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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 연구는 내가 초등교사로서 일하면서 가졌던 ‘연수가 과연 교
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과 ‘그렇
지 않다/그렇지 못하다’라는 판단에 따른 회의감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나는 연수다운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사
들의 연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교사 연수의 근본적인 개선
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에 연구 현장인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의 연수 체험으로부터 출발하
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교사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연수 체험을 바라보았으며, 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이 교육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들이 체험하는
연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초등교사 연수체험에
서 교사의 자율성과 그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교사 연수 체
험에서 드러난 교사 자율성의 교육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나는 연수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이유를 기준으로 하여 초
등교사의 연수 참여 유형을 나누어보았다. 그것은 실용: “실제 써
먹을 수 있어야”, 흥미: “문화센터 아줌마”, 타개: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집단: “우리”, 독특: “내가 연수 듣는 과 아니잖
아”의 다섯 가지 유형이다.
교사들은 첫째, 교육 장면 혹은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인 무언가를 얻으려 연수를 한다. 둘째, 흥미와 재미를 느껴가며 연
수를 하는데, 교사의 관심사와 연관됨과 아이디어의 사소함 및 생소
함은 충족감을 줄 때도 있지만 깊이가 없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셋째, 자신의 교육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상처
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연수를 한다. 넷째, 교사 집단의 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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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기의 모습이기에, 함께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기에, 동료 교사
들과 함께 연수하기로 약속하였기에 연수를 한다. 다섯째, 바람직하
다고 여겨지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연수를 하거나 교사들이 흔히
행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연수를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초등교사 연수체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과 그 구
조를 이분법적 가치판단의 표면화, 연수함에서의 선택과 결정의 계
기, 연수함과 배움의 연결하기와 구별하기, 연수 자율성 규정의 난
제라는 네 분류로 파악하였다.
첫째, 초등교사들의 연수 체험 시 표면적으로 자율은 좋은 것 타
율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단순하게 교사의 자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님을 뒤따르는 분류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교
사 연수 시 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생애에서의 다른 체험들과 연관
되어 연수의 주제나 방식 선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연수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게도 하며, 오히려 연수에서의 타율을 요구하게 하기
도 한다. 셋째, 교사가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연
수 장면에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또 다른 자율성이 발휘
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록 타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했지만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자율적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넷째, 한 교사
주체에게는 자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연수가 다른 교사에게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연수가 교사 차
원에서는 도리어 자율의 억압이기도 하며, 교사 연수에서 교사의 자
율성 구현이 기록과 절차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교사 연수를 그
것답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 연수 자율성의 교육학적 의미를 도덕적 책임감
과 공공성, 동기로서의 쓸모와 교육에의 연관성, 교사 자율성에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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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수를 할 때 교사의 자율성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오는 도덕적 책임감에 결부되어있다. 이 도덕적 책임감은 동료 교사
와의 사적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적인 성격, 학교라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연수를 업무라 보고 처리하는 행정적 성격, 가르치는 일
을 하는 자의 교과 및 학생들에 대한 소명의식과 연결되는 양심적
성격을 띤다. 교사 연수에서 교사 자율성은 공공성과 일면 조화롭
다. 이 때 공공성은 다양한 면모들을 일괄하는데, 교사 연수에서의
공공성은 주로 사태 유지와 유사성 창출을 위한 국가적 통합, 그리
고 교사 사회 구성원들의 동반 생존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
육 공동체에의 참여에 필요한 공공성은 약화되기 쉽다. 둘째, 연수
를 통해 쓸모 있는 무언가를 얻겠다는 마음은 교사가 연수에 자율
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된다. 때때로 교사들은 교육이 아닌 다른
삶의 형식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연수를 하기도 한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교육활동 시 활용 가능한 것을 얻기 위해 연수를
한다. 교육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것을 얻기 위한 연수를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는데, 그 까닭은 해당 연수가 충분히
교육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학생들의 삶 그리고 교사 자
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교사 주변의 다른 인물 및
교사가 속한 세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사가 주체-타자로서 타
자 및 세계와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율성
은 타율성과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얽혀있다. 이 때
자율은 타율을 차용하거나 구성, 재구성 하는 등의 능동성을 띤다.
이렇듯 교사 자율성의 능동적 측면은 교사의 자율성이 연수에서 무
엇을 어떻게 추동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교사 연수에서
교사의 자율성은 적극성을 지향하기도 한다. 비록 교사 연수가 완벽
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체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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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그 대신 조형하고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토대로 끊임없이 더 나
은 교사 연수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자율성의 적극적 측면이다.
이 연구는 교사들의 생생한 연수 체험에 주목하여 이제까지 간과
되었던 교사 연수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려 한다. 더불어 교사 자
율성 발휘에 대한 기존 연구물들의 해석을 넘어서, 교사 자율성의
다양한 결들을 섬세히 열어 밝히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교사 연수
와 교사 자율성에 대한 후속 연구 진행 및 직접적인 실천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교사 연수, 교사 자율성, 교육 문화, 교사 교육,
초등학교, 초등교사, 질적 연구, 체험
학 번 : 2013-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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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학급을 관리하는 일, 학년 및 학교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일과 더불어 연수는 교사가 겪는 일상의 하나로
자리잡혀있다. 더 나은 교사가 되어 더 잘 교육할 수 있으려면 교사
가 됨됨이와 역량을 부단히 갈고 닦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위한 활
동이 바로 연수이다. 교사들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들에 두루 참여한다.
그런데 교사들은 연수를 함으로써 진정 더 나은 교사가 되고, 더
잘 교육할 수 있게 될까?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초
등교사가 되어 일한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나는 꽤나 많은
연수에 참여했고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고 느꼈다. 소비했다는 표
현에서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연수가 귀찮고 무의미한 일
이었다.
교감이나 부장교사가 나보고 가라 하기에 원치도 않는 연수에 가
서 멍하니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다 돌아오기도 해보았고, 내가 수업
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연수였지만 같은 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가는 분위기라 덩달아 따라가 보기도 했다. 무엇보
다도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연간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 하는 120시간 가량의 연수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연수와 관련하여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이 하나 있다. 발령 첫해 국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
다.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나는 컴퓨터상에 인터넷 원격 연수
를 틀어놓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아이들이 잠시 무언가 쓰는 활동
을 하는 틈을 타, 모니터에 띄워진 연수의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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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을 “클릭, 클릭” 해대고 있었다. 시간이 채워져야만 연수를 들
은 것으로 인정되기에, 연수 시간을 채우는 데에 수업시간을 활용하
려는 의도였다. 아이들이 귀가한 후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연수 대신
“내 공부” 하는 데에 오롯이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순
간 나는 ‘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되어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죄책감에 소스라치게 놀라 인터넷 원격 연
수 창을 닫고 수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가 겪은 연수는 나를 불만 가득하고 불성실한 교사로 만들었으
며, 나의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압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했다. 나는 나의 무기력하고 왜곡된 연수함의 이유를
알고 싶었다. 연수를 연수답게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고 그
렇게 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연수에 대한 연구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98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사 연수가 실시된 바, 연
수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상당히 많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양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연수에 대한 연구들은 형식적 실시,
현장 상황과의 괴리, 교사 소외, 교육 외적 성과를 위한 도구화 등,
내가 겪은 바와 유사한 교사 연수의 문제적 징후들을 지적한다(박
종필․가신현․엄준용, 2012; 신현석․전상훈, 2008; 윤여탁, 2012).
그렇다면 연수에 대한 국내 연구들의 동향은 어떠한가. 앞서 제시
한 문제적 징후들의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 규정하려 하며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방안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신현석과 오찬숙(2013) 그리고 박상완과 전상훈
(2013)의 글을 통해 연수 관련 연구의 주제별 동향을 살펴봄으로
써 그 답을 어렴풋하게나마 짚어볼 수 있다.
신현석과 오찬숙(2013)에 따르면, 이제까지의 교사 연수에 관한
연구들은 그 당시 시행된 교육정책과 관련이 깊은 소재들을 다루는

2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 연수 관련 연구, 다시 말해 연수제
도나 연수 정책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구성 및 연수모형 개
발․적용 연구”, 그리고 “현직연수의 평가와 효과 분석 연구”가
연구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박상완과 전상훈(2013)에 따르면, 교사 연수 관련 연구 중 '현직
교육 제도개선'(인식/요구조사,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가 58.9%로
가장 많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21.9%, 현직교육 '질 관
리'에 관련된 연구가 10.9%, 현직교육 '현상·실제를 기술'하는 연
구가 3.6%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후 현직교육
‘질 관리’에 관한 연구 즉, 프로그램 평가모형이나 평가체제를 개
발하는 연구, 연수의 효과/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연수 관련 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구는 연수 정
책, 연수 제도, 연수 프로그램, 연수 모형 관련 연구들이다. 정책,
제도, 프로그램, 모형 등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연수에서의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정책을 내어놓거나, 제도를 개편하거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연수의 개선을 도모하
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연구들의 접근방법이다.
그런데 현장 교사인 나의 눈으로 보기에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
으로 연수의 실제와 괴리가 있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이 연구들에 기초한 실천은, 단지 교사 연수에서 드러
난 징후들을 무마시키는 데에 신속히 효력을 발휘하도록 주어지는
처방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거칠고 급하게 취해진 조치는 현
장 적합도가 떨어지거나 진정한 의미의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
지는 못하는, 시행을 위한 시행으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연수에 대한 평가와 효과 분석 연구는 표면적으로는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입장을 듣고 그의 요구에 응하는 등 비교적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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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려는 형태를 띤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주로 해당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형 적용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를 조사함으로
써, 해당 연수 실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해당 연수를 폐기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구의 방점
이 현장 교사들이 체험하는 사태 그 자체로서의 교사 연수에 있지
는 않은 것이다.
교사 연수 체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나름의 제한점을 지닌다. 연수 체험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연구라 하더라도 단지 특정 연수에서 활동이라는 방
식을 채택하였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체험의 개념을 사
용하는 경우도 있었고(검교유랑․이신정로, 2009; 신동일, 2014),
교사의 연수 체험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연수의 범위를 온라인 연수
에 한정하고 온라인 연수에 대한 평가만을 논하기도 했다(정한호,
2014).
교사 연수 체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때 모든 교사의 연수 체험
을 살필 수 없기에, 많은 경우 국가별, 지역별, 학교별로 사례를 선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Sharma

․

Singh,

2001;

