아이들은 두 아이를 피하면서 웃고 소리를 지른다.동수가 성우 앞으로 다가

가 ‘으아’하며 괴물 소리를 낸다.성우가 놀란 얼굴을 했다가 울상이 된다.성

우가 울상인 채 시끄럽다며 하지 말라고 소리친다.교사가 들어왔다.동수가

얼굴에서 시트지를 떼어냈고 곧이어 태훈이도 시트지를 벗겨냈다.성우가 교

사에게 울상으로 뭔가 말을 한다.교사는 동수를 보며 말했다.

교사:“여기 어디야.무슨 놀이신데요,태훈이랑?”

교사는 두 아이를 보고 말한다.

교사:“얘들아 앉아서 놀이하세요.성우가 앉아서 만들기 하고 싶 .”

동수,태훈이 자리에 가서 앉았고,주 에 있던 아이들은 흩어졌다.

마음껏 놀아도 되었던 임은 교사가 들어선 순간 공공연한 반

이 이루어지는 임으로 환되었다.성우가 시트지 가면을 쓴 동

수를 보고 울먹거렸던 것은 임에 균열이 왔기 때문이다. 임

균열은 재의 상황을 악하지 못해 놀이의 진행이 단된 것을

말한다(Goffman,1986).균열의 원인은 keying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key는 ‘상호인식 혹은 간주 성을 바탕으로 재의 상황이 진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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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인지 놀이인지를 악하게 해주는 일련의 시그 로 임 구축

의 핵심이다(Scheff,2005:370).’성우가 울먹거렸던 것은 임

환을 하지 못해서이다.

아이들의 규칙 반 행 는 교실에 교사가 함께 있을 때는 은 하

게,교사가 없을 때는 공공연하게 나타났다.이런 공공연한 행 는

래문화의 은 한 행 가 확장된 것이다.행 의 확장은 가은이와

성찬이 같은 피해자를 낳았다.은 한 행 와 공공연한 행 는 모두

규칙 반에 해당되고,갈등을 낳는다.그러나 은 한 행 에 의해

발생된 갈등이 은 한 행 자들 사이의 갈등이라면 공공연한 행

에 의해 발생된 갈등에는 공공연한 행 자들 외의 아이들까지 포함

한다.규칙 반 행 의 확장은 피해자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사는 교실 안에서 뛰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행

에 해서는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그런데 험해서 그래요.이런 모서리나 바닥

이 무 미끄러워요.잘 부딪 요 아이들이.바깥놀이에서 뛰는 건 아무 말 안

하거든요.술래잡기를 하던,얼음땡을 하던 아무 말 안하거든요.그런데 교실은

환경 상 그 게 뛰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그래서 그거는 지키라고 얘기를 하

는 거 요.

(2015.04.30.열매반 교사 면담)

교실에서 뛰는 행 를 지한 가장 큰 이유는 다칠 험이 있기 때

문이다.그래서 이미 규칙 상 지가 되어 있고,아이들도 그러한

규칙을 알고 있다.그러나 아이들은 권 자의 부재 시에는 규칙을

어긴다.규칙은 권 자와 동석한 자리에서만 작동하는 듯하다.

다음 장면들은 교실에 교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권 와 자유의 모

습을 보여 다.직 상의 권 는 규칙을 수시키고,피해를 해결하

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갈등, 반 등의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

족하다.이에 교사들은 다양한 권 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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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교사 미술놀이 했던 친구들 오세요.한

동수,미술했지요?도와주세요,친

구들∼. 이제부터 알려줘야겠어.

선생님이 와서 알려줘야겠어.

시간 일과 세부일과

10:30∼10:40 환 놀이정리 활동 비

2) 일과에서의 만남

(1) 환시간에서의 만남

놀이가 끝나는 시 과 활동시간 사이에는 놀이정리와 활동 비라는

환시간이 있다.놀이정리시간은 가지고 놀았던 놀잇감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활동 비는 본 활동을 하기 해 매트 에 앉아서 조용

히 교사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환시간은 이 두 개의 세부일과로

구분될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정리가 시작되었

다고 해도 정리를 하는 아이와 여 히 놀이 인 아이가 있고,정리

시간이 끝나갈 때 즈음에는 매트 에 앉아 있는 아이까지 총 세

집단이 생겨난다.한 가지 일과를 종결하고 다음 일정을 이어가야

하는 교사에게 환시간은 꽤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 된다.

[ 시22]

2015.04.21.화요일. 환시간 놀이정리시간.교실 곳곳.

상황:정리를 알리는 음악이 나왔지만 곧바로 정리를 시작하는 아이는 몇 명

되지 않는다.특히 이 시간의 미술 역은 언제나 자투리 종이,색연필

등이 책상과 바닥에 흩어져 있다.교사가 “정리 시작해주세요∼”라고 말

을 한 뒤 얼마의 시간이 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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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임정모,배성환,정리시간이에요.

긴바늘이 4에 갈 때까지 정리하겠

습니다.

(3) 이 두 아이를 포함해서 상당

수의 아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 고 있다.정리를 본격 으

로 하는 아이는 몇 명 되지

않는다.여자아이들은 여 히

졸업앨범을 보고 있다.

(4) 교사 하던 것을 멈춰주세요.하던 것

멈추세요.색연필 놓으세요.한동

수,배성환.미술 역에 종이가 돌

아다니고 있는데∼ 긴바늘 4에요.

정리시간이라고 했어요.

교사는 교실을 둘러본다.여

히 이야기 인 아이들이 곳

곳에 몇 명씩 있다.

(5) 교사 “자∼,선생님이 이제요∼,4에 갈

때까지 정리 안 되면 내일부터 미

술 역 문 닫을 거 요,알겠지?

자∼ 지 부터요∼.선생님이 바

구니 들고 가실 거 요.

장에는 색종이,도화지,재활

용품 등 종류별로 여러 개의

바구니가 있다.재료가 섞여

있는 바구니 세 개를 손에 들

었다.

(6) 아이 빨리 정리하자. 한 아이가 친구에게 말했

다.

(7) 교사 미술 역 닫아야겠다. 네 이제

미술 안 할 거지요?

(8) 아이들이 바삐 미술 역의 종

이를 기 시작한다.몇 몇 아

이들은 구석에서 여 히 이야

기를 나 다.

..생략..

(9) 교사 자,일단,앉으세요,거기 것은 이

제 만지지 마세요.나오세요. 네

가 정리 안 한 것들은 선생님이

다 챙길게∼.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

이들과 미술 역을 정리 인

아이들에게 말한다.교사는 바

구니 몇 개를 가지고 온다.

정리 시간은 자유가 많았던 놀이시간에서 앉아 있어야 하는 활동시

간으로 환되는,권 가 본격 으로 개입하는 시간이다.이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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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의 목소리가 커지고,분주해지고,알려주어야 할 것들이 많

이 생긴다.[ 시22]는 찰 동안 교사가 가장 강력하게 개입을 하

려 한 사례이다.이날 교사는 작정한 듯 미술 역의 재료 바구니 몇

개를 빼내어 들었다(5).그 동안 정리를 종용하는 말은 했지만 미술

역을 닫는다고 한 것(7)은 찰하는 동안 유일했다.규범 기

이 규정화된 일과 운 안에서 교사의 통제(Leavitt,2014)가 드러난

장면이다.놀이정리시간은 다음 일과인 활동 비시간으로 넘어가기

해 교실 체가 정리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하는 시간이다.이때

정리가 잘 되지 않거나 아이들의 행 가 목표를 향하지 않을 때는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교사에게서 통 권 나 권력

의 모습이 나타나기 쉽다.

명령과 통제, 으로써 하나의 목 을 이루려 했던 이 시간만큼

은 아이들은 ‘교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신체 강요(Leavitt,2014:71)’

를 당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도 교실

한편에서는 정리를 피해 다니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리를 하지 않는 아이들 에는 ‘친구사이'집단이 포함되어 있

다.이 동수를 시하여 동,민재,태훈은 정리에 잘 참여하지

않았고 이 분주한 시간을 이용하여 은 한 놀이를 하는 경우도 몇

번 찰되었다.Corsaro(1985)는 생 응행동의 표 인 로

정리시간을 언 했다.정리를 왜 하지 않고 있느냐는 교사의 말에

아이들은 못들은 척 하기,개인 문제 언 하기(“배가 아 요”)등

의 체제 이용하기(workingthesystem) 략(Goffman,1961)을 통

해 항을 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려한다.정리가 늦추어지면 다

음 일정으로 진행하기 해서 교사가 직 정리를 한다는 것을 아

이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Corsaro,1985).즉,‘친구사이’집

단에게 정리시간은 항의 임이 구축된 생 응 임이

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이에 해 교사도 “미술 역을 닫아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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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교사 열매반을 부르면!

(2) 단체 네.네.선.생.님!

(3) 교사 희 ().자,이동 ( ).거

기도 앉아 주세요.자,열매반

을 부르면!

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정

도로 시끄럽다.

(4) 단체 네.네.선.생.님!

(5) 아이들은 앉은 채 앞/뒤/ 친

구들과 이야기를 한다.

(6) 교사 김정모,손에 있는 거 다 주세

요.김정모 가지고 와∼.

정모는 외부 물건을 손에 가지

고 있는 듯하다.

(7) 정모 아니..

(8) 교사 아니요,가지고 오세요.가지고

오세요.얼른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보.세.요.

정모를 보며 단호한 말투로 말

한다.정모는 머뭇거리다가 교

사에게 물건을 가지고 간다.

(9) 단체 선.생.님.봤.어.요.

(10) 교사 이제 인사하고요,간식 먹을게

요.우리 소개할 거 되게 많아

요.자,인사 하겠습니다.아직

공수할 비가 안 나 .자,

인사하겠습니다.공.수.

(11) 단체 공.수.

(12) 교사 얘들아, 희 그만 정리하고

올게요.

여 히 정리 인 성환과 주하

를 불 다.

다”는 일종의 박성 발언을 했지만 미술 역의 폐쇄가 두려운 몇몇

의 여자 아이들만 더 바쁘게 움직 고,모든 아이들을 정리에 끌어

들이려는 시도는 실패했다.다음은 의 시에서 이어지는 활동

비시간이다

[ 시23]

2015.04.20.월요일. 환시간 활동 비시간,교실 앙.

상황:교실 법제정을 하는 날이다.어린이 사복과 사 이 교사 에 높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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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사 자,인사하겠습니다.공.수. 모두 두 손을 배꼽에 모고 허리

를 숙여 서로에게 인사를 한다.(14) 단체 공.수.

(15) 교사 시∼작.

(16) 단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앉은 채로 허리를 숙인다.

(17) 교사 안녕하십니까∼.자.오 간식,

오늘은 우유니까요,부지런히

먹을 수 있지요? 우리,우유

먹고요,할 일이 있어.

교사도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그리고 오늘의 일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교사는 주의를 환기하기 해 음 마다 강세와 리듬을 넣은 주의집

의례를 세 차례에 걸쳐 활용했다[(1)(3)(8)].이 의식은 일종의 차

렷-경례의 의식과 같이 수업을 한 권 설정 의식(조 달,1992)’이

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교실에는 외부물건을 만지는 아이와 이야

기를 나 는 아이들이 있었다.권 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

에서 그 효과를 얻기 해 사용되는 것이 권력이다(Peters,2008).

그 방식에는 강제,억압,통제 등이 포함된다.정리시간에 일정부분

교사의 통제와 회유가 나타난 것도 권 의 기능을 작동시키기 해

서이다.Suransky(2002)의 논의에 따르면 교사들은 에 띄게끔 권

의식을 표 하지는 않지만 질서유지를 해 규칙 수, 박,명

령 등의 통제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컨 ,교사의 언어는 반

으로 평소의 부탁형에서 단호한 명령형으로,그리고 갈등 재 장

면 등에서 보 던 개방형 질문(“어떻게 하면 좋을까”)은 친 한 통

제(Suransky,2002)라 불리는 부드러운 지시형으로 바 것을 볼 수

있다[(6)(8)].

그 동안 교사의 반 인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는 기다림이었다.

정리시간이 되면 정리를 시작하는 일부 아이들 외에 교실을 돌아다

니거나,멈추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거나,이야기를 나 는 아이들이

생겨난다.그럼에도 교사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편이었다.그러나 기

다림이 통 권 와 권력으로 변하는 시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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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과 세부일과

10:40∼12:00 활동 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는 이제 시간은 최 한으로 주려고 해요.그 아이가 할 수 있을 때까지.그

런데 그게 다른 친구에게 방해가 될 수 있을 때는.제재를 해요.왜냐하면 이

반 안에 약속이 있고,하루 일과가 있는데 그 일과를 벗어나게 둘 수는 없으

니까,바깥에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강하게라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활동을 같이

해야 하니까.그리고 한 아이 때문에 계속 시간을 딜 이 시키고 기다려

수는 없으니까요.다 앉아있는데 그 아이 하나만 안와서 그 아이만 빼고 다음

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그래서 그때는 정리도 한참 시간을 주고,(정

리 노래를)한곡을 더 틀어줬는데도 안되면 구에게 한 부분을 맡기죠. 구

는 뭘 해라 구는 뭘 해라가 되는 거죠.

(2015.08.01.열매반 교사 면담)

교사로부터 통 권 와 권력이 나타난 이유는 ‘아이들로 하여

교실의 약속과 하루 일과 안에 참여시키기 함’이고 ‘한 아이 때문

에 시간이 늦추어지면 다른 아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었

다.이 장면은 교사의 기다림이 언제나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교사는 교사와 유아의 사 친 감과는 별도로 질서와 규

칙의 유지를 해 통 권 와 권력을 사용하기도 한다(임부연,

김성숙,2010). 환시간에 나타난 열매반 교사의 통 권 와 권

력은 교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2)활동시간에서의 만남

시간이 걸렸지만 아이들은 결국 활동 임 안에 들어올 수 있었

다.교사가 의례 등의 방법을 통해 활동시간 임을 만들었고,교

사와 아이들은 상황 이해를 한 공동의 지 을 만듦으로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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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교사 힌트 까? 사진을 붙인다.

(2) 아이 양털!

(3) 교사가 손을 드니 아이

들도 손을 든다,

(4) 가은 선생님,그거 벌 데 하얀색이고 실로

해서 옷을 만드는 거죠?