Wermke, 2011; Shabeeb ․ Akkary, 2014). 그런데 연수에 대
한 많은 사례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평가 및 효과 분석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책 하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학습법 모델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대상(김현우, 2011; 모경환․최충옥․
임현경, 2010; 한동준, 2006; 권오남․박정숙․박재희, 2013), 혹은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이용되
고 있었다(강인애․김현미, 2013; 최은규․안경화, 2003). 이러한 연
구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연수를 하며 살아가는 교사들에게 마음 쓰
지 못한다.
나는 교사의 연수 체험에 대한 연구가 궁극적으로 연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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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삶 및 그의 교육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연수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교사들의 체험으로부터 소상히 파악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연수가 좋은
연수인지, 교사들이 좋은 연수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
한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앞서 말한 연구들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곁에서 교사들이 일상에서 연수를 살아감을 함께 겪으며 살핌으로
써 교사들이 생활세계 속에서 겪는 연수를 온전하고 깊이 있게 이
해하고, 그 안에서 연수 개선의 출발점을 찾는 형태의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교사들의 연수 체험은 교사 생의 복잡다단함 속에 놓여있기에,
하나의 연구에서 교사의 연수 체험 전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는 교사 연수 체험의 어떤 지
점을 짚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에서는 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
나는 교사의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특히 교
사 자율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 까닭은 연구를 시작할 무렵 내
가 연수함에서의 문제적 징후들의 발생을 교사 자율성의 억압됨, 혹
은 불충분한 발휘에 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 자율성, 그리고 교사 연수에서의 교사 자율성과 관련된 연구
들은 이러한 나의 초기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교육 영역에서 자율
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학교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과는 달리 현실에서 학교 내 교사의 자율
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교사의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견지한다.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때 타인의 간섭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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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만 교사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직에 대한 헌신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다(김민환, 2006).
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연수와 관련해서 역시 요구되는 조건으로
여겨진다. 황재웅과 홍창남(2012), 그리고 박상완(2010)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황재웅과 홍창남(2012)은 교사 자율성의 현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장학 및 연수 영역에서의 교사 자율성은 ‘보통 이
상’(3.45)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자기연수 활동에서의
자율성 수준(3.45)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자기연수 활동에
서 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수준은 약간 필요(4.35)한 것으로 드
러났다. 자기연수 활동에서 자율성의 현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 간의
차이(0.74)가 여타 항목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하고, 저자들은 연수 영역에서 교사의 자율성 확대 요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박상완(2010)은 ‘교원 인사 영역’이라는 분류 내의 ‘교내 연
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이나 ‘각종 연수 대상자 추천’
등에서 주 의사 결정권자는 교장 교감 등의 관리자이며, 일반 교사
들의 자기 자율성 인식 수준이 보통 이하로 낮다고 주장한다. 교사
가 자율성을 갖게 되면 교사 만족도와 교사 협동이 증진되고 학생
의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 이 연구의
입장은 여타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연
구는 사실상 그러한 기대가 순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또한
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높다는 것이 곧 교사에 대한
통제가 없고 지원이 많음을 의미하지는 않고, 감독과 평가가 없음이
곧 자율은 아니라며, 방임/무관심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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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수에서의 교사 자율성에 대한 이들의 연구를 보면서 나
는 나의 초기 견해가 견고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의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몇 가지 의문들은
교사 자율성에 대한 의미화에서 나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
로, 연수와 관련하여 교사의 자율성 수준이 높고 낮다는 것이 구체
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되기만 하면 연수에서 지적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과
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했다.
이러한 의문들은 앞선 연구들이 교사가 연수를 하면서 실제로 발
휘하는 자율성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상세한 이해 없이 교사
연수에서의 교사 자율성에 대해 논하였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 생
각한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연수로부터 교사의
자율성 개념을 길어 올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교사 연수 체험에서의 교사 자율성을 교육이라는 관점에
서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연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 일들에 녹아있는 ‘교사의 자
율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 옹호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들이 교
육과는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교육 활동에 도
움이 되는지 또 교육적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교사 연수, 교사 자율성]의 문화를 교육의 눈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조용환, 2012d).” 이러한 작업은 교사 연수의
실천과 교사 자율성 발휘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개선 방향
성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나는 나의 일터이자 연구현장인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의 연
수 체험을 유형별로 기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사 자율성의 구조
를 파악하여, 초등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자율성이 교
육학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밝혀보겠다는 목적으로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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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2. 연구 문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들이 체험하는 연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가?
우선적으로 초등교사들의 연수 체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들
의 연수 체험에 대한 통찰이 선행되어야만 교사 연수 체험에 내재
된 교사의 자율성을 길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교사의 연수
체험을 살펴본다 함은 초등교사들의 생활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연수를 독자가 내부인인 그들과 함께 직접 체험한 것처
럼

생생하면서도

인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술(記述,

description)함을 의미한다. Wolcott(1983a)가 기술 중심의 연
구에서 그리하였듯,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역시
연구 참여자의 말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제시할 수 있게, 그리
고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연수 체험을 “그 맥락, 의도, 의미와
함께 서술하는”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을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 내용을 제시할 때에는 에믹
(emic)1)한 문화주제를 찾고 그것에 의거해서 자료를 분류 및 구조
화하여, 구분되는 유형(type)으로서 제시하려 한다.
둘째, 초등교사 연수체험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그 구조는 어떠한
가?

1) “‘에믹’은 문화기술적 연구에 임하는 인류학자가 한 문화를 현지인의 토속적인 개념과 논
리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뜻한다. 그와 달리 ‘에틱’은 비교문화적 연구에 관
심을 가진 인류학자가 학술적인 맥락에서 외부적 기준, 용어, 도구 등을 활용하여 그 문
화를 연구하는 접근법을 뜻한다(조용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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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앞서 살펴본 초등교사들의 연수 참여 양상을 바탕으로 하
여 교사의 자율성을 주제화하고자 한다. 이 때 교사의 자율성은 그
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끔 하는, 독특하게 구축된 시스템적 관계
속에 놓여있게 된다. 따라서 교사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여러 요소들의 교차됨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어있는지를, 다
시 말하여 교사 자율성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
조는 지어진 것이라는 그 본성상 구성적이다. 구성됨은 선입견에 터
하며 다시 선입견을 양산한다. 연수의 자율성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 질서를 항구적인 것이라 보지 않는 것이다. 특
히 나는 내부자로서 익숙해진 질서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있는 그
대로의 연수 자율성을 바라보고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초등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난 교사 자율성의 교육학적 의
미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단순히 정치라는 삶의 형식에만 의거하여
답을 찾아나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의 논함은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문화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초등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이 교육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록초등학
교 교사들의 연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이 교육현장, 학계를 비
롯한 제반분야에서 종래에 다루어지던 방식과 달리 지니는 특징들
을 알아보고 그것을 교육과 관계 지어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
은 교사 교육으로서의 연수가 조금 더 교육답게, 다시 말하여 교육
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과 변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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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과정
1) 연구 방법
교사 연수 체험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로부터 교사
자율성의 구조를 밝혀내며, 그것의 교육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기
에,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표방, 지향하며 진행되었다. 이 지점에
서는 질적 연구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구방법에 대
한 소개를 갈음하려 한다. 질적 연구의 연구 논리에 천착한 연구물
들로부터 출발하여 질적 연구다운 연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해야 하는 원리인
문질빈빈의 원리와 그 원리가 나의 작업에서 적용된 양상을 간략히
제시하겠다.

(1) 질적 연구

연구 방법론은 연구 논리와 연구 기법의 두 측면을 포함하는 바
(조용환, 1999a), 질적 연구 방법론 또한 독특한 연구논리와 연구
기법을 가진다. 그런데 질적 연구는 정형화된 기법을 효과적으로 연
구에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답을 구해내는 것보다는, 연구
논리에 충실한 연구를 구현함으로써 인간 삶과 그 존재 물음에 대
한 타당성 있는 잠정적 해답을 발견하는 데에 더 무게를 두게 된다.
이러한 속성상, “질적 연구의 연구 논리는 연구방법론에 국한하여
좁게 다루어지기 보다는 존재와 삶의 문제로 넓게 다루어져야” 하
며, 질적 연구자와 질적 연구물이 떠맡은 연구 논리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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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하는 질적 연구의 연구논리, 즉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전제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신념체
계”(조용환, 1999b)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러한 연구논리로 인하
여 질적 연구는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는가.
질적 연구는 추상화, 개념화, 언어화, 이론화되기 이전 상태와 그
이후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사람, 사물, 현상의 성질을 통찰하
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존하는
설명이나 이론을 섣불리 덥석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 사물, 현상
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최대
한 낯선 눈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한다(조용환, 2004).
질적 연구는 ‘사이’(조용환, 2013a)를 중시하며 존재에 총체
적으로 접근하기를 추구한다. 존재 사이(inter-est)의 형성과 상호
성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질적 연구에서는 요소 간의 관계
양상에 주목하게 된다. 그래서 질적 연구물을 작성할 때에는 현장에
서 벌어지는 사태의 복잡다단함이 살아있는 글쓰기가 요구되며, 연
구자는 가능한 한 사태의 고유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독자
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쓰기 위한 노력을 기하게 된다.

(2) 문질빈빈의 원리

흔히 질적 연구를 논할 때,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에 대비시켜 질
적 연구를 규정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양-질의 대비는
문-질의 대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래서 질적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질의 대비
를 소상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있는 그대
로’의 질(質)이며 바탕인 자연을 선택하고 길들이고 의미를 부여하
고 가치를 매겨 ‘문(文)-화(化)’하여 살아간다.2) 그런데 우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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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어떤 문화 안에서 태어나고, 굳이 의식하지 않는 한 그것을 당
연시 여기며 산다. “길들여져 익숙한 우리의 문적인 세계와 그 문
화는 직관을 가로막는다. 온전한 존재이해에 장애가 된다.” 이 지
점에서 “문적 질서와 질적 질서 사이를 넘나들며 근원적인 성찰과
통찰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의 원리인 ‘문질빈빈(文質
彬彬)’(조용환, 2004; 조용환, 2012b)이다. 문질빈빈은 “질에서
문을 구성하고, 문을 질로 해체하고, 다시 질에서 문을 구성하는 구
성-해체-재구성의 과정을 주목하고 또 실행하는 작업이다.” ‘문
(文)-화(化)’로 구성되어 일상화되고 당연시 된 교육을 질적으로
해체-재구성 하는 작업은, 우리 교육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
게끔 한다. 이것은 ‘더 나은 교육 문화’와 ‘교육의 본질에 가까
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문화’를 찾고 행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교사 연수 체험과 그것에서 드러난 교사 자율성을 다시 보
고 새롭게 보고자 하였다. 이 때 다시 봄, 새로이 봄은 앞서 말한
문질빈빈에 기초한다. 나의 연구는 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난 교사
자율성에 대하여 문질빈빈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연
구를 함으로써 나는 교사 연수 체험에서의 교사 연수 자율성이 어
떻게 ‘문(文)-화(化)’되어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어떻게 그것에
익숙해져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행하는지를 파악한 후, 그것을 해체
-재구성하여 교사 자율성에 대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
(文)-화(化)’하고자 하였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나의 작업
이 교사 연수와 교사 자율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온전히 교사들의 연수 체험을 이해하고 더 나은 교사 연수, 더 나은
교사 자율성을 찾기 위한 새로운 해체, 재구성의 밑 작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 조용환(2015)은 문화 개념을 인간화(길들임), 방식화(생활방식), 의미화(의미의 구성과 공
유)의 세 가지 속성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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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과정
(1) 연구 현장

나는 나의 첫 발령교이자 연수휴직 후의 복직교인 초록초등학교
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2년에 개교한 초록초등학교3)는 경
기도 소재 한 대도시의 중산층 학군, 아파트 밀집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해있다. 총 50여개 학급으로 구성된 대규모 학교, 교사들 사이
에서 소위 말하는 “큰 학교”이다. 지역 색과 좋은 학군, 큰 학교
라는 특성상 교사 사이는 전반적으로 비경쟁적이고 편안하며 느슨
한 분위기이다.4) 또, 끈끈하고 긴밀하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편이
다. 큰 학교답게 초록초등학교에는 많은 교사들이 일하고 있다. 초
등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만 헤아리더라도 60여명에 달한
다. 그래서 전체 교직원이 연수 하나를 함께 할라 치면 일의 규모나
부담 자체가 너무 커지고 학교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들이 매
우 많아진다. 대부분 연수 관련 정보는 메신저 메시지나 업무포탈
공람을 통해 전달되며, 연수 관련 협의(연수 선택 및 참여 결정을
위한 논의)는 관리자 차원의 지시를 바탕으로 하여 동학년 단위나
친한 교사들 단위로 이루어진다.

(2) 연구 참여자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질 경우, 거의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연수에 참여하기 때문에 쉽게 참여관찰
할 수 있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연수나 몇몇 교사들 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연수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3) 이하 거론되는 모든 인명, 기관명, 지역명 등은 모두 가명이다.
4) 그렇다고 이것이 교육활동을 열심히 혹은 소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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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
어줄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연수 체험을 공
개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찾고자 하였다. 나는 초록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중에서 성
별의 균형과 연령대의 다양성, 그리고 인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려 하였다. 아홉 명의 교사들에게 연구에 참여해줄
수 있겠냐는 제의 겸 부탁을 하였고 그들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
다.(<표 1> 참고)

<표 1> 연구 참여자 소개
성별
연령대
20대

남

여

백한철

김지영
박파랑

30대

박선영

40대

강호인

50대

김영수

이현명
염수정
이민경

백한철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군대에 다녀온 후 복직을 하였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그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육수업을 잘 하
지 못한다는 생각에 체육 수업 관련 원격 연수를 찾아 들었고, 최근
에는 교사 동아리 활동에서 배구와 탁구를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의
업무와 생활이 익숙해지자 백한철은 ICT 기술이나 경제 관련 지식
등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 연수를 하고 있다.
김지영은 20대 중반 여성으로 2015년 첫 부임한 신규교사이다.
신규교사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많은 연수들을 한 해 동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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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2학기부터 휴직교사를 대신하여 담당하게 된 영재 업무를
하기 위해 그녀가 원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60시간의 영재 관련
연수를 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나에게 “연
수를 가지고 논문 쓸 게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박파랑은 30대 초반 여성이다. 그녀는 격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교사 소모임에 나가 근교에 있는 몇몇 교사들과 함께 교육 관련 서
적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참여
하는 연수 이외에도 초록초등학교에서 정해진 기준 시간만큼 연수
를 하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편이다. 고학년 담임
을 하면서 그녀는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고,
그러한 힘겨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를 택하여 들었다.
박선영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자신이 연구 참여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딱히 연수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며 연수
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라고 하니까 듣고, 업무 때문에 듣고,
이것저것 듣고. 이런 식으로 연수를 하다 보니, 연수가 자신의 교직
생활에 영향을 줬다고 할 만 한 건 없었다. 바쁜 상황에서 성과급을
받기 위한 시수를 채우기 위해 틈틈이 연수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녀에게는 족하다.
강호인은 40대 초반 남성으로, 시도교육청의 업무 중 연수 평가
위원의 역할을 도맡아 해보기도 했고, 학위 논문도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작성하였다. 그는 부임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의 연수 제도가 점차 변화되고 강화되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또한 연수 제도가 시행되는 메커니즘과 연수 시 교사들이 취하는
행태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연수에 대해 나름
대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수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
나 할지 등을 결정한다.
이현명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열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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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이다. 수업자료 등을 수집, 제작하여 그것을 타 교사들과 자주
공유하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동료교사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거
나 구두로 설명5)해주곤 한다. 자신의 아이와 학급의 아이들에게 두
루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잘 가르쳐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
다. 연구를 시작할 무렵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녀는 연간 요구받는
연수 시수보다 더 많은 연수를 들어 연수 시수를 다 채워두었다.
염수정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일반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교대에 편입하여 뒤늦게 교사가 되었다. 심리 상담, 불교, 연극치료
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연수나
학회 등에도 적극 참여한다. 그래서 주변 교사들 사이에서 염수정은
연수 많이 하는 교사, 연수 열심히 하는 교사로 알려져 있다. 그녀
는 최근 심리상담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도 하였다.
김영수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관리자의 길을 걷지 않기로 하였
다. 보직을 맡지 않은 그는 자신이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에 비하여
연수에 대해 아는 바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반 연구
참여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응하였다. 그런데 면담 과정에 익숙해지
자 그는 오랜 기간 교사로 일하는 동안 겪었던 연수들을 시계열적
으로 비교 해가며 이야기 해 주기도 하였다. 그는 체육과 상담 쪽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연수들을 주로 들었고,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연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민경은 50대 초반 여성으로, 한 때 관리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
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그것을 그만 두었다. 승진 점수에 혈안이 되
어야 하는 관리자의 길을 걷는 것이 그녀에게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연수를 통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또 그녀 자신을 찾
는 데에 연수가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그녀는 학교에
서 연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 담당자가 되면서 생각보다 좋은

5) 그녀는 이 또한 연수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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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나는 나의 연구 참여자들에 한정하여 연구
를 진행해서는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의 연수함을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할 것 같은 경우들을 적잖이 마주쳤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속 학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다른 교사들이 있고, 학년이라는 형
식적 분류를 넘어서서 친분을 가지는 동료 교사 혹은 그들의 연수
하는 삶에서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맞부딪친 인물들이 있었기 때
문이다. 이미숙, 정경숙, 이성복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연구 참여자들의 연수함에 관여하면서 그들
자신도 연수를 하였다. 이들을 염두에 두어야 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人間)이기에 피할 수 없는 일
이었다. 그들은 보조 연구 참여자가 되어주었다. 이 지점에서 그들
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연구 과정에서 그들
또한 살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의 연구에 연수와
관련하여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실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은 후 허락
을 받아두었다.
초록초등학교의 사례와 다른 사례를 비교대조 하기 위한 목적으
로 평소 나와 친분이 있는 타 학교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도
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증이 생길 때마
다 다른 학교 및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들에게 자
문을 구하고 그들의 학교 및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연수에 대하여
묻곤 하였다. 때로는 초록초로 전입 온 교사들이 이전 학교에서의
연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초록초와 비교하여 들려주기도 하였다. 이
러한 이야기들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초록초등학교의 연수함
을 다시 봄으로써, 초록초 연수 사례의 전형성과 일반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17

(3) 연구 절차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조사는 2014년 1학기 수업인 ‘교육문화기술법 연습’의
연구실습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
루어진 예비조사에서는 초록초등학교 교사인 강호인, 박선영, 백한
철 그리고 대조사례로서 봄꽃초등학교 교사인 이기쁨 등 네 명의
연구참여자의 연수 체험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본조사에서는 연구 참여자 소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 참여
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
러 교사들의 연수 스토리를 두루 살피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가 현장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삶
을 엄밀하게 텍스트화 해내는 성격을 띠는 만큼, 연구에 적합한 연
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녀)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 그(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다행히 내가 내부자인 데다 초록초등학교에서 2011년도부터 짧지
않은 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복직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본조사 기간 동안, 자
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글쓰기를 하는 순환적 과정을 반복해왔
다. 수업을 하고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시간, 행정적 업무처리 시간
및 학교 공식 행사 시간 이외의 시간을 최대한 3E(참여관찰, 면담,
현지자료조사)에 할애하려 하였다.
참여관찰은 문자 그대로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세계에 비교
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조용환, 1999). 연수 관련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참여
관찰을 진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노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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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폰이나 연습장에 간략히 메모해 두었다가 참여관찰이 끝난 후 그
내용을 확장시켜 기록해두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연수 관
련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연수가 실시되는 경우는 최대한 놓치지 않
고 자리하려 애썼다. 학교 내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나 학교
밖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사적으로 만날 때에도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려고 했다.
이 연구에서의 참여관찰은 특정 주제의 연수 관련 사건들이 이루
어질 때 주로 실시되었다. 그 사례로는 학습 공동체 연수 관련 동학
년 논의, 친목 체육활동으로서의 교직원 체육 연수 실시 결정, 교감
의 연수 실시 증대 지시, 교육과정 부장의 평가 관련 교육청 지시내
용 전달 연수, 흥미로운 내용(향기명상, 네일아트, 와인)의 워크샵
으로서 또는 친목회 여행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힐링 연수, 뉴스
포츠 연수, 교직원 문화체험 연수, 찾아가는 혁신공감 연수(논술형
평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연수(ADHD),
원격연수 함께 듣고 신청하기, 연수 동반 신청 및 출장(인권, 생활
교육, 상담), 교직원 회의 시의 연수, 원격연수(통일연수) 등이 있
다.
또한 매주 1회 이상의 면담을 하였는데, 여러 연구 참여자들을
번갈아 면담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근무 일상을 방해하지 않고
면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처음에는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다가 점차 구조화를 해나갔고, 면담한 내
용은 녹취하여 그 때 그 때 전사하였다. 면담의 근원에는 연구 참여
자들이 자신들의 생생한 체험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의미에 대한 관
심이 있다. 면담을 함으로써 나는 피상적으로만 보았던 연구 참여자
들의 행동을 맥락