(5) 교사 맞아.실을 만들어주는 거.이게 뭐지?

(6) 아이 아,그거 그.. 고민한다.

(7) 교사는 마지막 힌트 사

진을 붙인다.

(8) 아이 번데기! 손을 들지 않고 말을 한

다.

(9) 교사 멋지게 앉아서 손들고 얘기해줘야지.

(손을 들며)자,선생님 이거 같아요∼.

아이들이 손을 든다.

(10) 교사 어?얘들아 잘 들어 .차승아 뭐라고?

(11) 승아 에.

(12) 교사 맞아. 에.애벌 .가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실을 뽑아주는 거야.얇은 실처

럼 되어 있지.그럼 닭은 우리에게 뭘

까?

(13) 아이 달걀.

(14) 교사 맞아.달걀과 고기도 주지요.오늘은 우

리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과 곤충에

해 알아볼 거 요.

해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Goffman,1986).활동시간은 교사와의

면 면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이다.이 시간 동안만큼은

마음 로 말하지도,교실을 돌아다니지도 못한다.교사의 개입이 강

해짐에 따라 자율 선택과 참여는 상당부분 제한된다.

[ 시24]

2015.04.28.화요일.활동시간 집단 활동,교실 앙.

상황:활동주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과 동물>이다.교사는 스무고개

힌트인 동물,식물 사진을 화이트보드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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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이들이 동물 이야기로

웅성거린다.

(16) 교사 이거 끌래.열.매.반.을.부.르.면? 모니터를 끈다.

(17) 단체 네.네.선.생.님.

(18) 교사 선생님,이거 켜러 갈까,가지말까.켤

까?

(19) 단체 네.

(20) 교사 그럼 바.른.자.세.

(21) 아이들이 허리를 죽 펴

고 앞을 본다.

..생략..

(22) 화면에 말이 나온다.

(23) 교사 말은 어떤 도움을 주지?

(24) 여러 아이가 손을 든다.

(25) 교사 어.한동수∼.

(26) 단체 아∼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탄식을 한다.

(27) 동수 옛날에∼ 쟁할 때.

(28) 교사 쟁할 때 도움을 주지. 김수찬∼. 아이들이 손을 든다.

(29) 수찬 할아버지 힘들 때 타고 가요.

(30) 교사 (웃음)탈 수 있었어.임가은∼. 아이들이 손을 든다.

(31) 웅성거린다.

(32) 교사 안 들려 얘들아.잠깐만!임정모,임가

은이 무슨 말 했어?

정모가 떠들다가 을

동그랗게 뜬다.

(33) 동수 어∼ 마차가∼ 말이 마차를 끌고 가요.

(34) 그림을 보여 다.

(35) 교사
어.가은이 말처럼 마차를 끌어주는 거

운송수단,수찬이 말처럼 할아버지 태

워주는 것도 운송수단, 쟁 때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이동수단이 되겠지요

∼.그리고 털로 붓도 만들 수 있 .그

리고 다음.뭐가 나올까∼.두구두구두

구∼.

(36) 단체 두구두구두구∼.

..생략..

(37) 교사 선.생.님.보.세.요.

(38) 단체 선.생.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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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사 박.수.한.번.

(40) 단체 (박수소리)짝.

(41) 교사 목소리 낮춰서.박수 한.번. 속삭이듯 말한다.

(42) 단체 (박수소리)짝. 박수 소리가 작다.

(43) 교사 쉿,작은 소리로.(작은 소리)이 게

동물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환경

이 괴되면서 사라져가는 동물들도 있

요.그 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

는 동물이 없어.그런데 얘들아.동물들

말구요.식물도 우리에게 도움을 다

는 거 알고 있어?

(44) 아이 식물이 우리한테,옥수수..

(45) 교사 먹을 거 주지요?강낭콩도 자라면 우리

에게 뭘 줘요?

(46) 아이 콩.

(47) 교사 그 지.배성우∼,바르게 앉아야지.지

부터 바깥놀이터에 가서 우리에게 도

움을 주는 식물에게 이름표를 달아

거고요.강낭콩 심고 나서 바깥놀이할

게요.우리 정원도구 가져온 사람.

성우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뒤로 틀어 의자등

에 턱을 괴고 있었다.교

사가 말하자 몸을 틀어

교사를 본다.

(48) 단체 요.

..생략..

(49) 교사 박.수.세.번.

(50) 단체 선.생.님.알러뷰∼. 손 세 번+머리 하

트

(51) 교사 박.수.두.번.

(52) 단체 진짜 진짜 알면서. 손 두 번+사랑의 총알

(53) 교사 박.수.한.번.

(54) 단체 짝.쉿. 손 한 번 +손가락 입

(55) 교사 박성환∼.박성환이 나와서요,약속 좀

이야기해주세요.

활동은 스무고개로 시작되었다.아이들은 스무고개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의 질문과 교사의 네/아니오 답이 이어졌다.

이 시는 그 이후의 장면이다.길게 이어지는 이 장면 안에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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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나타나는 권 활용방식 몇 가지와 그에 따른 자유의 특

성이 나타난다.

그 첫 번째는 의례이다.질문이 있거나 교사의 질문에 답을 하고

싶으면 말없이 손을 들고 있어야 한다.의례가 지켜지지 않을 때 교

사는 말없이 자기 손을 들었고 말을 하던 아이들은 즉시 입을 다물

고 교사를 따라 손을 들었다(3). 다른 의례로는 주의환기 의례가

있다. 를 들면,‘열.매.반.을.부.르.면{16}’,바른 자세(20),‘선.생.님.

보.세.요(37)’,‘박.수.한.번.(39,41)’,‘작은 소리로 말하기(41.43)’‘박

수 세 번,두 번,한번(49,51,53)’이 그 이다.‘주의집 의례’는

소란을 멈추게 하고,자세를 고치게 하거나,시선을 교사로 향하게

만든다.의례는 단체 활동에서 몸짓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형식화되

어 있고, 반복 이며, 리드믹하고, 기능 으로 실행된다(Grime,

1995).특히 단체 시간에 행하여지는 의례는 비교 견고하고 양식

화된 일련의 행 이며,이 행 는 행동과 태도 참여 방식에 한

특정한 메시지를 달한다(Maloney,2000).따라서 의례는 마치 규

칙처럼 행 규범에 한 메시지를 다.의례는 순간 으로 집 을

유도하여 자유의 빈틈을 메우고,자율 행동을 동결시킨다.주의집

과 교사 권 의 설정을 해 수업 시작 시 한 차례의 차렷-경례 의

례를 사용하는 등학교와는 달리 유치원 교실에서는 집단 활동

수시로 주의집 의례를 활용한다.발달상의 특성으로 집 시간

이 짧은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시키는 한 방식인 셈이다.

규칙과 의례를 활용한 권 는 그것을 포기하면 통제할 수 없는 상

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사와 유아 모두를 해 더 수월하고 효

율 으로 교실을 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Leavitt,2014). 한

과 명령을 체할 수 있다는 에서 의례는 합법 으로 아이들

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두 번째, 통 권 와 권력이 나타났다.한 차례이지만,소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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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아이들을 향해 모니터를 끌 것이며 그것을 원치 않으면 바른

자세(16-20)를 하라는 일종의 이 있었다. 은 곧바로 복종으

로 이어졌다(21).활동시간 동안 교사가 주기 으로 사용하는 주의

환기 의례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효력이 지속 이지 않을 때

간혹 과 통제의 권 가 나타났다.

세 번째,활동시간에 나타난 교사의 문지식의 권 에 한 새로

운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 다.교사는 활동 수시로 집 의 의례

를 행했고, 심을 지속시키기 해 북소리를 내고 목소리의 높낮이

를 조 했다.교수(teaching)는 교육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수업과,

수업이 효과 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리

라는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Buckley& Cooper,1978). 리는

규칙을 유지시키기 한 서기와 같은 의례를 포함한다.이 논의에

따르면 동식물에 한 문답은 수업의 측면이고 집 의례와 북소리

를 통한 심 유도는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한 리의 측면에 속

할 수 있다.유치원 교실에서의 의례는 등교육의 ‘차렷-경례 의

례’와는 달리 수시로 분산되는 주의를 교사에게로 집 시키는 유치

원 교실만의 독특한 방식이다.유아교사들이 사용하는 의례를 활용

한 리 방법은 Peters의 문지식으로서의 권 에 포함될 수 있다.

네 번째,활동장면에서의 자율 선택과 참여는 다른 장면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아이들에게 활동에 참여할지 여부에 한 선

택권은 없다.활동시간이 되면 일단 아이들은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인 매트 에 앉아 있어야 한다.다만 활동 에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선에서 선택이 열려 있었다.활동시간 동안 선택지가

제한되는 이유는 이 시간은 학습이 목표로써 임된 공 역에

속하기 때문이다.이 역 안에서 제한된 선택과 참여가 이루어진

다.발표를 함으로써 참여의 한 축인 표 의 자유를 릴 수 있지만

발언을 하기 해서는 손을 들고 교사에게 선택이 되어야 했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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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화 상황 설명

(1) 교사 그러면 동이 것부터 들어볼게요. 동

이 오세요.얘들아 동이 가족이 만든

법이래. 동아 읽을 수 있겠어?기억

나?기억나는 거 있어?

바른 자세로 손을 들고

있는 동이에게 교사

가 기회를 주었다.

(2) 동 고개를 흔든다.

(3) 아이 얘들아,시끄러워. 교실이 소란스럽다.

(4) 교사 이야기할 거 있으면 시간 게요.지

부터 15를 셀 동안만 할 말 있으면 하세

요.그 뒤로는 이야기 하지 않을 거야∼.

시∼작.하나∼ 두울∼ 세엣∼.선생님이

십오 할 때까지야∼.네엣∼ 다섯∼.그

뒤론 이야기 하지 않는 거야∼.

(5) 아이들은 앉은 채로

친구와 신나게 떠든다.

(6) 교사 아홉∼. 아이들을 보고 있다.

(7) 교사 움직이고 싶으면 지 움직이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지 갔다 와∼.

(8)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

명이 된 아이에게 발언권이 주어졌고,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써 참

여 과정의 최종 에 들어설 수 있었다.이 경우도 한 번 발언을 한

뒤에는 선택이 잘 되지 않는다.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

기 때문이다.활동은 교사의 통제 아래 진행이 되지만 그 안에서 자

율 선택과 참여와 개입이 번갈아가며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활

동시간 동안 아이들은 매우 제한된 자유를 린다.

제한된 자유는 교사가 개입한 상황 안에서 릴 수 있는 자유이

다.이러한 자유가 극 화된 시가 있다.교사는 아이들의 학습 참

여를 해 놀이 참여를 잠시 허용하기도 했다.

[ 시25]

2015.04.20.월요일.활동시간,교실 앙.

상황:활동이 시작된 직후 몇 몇 아이들이 집 을 하지 못하고 떠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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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여덟 명의 아이들

이 일어서서 교실 문을

나서려 한다.

(9) 교사 아홉∼.물 먼 먹어요,부지런히 움직

여줘∼.열하나∼.

(10) 교사 열다섯∼.바.른.자.세.

(11) 단체 솔.잎. 앉아서 차렷을 한다.

(12) 교사 자∼,열다섯 끝.자,다시 동이 이야

기 들을 비 지,이제?

(13) 단체 네∼.

이 장면에서도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에 개입하는 교사의 노력,그리

고 의례,부탁형의 말투 등 앞의 시들에서 나타난 권 의 특성이

엿보인다.그러나 앞의 시들과는 달리 이 시에서는 교사의 개입

방식이 달랐다.소란스러움에 해 [ 시22]에서는 회유와 등

의 언어 개입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시에서 교사는 권 의 존

재를 이탈시켰다.아이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권 가 사라진 15 의

시간 동안 마음껏 떠들 수 있었다.

권 를 배제시키는 교사의 모습은 앞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시

키기 해 권 개입을 거부했던 모습과도 같다.권 의 배제는 경

우에 따라 권 개입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3) 유아와 교사의 만남을 통해 살펴본 자유와 권

유아와 교사의 만남을 통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교사의 개

입은 정도와 강도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과 구분의 기 이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유아 자유의 정도는 향을

받는다는 이다.

첫 번째 발견으로,교사의 개입은 정도와 강도로 구분될 수 있다.



-113-

교사 개입의 정도는 교사가 유아의 행 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느냐

를 의미한다.교사 부재 상황에서 아이들은 교사가 교실을 비운 틈

을 타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교사가 들어오는 순간 제자리에 멈추거

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즉,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으로

환되자 아이들은 자연상태의 자율 선택과 참여를 멈추고 스스

로의 행동을 제어했다.

교사가 있는 상황에는 교실을 비웠던 교사가 교실에 등장하는 순

간 외에도 환시간과 활동시간이 포함된다. 환시간은 다시 놀이

정리와 활동 비로 구분된다.놀이정리시간은 행동이 자유로워 보이

지만 사실 다소 제한된 시간이다.놀잇감 정리라는 목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시간에는 정리라는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교사

개입 없이 정선에서 웃고 떠들 수 있지만 그 지 않을 때에는 교

사의 개입이 시작된다.정리가 다 되면 활동 비시간으로 이어지며

아이들은 매트 에 앉는다.활동 비시간에는 지난번 과제가 무엇

이었는지,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구 것인지,손에 들고 있는

물건은 가방에 넣기 등에 한 질문과 답이 오가는데 이때의

화는 정해진 순서가 없고,발언권이 없이도 말을 할 수 있다.그러

나 친구와 떠들거나 자리에서 일어서면 제지를 받는다. 집단 활동

시간에는 손을 든 아이 에서 호명이 된 아이가 발언권을 가지며

나머지 아이들은 의무 으로 그 아이의 말을 들어야 된다.