안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Seidman,

2006), 연구 참여자와 그(녀)가 속한 세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하여
보다 깊이 있게 표현해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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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자료의 경우는 면담이나 참여관찰을 하는 도중 내가 직접
해당 자료에 접근하여 촬영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허락을 구하고 얻
은 경우도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먼
저 보여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들이 적잖이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곤 했다. 현지 자료를 구한 후 그것의 내용 자체를 참고하기도 하
고, 그것의 생산 맥락에 대한 질문을 떠올려보기도 했으며, 현지자
료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와 더욱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초록초등학교 내에서도 연구 참여자인 몇몇 교사들을 중심으로
특정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진 만큼, 이 연구가 교사들의 모든 연
수 체험과 교사 자율성의 전반적 측면을 다루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드러난 연수 체험과 교사 자율성의 모습들은 초록초등
학교 내에서도 연구 참여자가 아닌 다른 교사들의, 다른 초등학교나
다른 학교급 교사들의, 그리고 의사 등의 전문직이나 대기업 회사원
등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의 “특수
성, 유일성, 희귀성”을 두드러지게 하거나 “일반성”을 확보하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다른 문화와 공시적, 통시적으로 비교 대조하
는 작업, 즉 비교 문화적 연구를 함께 진행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나는 연구 현장의 내부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채 연구에 임하였다.
연구 현장으로 삼은 초록초등학교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이다.
그렇기에 이 연구에는 현장 사람으로서의 나의 입장과 시각이 꽤나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다만, 나는 ‘상호주관성’(조용환, 2013a)
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자칫하면 개인적이고 나르시시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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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그칠 수 있는 주관성에 “개인의 경험적 주관에 자폐(自閉)되
지 않고 탈자(脫自)하는 초월적인 실존”에 터하는 상호성을 가미함
으로써, 이 연구가 연수와 교사 자율성이라는 주제에 천착하며 세계
지평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감하며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연결의 통로가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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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후기 라틴어와 그리스어 theoria로부터 유래된 이론(theory)은
응시함, 조망함, 시야, 무엇이라 여김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독특
한 관점인 이론은 글의 배후에 자리 잡아 글 저변을 은은히 흐르게
된다. 이론적 배경을 밝힘은 곧 이 글에서 주목할 개념들에 대한 나
의 “선이해를 규정하는 선입견”(Gadamer, 1960b)을 인정하고,
그것의 폭과 방향이 지니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나는 교사 연수와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이어서, 교사 연수와 자율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
을 다룬 기존의 연구물들을 탐색, 검토해봄으로써 나의 연구가 위치
해야 할 지점이 어디쯤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1. 교사 연수
교사들의 수많은 활동 가운데 어떤 것을 연수라고 볼 수 있을까.
연구의 문을 열며, 나는 연수에 접근하는 나의 태도와 방향을 점검
해보고자 한다. 이에 인류학 문화기술지에서 등장하는 연수라고 일
컬을 수 있을만한 사례들로부터 출발하여 연수의 의미와 교사 연수
의 의미를 파악해볼 것이다. 더불어 법률 및 행정 제도로서 문서화
된 교사 연수와 초록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체험하는 교사 연수의
골자를 각각 정리하여봄으로써 교사 연수에 맞물려 공존하고 있는
서로 다른 차원들을 분류, 제시하고자 한다.
“연수”(硏修)는 전문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연수는 사회조직에
서 특정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그 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체험을 바
탕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자
수양이다. 연수를 거침으로써 한 사람은 그 역할에 가장 걸맞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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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러한 연수는 비단 현대 우리 사회에서뿐
만이 아니라 오래전 다른 사회에서도 있어왔다. 마거릿 미드의
1928년 저작인 <사모아의 청소년>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포노6)와
닮은 청년조직인 아우망아라는 조직에서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
할인 연설하는 법, 침착하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법, 카바를 올리
고 마시는 법, 집단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법을 배운다. 마저리
쇼스탁의 1981년 저작인 <니사>에서도 연수로 볼만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쿵족 치료술사들은 느/움이라는 강한 치유 능력을 일
깨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느/움은 혼자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
주하는 것만으로도 일깨워질 수 있지만, 대개는 치유의례나 대규모
황홀경 춤을 통해 이것을 끄집어낸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몸에 손을 얹어 치유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술을 연마
하기도 한다.
교사의 연수에 대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 역시 공통적으로 연수
가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 혹은 발달․신장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신현석․전상훈, 2008; 윤여탁,
2012; 서경혜, 2011; Kennedy, 2014; Lee, 1997). 물론 교
사가 학교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연구의 맥락에서의
교사는 공교육기관인 학교라는 조직에 속해있고, 그 곳에서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잘 수행해낼 의무를 지니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르기 위해 연수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한 가지는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잘 한다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연수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교사가 하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6) 추장 및 연설 추장의 직함을 가진 남성인 마타이들의 조직체(Mead, 1928/200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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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활동들을 정치, 경제, 예술 등 다양한 삶의 형식7)으로 읽어낼
수 있겠지만, 교사를 교사라 일컬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특히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에 방점을 찍고 살아가며 그것을 업으로
삼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라 함은 하나의 이
념형이자 정의로서의 교육의 본질을(조용환, 2012a)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인 및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 그것들에 부합하는 활
동들을 업으로 삼고 행하며 살아가는 역량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연수는 교사가 그 본연의 모습으로 교육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연수는 교사의 교사
됨와 교육함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인 것이다.
연수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
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어쩌면 연구를 하는 과정 속
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나는 연수가
서로 다른 두 차원으로 나누어져있음만을 거칠게 밝힐 수 있을 따
름이다. 하나는 법률과 행정 제도로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 지지받고
강제되어 운영되는 차원이고, 다른 한 차원은 교사들이 실제로 체험
하는 차원이다.
기본적으로 연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전제상(2010)은
헌법 제 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 14조(교원),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교육공무원법 제 37조,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
등에서 교원이면 누구나 연수이수의무를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양한 법령들 중 비교적 자세한 사안은 '교육
공무원법 제 6장 연수(37조-42조)', 그리고 그에 터한 대통령령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연수는 위와 같은 법령들을 기초로 하여 그리고 법령들에 더불어,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문건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로 제
7) 삶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목적, 초점, 관심 또는 무게중심(조용환·윤여
각·이혁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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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 교육부는 매해 초에 당해 연도 '교원 연수중점추진방향'을
공시한다. 이 문건에는 각 해의 교원 연수의 비전, 목표, 기본 방
향, 그리고 그에 따른 교원 연수의 추진 방향과 교원 연수 업무 처
리 관련 기타 유의사항들이 기록되어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 2013; 교육부, 2013). 이를 토대로 연수는 시도
교육청의 주재에 따라 학교 및 각종 연수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연수
기관
중심
교
원
연
수

능력
개발

자격
연수

1ㆍ2급 정교사,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직무
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
(교과교육ㆍ생활지도ㆍ정보화 등 직무 관련,
교양ㆍ취미 등 직무 무관)

특별
연수

학습연구년제, 학위취득 대학위탁, 교원해외유학,
부전공ㆍ복수 전공 자격연수, 해외 장ㆍ단기 체험연수
등

단위
학교
중심

컨설팅장학, 연구 수업, 교과교육연구회, 전달강
습, 교내자율장학(사전협의회 → 수업공개 또는
참관→ 사후협의회) 등

개인
중심

국내외 교육기관 학위취득, 연구 수행, 교과교육
연구회, 학회, 개인별 연구 등

<그림 1> 교원 연수 개요

신현석·오찬숙(2013)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 연수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에서 발췌한
‘교원 연수 개요’8)는 제시한 <그림 1>과 같다. 이것을 보면 법
8) 이것의 실제 의미로 보아서는 “교원 연수 제도의 골자”라고 표현함이 더 적절할 것 같으
나, 교육부(2013)에 기재된 표현을 그대로 살리기 위하여 ‘교원 연수 개요’라는 명칭을
유지하였다.

25

률과 제도 수준에서 교원 연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으며 무엇까지를 연수로 포함하는지, 그리고 연수의 내용은 무엇
인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종이 위의 악보나 지휘자의 지휘가 곧 오케스트라 단원의
연주를 통해 구현된 음악인 것은 아니듯, 명문화 되어있는 연수에
관한 법률과 연수 제도 및 그것의 운영이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험
하는 연수라는 사태 그 자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연수에 관한 법
률과 제도는 나름대로 세심하고 견고하게 조직되어있지만, 실제 연
수라는 현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복잡다단함을 있는 그대
로 담아내지는 못한다. 게다가 교사들은 <그림 1>에서 제시된 기준
에 따라 연수를 이해하고 살아가지도 않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연
수를 취사선택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유하거나 연수를
새로이 개척하여 살아가기도 한다. 교사들이 그들의 몸으로 살아가
고 있는 연수를 살피고 함께 사는 것이 연수에 대한 재현의 위기를
최소화하고, 연수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과 관계 맺고 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초록
초등학교 교사들의 일상 속에서 드러난 연수는 어떤 모습일까? 개
괄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내가 파악한 교사들이 체험하는 연수의
구조는 <표 2>와 같다.9)
나는 방식, 비용, 시수 인정 여부, 평가 여부, 제공 주체, 사람
과의 관계, 주제 및 내용이라는 일곱 가지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연수의 구조를 구성해보았다.
첫째, 연수의 방식은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연수와 오프라인 상
에서 진행되는 연수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교사들은 온라인 연
수를 원격연수 혹은 인터넷 연수라고 일컫는다. 오프라인 연수는 집
합연수나 가서 하는 연수라고 부른다. 오프라인 연수는 교사가 앉아
9) 1급 정교사 자격연수나 교감 자격연수 등은 자격 취득을 위한 통과의례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에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연수를 다루는 본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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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듣는 형태인 강의형과 교사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활동형으
로 구분해볼 수 있다.
둘째, 연수 비용은 유료, 무료, 연수 비용 지원 받음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유료 연수는 교사가 자신의 개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연수를 의미하고, 무료연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연수를 의미한다.
드물지만 참여하면 돈을 주는 연수 또한 있다.
셋째, 시수 인정 여부는 교사가 연수에 참여했을 때 연수에 참여
한 시간/시수를 나이스 상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
는 것이다. 시수는 후에 성과상여금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청 인정 기관에서 실시한 15시간(=1차시) 이상의 연수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우는 시수가 인정되어 나이스 상에 기록할 수 있지
만, 교육청 인정 기관에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5시간이 안 되거
나, 교육청 미인정 기관에서 실시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시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평가 여부는 시험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연수 시간이 길수록 즉 차시 단위가 클수록(60시간/4차시) 시험을
보는 연수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험에서 통과해야만 해당 연수에
대한 시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연수를 제공하는 주체는 교육청 산하 연수원이나 기관,
해당 교사가 소속되어있는 단위 학교, 교육청이나 학교처럼 공교육
에 관여하지 않는 기관이나 집단이 있다. 교사 스스로 연수를 시작
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연수에 참여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크게 해당 교사 혼자
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 대상은 교수자, 동료 교사, 낯선 교사, 교사
가 아닌 낯선 사람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곱째, 연수의 주제 및 내용이다. 이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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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두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 연구의 범위에서 연수의 주제 및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연수
체험과 이야기 속에서 부분적,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난다.

<표 2> 교사들이 체험하는 연수의 구조
분류

세부내용
온라인(원격, 인터넷)

방식

강의형
오프라인(집합, 가서 하는)
활동형
유료

비용

무료
연수 시 금전적 지원받음
인정(교육청 인정 기관에서 15시간/1차시 이상)
나이스 상에 기록됨

시수 인정
여부

미인정(교육청 인정 기관에서 15시간/1차시 미만, 교육청 미인정 기관)
나이스 상에 기록되지 않음
시험 있음

평가 여부
시험 없음
교육청 (산하 연수원/기관)
단위 학교
제공 주체
기타 기관 및 집단
자기 자신
해당 교사 혼자 하는 경우
교수자
사람과의
관계

동료 교사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
낯선 교사
교사가 아닌 사람

주제 및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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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성
자율성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이 글에 등장하는 초등교사 연수체
험에서 드러나는 교사 자율성의 서로 다른 측면을 비춘다. 각각은
현장의 초등교사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율성의 의미를 이해
하기에 적합하기도 하고, 그들이 연수함에서의 자율성의 모습을 비
판적으로 해석할 때 필요하기도 하며, 새로운 자율성을 도모하는 데
에 시금석이 되어주기도 한다.
서양

역사에서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autos(self)와

nomos(rule, law)의 결합형인 그리스어 αὐτονομἰα에서 유
래되었다. 이것은 본래 도시국가와 관계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사용
되었던 것이었지, 인간의 내적인 고유한 권리나 개인의 도덕적 행위
와 관계된 것은 아니었다. 근대 칸트에 이르러 자율성은 이성적 존
재인 인간에 대한 존엄의 근거로 정초하게 되었다. 칸트의 맥락에서
자율성은 자기입법, 또는 의지가 자기에게 하나의 법칙이 되는 성질
이다. 이러한 자율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은 법칙의 제정자이자, 법
칙을 존경하여 이에 스스로 복종하는 자이며, 이 법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그런데 이때의 법칙은 또 다른 자
율적 인간인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상충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어야 한다. 그러한 보편의 기준이 되
는 것은 도덕이다. 도덕 법칙은 신성(불가침)하며, 그 자체가 목적
인 동시에 의무가 된다. 자기애(Selbstliebe)에 대신 이성에 기원
을 둔 도덕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위 함으로써, 인간은 그 신성한 도
덕 법칙의 선한 주체가 된다.(김덕수, 2012; 김석수, 2010; 오근
창, 2014)
푸코의 자율성은 그의 사상적 전회에 따라 전기철학과 후기철학
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푸코의 전기철학에서 인간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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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지식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그것을 내면화하는, 그리고
권력-지식이 만들어낸 정상 범위에 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속
박된 주체로 그려진다.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의 자율적 행위는 권력
-지식이 짜놓은 훈육 전략의 반영에 불과하다. 자율성은 인간 주체
에 의해 발휘되면서도 결국은 권력의 메커니즘 하에서 조절되고 통
제된 수동적인 성격의 것으로 여겨진다. 푸코의 후기철학에서 자율
성의 흔적은 그의 자기기술(자기의 테크놀로지)10)에 대한 논의로부
터 찾을 수 있다. 자기기술을 이야기할 때 푸코는 플라톤의《알키비
아데스Ⅰ》에서

등장한

자기배려(와

그것에

연관된

규

율)(epimeleia heautou)11)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자기배려는 자
기·타인·세계에 대한 태도이자, 영성12)의 조건 전반 및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변형의 총체를 지시한다. 자기를 배려
한다는 것은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시키는 것을 내포하며, 자
신에게 가하는, 그래서 자신을 정화·변모시키는 다수의 행위를 지
칭한다. 요컨대 자기배려로서의 자율성은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자기 수양, 자기양성(Selbstbildung)이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기배려는 오늘날 자기배려
의 축소된 한 형태인 자기 인식에 경도된 형태로 남아있음을 푸코
는

지적한다.(이주호·조상식,

2014;

Foucault,

1988;

Foucault, 2001)

10) 자기 자신의 신체와 영혼, 사고, 행위, 존재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11) 자기배려에 관하여 푸코는 자신이 통치하는 타자를 적절히 배려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을 획득하려면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발견인 자기배려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 자기배려는 도구류를 사용함이 아닌 영혼에 대한 마음 씀에 가깝다는
것, 자기배려가 전 생애동안 지켜야 할 영속적인 의무로 여겨졌으며 교육자의 휘하에서
벗어나면 곧 자기배려를 배워야 한다는 것, 자기배려의 행위는 글쓰기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 등을 밝힌다.
12) 훅스는 영성(spirituality)을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행복으로 이끄는 사랑, 정열, 인내, 관
용, 용서, 만족, 책임, 화합 등과 같은 인간 정신의 특질들이라고 보았다(조용환,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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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에서는 도덕을 해체하고 그것으로부터 초월하여, 더 나은 인
간(위버멘쉬)이 되려는 힘에의 의지로서의 자율성을 발견할 수 있
다. 여기에서 도덕에 대한 의구심은 자율성 발현의 근간이 되고, 위
버멘쉬는 자율성의 지향이 되며, 힘에의 의지는 자율성의 방향과 세
기를 결정, 그것을 추동하는 요소가 된다. 니체는 지배적인 도덕이
공익성을 표방하며 특정한 유형의 인간을 사육·훈련한다고 본다.
또한 도덕이 관성 속에서 표준적인 유형에 점차 비슷해지는 동일화
를 곧 개선으로 간주하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법칙·질서화 된 도
덕의 틀 속에 놓인 선악의 이분법적 가치와 재화목록들 자체를 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덕의 전복이라는 비극이 곧 부
정적·반응적·수동적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니체에게 있어 비극은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쁜 일, 삶
을 긍정하게 되는 계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니체의 긍정의 임무
중 하나는 위버멘쉬(übermensch), 즉 인간을 극복하는 것이다.
위버멘쉬는 반응적 힘들의 한계에 속한 변증법에 따라 인간을 보존
하기를 택하는 대신, 새로운 감각방식과 새로운 사유방식에 의한 가
치전환을 이루기를 꿈꾼다. 어떤 삶의 지향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라
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세상이 어떤 압력을 가하더라도 자신감
을 가지고 꿋꿋이 헤쳐 나가며 적극적 생성을 해내는, 어떤 부정도
긍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에의 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위버
멘쉬인 것이다. 위버멘쉬의 힘에의 의지는 어떤 것일까? 우선 힘에
의 의지는 곧 해석하기이자 평가하기이다. 의미의 의미화와 가치의
가치가 힘에의 의지로부터 나온다. 적극적이거나 반응적인 힘, 부정
적이거나 긍정적인 의지가 만나 힘에의 의지를 이루게 되는데, 디오
니소스처럼 웃고 놀고 춤추듯 창조하는 위버멘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힘과 의지가 필요할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
리가 실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개종(改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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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지도 모른다(조용환, 2014e; 최순영, 2010; Nietzsche
Werke & Colli, 1996).
조금 더 범위를 좁혀, 교육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자율성에 대한
논의들은 어떠한가. 서덕희와 지정민(2008)은 자율성과 공공성13)
이 조화된 교육적 체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홈스쿨링의 이념을 교
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계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의 이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는 자율성과 공적 전통으로 확립
된 제도의 준수와 관련된 공공성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성
은 사회 속에서 계발되고 형성되며, 전통이나 제도는 이성 또는 합
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성과 공공
성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교육의 맥락에서 자율성
은 주체의 능동적 판단에 근거한 구심적 태도를 개념화한 것이고
공공성은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원심적 태도를 개념화한 것이다. 양
자는 각각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요구
하게 되는 개념적 의존관계에 놓여있으며, 양자의 조화로운 통합이
필요하다.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교사교육인 연수
에서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각각 무엇이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송수진(2013)은 대부분의 교육 주체 개념이 주체의 능동성과 자
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 터부시 되는
교육주체의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모습에 조명을 비출 필요가 있음
을 이야기한다. 자율성은 타자로부터 고립된 것 혹은 주체의 자족적
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주체의 자기이해와 자기결정
13) 그의 글에서 교육의 자율성은 교육의 내용, 방법, 목적을 결정하고 교육활동을 영위해나
가는 데 있어서 개인 혹은 가정, 학교 등 사회기관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교육이라는 활동이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을 볼 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자율성이 가장 근원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은 누구에게나 가치로운 것이니 누구나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러한 이념은 관료주의적인 학교교육의 실제에
서 획일성으로 변질됨으로써 자율성과 대척되는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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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제나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느 집단 내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 주체가 자
율을 행사하는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구 참여자인 현이는 그
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다가
온 타자성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때로는
자아[현이 자신]의 범주 내에 해당하던 것들이 그의 존재 변화로 인
해 타자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자율성은 타자성에 대한
감수성과 타자성에 반응하는 수동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주체가
지니는 수동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교육적 주체가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 놓여있고 그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주목한
다는 것이다. 즉 교육의 맥락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타자들에 대
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는가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
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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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등교사 연수 체험의 유형
초등교사 연수 체험에서 자율성을 길어 올리기에 앞서, 초록초등
학교 교사들의 연수 체험을 거칠게나마 윤곽지어보고자 한다. 기실,
나를 포함한 초등교사들에게 연수는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다. 이러한 일상을 “낯설게 함으로써 틀에 박힌 일상[으로서의 교
사 연수를] 새롭게 볼 수” 있다. 이 작업에서 나는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데 민족지[문화기술지]적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
려운가”(Rosaldo, 1989)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 친숙한 일상을
낯설게 묘사함이 기이함이나 우스꽝스러움 혹은 비난의 감정을 불
러일으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초록초등학교라는 이름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연수를 해나가지만 그들의 개별 지평은 각기 다르며, 그 지평 속에
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고유한 방식으로 연수를 해나간다. 그런데
서로 다르게 보이는 각 교사들의 연수 참여 방식들에서도 닮음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연수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이유들을 기준
으로 교사들의 연수 참여를 묶어, 유형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나
는 교사들의 연수 참여를 실용: “실제 써먹을 수 있어야”, 흥미:
“문화센터 아줌마”, 타개: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집단: “우
리”, 독특: “내가 연수 듣는 과 아니잖아”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1. 실용: “실제 써먹을 수 있어야”
목수가 못을 박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에 알맞게 제작
된 망치가 필요하다. 목수는 그것을 손으로 쥔 후 독특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움직여서 못을 박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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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할 때 필요한 도구를 얻고 활용한다. 교사들의 연수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일상생활 영위
에 유용한 것들을 얻기 위해 연수를 찾아 하고, 연수로부터 얻은 것
을 실제로 활용하려 한다.