개입의 정도가 ‘얼마나 개입하는가’와 련되어 있다면 개입의 강

도는 ‘얼마나 엄격한가’를 의미한다. 컨 ,열매반 교사는 외부 물

건 교환 지라는 규칙을 어긴 아이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규칙을 언

했다.만약 개입의 강도가 높았다면 규칙 반 사항에 해 단순

한 언 이 아닌 강도 높은 엄격한 제지가 있었을 것이다.유사한

로 놀이정리시간에 ‘어서 정리하자’정도의 강도로 말을 하던 교사

가 어느 날 ‘미술 역은 닫을 거야’라고 했다면 개입의 강도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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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일과에 따른 자유와 권 의 개입의 정도와 강도

세어진 것이다.개입의 강도가 세어지면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더

잘 듣는다.개입의 정도가 교사 존재 여부나 일과와 같은 고정된 환

경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개입의 강도는 교사의 운 방침이나 일과

의 심각성에 달려있다.그리고 강도가 세어진다는 말은 명령과 통제

의 권 가 작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일과에 따른 권 개입의 정

도와 강도 그에 따른 자유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을 보면 일과에 따라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놀이정리시간에서 졸업식으로 갈수록 권 가 개입하는 정도와 강도

가 커지고,그만큼 자유는 어들었다.42)

권 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유의 모습도 달라진다.큰소리를 지르

거나 달리는 모습(교사 부재 상황)에서 놀이 정리하기로(교사 재 상

황의 놀이정리시간),교사의 질문에 호명 없이 답하기로(교사 재

상황의 활동 비시간),교사의 질문에 손들고 호명된 아이만 답하

기로(교사 재 일상의 활동시간),발가락 꼼지락거리기(졸업식)로

차 자율 선택과 참여의 정도도 어들었다.교사의 개입이 강해지

는 일과로 갈수록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언행의 폭이 차 어

든다.

42)[그림 IV-2]에서 정도는 권 와 자유가 교집합 되는 부분이 차 넓어지는 것으로 표

되며,강도는 교집합 되는 부분의 색이 차 짙어지는 것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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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견은 권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결정되는 기 에 한

것이다.우선 정도와 강도는 비례할 수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정

도의 변화는 일과의 구조 특성을 따른다.놀이정리,활동 비,활

동시간은 각각 일과 상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따라서 일과 상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구조 안에서

개입의 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일과에 따라 개입 정도에서 변

화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각 일과마다 서로 목 하는 바가 다르

다는 데 있다.놀이정리시간과 활동시간의 비가 표 이다.놀이

정리시간에는 음악이나 노래가 나오는 동안 정리를 마무리 하는 것

이 규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다음 일과를 비해야 하는 교

사로서는 개입의 정도와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활동 비

시간은 활동을 한 단계로 교사는 모두를 자리에 앉히고 주의

를 집 시켜야 한다.활동시간에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든 활동

을 한다.놀이시간에서 놀이정리시간으로,그리고 다음 일과로 진행

될수록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차 늘어나는 구조이다.특히

활동은 교사와 학생이 주제와 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상호작

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조 달,2001)더욱 엄격한 구조를 가진다.

시간이 지체된다면 교사로서는 다음 일과로 진행하기 해 더욱 엄

격해질 수 있다.즉,교사 개입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개입의 정도가 달라지는 세 번째 이유는 놀이시간에서 정리시간,

활동시간으로 갈수록 일과가 차 단체 활동으로 변한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단체 활동에서는 질서가 요해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해서 교사는 더 많이 개입을 한다.만약 질문과 답이 순서 로

오가는 집단 활동시간에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활동시간으로 갈

수록 명령과 통제의 권 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도 각 일과마다 부

여된 서로 다른 목 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해서,단체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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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서를 유지하기 해서이다.단,목 달성을 방해하는 아이가

없거나,단체 활동시간에도 질서가 유지된다면 개입의 강도는 높아

질 이유가 없다.

개입의 정도와 강도는 시간 내 목 달성과 단체 활동으로의 변환

이라는 일과의 구조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일과의

구조에 의해 정도와 강도가 차 세어지는 개입을 교사의 ‘일과 구

조 개입’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그런 한편,교사는 일상에서 아이

들 사이의 갈등과 반에도 개입을 하며,아이들과 일상 인 화를

나 기도 한다.갈등이나 반,일상 화는 일과의 구조와는

련 없이 언제 어느 때에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때의

교사 개입은 ‘일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과 구조 개입 안에서 릴 수 있는 자유의 정도는 유아의 힘

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유아의 노력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닌 구조 인 특성이기 때문이다.이 듯 권 의 일과 구조

개입 안에서 나타나는 자유는 ‘고정된 자유’라고 칭할 수 있다.즉,

유아는 일과 구조 속에서 허용된 만큼의 자유만을 릴 수 있다.반

면,권 의 일상 개입에 따른 자유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교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일

으키지만 않는다면 권 로부터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자신의 능

력에 따라 릴 수도 리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자유는 ‘유동 자

유’라고 할 수 있다.

3. 만남을 통해 본 권 와 자유의 모습

1) 권 의 모습

교사의 권 는 환시간과 활동시간에는 일과 구조 개입으로 나



-117-

타났다.이때 교사는 명령과 복종의 통 권 와 통제와 ,권

력을 보여주었다.이러한 통 권 와 권력은 일과와 세부일과에

서 제한 시간 안에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때 나타났다.

두 번째,구조와는 별개로 갈등과 반,일상 화 상황에서의 개

입인 일상 개입을 할 때 교사는 Raz의 사성 개념에 기반을 둔

사 권 와 Bingham의 계 권 를 나타내었다. 사 권

는 갈등 인 두 아이의 의견을 근거로 합의 을 찾아주는 형태로

나타났다.‘군가의 명령이 그것이 없을 때보다 이성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명령자는 권 를 가질 수 있기 때

문이다(Hershovitz,2010).’ 사 권 는 주로 갈등 상황에서 나타

났다.활동시간에 사 권 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 시간은

두 아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두 아이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

론을 내어 여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두 번째로

계 권 의 형태이다. 계 권 의 속성은 ‘복종보다는 합의와

신뢰’이다(VanderStaayetal.,2009:273).합의의 모습은 강낭콩 잎

을 두고 이야기를 나 던 장면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의견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갈등 상황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로할 때

교사의 심은 아이의 정서에 집 되어 있었다.아이는 교사의 심

을 이끌어냄으로써 일상을 자신에게 맞추었다.이 순간만큼은 권

의 순환,즉 권 가 아이에게 주어졌다.

세 번째,교사는 직 상의 권 를 가지고 있었다. 사 권 ,

계 권 , 통 권 가 작동되기 해서는 직 상의 권 가 뒷받

침 되어 있어야 한다.즉,특정한 형태의 권 들은 직 상의 권 와

연동되어 작동이 되는 셈이다.한편,교사 부재 시간에서 교사는 특

정한 형태의 권 를 활용하지 않고,등장만으로 아이들의 행 를 멈

추게 만들었다.교사가 잠시 교실을 비운 시간 동안에 교실에는 연

구자와 보조교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이들을 권 자로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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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큰 소리를 내거나 달리기도 했다.유아들은 일반 성인이나

부모보다 교사의 권 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일,2005;

Laupa,1994).이후 교사가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곧바로 조용

해졌다.아이들은 교사의 직 상의 권 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 행 를 즉각 으로 멈추게 하는 효과는 사 권 나 계

권 등의 특정한 형태가 아닌 순수한 권 인 직 상의 권 로부터

도 나올 수 있다.

네 번째,경우에 따라서 교사는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갈등 상황에서 교사를 찾는 아이의 요청을 거부함

으로써 두 아이의 계가 다시 좋아졌고,활동 비시간에는 아이들

에게 15 의 자유 시간을 으로써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이러

한 비개입은 사 권 와 같은 특정한 권 나 직 상의 권 를

활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다섯째,권 의 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유도 제한되거나 확장되었

다. 컨 , 통 권 권력과 유아의 자유는 자가 개입할수

록 후자는 어드는 계이다.그러나 사 권 와 계 권 는

자유의 제약과 련이 없다. 사 권 는 아이들이 서로의 자유를

침범한 갈등상황을 해결해 으로써 본래의 자유를 되찾게 해주었

다.43) 계 권 는 유아에게 권 를 넘겨 으로써 유아를 상황의

결정자로 만들었다.이 두 권 는 역의 침범이 아니라 오히려 권

를 아이들에게 넘겨주면서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에 따라 자의 자유와 권 의 계는 ‘권 와 자유 침범 계’,후

자는 ‘권 와 자유 확장 계’라고 칭할 수 있다.일과와 일상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 권 의 유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3) 사 권 는 군가의 결정을 신 내리기 때문에 주체의 자율 선택을 침범할 것이

라고 생각되지만 집단 으로 특정한 사안에 동의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구의 자유

도 침범하지 않은 채 권 가 행사될 수 있다(Raz,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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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분류
계 권 유형

일상 개입
일과 구조

개입

갈등
일상

화
반

교사

부재

환

시간

활동

시간

문지식

인으로서

의 권

직 상의

권

권 와

자유

확장

계

사

권

계

권

기존의

권

권 와

자유

침범

계

통

권

권력

비권 비개입

<표 IV-2>일과와 일상에 따른 교사 권 의 유형

2) 자유의 모습

일과와 일상에 따라 권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달라짐에 따라 유

아의 자유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났다.일과에 따른 권 개입의 정

도와 강도는 교사 부재 < 놀이 < 놀이정리 <활동 비 < 활동 <

졸업식 순으로 높아진다.이에 따라 자유의 정도는 약해진다.자유

의 모습은 교사가 없을 때의 무제한의 자유와 자유가 엄격히 제한

된 졸업식에서의 발가락 꼼지락거리기 사이에 스펙트럼처럼 놓여있

다.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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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집단

활동시간

활동 비

시간

놀이정

리시간
놀이시간

교사의

부재

<표 IV-3>권 의 개입에 따른 두 차원의 자유의 정도와 모습

개입의 강

도와 정도

고정된 자

유의 정도

‘허용된

자유’

바른 자세

유지하기

바른 자세

로 앉은 채

발 표 하 기

해 손들

기,호명될

시 말하기,

허락이 없

어도 물마

시거나 화

장실 가기

앉은 채

손 들 지

않고 말

하기

정리하

면 서

친구들

과 마

음 로

이야기

하기

규 칙 을

지키면서

마음 로

말 하 고

돌아다니

기

앉 아 서

활 동 하

기

‘은 한

자유’

발가락 꼼

지락거리기

앉은 채 몰

래 떠들거

나 장난치

기

친 구 와

이야기하

기, 앉은

채로 장

난감 만

지기

정 리

하 지

않 고

도망다

니기

단 체 로

놀 잇 감

몰래 교

환하기,

권 력 형

성,참여

배제

큰 소 리

내기,뛰

기,친구

가방 뒤

지기

권 의 일과 구조 개입과 연동되는 고정된 자유는 두 가지 층

로 나타났다.하나는 일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허용된 자유

의 모습이고,다른 하나는 교사의 을 피해 성취되는 은 한 자유

이다. 자가 규칙 수로서의 자유라면 후자는 규칙 반으로서의

자유이다.허용된 자유는 주어진 만큼만 릴 수 있는 자유이지만

교실에서 요구되는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며, 군가에게 피해를 주

지 않는 행 이다.은 한 자유는 권 개입이 차 강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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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물건의 교환에서 발가락 꼼지락거리기로 그 형태는 작아진다.

그리고 교사가 없는 시간,즉 권 가 없을 때는 뛰기,소리지르기,

친구가방 뒤지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은 한 행 는 감시를

받는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기 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고,스스로에

게 자유가 있음을 과시하는 방법이다(Goffman,1961).권 와 규칙

이 있는 곳에서 나타난 은 하고 소극 인 항의 행 는 그것들이

없는 곳에서는 공공연하고 극 인 선택과 참여의 행 로 나타났

다.교실에서의 은 한 참여는 기 이 원하는 역할수행자로서의 자

아로부터 벗어나서 집단 혹은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고 유지하기

한 방편이다(Goffman,1961).규칙이 있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 스스

로 최소한의 자유 역을 찾는 방식인 것이다.이러한 결과와 련

하여 논의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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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결론

1. 논의

1) 유아교실의 자유에 한 다양한

활동 비시간에 교사는 떠드는 아이들을 집 시키는 것을 그만두고

15 동안 마음 로 떠들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15 후에 아이들

은 조용해졌고 활동은 비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이 허락

된 15 는 앉아 있던 권 가 일어선 뒤 남긴 자리,즉 여백이었다.

교사가 남긴 이 여백 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그림을 그렸다.허락

된 환경 안에서 자율 선택과 참여가 일어난 것이다.15 뒤에 색

연필은 반납되었지만 여백 에 욕구를 풀어낸 아이들은 한결 조용

해졌다.

아이들은 항상 여백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았다.은 한 놀이

를 할 수 있는 여백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은 한 공간으로

숨어들어가 교사의 손이 닿지 않는 여백의 자리를 찾아내었다.은

한 공간을 찾고, 반 행 를 함으로써 권 에 항하고 도 하는

생 응의 모습은 권 를 어내고 자유의 빈 공간을 확보하려

는 노력이었던 셈이다.이 만들어진 여백 에 그려지는 그림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유의 흔 일 터이다.