1) “지금 당장”“현장에서”“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신규교사인 김지영에게는 매일 매일이 새로운 과제의 연속이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크고 작은 문제 상황들이 늘 벌어지기 때문
이다. 그래서 그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
장 쓸 수 있는” 것들을 연수를 통해 얻기를 바란다.

김지영: 좀, 실용적인 거요. 뭐, 교실놀이라든지, 제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저는 별 딱히 와 닿
지... 이런 거(인문학 원격 연수)는 와 닿지가 않더라
고요. 그냥. 교양 쌓는 거?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
까, 뭐 알며는 좋겠지마는, 약간... 실용적이진 않으니
까. 제가 인문학을 지금 안다고 해서 내일 애들한테
내일 하자고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연수 내용
도 약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뭐 과학실 사고
딱 터졌을 때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나,
아니면 애들 체육시간에, 뭐 체육 때 뭐, 할 수 있는
놀이, 이런 것들. 당장 당장 내일 수업에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관심이 가고,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런 건, 시간 채우려고 듣는 거죠.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연수는 신규연수 중에 있었던 “과학
실 사고나 운동장 사고”에 대한 연수였다. 사고는 ”딱 터진 그 순
간부터 이제 바로 내가[교사가] 대처하지 못 하며는 일이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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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시에는 “선생님한테 부담”이
지워지게 되므로, 그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녀에게 “좀 필요했고” 그녀가 “듣고 싶었던 연수 내
용”이었기에, 김지영은 연수를 들으며 “아, 진짜 좋다, 생각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녀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론” 연수나
“교양”을 쌓는 데에 그치고 마는 연수 대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연수를 필요로 한다. 아이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교
실 놀이”처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수라
면 기꺼이 참여한다. “진짜 수업 내용에 관한 연수”도 좋다. 과학
을 예로 든다면 문과인 그녀에게 부족한 “교과 지식”을 공부한다
든지 “직접 실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연수가 좋다.

김영수: 그냥 이제, 뭐 현장에서 그 저...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지.
연구자: 가가지고... 같이, 선생님들 끼리 뭘 해보는 거예요?
김영수: 선생님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강사... 가
계획, 어떤 계획이 있을 꺼 아니야. 연수... 계획을 짜
오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건데, 대부분이 학교
에서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김지영과 마찬가지로 김영수 또한 “수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연수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교실 수업 개선” 연
수를 “과목을 다르게 해가지고” “세 번인가 네 번” 했다.
특히 체육에 관심이 많은 김영수는 “아이들 교육하는 데 조금이라
도 도움이 될까 하고” “여러 가지” 체육 쪽 연수를 “많이” 했
다. 그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연수를 하면, 매트운동, 체조운동, 민속놀이, 육상, 기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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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아이들이 재미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도 배워야 할
것은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체육을 “잘 할 수 있게”
“지도하는 요령”을 익히게 된다. 연수하는 자리에 “직접 가서”
“한 번 해보고”, “경험했던 선생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
도하는 방법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그는 “많이 얻”었다. 그
런 연수는 그에게 “참 필요”한 연수였다. 그의 생각에 체육이나
음악 미술 등은 “전문[적임]을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다. 체육은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다, “실제로 시범 보여”주는 것이
“무진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기능
이 있어야” 시범을 보일 수 있고, 그래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
고, 또 금방 이해”할 수 있기에 체육 교과 연수는 꼭 필요하다.

백한철: 솔직히 나는, 실제적인 목적이 되게 강했고, 내가 작
년에 영재수업 처음 해서, 그냥 과학이다 보니까 활동
도 하고 자료도 없고, 아이디어가 없어갖고 거기 가면
예를 들면 뭐 실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위주로 해줘
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절반은 이론이더라고~

백한철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써먹을 수 있”는 “자료”나
“교구”, 또는 “실제 사례”에서의 “활동”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는 마음에 연수를 한다. 예를 들어, 그는 학교에서 영재업무를
맡았는데 영재 수업을 잘 하기 위해 영재 연수를 두 번이나 들었다.
원격 연수를 이미 들었지만, “자료”를 얻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직접 가서 하는 연수에 한 번 더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 연수는 “영재의 특성”이나 “영재 교수학
습 모형” 등의 “이론”이 주가 되는 연수여서 그는 좀 실망했다.
또 과학 실험들을 할 때에 그는 문과라서 잘 모르는 “원리를 이
해”하고 싶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어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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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느낌이었다. 반면, 교육청에서 과학 강사 인재풀을 만들
기 위해 시행한 “초등교원 강사요원 연수”는 그에게 만족스러운
연수였다. 특히 과학마술이 재미있었는데 어른인 그에게도 신기한
실험들이니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신기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
다. 그 연수는 백한철이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써먹을 수 있”
는 “팁”을 얻은 “유익”한 연수였다.

2) 상과 승진 그리고 기술: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백한철은 초록초등학교 기준인 “12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
무감에 관계없이 더 많은 시간의 직무연수를 하는 등 연수에 적극
성을 보이는 교사이다. 백한철은 “실제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그
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를 찾아 한다. 도움이 된다는 말은 상당
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는 그에게 “유익”하고 그의
“전문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연수를 “도움”이 되는 연수라고
일컫는다.

백한철: 내가 원해서 했던 거지.
연구자: 둘 다요?
백한철: 둘 다.
연구자: 음... 왜요?
백한철: 쪼끔 관심도 있었고... 방학도 너무 길어서 좀 연수
좀 들으면 어떨까 싶기도 했고, 과학은[과학관련 연수
는] 남자다보니까 이런 것도 좀 도움 되지 않을까, 해
서... 그리고 올해 [영재관련 연수는] 내가 영재 [업무
를] 어떻게 하게 돼서 좀 더 전문적인 연수를 원했고,
이런 것 때문에 했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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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철: 좀 어렵데? 나한테는. 그니까 발명연수는, 발명 대회
라는 게 있데? 애들 뭐 발명품 같은 거 대회 나가서
수상하면 교사한테 뭐 인센티브가 부여되나보데?
연구자: 응~
백한철: 그런 거였는데, 그것 땜에 했다기보다, 이런 게 어떤
건가 궁금... 어떤... 좀 아무래도 과학적인 내용이 많
아서 좀 어렵데 나는?

연수를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 가르치는 장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만 그 이외의 방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승진”
이다. 대부분의 남자 교사들이 그러하듯, 백한철 역시 승진을 염두
에 두고 있다. 그는 연수를 듣는다고 곧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
니지만, “톡 까놓고 말”해 특정 연수가 승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과학이랑 체육이 남자[교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분야라는 이야기를 그와 같이 교사로 일
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상을 받은 것은 승진에 유
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 비록 “막연”하긴 하지만 “어차
피” 연수를 들을 바에는 “이왕이면” 승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
는 연수를 듣는 편이 낫다.
그가 하고 싶은 연수는 아직 많다. 승진을 위한 과학과, 체육과
연수 이외에도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는 그는 조만간 “증권거
래소”에서 하는 “재테크” 관련 “경제 연수”도 들으려 한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고 싶기도 하고,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아이들에게 “경제교육”도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더불어 ICT 연
수도 할 예정이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기나 동영상 편집하기 등
에 대해 잘 “모르고”, “부족하”며, “약하”기에 “자기계발”
이 필요한데다, 이런 “기술”들을 잘 익혀두면 재미있는 수업 자료
를 만들 수도 있다. 백한철은 “아이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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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성교육 할 때” 꼭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전문성이지만,
“이런 것도 전문성”이라고 말하였다.
백한철을

비롯한

교사들의

연수함에서

‘소유적

실존양

식’(Fromm, 1976/1996)의 흔적을 종종 찾을 수 있다. ‘소유
적 실존양식’의 삶에서 연수는 자료나 책자, 기술 등을 ‘소유’하
는 것을 곧 ‘목표’로 하여 이루어진다.14) 나아가 승진이라는
‘사회적 지위’ 등을 포괄하는 자아까지도 연수에서의 소유의 대
상이 된다.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의 존재가 커지므
로”, “소유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욕망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욕망은 곧 자료수집과 자기계발이라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남자
교사”라는 백한철의 정체성은 그가 “소유적” 연수하는 데 한 몫
을 한다. 이제껏 많은 “남자 교사”들이 유능함과 승진을 위해 그
러한 식으로 연수를 이용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에, 백한철
또한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남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위
한 연수를 한다.
그가 소유하려는 분야 외에 그가 재미있어하고, 공부해보아서 잘
알며, 많이 접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담이다. “대단하게 공부
할 그럴 생각은 없”어서 “책 읽는 정도”에 족하지만, 그는 “주
위 젊은 애들 다” 가듯, “이왕 대학원 갈 바에는” “젤 관심 있
는” “상담” 쪽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기회가 된다면 그
는 “상담 계통”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14) Fromm(1976)에 따르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사물을 소유하고 보존하
며 육성하고 사용해야 한다.” 소유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고, 이러한 필요불가결한 소
유를 저자는 “기능적 소유”라 명명한다. “기능적 소유”는 생존 및 실존과 갈등하지 않는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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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흥미: “문화센터 아줌마”
연수를 하면 무언가 새로우면서도 흥미로운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 혹은 연수를 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느낌은 연수를 할 때 중요하다. 다시 말해 연수에서의 호기심은 교
사들의

연수

참여와

관계

깊다.

‘호기심’(Heidegger,

1927/1997)은 “멀리 있는 낯선 세계를 지향”하며 보는 것이다.
호기심이 일어야만 연수를 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며, 그러한 호기
심이 충족 되었을 때에야 연수를 잘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호기심 발동과 충족에도 연수를 하는 교사들
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있기도 하다.

1) 골라 참여하기: “별게 별게 다 있어서”
염수정은 초록초 교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연수를 하는 사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대 처녀 시절 염수정의 별명은 “문화센터
아가씨”였다. 문화센터에 엄청나게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고 사람
들이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강좌를 골라 들으며 취미생활을 즐
기는 것처럼, 염수정 또한 수많은 연수 중 자신에게 맞는 연수들을
두루 골라 참여했기 때문이다.