이런 깨달음은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주었다.교사

에 의해 여백이 허용될 때까지 혹은 스스로 여백을 성취할 때까지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모든 아이들이 여백 안에서 자유를

릴 수 있을까?여백 안에서 리는 자유의 행 는 어떤 모습일

까?그리고 동일한 여백이라도 그 안에서 리는 자유의 정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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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이 논문은 사 역과 공 역에서의 소극 자유와 극 자

유의 에서 자유 논의를 시작하 으나 유치원 상을 찰하고

분석한 결과 자유를 보는 다른 이 있을 수 있음이 발견되었

다.44)우선 이 연구의 개념틀로 상정된 자유의 역은 교사와 유아

의 계를 권 가 자유에 개입하는 계로 본다.이 개념틀은 개입

과 침범 계에서 권 의 모습과 자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에 심이 있었다.그러나 역의 안에서도 자유의 상태로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자유의 과정은 아이들이 자유와 만나는 과정에

심을 둔다.그리고 아이들이 마침내 자유와 만났을 때 어떤 행

가 나타나는지 볼 필요가 있다.자유의 행 는 과정이나 권 와의

계가 아닌 행 그 자체에 심을 가진다.과정을 거쳐 자유의 상

태에 도달한 뒤에도 모두가 같은 자유의 행 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자유는 능력의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자유의 정도는

자유를 리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정도에 심이 있다.자유는

역, 역 안에서의 과정,과정을 거친 이후의 행 ,그리고 행 의

정도로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자유는 서로 배타 인

계가 아닌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자유의 역

이 연구의 개념틀로 상정되었듯이 교실 안에서 유아는 두 가지의 ]

44) 찰과 분석 과정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범주를 도출하는 귀납과 범주들 사이의 연결이

라는 연역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찰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도 분석하는 과

정에서 추론되는 결과인 발견 추론을 거쳤다.발견 추론은 모든 분석 차를 완

히 거치지 않고도 이론에 다다를 수 있는 ‘상상 도약(imaginativeleap)’이다(Ezzy,

2013:14).이 에서 이 네 가지 자유에 한 을 분석한 방식은 체계 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구성하는 근거이론(Strauss& Cobin,1994)의 방식을

닮아 있다.연구의 목 이 이론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찰과 분석을 하는 과정

에서 자유에 근하는 방식이 앞서 구성한 개념틀 외에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

다.이 가능성은 일종의 상상 추론을 가능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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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래문화 교사 개입의 공 역

공 역에 놓일 수 있다. 래문화의 공 역과 교사 개입의 공

역이 그것이다. 자는 권 의 개입 없이 래들 사이에서 선택

과 참여 반이 이루어지는 문화 탄생의 역이며,후자는 교사

와의 계에서 선택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역이다.

자유를 역으로 보는 은 ‘래문화의 역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와 ‘권 역은 자유 역에 얼마나 개입하는가’에 심

을 가진다. 래문화의 공 역 안에서는 주로 참여와 배제,상징

물을 심으로 한 놀이와 권력, 역의 사유화 같은 래문화가 만

들어진다.이 안에서 공유되는 래문화에 의해 공‧사 소유물에

한 선택과 선택의 실패,참여와 참여의 실패가 반복 으로 나타난

다.반면,교사 개입의 공 역은 교사의 개입이 있는 활동,유아

사이의 갈등 해결과 로,규칙에 한 반 혹은 항과 같은 생

응이 나타나는 역이다. 역으로의 근을 통해 일과에 따라

권 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른 자유의 모습과 권 가 개입하지 않을

때의 자유의 모습이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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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유의 과정

자유를 과정으로 보는 에서는 자유를 ‘자율 선택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그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 심을 가진다.이

과정 어느 하나의 단계가 충족이 안 되면 자유의 상태에 놓일

수 없다. 컨 ,놀이를 하기 해서는 놀이시간이 되기를 기다리

고,원하는 역에 자리를 잡고, 역에 이름표를 붙인 뒤45)친구와

의 놀이 참여가 성공 일 때 자유는 완성된다.그러나 동이는 사

라진 이름표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원하는 놀이를 하지 못했다.이름

표를 붙이지 않은 채 놀이 역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반발을 사기

도 하기 때문이다. 동이는 자유의 상태로 가는 일련의 과정

‘역에 이름표 붙이기’의 단계에서 좌 한 셈이다.그러나 이름표를

잃어버린 가은이는 이면지를 잘라 자기 이름을 고 스카치테이

로 고정시킨 후 놀이에 참여했다.스스로의 힘으로 다음 단계로 나

아간 것이다.이 두 아이는 이름표가 없다는 장애를 하는 자세가

달랐다.한 아이에게는 ‘이름표’가 장애로 다가왔고,다른 아이에게

이름표는 스스로 성취한 자유의 티켓이 되었다.

한편,진석이도 자유에 이르기 해 험난한 여정을 걸었다.놀이에

참여하기 해 친구에게 말을 걸어보고,건드려보던 진석이는 결국

악당이 되기를 자처했다.“내가 악당할까?”라는 말은 놀이를 할 자

유를 성취하려는 진석이의 선택이었다.드디어 아이들 틈에서 그들

과 마주하며 괴물놀이를 시작할 수 있었고 자유의 상태에 놓일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공격을 혼자 받아내다가 물러나야 했다.다시 자

유의 상태 밖으로 내쳐진 것이다.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성취했다

는 에서 진석이와 가은이 사이에 공통 은 있지만 진석이가 마주

45) 역에 머물기 해서는 이름표를 해당 역에 붙여야 한다.각 역에 머무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장에 제한 인원만큼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면 그

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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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와 가은이가 마주한 장애는 그 두께가 달랐다.이름표와

래들의 강한 거부는 같은 장애이지만 후자의 장애는 더 넘기 어려

운 장애이기 때문이다.자유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V-2]놀이의 자유로 가는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이것은 층의 장애물을 깨어나가 자유의 알맹이를 맛보기까지의

과정이다.장애물을 깨지 못하면 동이처럼 좌 하거나 진석이처럼

둘러가야 한다. 동이와 가은이에게는 같은 소극 자유가 주어졌

지만, 동이와 달리 가은이는 아이디어라는 능력을 활용하여 다음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자유는 능력의 성공 인 활용 가치에

달려있다(Raz,2006:1017).

자유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블록쌓

기 역과 같은 공 역 안에서 친구와 놀이를 하기 해서는 블

록에 한 근이 제되어야 그 블록을 가지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블록의 선택과 블록 놀이 참여는 일련의 과정인 셈이다.진석

이는 이 두 과정 어느 한 과정에서 매번 좌 을 했었다.블록과

같은 공 소유물,동수가 가지고 온 팜 릿 캐릭터와 같은 사 소

유물,사유화된 공 역에서의 배제는 진석이의 선택과 참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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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모두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다.블록이 참여의 자유로 이어지는

매개가 되었듯,요괴워치와 같은 주상징물이나 게릴라성 상징물 역

시 참여의 자유로 이끄는 매개가 될 수 있다.다만 주상징물을 가진

자의 권력욕이 타 아이들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다.블록이나 상징

물과 같은 자유의 매개체를 확보한다고 해도 놀이가 갈등 없이 지

속 으로 진행되기 해서는 자유의 궁합이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것

도 요하다.

자유의 과정은 집단 활동 시간에도 용될 수 있다. 집단 활

동 시간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것 외의 모든 상황이 교

사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

지만 활동 에도 자율 선택과 참여는 나타났다.

[그림 V-3]활동시간에서의 성공 참여의 과정

활동시간 동안 표 의 자유를 리는 상태에 다다르기 한 과정도

험난하다.우선 아이들은 매트 에 앉아 교사와 마주하고,바른 자

세를 취한 다음,손들기와 같은 의례를 지켜야 한다.그런 다음,동

시에 손을 든 여러 아이들을 물리치고 교사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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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맞는 발언을 했을 때 비로소 참여의 자유가 완성이 된다.선

택받을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지만 흔히 교사는 아이들을 골고루

호명하기 때문에 참여의 자유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그림V-3]은 호명 여부에 따라 참여의 자유가 이루어지거나 실패하

는 과정을 보여 다.이 과정은 체로 교사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

에 자유는 성취보다는 허용되는 경향이 높다.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교사에 의해 허용되는 것만은 아니다.가은이와 진석이가 그랬던 것

처럼 성취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문제는 그 성취를 막는 장애의 크

기나 정도에 있었다.은 한 행 와 같은 생 응은 자유의 상

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유의 상태로 들어서는 방

편이었던 것이다.

자유를 과정으로 보는 에서는 자유 행 에 다다르기까지의 맥

락이 시된다.이 맥락을 살펴보면 하루에도 수차례 자유와 비자유

의 상태가 교차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고,자유가 막히는 이유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3)자유의 행

자유의 행 는 허용된 자유이든 성취한 자유이든 매우 제한된 상황

에서 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이든 간에 자유 행 자체에 심

을 가진다. 컨 , 집단 활동시간은 교사의 개입이 가장 많은 시

간이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운 행 에 심을 가진다.

자유의 행 는 [ 시2]의 지오,민재,정모의 놀이에서 잘 드러난

다.자유의 궁합이 맞는 친구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다.셋은 쌓기

역에서 만든 블록 무기로 오랫동안 멈춤 없이 놀이를 이어갔다.아

이들은 친구가 블록으로 자기 블록을 때리는 행 의 의미를 이해했

고 이해한 로 맞받아주는 패턴을 반복했다.상호참여의 놀이 과정

에서 갈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 같은 집단의 아이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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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블록을 만졌을 때도 갈등은 곧 해결이 되었고 놀이의 흐름은

원활하게 이어졌다.아이들의 놀이에는 재미와 웃음이 있었다.원하

는 것이 좌 된 진석이의 표정과는 달랐다.자유의 궁합이 맞는 아

이들의 모습에는 원활한 상호참여와 놀이의 흐름이 있었다.즉,아

이들은 놀이에 몰입했다.다음은 다른 몰입의 모습이다.

[ 시26]

2015.07.09.목요일. 소집단 활동시간,미술 역.

조형 역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다.책상 가운데 색연필통이 있고 각자 앞

에는 색도화지가 있다.원하는 색연필을 뽑아 칠을 하고 다시 꼽고 다른 색을

뽑아 칠한다.색연필을 빼고 꼽는 소리와 그림을 그리는 슥삭슥삭 소리가 들

린다.아이들은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색연필을 골라 들고 바로 칠을 한다.주

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색칠을 한다.색도화지는 마다의 방식으로 사람,동

물로 채워진다.한편, 책상에 앉아 있는 한 아이는 한 손에 색연필을 들고

도화지를 보면서 책상 에 반쯤 엎드려 있다.색연필을 책상 바닥에 툭툭 내

려친다.몸을 들어 올려 숨을 크게 쉬고 나서 다시 엎드리려다가 책상 에

떨어진 종이를 는다.종이를 잘게 찢고 책상 아래에 버린다.벌떡 일어서서

책상의 친구에게 간다.그 친구도 엎드려 있다.둘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

다가 교사가 쳐다보자 아이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이 행 는 많은 한계 안

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규칙(친구와 색연필 나 어 쓰기,책상 에

서 그리기 등),교사가 정해 그림의 주제,교실에 구비된 한정된

색연필과 일 인 크기의 도화지는 아이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었

다.그러나 아이들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큼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원하는 색을 선택해서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렸고,색연필

사용 순서를 조율하거나 다른 색을 선택했다.제약 속에서도 아이들

은 그림 그리기에 몰입해 있었다.반 로 어떤 아이는 몰입하지 못

한 채 그리기 활동이 아닌 것들을 했다.



-130-

몰입의 근원은 흥미이다.Dewey(2010:27)에 따르면 흥미는 가치를

인식한 결과 활동에 열 하는 것,몰입하는 것,완 히 빠져 있는

것이다.몰입과 자유의 계는 몬테소리의 ‘자유는 활동이다’라는 말

(조성자,1996:47)에서도 찾을 수 있다.활동은 자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느끼는 경험이 되며 앞으로의 독립으로 이어진다(조

성자,1996).결국 자발 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은 충동을 그림

활동으로 풀어내게 만든 직 인 흥미를 느끼는 모습과도 같다

(Dewey,2010).

자율 선택과 참여의 상태 안에 있는 아이들은 몰입,말과 행

의 역동 인 주고받음,웃음을 드러내었다.진석이도 어떤 과정을

거쳤든 악당을 자처함으로써 자유의 상태에 들어섰을 때 역동과 웃

음이 나타났다.아이들의 몰입,역동,웃음은 그들이 자유의 상태 안

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 인 징후인 셈이다.웃음과 역동이 표출되

는 은 한 놀이 역시 자유의 징후를 가지고 있다.행 를 심으로

한 자유에 한 근은 자유 행 자체의 모습에 집 할 수 있게

하여 일과와 일상에 따라 아이들이 자유의 상태 안에 있는지를 이

해할 수 있게 한다.

(4)자유의 정도

과정, 역,행 를 통한 근은 유아들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정도

를 드러내지 않는다.정도의 에서 본 자유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첫 번째는 일과에 따른 교사의 개입 정도와 유아 자유의

정도,두 번째는 유아 개인의 자율성의 정도,세 번째는 지식의 정

도,네 번째는 자유제한 요소의 정도이다

첫 번째,자유의 정도는 일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유의 모

습을 포함한다.교사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일과로 갈수록

아이들의 자유도 뛰기와 큰소리지르기와 같은 공공연한 행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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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꼼지락거리기로 그 행 의 크기가 작아졌다.교실 안에서 자

유의 여백을 찾고자 하는 아이들의 본성이 교사 개입의 정도에 따

라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자율성의 정도는 개인마다 달랐다.자율성을 ‘자기가 세

운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반 의 개념,즉 타율

성은 ‘타인이 세운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된다.이를 간단히

표 하면 교실에서 자율 유아는 ‘교사의 손이 필요 없는 유아’일

것이고,타율 유아는 ‘교사의 손이 많이 가는 유아’일 것이다.교사

가 개개인에게 개입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

는 지식,행동특성,생각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동수는, 는 별로 손을 안 요,안 문제가 아니면.행동이 크고,놀이를 험

하게 하는 편이라 좀 제재를 하거든요.활동이나 래 계에 있어서는 터치를

잘 안 해요.진석이는 친구와 못 어울려서 소그룹을 할 때는 여러 집단에 넣

어줘 요.그리고 이야기나 기를 할 때 많이 기회를 주는 편이죠.( 략)진

석이는 친구 계에 손이 가고,동수는 안 에 손이 가고.다 다르죠.

(2015.04.30.열매반 교사 면담)

교사는 안 과 련해서는 다른 아이보다 동수에게 더 많은 손이

가고,친구 계 맺기에서는 진석이에게 더 손이 간다고 했다.‘손이

더 간다 혹은 손이 덜 간다’는 표 은 타율과 자율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함의한다.자율성이 강한 인간일수록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을 것이

기 때문이다(White,2002:132). 자율과 타율은 안 ,놀이,활동

상황 등에서 그 수 이 다를 수 있다. 컨 ,친구들과의 놀이에

자율 으로 참여를 잘하는 가은이보다는 자율 참여를 어려워하는

진석이에게 교사의 손이 더 많이 간다.이 둘은 ‘놀이참여 상황’스

펙트럼의 양 단에 치한다. ‘안 련 상황’에서는 안 하게 놀

이를 하는 가은이보다 장난이 많은 동수에게 교사의 손이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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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이 두 아이는 ‘안 련 상황’스펙트럼의 양단에 치할 수

있다. ‘활동 상황’에서 색종이 기를 잘하는 진석이보다 그것을

못하는 가은이에게 교사의 개입이 더 많다면 ‘색종이 기 활동 상

황’에서 이 둘 사이의 자율의 정도는 다를 터이다.따라서 교사 개

입의 정도는 특정 상황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의 정도

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V-4]상황에 따른 개인 내/간 자율성과 타율성의

정도

결과 으로 자율의 정도는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차이로 볼 수

있다. 컨 ,‘놀이참여’상황에서는 진석이와 가은이의 자율의 정도

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간 차이가 있다.반면,진석이는 ‘놀이참여

상황’에서는 자율성이 낮지만 ‘활동 역’에서는 자율성이 높다.이때

진석이는 두 상황에서 개인 내 차이를 보인다.