염수정: 응. 응. 뭐 아직 애도 없고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 아... 20대부터 주변 언니들이 나보고 문화센터
아가씨라고~
연구자: 하하하.
염수정: 배우러 다니는 거 그 때는 이제 문화센터 돈 내고 이
것저것 배우고, 음... 지금은 문화센터 아줌마라고~
배우는 게 되게 재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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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런 그녀의 연수 스타일은 여전하여 그녀는
“문화센터 아줌마”가 되었다. 그녀는 초록초 어떤 교사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연수를 한다. 그녀가 해온 연수들
을 하나하나 쫓아가보자.
그녀는 1주일에 3시간, 연간 10달 동안 진행되는 “과정중심 연
극과정” 연수를 세 해에 걸쳐 했다. “예술치료” 분야의 일을 하
시는 분이 수업을 이끌어주신, “몸에 대해서 자각하고” “몸으로
표현해보기”를 주로 하는 연수였다. “춤명상 프로그램”도 그녀가
좋아하는 연수이다. 춤명상 선생님은 “인생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
인 부분이 뭔가 생각하고 자각하게끔 자극도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었다. 또 함께 춤명상 연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속 깊
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이해”, “공감” 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지원그룹”이 되어주어서, 그녀를 “치유”해주었다. 이 두
연수를 통해 그녀는 “유희의 기쁨”과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비폭력 대화” 연수도 “레벨”을 달리 해가며 여섯 번이
나 들었다. 그 연수를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너무 좋
아서, 너무 행복해”서였다. 비폭력 대화 연수 선생님께는 “평화롭
고” “예술적이고” “즐기”면서 “창조하”는 면모가 있었다. 게
다가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고 되게 지혜로”우신 터라, “제
자”들에게 딱 알맞은 방식으로 “반응”하여 “수업시간에 누구나
행복해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수업을 이끄는 선생님의 모습이
염수정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 “롤모델”이 되었다. “활법
마사지와 자세 교정” 연수도 했다. “목하고 허리가 좀 안 좋으니
까 도움을 받”으려고 한 연수였는데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몸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고 생각하게 된 계기
가 되”었다. 그 연수에서 만난 동료교사들과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마사지도 받는 등 인연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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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불교” 또한 그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그녀는 불교
의 인식론인 “유식”을 통한 심리치료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그 연수를 들은 후 그녀는 “유식에 대해서 막 검색하다가” “불
교와 과학을 접목 시키”는 것에 대한 특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게 되었다. 그래서 그 특강을 듣기로 마음먹었다. 염수정은 “연수
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많은” 편이다. 그녀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만한 다양한 연수들이 있고, 그녀의 “배움”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연수들에 의한 것이다. 연수에는 “별게 별게 다
있어서” 그녀는 늘 “행복하게” 배운다.

2) 사소함과 생소함: “재미”
“거기서 거기”인, “비슷비슷”하고 “뻔”한 대부분의 연수들
가운데 교사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때그때 [동료교사
들이] 재밌다고 하는” 연수들이 간혹 있다. 강호인에게는 조선미시
사 연수가 바로 그런 연수였다. 강호인은 자신이 한 연수 중 비교적
만족스럽게 했던 조선 미시사 연수를 평하면서 그의 호기심을 자극
했던 부분에 대한 묘사를 해주었다.

강호인: 그리고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했어. 일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쪼... 금 아웃, 어... 좀 생각지
않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
연구자: 생각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 교수 장면에서
의 생각지 못... 한 그런...
강호인: 아냐아냐. 그니까 우리가 역사 하며는 항상 뭐, 정쟁
이라든가, 어떤 무슨 파 무슨 파 어떤 전쟁이라든가,
사건 위주로 우리가 보통 역사를 접근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 사소한 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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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소한 일...
강호인: 일상적인 일... 을 캐치해 내서, 그 사람이 어떤 유명
한 인물이 있으면 그 유명한 인물의 사생활이랄까?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야사가 쪼꼼 첨가되
고 하니까, 쫌... 재밌더라고.

그가 예상하던 역사 관련 연수의 정형화된 전개와는 달리, 조선미
시사 연수는 그가 잘 모르던 역사적 인물의 “사생활”이나 “야
사” 등 “사소한” 것들을 소개하며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이
끌어내었다. 강호인에게 그 연수는 “재미”있었다. 재미있을 것 같
다, 재미있다는 느낌은 연수함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루한 연수는
애초부터 교사의 연수함 자체를 이끌어내지 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2> 교원힐링연수 주제 결정 메시지

연수가 재미있어야 교사들의 연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학
교 차원에서의 연수를 계획하고 실시할 때에도 교사들이 흥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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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참여할 만한 재미있는 연수 주제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혁
신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원 힐링연수”를 계획
할 때, 업무추진자였던 연구부장은 좋은 연수 있으면 추천해 달라며
전체 교사들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그 중 두 교사가 그에게
연락을 하였고, “네일아트 연수”와 “와인 연수”를 해줄 수 있는
지인을 각각 추천하였다. 네일아트 연수는 연구실에 모여 앉아 네일
아트를 받으며 네일아트를 하는 기법 및 제품들과 관련된 설명을
듣는 연수였다. 와인연수는 와인의 유래나 음용법, 구입법 등에 대
한 설명을 들으며 와인을 시음하는 연수였다. 실제 연수를 실시했을
때 참여율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딱딱”한 연수가 아니라 “색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연
수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름”, “제목”을 연수라고 “붙”여
“포장”한 것일 뿐 “이것도 연수야?” 싶기도 했지만, 이런 연수
라도 해야 휘몰아치는 수업과 쏟아지는 업무로 바쁘고 정신 없는
학교의 일상 속에서 하루 한 번 마주치기도 어려운 큰 학교 교사들
끼리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친해”질 수 있다.

3) 산만함: “깊이 배우기보다는 이것저것 쪼금씩”

박선영은 “꼭~ 뭔가를 들어야겠다 싶어서” 연수를 듣지는 않았
다. “교사가 바쁜데” 연수를 “깊이 있게 듣고 집중해서 듣고”
이러는 건 “쉽지 않”으니,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짧게 짧
게” “편하게” “듣기 쉬운” “무난한” 연수를 “이것” “저
것” 골라서 듣는 편이었다.

박선영: 그니까 그게 [연수의] 효과를 얻으려면 한 분야에 대
해서 좀 연수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지. 나는 이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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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저거 들었다가 그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1학년
할 때는 1학년 하니까 종이접기 잘 하면 좋겠다 생각
이 들어서 종이접기 연수를 받았거든~ 그리고 나서 1
학년 할 때는 좀 써먹었어. 다른 학년 할 때는 또 상
관이 없었지? 아무튼 약간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별
로 지속적으로 그런 게 없었는데... 약간... 그런 걸로
[연수로] 도움을 받으려면 깊이 있게 여러 개를 듣고
해보고 이래야 자기 게 되지, 나처럼 그냥 이거 듣다
가 저거 듣다가 하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도 “이왕이면 그 당시 맡은 애들한테 써먹을 수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하고 연수에 임하긴 했다. 종이접기 연수를 해봤으면 1
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 종이접기 잠깐 해보고, 책 만들기 연수를 해
봤으면 미술 시간에 책 만들기 잠깐 해보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듣고 그때 뿐”인 연수라 “시간 아까”울 뿐이었다.
“들을 때는 그래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
서, “그 때 그 때, 잠깐 잠깐 도움은 받을 수 있어도, 교직생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연수가 나의 교직생활에 뭔가 영향을 줬다,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연수를 통해 활동이나 대처방법 등의
“팁”을 배울 수는 있어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자신이 “했던
스타일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틀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
씁쓸했다.
박선영이 교사로 발령 받고 난 후 연수 제도와 상관없이 “개인
적으로” 배워보았던 것들도 있었다. 초록초에 오기 전 학교에서 학
교 선생님들과 퇴근시간 전에 플룻을 6년간 계속 배웠고, 중국어에
도 관심이 있어서 방송통신대에 편입하여 중국어를 배웠다. 또
POP(예쁜 글씨 쓰기)도 자격증 취득할 정도로 열심히 배웠는데,
배운 것을 살려 아이들 동아리활동 POP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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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교육청 옆에 있는 복지센터에서 교사 대상으로 한 강좌들에도
참여했다. 난타와 서예 강좌였다. 그 후 그녀는 계절제 국어교육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 하였다.

염수정: 배우는 게 되게 재밌고, 근데 쪼꼼 막 배우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이렇게 체계화, 체화시켜서 내가 적
응한 거는 부족한 게 많고, 하나에 대해서 깊~이 배
우기 보다는 이것저것 쪼금씩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거
같애요.

염수정 또한 자신이 여러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
나가는 것에서 한계를 자각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재미있기는 한
데 그녀의 ‘몸틀’ 자체가 변하지는 않으며, 배움에 깊이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배움을 촉발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호기심은 “이해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
한 존재에 이르기 위하여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기 위
해서 보려고 애”쓰는 것이다. 호기심은 “언제나 새것과 만나는 것
을 계속 바꿈으로써 생기는 동요와 흥분을 찾는다.” 그래서 호기심
-배움의 지속은 염수정이 말한 것처럼 “머물지 않”는 부단한
“산만함[부산함]” 만을 낳게 된다.

3. 타개: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교사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 문
제들이 원활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될 경우 교사의 마음은 상처
를 받게 되고, 결핍감이나 분노가 일어난다. 이러한 상심(傷心)을
달래기 위해 교사들은 연수를 찾게 된다. 연수가 교사를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게 하는 데, 그리고 문제 상황을 타개해나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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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1) 교육관 세우기: “교육철학”과 “학급특색”
이현명과 박파랑은 입을 모아 자신들에게 마땅한 “교육철학”과
“학급특색”이 없음을 아쉬워한다. 그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과

“학급특색”으로

대표되는

교육적

“가치관(조용환,

2014d)”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잘 갖추어져있지 않은 것이라, 그녀들은 이것을 갖추어보겠다는 마
음으로 연수를 하곤 한다.

박파랑: 그냥~ 지금은 별로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맨날... 체계가
없잖아~
연구자: 체계, 근데 체계를 갖춘다는, 우리가 가르치면서 체계
가 있게 하는 게 되게...
박파랑: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사실 다 잊고 살았는데, 그냥~ 약간~ 교사가 철학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현명: 그렇지~ 철학. 교육 철학.
박파랑: 교육 철학이~
이현명: 교육 철학. 학급 특색.
박파랑: 어~ 특색~
이현명: 기본적인 이거를 갖고, 싶은데~
박파랑: 어~ 싶은데~
이현명: 맨날 남만 따라하고 있고, 이러니까~
박파랑: 어~ 어~ 어~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갖추고
자~, 연수를 하,
연구자: 아아~ 학급 특색과 교육 철학을 갖추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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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이 말하는 “교육철학”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방향
성”을 이야기한다.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교사로서 그녀들
나름의 철학이 있기는 한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을 “눈에 드러나
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기는 어렵다. “철학을 갖고 학급
경영 방침을 세워놔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구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텐데,
학급 교육과정에 적힌 그녀들의 철학과 학급 경영 방침은 “누군가
의 [것을] 막 짜깁기해서 대충 해놓고, 결재 받을 용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종이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학교 행사 하고, 학급 운영
하고, 수업은 하긴 하는데 “항상 마음 한쪽이” “허”하다. “정
말 특색 있는 1년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데 “한해를 그냥 어찌어
찌” 보내게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지식적인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지”
를 익히는 것도 교사에게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사회 현
상에 대한 가치관”, “갈팡질팡하지 않는 가치관”이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현명은 결국은 “인생관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관이랑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현명은 아무 생각 없이 연수
를 듣지 않는다. 연수를 들으며 자신의 교육관을 다지는 데에 필요
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쓴다. “뭐 하나라도” “더 훑”어보면
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 가르치는 일이 결
국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위안 받기: “힘들”고 “답답”해서
박파랑은 학급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답답”하고 “힘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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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연수를 찾게 되었다. 교사로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
한 ‘상심’과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
이다.