세 번째,지식의 정도에 따라 자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진석

이가 ‘색종이 기 활동 상황’에서 교사의 개입 없이 종이 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는 방법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 로 진석이가 래문화로부터 배제된 것은 해당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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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자는 활동에 한 지식이고,

후자는 문화 지식이다.이 두 유형의 지식은 동일한 차원의 지식

이 아니다.활동에 한 지식은 일종의 교과 지식에 해당된다.지

자율성은 어떠한 오류나 환상,선입견 등에서 벗어날 때 습득될 수

있다.이를 해 합리성과 지식이 필요하다. 군가가 자신이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하기 해서는 지식과 비 이

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유재 ,2001).이성 이고 합리 인 선택을

하는 자율 인간이 되기 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과 지식이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등 교육과정으로 확장・심화・연계된다.유

치원 교육과정은 이후의 교과 지식과의 연계를 한 석인 셈이다.

색종이 기 활동은 이성 이고 합리 인 자율성을 기르기 한 교

과 지식 습득의 기 형태이다.이와 달리 문화 지식은 사회 으

로 구성된 문화 텍스트를 생산/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Kantoret

al.,1993)이다.2014년,별이 유치원을 찰하던 학기 에 학

을 온 아이가 있었다.첫 며칠 동안 아이는 놀이,활동,식사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

다.색연필은 어디에 있는지,미술 역에 있는 종이는 사용할 수 있

는지 없는지,배식을 받은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먹은 뒤 잔반

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 매 순간 선택과 참여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이 아이는 일과 동안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모르는 것을 물

어보면서 그 교실의 문화를 배워나갔고 차 친구의 도움 없이도

자유로운 선택과 참여가 가능해졌다.문화 지식은 진석이에게는

제약되어 있던 참여의 자유를 확장시키기 한 변 지식이고, 학

온 아이에게는 교실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여 손을 빌리지 않고(비타

율 으로)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변이 된다.이 두 가

지 지식에 기반한 자율의 정도 역시 지식 습득 정도에 따라 스펙트

럼으로 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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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제언으로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가 있다면 각 요소가 자

유를 제약하는 정도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컨 ,Feinberg는 감

기,장애,가난 등의 자유제약 조건을 외 ,내 ,소극 , 극 원

인으로 구분했다.이 구분에 자유의 정도를 입하면 Feinberg가 제

시한 질병과 같은 외 ‧ 극 자유 제약 요소를 불치병 < 폐질환

< 단순 감기의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이를 통해 강한 질병으로

갈수록 자유를 구사할 능력이 차 어들 수 있다는 논의가 가능

하다.

자유를 정도의 에서 보면 ‘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자

유는 언제나 상 이다(Troisi,1973:726)’는 말의 진 를 이해할 수

있다.자유가 상 이라는 말은 진석이,가은이,동수도 각자 활동

지식을 습득하고,안 에 한 인식을 높이고,놀이참여 방법을 이

해함으로써 스펙트럼 상에서 자율 정도의 치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2) 자유와 권 의 교육 의미

두 차원의 자유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교실은 자유가 허용되는 공간

일수도,자유를 성취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 교사로부터 나타나

는 다양한 권 의 모습은 교사가 유아를 하는 방식이 일률 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이에 따라 유아의 자

유가 확장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음을 보여 다.두 차원의 자유의

모습 자유에 한 더 넓은 근과 다양한 권 의 모습은 교육

으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다음의 그림을 토 로 유아의 자유

교사의 권 에 한 교육 함의를 들여다본다.



-135-

허용된 자유의

모습

은 한

자유의 모습

자유의 패러독스

지 그 모습46)

교사가 없는

시간
앉아서 활동하기

큰 소리로 떠들고

뛰어다니기

친구가방 뒤지기

소리 지르는 아이와

귀를 막고 있는 아이

놀이시간
원활한 놀이,

몰입

은 한 행 ,놀이

배제,권력형성,

참여하는 아이와

배제되는 아이

놀이정리

시간

사용한 물건

정리하기

정리하지 않고 도망

다니기

정리하는 아이와

도망다니는 아이

활동 비

시간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

이야기하기,앉은

채로 장난감 만지기

활동을 기다리는

아이와 장난치는 아이

집단

활동시간

바른 자세로 앉아

손들고 발표하기

앉은 채로

친구와 소곤거리기
패러독스 없음

졸업식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

발가락 꼼지락

거리기
패러독스 없음

<표 V-1>두 차원의 자유와 자유의 패러독스 지 모습

(1)유아 자유의 교육 의미

권 개입에 따라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허용된 자유와 은 한 자

유라는 두 차원의 자유는 아이들의 본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허용

된 자유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모습이고,은 한 자유는 교사의

을 피해 은 하게 나타나는 행 이다.이 두 가지의 자유를 기반

으로 한 교육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자유의 원천은 충동이며 권 개입이 어질수록 충동은

차 선택과 참여의 행 를 갖추어간다.발가락 꼼지락거리기는 권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낮아짐에 따라 큰소리를 내고 뛰는 행 로

46)자유의 패러독스는 ‘자유의 법 보호와 제한이 없을 때 강자가 약자 에 군림하는 일

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제한의 자유는 그 반 의 결과를 가져온다(Popper,1950)’는 뜻이

다.즉, 군가의 무제한의 자유는 다른 군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일과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각기 다른 자유의 모습들은 자유의 패러독스가 발생되는 지 과 모습,타

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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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확장되어갔다.이를 통해 자유의 원천은 개인 내부에 있는 충

동(Dewey,2008)이라고 한 듀이의 의를 이해할 수 있다.발가락

꼼지락거리기라는 충동이 권 개입이 어들면서 차 특정한 행

로 나타난 것이다.권 가 사라진 교실에서 아이들이 뛰고 소리를

질 던 것은 충동이 행동으로 최 한 발 된 모습이었다.이 행동들

은 권 개입이 커질수록 차 작아지며 종국에는 발가락 꼼지락거

리기라는 충동만 남게 된다.자유를 성취하려는 자발성의 근간에는

충동이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충동의 근원에 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그 첫 번째

해석으로,자유가 억제된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이 작은 충동이 말해

주는 바는 인간들은 어느 상황에서든 자유를 발화시킬 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행사 꼼지락 거리던 발가락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터져 나오는 웅성거림으로 변하는 것이 그것을 말해 다.따라서 이

충동의 불씨가 없는 아이는 본성이 죽은 아이일 것이며,이 불씨마

죽이려 애쓰는 교사는 아이들의 본성을 죽이는 교사인 셈이다.

Dewey의 말 로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

에 있었고 유치원 어느 곳에서나 발발했다. 집단 활동 에 간간

히 친구와의 웃고 떠드는 행동을 엄격하게 제지하지 않는 교사

는 그 본성을 이해하는 교사일 터이다.이 작은 충동과 충동으로부

터 만들어지는 행동들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함은 군 의 그것이다.

은 한 삶은 권 에 한 ‘ 한 충성과 배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삶

을 살아내는데 있어서의 작은 행 들(Goffman,1961:181)’에 불과하

다.따라서 규칙이 작동되고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행 가 은 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용인될 필요가 있다.충동을 실 하려는 욕구는 억 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Dewey,2010).

충동에 한 두 번째 해석으로 권 개입이 강한 상황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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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가락 꼼지락거리기는 특정 행동의 시작 일 수 있다.만약 열

명의 아이들이 발가락을 꼼지락 거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이들마

다 다를 것이다.이 발가락 꼼지락거리기라는 충동은 친구와 이

야기를 나 고 싶은 욕구,놀이를 하고 싶은 욕구,간식을 먹고 싶

은 욕구의 시작 이 될 수 있다.이러한 욕구는 자기결정이론에서

말하는 좋은 삶을 한 심리 욕구인 자율,경쟁,소속욕(Deci&

Ryan,2013)이나 실요법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소속(사

랑,나눔, 력),힘(경쟁,명 ),자유,즐거움,생존욕(김인자,2012)

의 시작 이 될 수 있다.따라서 발가락 꼼지락거리기는 어떤 상황

에서도 욕구 충족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며,시동을 끄지 않으려

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리고 권 개입이 어지는 즉시 운

이 시작된다.

그 다면 권 앞에서 충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발가락 꼼지락거

리기와 권 가 사라졌을 때의 뛰고 소리를 지르는 행 어느 것

이 아이들의 본성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어느 경우이든 요한 것

은 이 두 가지 행 에 한 교사의 태도이다.충동의 모습을 본성이

라고 할 때 발가락 꼼지락거리기와 같은 최소한의 본성은 인정될

필요가 있다.반면,뛰고 소리를 지르는 행 를 본성이라고 할 때

아이들로 하여 교실에서 이러한 본성을 표출하도록 놓아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도출된다.이것은 두 번째 논의로 이어진다.

둘째,충동의 본성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모든 행

가 언제나 용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충동은 그 자체로 합

리 ,이성 단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행동들은 자

유의 패러독스가 시작되는 지 을 만들어낸다.<표V-1>에 따르면

자유의 패러독스는 권 개입이 어지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권 개입이 가장 강한 졸업식과 활동시간에는 자유의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지만,권 개입이 어드는 환시간,놀이시간으로 갈



-138-

수록 청소를 하지 않는 아이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래

문화를 공유하는 아이들의 사유화 혹은 권력을 잡은 아이에 의해

다른 아이의 자유가 침범을 당했다.따라서 충동에 근거한 은 한

자유는 상황에 따라 억제될 수 있다.그 이유는 충동은 그 자체로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Dewey(1922)에 따르면 충동은 습 에 의

해 사회 환경에 응하면서 그 사회의 가치 과 습을 따르게

된다.이때 습은 개인에게 특정한 질서를 제공하는 권 의 역할을

한다. 습이 오래되면 변화의 요구가 생기고 개개인은 지성을 활용

하여 권 에 변화를 다.47)그리고 권 는 이러한 집단지성에 의해

다시 조직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끈다.즉,자유는 정체되어 있는 사

회의 가치 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48)교육은 아이들의

충동에 지성을 입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이 에서 은 한 자유

는 아이들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한편,아직은 방향성이 없는

측면도 포함한다.

셋째,그 다면 아이들의 은 한 자유를 사회 으로 용인되는 행

로,더 나아가 좋은 삶의 기 로 삼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생

각할 필요가 있다.White의 검증된 욕구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일시

인 충동보다는 삶 체에 비추어 볼 때 고차원 인 욕구를 선택

함으로써 좋은 삶을 릴 수 있다(유재 ,2013).좋은 삶을 한 교

육을 보는 White의 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Clayton,1993).첫

째,교육은 아이들로 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일련의 능력과 충분한

사 지식을 제공하여 욕구를 계로 나 고 욕구들의 충돌을 해소

47)충동은 그 자체로는 목 과 질서가 없는 힘이고,습 은 반복되는 유사한 상황에서 충동

을 패턴화시킴으로써 환경 자극에 효율 으로 응시키는 능력이며,지성은 새로운 환경

에서 충동과 습 의 균형이 깨어질 때 충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이러한 균형

의 분열과 재조직이 계속되면서 지식이 획득되고 새로운 경험이 계속 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이주한,2003).

48)이때 자유의 역할에는 세 가지가 있다(Dewey,1964:81-82).첫째,자유는 행동의 효율

인 수행,계획한 바를 수행하는 능력,장애의 극복을 포함한다.둘째,자유는 계획을 다

양화하는 능력,행 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능력이다.셋째,자유

는 욕구의 힘이자 여러 상황 안에서 좋은 것들을 선별하는 능력과 동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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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아이들은 욕구의 상에 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습득할 지식은 성숙된 욕구구조와 한 것이어야 한다

(White,2002:216).’둘째,교육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을 확보하게

만들어야 한다. 컨 ,사회생활을 잘 하기 해서는 그에 필요한

사회생활과 련된 지식을 확보해야 한다.셋째,잘삶을 한 교육

의 역할은 이 에 갖지 못한 욕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보다

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먼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White,2002:62).’교육 목 인 좋은 삶에 다다

르기 해서는 욕구에 한 지식,욕구와 단순한 쾌락을 구분시키는

도덕성의 함양이 필요하다.

넷째,은 한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에서 방

향성이 없는 행 라면 사회 으로 수용되는 행동인 허용된 자유는

습 화된 행동,즉 사회화된 행동일 수 있다.상징 상호작용론에

따르면,허용된 자유의 모습은 역할수행자로서 사회 간섭과 개입

을 받아내는 자아의 모습이다(Wallace& Wolf,1986).그러나 이 모

습이 자율 선택과 참여의 모습이 되기 해서는 유아 스스로 그

러한 행동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자기결정이론(Deci&

Ryan,2013)에 따르면 자율 행 는 인간이 특정 활동이나 목표

달성 자체에 온 히 흥미를 느껴 그 활동을 자발 으로 선택할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 혹은 자율 동기에 의해 발 이 된다.따

라서 자율 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로 선택을 했고,그러한 선택

에 의해 놀이와 활동에 참여를 했다면 그것은 자발성에 기반한 자

유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규칙이 내면화되지 않은 채 교사의 권

가 무서워서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다면 외 으로 동기가 부여된

타율 선택과 참여라고 할 수 있다.외 동기를 내면화된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 자기조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는 아직 완

한 내 동기에 의한 행 는 가능하지 않다(Deci& Ryan,2013).49)



-140-

따라서 허용된 자유는 온 히 내면화된 행동,즉 자율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그 다면 교육의 역할은 이러한 불완 한

자유를 통합된 조 에 의한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을

쌓는 것이 될 수 있다.이것은 나아가 행동의 효율 수행을 막는

장애를 극복하고,새로운 것을 경험하며,좋은 것들을 선별하는 능

력으로서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인 셈이다.

(2)교사 권 의 교육 의미

교육에서 자유의 요성을 시하는 한편으로 권 의 역할에 가치

를 두는 이유는 게 교육목 의 달성과 연 이 있다.따라서 권

에 한 교육 논의는 자유와 련된 교사의 역할에 한 논의와

도 같다고 할 수 있다.연구결과를 통해 생각해본 교사의 권 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교사의 역할 하나는 일과의 목 을 달성하는 것이며,이

에 따라 자유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일과가 놀이정리에서 활동

시간으로 갈수록 교사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교사

와 유아가 일과 구조 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유아가 일과 구

조에 따른 구조 자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과 구조의 형성은 교육과정으로부터 비롯된다.교사는 놀이정

리,활동 비,활동이라는 일련의 목표를 달성해야 해야 하며 하나

의 목표 달성이 다음 목표의 시작이 되도록 만든다.이것은 유치원

49)이 네 가지는 온 히 외 통제에 의해 행동하는 외재 조 (externalregulation),외

동기가 부분 으로 내면화된 부과된 조 (introjectedregulation),성인이 제시한 규범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여 내면화된 선택 조 (identifiedregulation),외 통제의 내면

화를 통해 진정한 자아가 표출되는 통합된 조 (integratedregulation)이다.이때 외재

조 과 부과된 조 은 외 동기에 가깝고,선택 조 과 통합된 조 은 내면화된 외

동기와 가깝다(Deci&Ryan,2013:29).유아에게는 외재 조 ,부과된 조 ,선택 조

의 양상이 모두 나타나지만 ‘통합된 조 ’의 경우는 청소년기 후반 이 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Deci&Ryan,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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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인 리과정의 목표에 따른 것이다. 리과정의 목표는 따

르면 기본 운동능력,안 한 생활습 ,의사소통능력,바른 언어,존

,참여 등의 능력과 태도를 통합 으로 기르는 것이다(교육과학기

술부,보건복지부,2012).일과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구성

된다. 컨 ,놀이 시간에 존 과 참여 방법을 배울 수 있고,정리

시간을 통해서 생활습 을 배우고,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 모두를

배울 수 있다.가치 있는 것을 배울 때는 자유가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Peters의 주장처럼 각 교육일과를 규정하는 임마다

목 하는 바가 있을 때 교사의 개입이 더 커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 권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낮아질 때 자유의 침해가

더 많이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로 볼 때도 다른 아이의 피해를

이고,일정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해서 교사의 개입은 필요하다.

아이의 자발성을 시한 Dewey역시 교사는 교실에 싸움이 일어날

때 개인 권 50)를 활용하여 그것을 멈추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교사는 아이들의 충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여 이

의 경험에 비추어 결과를 견하는 지 능력을 쌓게 하는 안내

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일과 반에 걸쳐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다양한 활동들은

기본생활 습 과 바른 인성,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 등의 계발

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의 기 를 형성시킨다(교육과학

기술부,보건복지부,2012).이 에서 이 활동들은 아이들을 지식의

형식51)에 입문시키는 기 가 될 수 있다.유치원 일과의 다양한 활

50)Dewey에 따르면 교실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만들어지는 사회 권 와 교사의 개인

권 가 있다(Gordon,1998).교실의 사회 권 는 어느 군가에게 부여된 것이 아

니라 교사와 학생의 토론과 합의의 산물인 일종의 규칙인 셈이다.즉,교실 권 는 학생

과 교사의 참여에 의한 기 앤 테이크 과정의 결과물이며 일종의 조직된 지성인 셈이

다.한편,교사는 교실의 체의 복지를 해서는 개인 권 를 사용할 수 있다

(Gordon,1998:255).

51)지식의 형식은 인간이 역사 으로 방 하게 축 된 사고와 행동의 형식인 과학,역사,

수학,종교 심미 인식 등의 사고의 형식과 도덕 , 의 ,기술 사고와 행동의

형식을 의미한다.이러한 지식의 형식에의 입문을 통해 인간은 한 사회의 언어,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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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은 아이들의 삶과 하고,이 사회의 지배 인 습과 문화를

달하기 해 구성되었다는 에서 ‘사회 실제에로의 입문’활동

과도 같다.52)이 활동들은 단지 사회화를 한 목 이 아니라 ‘사회

선 혹은 조화를 이루며 더 나아가 사회 체의 풍요를 가져오는

교육받은 공 을 양성함으로써 사회 체의 좋은 삶을 도모’하기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재 ,2002:187).

따라서 교실 구성원들은 교실 체의 복지와 사회 실제에의 입

문을 해 규범 질서를 공포하고 유지시키는 권 를 따르는 것이

매우 요하다.그 이유는 교실의 일과란 구성원 모두의 좋은 삶을

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구속이 가해지는 상태’이자 단체 활동이

기에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며’따라서 ‘본질상 계획 으로 통제된

환경’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권 는 1)타인의 복지를 해 기본 인

행동규칙을 가르치고,2)앞으로의 올바른 자율 선택 능력을 키우

기 한 경험을 제공하고,3)최소한의 질서를 제공함으로써 나쁜 규

제나 집단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둘째,교사는 아이들에게 문화 지식을 알려 필요와 사회 가

치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필요가 있다. 래문화 안에는

마다의 다양한 신념과 생활방식이 들어 있었다.상징물에 한

심과 지식,의례와 같은 문화 지식을 가진 아이들은 그 문화에 참

여할 수 있었다.진석이가 그 문화에 참여를 할 수 없었던 이유

하나는 문화 지식의 부재에 있었다.Dewey를 시하여 자유를 능

력의 문제라고 본 McCallum과 Feinberg의 논의처럼 진석이에게 문

화 지식은 그 자체로 래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인 셈이다.

규칙 등과 같은 가치 있는 활동 는 사고와 행동의 양식으로 규정되는 공 통,즉

삶의 형식에 입문한다(Peters,2008).

52)후기 Hirst와 MacIntyre의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 실제’개념을 구상한 유재 (2002)에

따르면 사회 실제에 기반한 교육은 추상 인 교과 지식이 아닌 사회를 지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교육방법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는 나아

가 개인 인 선 혹은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사회 체의 풍요를 가져오는 방식이어야

한다(ibid: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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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진석이 스스로 소극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으로써 진석이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실제 인 문화 지식

에 그를 입문시킬 필요가 있다. 한 놀이에서 군가를 배제시키는

래들의 행 는 래집단이 집단생활에서 수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힘을 드러낸 것이다.이것은 래들 사이에 공유되는 배제

의 문화를 참여의 문화로 바꾸어 권 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셋째,교사는 아이들의 이성 단을 끌어내어야 한다.인기가 있

는 상업 놀잇감으로부터 비롯된 권력은 다른 아이들을 순종하게

만들었다.권력과 순종은 모두 특정한 물건에 의해 유발된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교사의 역할은 충돌하는 많은 욕구 자신의 복지에

더 보탬이 되는 욕구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권 의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White,2002).하

나는 아이들로 하여 욕구를 확인하고 욕구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다음은 욕구의 원인과 그 욕구에 따른 행동의 결

과를 이해시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교사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

지를 알게 하기 해 혼동되기 쉬운 가치를 구별하는 방법과 어떤

종류의 자질과 지식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넷째,권 계가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계가 아니라 확장 계

가 될 수 있다.이와 련하여서는 교사의 사 권 와 계 권

로부터 함의를 찾을 수 있다.Raz에 의해 제시된 사 권 는

교사가 갈등 인 양 측의 입장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갈등

상황에서 사 권 는 아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서 갈등 상황을 종료하 고 아이들은 자유를 찾았다. 한편,

Bingham의 계 권 는 로가 필요한 아이를 교사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며,아이의 감정에 심을 두는 방식으로 나타났다.이

순간,권 는 교사에게 있지 않고 아이에게로 옮겨간다.보살핌

합의와 신뢰로 이루어진 이 계는 어느 구에게 권 를 이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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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어느 구의 자유에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동 심교육은 유아에게 자연의 순리에 맞는 발달의 자유를 허용

하되 유아를 자기 운명의 책임자로 만들 때 실패한다(Troisi,1973).

이 말 속에 교육에서의 자유와 권 의 계가 함축되어 있다.교사

는 유아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 다고 해서

모든 것을 유아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발달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유는 아이로 하여 ‘내부에 있는 발달을 갈구하는 모종

의 힘(Dewey,2010:24)’을 활용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 있

는 활동의 기회를 최 한 보장함에 있다(Peters,2008:247).’그러나

발달하려는 내부의 힘은 그 자체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Dewey,

2010)이 힘을 어느 시 에 특정한 목 에 집 시키기 해서는 통

제가 필요하다(Dewey,2008).이러한 자유의 통제는 경험의 재구성

에 의한 성장,사회 실제에의 입문,좋은 삶이라는 교육의 목 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해 필요하다.

이것은 이성의 궁 으로 들어가기 해 습 의 정원을 지나는 일

과도 같다(Peters,2008:465).53)이 말은 ‘어린 시 에 기 인 사회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앞으로의 더 의미 있는 도덕

행 를 도모하기 한 바탕이 될 수 있다(Carr,2015:436)’는 말이

다.사회 ,인문 가치를 모른 채 행하여지는 마구잡이식의 행

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이성과 합리성을 강

조하는 주지주의 학자나 경험의 재구성을 교육으로 본 Dewey를 막

론하고 모두 권 에 의한 사회 가치의 습 화의 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 셈이다.Dewey가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 신

념과 생활태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삶에

53)Peters는 도덕 교육에 있어서 습과 통과 같은 기본 규칙이 어릴 때 습 화되어야

나 에 합리 인 사고와 지 단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이때 ‘기본규칙을 확실히 알

도록 하되 그것이 이후 합리 인 도덕 사고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덕교육의 패러독스를 해소할 수 있다(ibid: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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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입문시켜야 할 것이다.개입은 정도의 문제이지 유무의 문

제가 아닌 것이다.따라서 아이들에게는 권 에 의해 바른 방향으로

유도된 자유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른 방향에 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교사마

다의 가치와 신념의 기 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 을 정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바른 방향의 기 을 찾기는 어렵지만 더

폭 넓은 에서 무엇을,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한 논의는 가

능하다.이 에서 Peters(2008)가 주장하는 교육 개념의 규범 ,인

지 ,방법 거54)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이 거에 따르면 교

육의 개념 속에 붙박여 있는 내재 가치인 인지 안목은 지식,정

보,사실 등이 유리된 상태가 아닌 통합 으로 길러져야 하며,이를

해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각할 수

있게끔 달되어야 한다(유재 ,2000:143).따라서 교육을 상품생산

이나 취업의 수단과 같은 외재 목 으로 보거나,제한된 기술과

사고방식을 기르는 문 인 훈련과정으로 여기거나,조건화와 세뇌

와 같이 비도덕 인 방식으로 지식이 달될 때 교육의 개념

거는 실 되지 않는다(유재 ,2000:144).아이들의 자유를 바른 방

향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권 는 교실 운 의 편의나 리를 해

실행되지 않아야 하며,지식을 일방 이고 무조건 으로 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3) 유아 교사를 한 함의

연구결과 자유와 권 에 한 교육 논의를 바탕으로 유아교사

54)첫째,교육은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이 도덕 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의도 으로 달되고

있거나 달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둘째,교육은 지식과 이해,모종의 지 안목을 기

르는 일이며 이것들은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셋째,교육은 학습자의 의식과 자

발성을 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외된 몇 가지의 달과정은 교육에서 제외된다

(ibi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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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함의를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유아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권 가 어떠한 력을 가

지는지 악하고 일과와 일상의 임 속에서 아이들을 어떤 유형

의 권 로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교실을 운 하기

해서 교사는 반드시 권 를 가져야 한다.교사로서 교실에 들어서

는 순간 직 상의 권 는 자동으로 주어진다.그러나 직 상의 권

는 특정 형태가 아닌 교사라는 직 에 의해 주어지는 순수한 권

이다.이 순수한 권 만으로는 유아 집단을 이끌기 어렵다.갈등을

해결하고,의견을 수렴하고,활동을 이끌기 해서는 직 상의 권

외에도 사 권 , 계 권 , 통 권 를 시의 하게 활

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 혼자 교실을 감당하다보면 힘이 소진될 수 있고,교실이 통

제되지 않을 때 교사는 두려움을 느낀다.이때부터 교사는 통

권 와 권력에 의존하기 시작하며,아이들의 말에 귀를 덜 기울이고

더 독단 으로 교실을 운 하기 십상이다.유아 교사직이 많은 스트

스와 신체 ,정신 소진을 불러오지만 본인이 선택한 교사라는

직책 안에는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권한 외에도 아

이들과의 생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스트 스를 감수하는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생각된다.그러나 스트 스를 아이들에게 표 할 수 있

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이러한 권한은 가르침의 역 안

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모든 직장 생활이 스트 스를 유발하겠지만

유아교사가 받는 스트 스는 험하다.교실 안에서 교사는 단한

권 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명령과 박과 같은 통 권

와 권력이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따라서 교사는 자

신의 상태를 악하고,자신의 권 가 가르침의 역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주의하고,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통 권 가 반드시 나쁜 권 는 아니다.명령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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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있다.다만 명령에는 정당성과 이유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으

며 명령을 하는 방식이 권 주의 인 방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사 권 와 계 권 는 자유를 확장하는 권 일 수 있

다.특히 계 권 는 운 반에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컨

, 계 권 는 VanderStaayetal.(2009)의 에 등장하는 한 교

실 장면에 잘 소개되어 있다.활동시간에 학생이 질문을 주도하거

나,교사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학생들끼리 활동 주제에 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시간을 통제하기도 한다.그런 한편,교

사는 학생들의 과 토론에 피드백을 하면서 매우 문가다운 모습

을 보 다.이 시가 유아 교실이라는 상황에 그 로 용될 수 있

을지 의문이 제기될 듯하다.유아가 질문을 주도하거나 활발하게 토

론을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강낭콩을 사

이에 두고 교사와 아이들이 나 었던 화를 떠올려보면 아이들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아이들의 의견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던 교사

의 모습이 곧 계 권 가 발 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그

짧은 한 장면 안에서도 권 는 교사와 아이들 사이를 오갔다. 계

권 는 아동 심 권 라고 표 할 수 있을 듯하다. 계 권

를 많은 일과에 용할 수 있다면 교실 운 에 있어서 교사는 사

안을 독단 으로 결정하지 않고,의견 수렴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유

와 자신의 권 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두 번째,교사는 교실 안을 자유의 균등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권 가 문명화된 사회 구성원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행사되는

유일한 목 은 타인에게 해가 될 때(Mill,2001:13)’라는 존 스튜어

트 의 말처럼 교사 권 의 역할 하나는 교실 안의 모든 주체

들의 자유를 동등하게 만들어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침해되지 않

게 하는 것이다.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민재와 지오가 거친신체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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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다가 가은이와 부딪쳤을 때,한 집단이 공 물건을 사유화하

는 바람에 선택과 참여가 불가능했던 진석이의 사례,두 아이가 다

투는 갈등 상황,놀이시간의 권력형성과 놀이에의 참여와 배제는 자

유의 충돌 상황이다.그 결과,어느 한 쪽의 자유에 해가 가해졌

다. 해는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가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교실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앉아 있는 친구에게도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본인 역시 다치게 된다.이러한 자유의 패러독

스 상황에서 권 간섭주의는 정당화될 수 있다.권 간섭주의

란 개인의 자유가 그 사람의 복지,선,행복,요구,흥미,가치 을

해 강제하는 것(Dworkin,1972:181)이다.즉,개인의 잘삶을 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기 해서는 권 가 필요하다는 개념이다.교

실 안의 규칙들이 이러한 해 상황의 방지 방에 그 목 이

있다면 규칙을 지속시키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교사는 모든 아이

들에게 이익을 주기 해 권 로써 그들의 자유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교사는 아이들의 놀잇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래문화의

구축에는 놀잇감이 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유의 에서 볼 때

특정 놀잇감은 특정 아이들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다.많은 유치원

장에서 사 놀잇감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열매반 교사 역시 사 놀잇감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 했다.열매반 교사에 따르면 특정 물건에 한 아이들의 욕구 자

체는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 놀잇감을 향한 욕구를 차단

할 수 없지만 그로인한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이런 생각을 기

반으로 한 교사의 처방은 사 놀잇감의 반입을 허용하되 갈등이

생길 시 하원할 때까지 그것을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는 합의

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열매반 교사는 아이들의 욕구를 존 하면

서 교실의 평화를 유지하는 나름의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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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놀잇감을 심으로 갈등은 종종 일어났다.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면 사 놀잇감을 교실

에 반입해도 되는가?사 놀잇감을 반입하면 갈등은 반드시 일어

나는가?그 이 에 더 근본 으로,사 놀잇감을 향한 반입 욕구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사 놀잇감에 의한 갈등을 방지하기 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

의 반입을 지하는 것이다.즉,반입 욕구의 차단,혹은 반입에

한 선택권의 박탈이다.이것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에서는 아이들에게 사 놀잇감의 교실 반입에

한 선택권을 필요가 있다.문제는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

하는 다른 아이의 자유가 박탈될 가능성에 있다. 찰 결과,사

놀잇감을 교실에 가지고 온 선택이 다른 아이의 자유를 방해했

다.여기에서 자유(선택권)의 행사와 자유의 박탈 사이에 간극이 발

생한다.한 아이의 선택권의 행사가 다른 아이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을 때가 가장 좋을 것이다.그래서 열매반 교사는 선택권을 부여

하되 ‘다 같이 가지고 놀 수 있고 내가 줬을 때 마음이 안 나쁘고

싸우지 않을 때는 꺼내도 된다’는 규칙을 만든 것이다.아이들의 자

유를 보장하기 한 최선의 규칙을 정했음에도 갈등이 일어난 일부

분의 책임은 교사의 리 부족에 있다고 생각된다.자유를 부여하여

발생한 사태에 해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그 책임을 지는 방법

하나가 모니터링일 것이며 이를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갈등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지켜보

기란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자유의 허용은 매우 어

려운 일이 될 수 있다.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아이들의 자유를

최 화하면서 다른 아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 교사의 역할 하나일 것이다.

넷째,세 번째 함의와 련하여 교사는 책임에 해 생각을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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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자유를 책임과 자유 허용의 결과에 한 책임이 교사

에게 있다면 자유의 향유에 한 책임은 유아에게 있을 수 있다.아

이들에게 자유를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아이들이 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교사의 그

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측하기 어렵고,그 결과의 경

에 따라 교사 책임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아이들에

게 선뜻 많은 자유를 주기가 어렵다.자유를 책임과 그 결과에

한 책임은 모두 오롯이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는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자유만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그러

나 이것은 험한 생각일 수 있다.책임을 피하기 해 사 에 아이

들의 자유를 차단해버린다면 그들의 자유는 향유되기 에 박탈되

기 때문이다.여기에서 사 놀잇감의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아이들

의 선택권을 존 했던 열매반 교사의 사례에서 도움이 될법한 을

찾을 수 있다.바로 사 놀잇감을 교실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선택

의 자유를 주되 그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칙을 설

정하여 엄격하게 용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자유를 책임은 다

하되 자유 허용의 책임은 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자유의 향유에 한 유아의 책임에 한 것이다.우선 유

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군

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의 행 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고,도덕규범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성 능력을 바탕으로 했

다는 것이다(김태훈,2014).만약 자유의지가 아닌 타의,세뇌,강압

에 의한 행 이거나 도덕 능력이 마비되었거나 부족한 경우 그의

행 에 해서는 책임이 부과될 수 없다.즉,책임의 부과 여부에는

그의 행 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신만의 의지에 의해 발 되었는

가가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이러한 에서 볼 때 발달 에 있

는 유아는 완 한 이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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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미성년자에 한 보호 개념이나 부모의 리권 개념이 존재하

는 것이다.따라서 유아의 모든 행 의 결과를 그의 책임으로만 돌

려서는 안 될 것이다.열매반 교사의 ‘기다림의 원칙’역시 아직은

부족한 아이들의 이성을 존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교사는 이성

인 선택과 단을 하기 해서는 지 인 기 가 닦여져야 한다는

자유교육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들의 이성 능력을 키워주기

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책임의 개념을 유아들에게 이해시킬 필요

가 있다.

다섯째,교사는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유

치원 일과는 미리 비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교실은 성인의 우선

인 단과 선택으로 교육 으로 올바른 것들만 걸러져 있는 환경

이다. 역별 놀잇감, 역의 물리 구성,교육과정과 교사의 지식

을 기반으로 한 일일계획안이 그것이다.이 안에서 유아는 자신들의

단과 선택을 통해 놀잇감과 색연필 등을 선택하는 2차 선택을 하

는 셈이다.이것은 선택의 문을 닫아놓은 것이라기보다 아이들을

해 가치 있는 선택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한 놀이시간에는 올바른 문화 지식의 공유,활동시간에는 단

체 활동에 필요한 질서와 균형을 가르칠 수 있다.따라서 교사는

래문화의 공 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언제라도 개입할 필요가 있

다.이 게 만들어진 교사 개입의 공 역 안에서는 단순한 교화나

훈련이 아닌 가치 있는 교육이 오가야 할 것이다. 한 자유의 정도

와 자유의 과정에서 암시하듯 자율성의 정도를 높이기 해서,자유

의 상태로 순조롭게 도달시키기 해서 다양한 상황별로 아이들의

자율성의 정도를 악하여 합리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자유로 가는 과정에서 간섭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유아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다.

여섯째,교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 에 언제,어떻게 개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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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교사가 개입을 해야 하는 표

인 상황은 자유에 한 침해가 발생할 때이다.이에 한 함의는

<표V-1>에 제시되어 있다.이에 따르면 은 한 자유는 권 개입

의 정도와 강도가 강해지는 순서로 뛰기,사유화 권력 형성,정

리 하지 않고 도망 다니기,소곤거리기로 나타났다.이러한 몇 몇

은 한 자유의 모습들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한되어야 할 행 들이다.

교실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에 교사들은 동의할 것이다.

단,피해가 생길만한 여지를 사 에 원천 차단할 것인지,아니면 상

황을 지켜본 뒤 개입 여부를 결정할지에 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자는 강한 형태의 권 간섭주의(hardpaternalism)로 자

율 단이 가능한 성인이라도 그의 선택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

의 복지가 아닐 경우 사 에 권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

다(Feinberg,1986).이에 반해 후자는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기 해

등장한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권 간섭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로 기의 선택이 이성 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에만 권 의 작은 도움(nudge)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Binder,&

Lades,2015).연구참여자인 열매반 교사는 정리시간에 아이들이 즉

시 정리를 하지 않아도 기다려주었고,사 놀잇감을 교실에 가지고

오는 것에 해서도 원천 차단을 하지 않았다. 한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즉시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두 아이를 지켜보았

다.열매반 교사는 시간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면 상황의 진행을

지켜보다가 개입을 결정하는 편이었다.교사는 ‘기다리다보면 아이

들은 다 한다’,‘아이들도 단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열매반 교사의 기다림은 아이들도 자율 단을 할 수 있다는 믿

음과 아이들도 자신들의 기의 충동 단을 수정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교사의 믿음은 유아로 하여 자신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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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기회와 수정할 기회를 우선 으로 으로써 자율 선택의

상태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교사는 아이에 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 요하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다.자유의 정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를 릴 수 있는 능력은 아

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이다.아이들마다 유능함을 보이는 역이 다

르기에 교사는 각 아이들의 유능한 역과 유능하지 못한 역을

우선 악할 필요가 있다.만약 한 아이가 유능하지 못한 역에서

자율 선택을 하려 할 때 교사로서는 어떤 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해당 역에서의 선택을 원천 차단한 뒤 교사가 신 단할 것인

지,아니면 그 아이의 단력이 발 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 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권 간섭주의는 은 한 자유를 허용된 자유로 바

꾸기 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허용된 자유의 모습은 규칙 안에서

나타나는 행 이자 교사들이 흔히 생각하는 착한 아이 상을 반 하

기 때문이다.이와 달리 은 한 자유의 모습은 규칙 밖에서 일어나

는 제제가 필요한 행 로 생각될 수 있다.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교사는 두 차원의 자유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계 구분이 가

능하다는 단 하에 허용된 자유를 더 권장할만한 자유로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험하다.

그 이유는 첫째,규칙 밖의 행 를 규칙 안으로 들여다 놓기 해

교사는 통 권 와 권력을 활용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강압에

의해 만들어지는 허용된 자유의 모습은 두려움이라는 외 동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 선택과 참여라고 할 수 없다.둘째,

모든 은 한 자유가 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상징 상호작용에 따르면 권 와 규칙 앞에서

나타나는 은 한 행 는 자발성과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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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은 한 행 는 미국,이탈리아,핀란드의 유치원 래문화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Corsaro,2011;Strandell,1997)

인 것으로 볼 때 은 한 자유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이자 유아들의

발달상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된다.다시 말하면 은 한 자유 자체를

부정하고,권력과 통 권 를 활용하여 억지로 그것을 허용된 자

유로 바꾸려는 교사의 행 는 유아의 발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아이들의 본성과 자발성을 해치는 행 가 될

것이다.유아기에 나타나는 허용된 자유의 모습이 완 한 자율 선

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행 라는 ,은 한 자유의 모

습이 주체상의 발 이자 발달상의 특징이라는 에서 이 두 자유의

가치는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단,은 한 자유 행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행 는 용인하되 이러한 충동을

사회 으로 가치 있는 행 로 만들어 필요는 있다.

일곱째,결국 일과의 구조에 따라 자유가 어드는 것은 일과에

부과된 목표가 있는 한 어쩔 수 없어 보인다.‘자유는 활동’이라고

한 몬테소리의 말처럼 활동이 아이들의 몰입을 이끌어내었다면 몰

입된 그 아이는 교사에 의해 주어진 가치 있는 활동에 내재 흥미

를 느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컨 ,그림그리기는 교육과정과 일

일계획안이라는 틀 안에서의 자발 몰입의 자유를 아이에게 수

있다.이때 이 틀을 구성하는 교육 성격이 요하다.이 틀이 충

동을 지성으로 이끌 수 있는 틀인가,사회 실제로의 입문을 한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는가,검증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지식과 경

험을 제공하는가에 한 물음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흥미를 부여한

다는 것은 아이의 재 경험,능력,필요와 련된 주제가 선정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Dewey,2010:33).흥미가 부여된 활동이 아이들에

게 제시된다면 자유가 어들더라도 결국 질 으로 좋은 자유의 상

태를 만들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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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 동안 자유의 실체를 찾으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수많은 자

유의 개념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었다.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선택과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

미의 자율성과 참여라는 개념이 그것이다.이 두 가지 개념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펼쳐졌다.자유를 리기 해서는 간섭이 없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과 행동으로 옮긴

생각이 얼마나 합리 인가라는 자율성의 질 측면이 고려되기도

한다.자유 논의는 더 풍부해졌지만 여 히 자유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웠다.

나는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선택 자율성과 참여가 곧 자유라

는 추상 인 개념을 가지고 장에 들어갔고 자유의 모습을 찾아내

려 했지만 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놀이 시간이 되면 아

이들이 마다 삼삼오오 역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을 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얼마 뒤 자유로운 아이들의 모습

이 보이기 시작했다.자유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

고 있던 놀이와 활동시간 동안 나타나는 화와 행동 그 자체 다.

놀이시간에 아이들은 서로에게 의견을 내고,역할을 조율하며 놀이

를 진행시켰다.활동시간에 아이들은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교사

의 질문에 답을 했다.한편으로 아이들은 교사의 을 피해 규칙

에 어 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이 모든 장면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곧 자유 다.한편으로 놀잇감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언쟁

이 벌어지면 한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놀이가 멈추었다.활

동시간에 손을 들었지만 교사에게 지목을 받지 못한 아이는 실망했

다.원활하게 놀이를 하는 아이들,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 아이들은

자유로웠고,그 지 못한 아이들은 자유롭지 못했다.언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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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그래서 놀잇감의 선택과 놀이에의

참여가 방해를 받았다.자유는 갈등과 언쟁 없이 선택과 참여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둘 이상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그 활동 속의

사람들은 자유롭다.그 활동이 군가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시작

되었다고 해도 그 속에서 즐겁게 선택과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자유

롭다.교사가 비한 활동이 선택의 여지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교사가 아이들의 흥미를 이

끌어내야 한다는 말은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게

재미있는 활동을 비해야 한다는 말이다.따라서 자유가 있다는 말

은 아이들 사이,아이들과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놀이와 활

동,심지어는 작은 화조차도 원활해야 한다는 뜻이다.갈등, 화

의 단 ,지루함은 그 자체로 선택과 참여를 방해하는 간섭이기 때

문이다.자유는 곧 원활함이다.

한편으로 아이들은 규칙을 피해 은 한 장소를 찾아 들어가 은

한 놀이를 한다.규칙을 지키는 한편,그것을 어기려하는 것은 자아

를 찾으려는 아이들의 본성 때문일 터이다.이 본성은 역할수행자로

서의 자신과 주체자로서의 자신을 부딪치게 만든다.권 앞에서 본

성은 원활하게 표출되기 어렵다.아이들의 은 한 놀이는 본성의 원

활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즉 자유를 찾으려는 노력인 셈이다.이 지

에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다’라는 성인 심의 표 이면에 ‘아

이들은 자유를 성취한다’라는 유아 심의 표 도 있음을 알 수 있

었다.자유를 부여할 결정권은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자신에게도 있었다.권 의 앞에서도 아이들은 끝끝내 자유로

운 존재들이다.

원활함을 방해하는 것이 간섭이다.흔히 권 가 곧 간섭이라는 등

식이 있다.이에 따라 권 와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계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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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권 의 존재와 자유의 허용은 논리 으로 치되는 개념으로 생

각될 수 있다.권 와 자유의 패러독스가 주장되는 지 이다.그러

나 유치원 안에서 권 만이 간섭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개

인들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과 피해도 그들의 원활함,즉 자유를 박

탈한다는 측면에서 간섭이다.따라서 간섭은 권 에 의한 것과 개인

에 의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유치원에서 교사 권 의 간섭은 일

과를 진행시키고,일과의 목표를 원활하게 이루고자 할 때 나타났

다.이러한 간섭은 주어진 일과 체계 안에서 가르침을 담당하는 교

사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으로 나타난다.일과와 일상이라는

더 큰 범 의 유치원 체제 안에서 제한되는 유아의 자유는 교사 권

의 노력만으로는 확장되기 어려워 보인다.다만 교사가 통 권

와 권력만으로 의도한 바를 이루려고 할 때 제한되는 아이들의

자유는 그러한 권 와 권력을 배제하려는 교사의 노력으로 다시 확

장될 수 있을 것이다.열매반 교사가 보여주었던 기다림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개인들에 의한 간섭은 놀이,활동 상황에서의 갈등과 피해로

나타난다.아이들은 아직 갈등의 해소와 욕구의 조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혹은 해당 문화 안에서 수용되는 것과 수용되지 않는 행

와 같은 문화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문화 능력과 지식은 계

를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고,권 의 안내 아래 키워질

수 있다. 자의 간섭이 어쩔 수 없는 구조 간섭이라면 후자의 간

섭은 권 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간섭이다.따라서 때로는 간섭을

제한하고 자유를 리게 하기 해 권 의 개입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인간 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권 의 수용을 통해 확 되

고 려지는 것이다.자유의 패러독스의 진 는 권 의 속박 아래에

서 제한된 자유를 리는 데에 있다.따라서 권 와 자유의 패러독

스는 개인 간 자유의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해 권 의 개입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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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이 지 에서 해소된다.

우리는 법, 습, ,도덕이라는 권 의 테두리 안에서 말을 하

고,행동을 한다.이것들은 Hobbes의 말 로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

어지지 않게끔 안 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울타리인 셈이다.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하는 색을 입히며 살아가고 있다.그

러나 각자가 나름 로 칠한 색이 지나치게 강렬하여 군가에게 피

해가 된다면 분명 문제이다.사회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

를 주는 색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다.자유의 제한은 공동의

삶에서 드러나는 부딪힘을 어울림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교실 안에서 부딪힘과 어울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유는 ‘개인이

아닌 타자와의 계를 통해 비로소 향유될 수 있는 사이의 역’속

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Junichi,2011:93).’‘한 주체의 자유가 타인

의 자유와 만나는 것이 바로 윤리의 핵심이라는 푸코(Faubion,

2011:14)’의 말과 같이 자유의 가치는 우리가 계를 맺고 살아간다

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다.공존은 개별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사회의 한 단면으로서의 통합된 자유로 변환시키면서 ‘나’가

‘우리’가 되는 과정이다(vonSpakovsky,1963).유치원에서 개별 아

이들이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구성원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도

자유를 릴 수 있는 것은 무제한의 자유를 모두의 삶에 통합된 자

유로 환시키는 법과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한편에는 사회 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규정된 삶

을 살도록 안내하는 과업이 있다.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유아로 하

여 경험을 재구성할 능력을 펼칠 자유,사회 실제에의 입문을

해 주어진 자유,욕구의 충돌을 경험할 자유를 부여할 책임이 있

다.교육은 아이들로 하여 ‘규정된 삶’속에서도 자아실 을 한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이 두 가지 삶을 경험하면서 아

이들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은 참여와 선택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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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다.이 두 가지 삶은 곧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없는 ‘공유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한 발 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자유는 교사가 권 를 활용하는 모습,아이들이 서로의 문화

를 공유하는 모습,교사와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

가 서로의 삶에 원활하게 참여하고,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하려

는 노력 속에서 태어난다.권 와 자유는 교실 구성원 모두의 ‘잘삶’

을 일으키는 기반인 셈이다.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첫째,이 연구를 통해 소극 자유와

극 자유의 논의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이 연구는 자유와 권

의 모습이 일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을 밝혔고,기존의

소극 자유와 극 자유의 개념 외에도 더 다양한 자유의

이 있음을 밝혔다.아이들은 교사의 간섭이 없는 소극 자유의 확

보만으로는 자율 선택과 참여의 상태가 될 수 없었다.일과와 그

에 따른 권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고정된 상황 속에서

도 아이들은 부단히 소극 자유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다.그럼에

도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이 될 수 있었고,그러한 간섭을 이겨내기

해서는 자유를 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둘째,유아교육 장에의 실천 인 함의를 제공한다.아동 심사상

과 권리의 측면에서 자유의 요성과 소극 교사 역할론이 강조되

지만 유아의 교실 삶에 자유는 언제,어떻게,얼마나 주어지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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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제,어떻게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에 한 함의는 찾을 수 없

었다.자유는 놀이시간의 참여와 배제,놀이의 원활한 흐름과 몰입,

권력형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토 로 교사는 어떤

자유의 모습에 어떻게 처할지,얼마나 개입해야 할지,어떤 자유

의 모습을 더 확장시켜야 할지 악할 수 있다. 래문화를 공유하

는 아이들에 의해 놀이에서 배제되는 아이가 있다면 교사는 그 아

이의 자유 제한의 원인을 악하여 자유의 정도를 높여 수 있을

것이고,자유의 과정을 원활하게 거칠 수 있게 도와 수 있을 것이

다. 배제의 주체가 되는 놀이집단 아이들의 반 행 에 개입함

으로써 해당 행 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문화기술 연구 방법에서 단일 장소(single-site)연구가 가능

함을 보여주었다.문화기술 연구자들은 단일 장소 연구로는 사람들

의 일상을 이해하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Gielis,2011).그러나

단일 장소를 략 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하면 하나의 장소에서도

다 장소(multi-site)연구가 가능하다(Marcus,1995).한 로 하나

의 이주민 가족의 이주 과 이주 후의 경험을 비교한 연구(Gielis,

2011)는 단일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마찬가지로 이 연구는

교사가 있는 교실과 없는 교실,일과에 따른 권 와 자유 모습의 변

화를 비교함으로써 단일 장소 안에서도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

을 미약하나마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한계

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계를 가진다.첫째,하나

의 교실을 찰함에 따라 다른 교실 연구에서는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컨 ,규칙을 엄격하게 용하

는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는 모든 일과에서 개입의 정도와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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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날 수 있다.이 경우,은 한 자유의 행동이 원천 차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 권 만으로 아이들을 하는 교사에게

서는 계 권 나 사 권 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단일 장소 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의의와는 별개로 다

양한 교실을 찰‧비교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비교를 통해 다양한

자유와 권 의 모습이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각각의 교실에서 그러

한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악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교실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치

원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구성원들의 심사에 따라 한 공간 안

에도 여러 개의 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Jacob,1995).유치원 내

부에 조직문화,교실문화, 래문화가 공존하고(Fernieetal.,1993),

기 과 학교 사이에 상이한 문화가 생성될 수 있는 것(Jacob,1995)

은 해당 교육기 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향이 뒷받침되

기 때문이다. 래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 향을 미치

는 교사의 권 를 유치원 문화와 유치원 문화를 만드는 외부 환경

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면 자유와 권 의 모습에 한 더 풍부

한 지식과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연구결과가 주로 남자아이들의 놀잇감과 놀이에 치 된 측

면이 있다.그 이유는 참여 동의가 주로 남자아이들의 부모로부터

이루어졌다는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문화 역동이 더 많이 찰

되었다는 ,참여 동의를 받은 여자아이들이 부끄럽다는 등의 이유

로 촬 이 되기를 거부하여 몇 번의 촬 시도가 무산된 에 있다.

이것은 연구자의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후속 연구에서는 보

다 다양한 놀이와 놀잇감 여자아이들의 래문화를 엿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미처 연구자의 에 찰되지 않은 장면들이 있을 수 있

다.연구에 기술된 장면들은 연구자의 주 에서 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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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것들이다.하나의 장면을 촬 하면서 놓친 더 요한 장면이

있을 수 있고,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놓친 장면이나 화가 있을 수

있다.이 때문에 래문화의 특징,권 의 모습,자유의 모습,네 가

지 자유에의 근은 연구에서 밝힌 것 외에도 더 많은 특징과 모습,

근으로 자료 안 에 여 히 태동하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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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edom andAuthorityFound

inInteractionsAmongYoung

ChildrenandaTeacherina

KindergartenClassroom

-QualitativeCaseStudyinSol-Ip

Kindergarten-

Kim,Ho-Hyun

MajorinEarlyChildhood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disclosefeaturesoffreedom and

authorityfrom interactionsamongyoungchildrenandateacher

in Kindergarten classroom.Forthe purpose,young children’s

interactionsinpeerculturewereobservedduringplaytime,and

youngchildrenandtheteacher’sinteractionswereobservedin

dailyroutinesandlives.Theconceptoffreedom isdefinedas

‘autonomousselection and participation’,based on theBerlin’s

freedom concept.Researchquestionsareasfollows.

1.How do interactions among young children and theirpeer

culturemanifestin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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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ow dointeractionsbetween ateacherandyoung children

manifestindailyroutinesandlives?

3.How dothefeaturesoffreedom andauthoritymanifestfrom

theinteractionsamongyoungchildrenandateacher?

Toanswerthesequestions,247-yearoldchildrenandateacher

from Sol-Ip Kindergarten wereobserved everyday ortwicea

week from April to July, 2015. Videotaping, field notes,

interviews with a teacher, 2015 management plan, and

Kindergartenassessmentpaperwereusedasdata.Foranalysis

andinterpretation,transcribeddatawerecodedandre/categorized

focusing on peer culture and features of interactions.

Triangulationandmembercheckwereusedtosecurereliability

andvalidity.Theresultsareasfollows.

First,itwas found from peer culture thatculture-sharing

children participated in,and non culture-sharing children were

excluded from theplays.Asaresult,publictoysand places

became private only for the culture-sharing children.Also,

children with popular toys exercised power.Corners ofthe

classroom werecovertplaceswherechildrenbraggedabouttheir

privatetoysandexchangedthem.Thesefeaturesshowedthat

childrendisclosedendlesseffortstoseekfreedom outofthesight

oftheteacher.

Second,the teacherand young children’s interactions were

observedintwodivisions,dailylives(dailyconversation,violation,

conflict,andteacherabsence)anddailyroutines(transition,and

lesson).The features of authority were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thedivisions.Forexample,serviceauthoritywas

appearedintheconflict-solvingsituations,relationalauthorityin

therule-violatingsituations,andtraditionalauthorityandpower

in transition and lesson time.Freedom was revealed as two

dimensions.Onewaspermittedfreedom appreciatedbykeeping

rules,theotherwascovertfreedom enjoyedbybreakingrules.

Third,asthe degreeand intensity ofauthority-involvement

increased,thedegreeoftwodimensionsoffreedom decreased.

From thetimewhentheteachertemporarilylefttheclassroom

whereauthorityintervenedinfreedom theleasttothegraduation

daywhentheteacherextremelyhighlyintervenedinfreed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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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ermittedfreedom’dimension,children’sactionschangedfrom

sittingproperlytoenjoyingplayswithpeers,andinthe‘covert

freedom’dimension,theiractionschangedfrom runningloudlyto

toe-fidgeting.

Fourth,fourapproachestofreedom werefound.Thesewere

Sphereoffreedom relatedwiththeincidentstakingplaceinthe

peerculturesphereandtheteacher-involvingsphere,Courseof

freedom focusing on entering a state offreedom,Actionsof

freedom relatedwithactionsthatoccurinastateoffreedom,

and Degree of freedom relating freedom with capability

differences.

Fifth,freedom and authority have educationalimplications.

Humanbeingsmaketheirownlivesinlivespartlyfixedinthe

socialvalues.Thesetwosortsoflives,livesthatwemakeand

livesthatarefixed,leadustosharedlivesthatselectionand

participationbecomepracticablewithoutanyconflictswithothers.

Here,livesthatarefixedaretakencarebyauthority,livesthat

wemake,byfreedom,andsharinglives,byboth.

Keywords :Youngchildren,Teacher,Interaction,Peer

Culture,Freedom,Authority

StudentNumber:2010-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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