연구자: 저는 한 번도 연수에서 아까 언니가 말했던 대로 언
니가 힘들 때 들었던 연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겪
어보질 못했어요.
이현명: 선생님은 특별히 그런 순간이 없었으면, 그렇... 게,
[박파랑] 선생님은 뭐 학급 운영을 하다가 애가 힘들
게 하는 애가 있다던가? 이럴 때 돌파구를 찾고 싶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냥 무난하
게 학급운영 해 가고 특별히 이상한 애들이랑 나랑 안
엮이고 이러면,
박파랑: 그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 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
아요?
연구자: 저 첫해에 그런 애를 겪었는데, 근데 그 답을 연수를
통해서 찾아야 되겠단 생각을 못해봤어요 저는.
박파랑: 답답해서 그랬지 난. 2월에 되게 늦게 들... 아 그리
고 인디연수 같은 거 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호호
호호. 아우 진짜...

타일러봐야 말도 잘 안 듣는 데다, 혼나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버
리는 돌발행동을 하는 아이 한 명으로 인해 박파랑은 한 해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다. 타일러 봐도 다그쳐 봐도 도루묵인 아이로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박파랑은 교직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회
의감까지 느꼈다. 그 때 위안을 얻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연수를 듣
는 것이었다. 그녀는 ‘공감과 치유의 상담기법’이라는 연수를 찾
아 들었다.15) “선생님들이 역할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수
15) 그녀는 그 전에 같은 강사의 또 다른 연수인 ‘최고의 상담기법’이라는 연수도 찾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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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장면이 보이고 그 장면에서 어떻게 교사가 직접적으로 하
는지가 딱 나오니까” 연수 내용이 그녀의 마음에 “와 닿”았다.
물론 그 연수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바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
렇게 연수함이 “무의식중에” 혹은 자신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있다가, 그것을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파랑은
말한다. 가르치는 아이와의 갈등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내는 교사
박파랑의 모습은 “아직-눈앞에 있지 않은 것”이지만, 그녀 스스
로 “성숙해감[익어감]”에 따라 되어질 모습이다. 그녀는 “익어가
면서 설익음으로 있다”(Heidegger, 1927/이기상 역, 1997).

4. 집단: “우리”
어떤 사회이든 공유하는 인간다운 인간, 바람직한 인간의 상은 모
두 다를 것이다. “그 상을 설정하고 실현하는 방식”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통제가 가해”지기도 한다(조용환, 1997). 그런데 이
런 식의 통제는 강요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합
의를 통해 공유되는 무언의 약속으로서 이루어지기도 하다. 다른 선
택지가 없다는, 그것은 타당하다는,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의 됨됨이라는 믿음이 그러한 합의에 깔려있다. 초록초 교사들의 연
수에서도 연수 스타일을 규정하는 도덕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1) 초등교사의 이미지: “착해서”
초등교사들은 “너무 착”하다. 착하다는 것은 초등교사들이 생각
하는 스스로의 모습의 한 면이다. 약간의 “순수”하다는 자부심과
약간의 “바보 같”다는 자조가 착함에 대한 해석을 이룬다.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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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에, 교사들은 연수를 한다. 이러한 면모는 중등 교사들과
함께 집합연수를 해본 정경숙이 중등과 초등교사를 비교하는 장면
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경숙: 중학교 샘들이랑 초등학교 샘들이 함께 듣는 연수였
는데, 중학교 샘들은 누구는 노트북 들고 오는 사람,
누구는 신문을 이만~큼 들고 오는 사람. 그래가지고
는 [강의자가] 강의하시는데 필요 없으면 자기 생활을
하시는 거야. 신문 보는 사람, 이거하는 사람, 다 각
자 하는 거야. 초등은 다~ 간지 붙이고 전부다, 앉아
있는 사람은 초등이야. 그리고 쉬는 시간 딱 되며는
[중학교 샘들은] 팀별로 댄스하자, 뭐하자 해가지고
너무나 자유롭게 즐기면서 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머, 내가 경험을 했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요새
보니까 너무 재밌다~ 쉬는 시간마다 동아리별로 즐기
고 놀았어. 10분 타임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 강사님이 조금 힘들지만 우리는
해피하게 한 달을 보냈어, 60시간을. 그래서 내가, 이
게 우리의 모습이고 참, 우리가 찌질하게~ 참 우리
가... 오픈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

선생님들

100점 맞아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라벨지 다 붙이고,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초등의
모습이고. (흐흐) 그 사람[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
리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야. 왜 그렇게 사시
냐고. 하~ 그니까 우리가 너무 순수한거야. 예쁘게 말
하면 순수,

이 연수가 나에게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을 바탕으로
연수에 참여할지 아니면 연수를 거부할지 선택하는 것은, 중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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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초등교사들의 연수함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는 행동 양식
이다. 정경숙은 마치 주어진 교과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공부하
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내는 “모범생”처럼, 초등교사들이 자신들에
게 주어진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해내고 결실을 이
루려 한다고 말한다. 연수를 할 때에도 그렇다. 연수해야 한다면 혹
은 연수하게 되었으면 일단 열심히, 성실히 하고 본다. 그리고 끝에
는 좋은 점수로 이수를 해낸다. 정경숙은 “동아리” 별로 모여 하
고 싶은 일을 모색하고 재미있게 연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중등
교사들과는 달리, 초등교사들은 주어진 연수 이외의 것을 하거나
“놀”려는 시도를 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도 깨달았다. 정경숙의 눈
에 “자기 생활”을 할 줄 알고, “자유롭게 즐기면서” 연수에 참
여하는 중등 교사들이 좋아보였다. 하지만 “찌질”한 초등교사들의
모습은 “나[정경숙]의 모습”이자 “우리” 즉 “초등의 모습”이
기에, “미래”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2) 구성한 제도들: “우리끼리 테두릴 정한 거잖아”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이 양적 부담감과 형식적 실시에 대한 부당
함을 느끼면서도 결국 대부분 연간 120시간의 연수를 다 채우는
까닭 중 하나는, 120시간이 초록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기준, 즉 “우리끼리 테두릴 정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현명: 근데 이제 지금 연수 문제는~ ... 진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끼리 테두릴 정한 거잖아.

물론 구성원 전체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관리자(교장,
교감) 이하 학년 및 기능 부장들로 대표되는 “성과급 심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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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록초위원회와 동일)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초
록초등학교 교사들의 대표이며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그
들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것이므로, 그들의 결정은 곧 초록초 교사
모두의 결정이 된다.

김영수: 2012년돈가 그때는 60시간이었다가, 그게 또 적다,
그래서 90시간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또 120시간.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연수 기준시간 이 처음부
터 120시간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3년간 초록초에서 근무한 김영
수는 이러한 초록초 연수 기준시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2015년 현재, 재작년의 기준은 60시간, 작년의 기준은 90시간으
로 120시간 보다 적은 시간이 초록초에서 약속된 기준 시간이었다.
60시간정도면 “적당”한 것 같았는데 기준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높아졌다.
“성과급 심사 위원회” 당시, 성과급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사별 점수 급간을 넓히기 위해 연수 기준 시간을 더 높
이자는 의견을 제시한 초록초 교사들도 있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교사들은 주로 저학년인 1, 2학년을 맡아 4교시 수업만 하고, 오후
에 시간이 있는 교사들이었다. 반면, 고학년을 맡은 교사들은 오후
까지 수업을 하고 더 많은 더 난이도 있는 교과 수업준비를 해야
하기에 연수 들을 여유 자체가 별로 없다. 연수 기준시간이 높아지
면 성과급 평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므로 고학년 교사들은 성과
급 평정 시 연수 시간을 늘리자는 저학년 교사들의 의견에 반대하
였다.

김지영: 굳이 왜... 이해가 안 가요. 왜 120시... 누구를 위한
120시간인지. 그냥, 다른 학교가 120시간 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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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막 따라서 우리도 120시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120시간 정말 다 듣는 사람,
진짜 없을 걸요 아예?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아마 주변의 다른 학교들이 120시간을 기
준으로 삼으니까 초록초등학교도 그 추세를 따라했을 것으로 예상
한다. 자신이 이전에 일하던 학교에서도 “보통” 연수 이수 기준시
간이 120시간이었고, 주변 학교들도 다 그 정도 한다고 말한다. 물
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당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가 다 그렇
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초록초 교사들은 경기도 초등학교들은
많은 경우 그러한듯하다고 여긴다. 경기도 외에도 이와 비슷하게 연
수 시수 기준을 운영하는 지역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한 예
이다. 세종의 경우 1년에 60시간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최소 기준이지만 학교 자체 성과급과 연관되어 있기에 130시간 이
상의 연수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경기도나 세
종과 조금 다르다. 연수 기준 시간은 60시간이다. 특정 분야의 전
문성을 갖추기 위해 개인이 따로 공부하거나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
의 경우는 연수를 추가적으로 듣지만, 보통 연수를 60시간만 받는
다. 그렇게 하더라도 성과급에 불이익은 없다. 그렇지만 서울의 기
준 또한 변화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학교 평가가 폐지된다는 기사가 발표된 이후, 초록초 교사들 사이
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 팽배해졌다. 그렇지만 정작 원래 이수 기준이었던 120
시간보다 기준 시간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
떤 교사도 쉽사리 기준 시간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
라고 본다. 그런 말을 꺼낼 총대를 맬 초록초 교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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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교사의 제안 받아들이기: “자기야, 우리 같이 세
개 듣자”
염수정은 어느 날 면담을 마무리 지을 무렵에, “으아~ 좋다~ 어
우 우리 일찍 만났으면 같이 공부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
하였다. 나는 그녀와의 면담 후 대화가 잘 통하는 데에서 오는 충만
함, 그리고 함께 알고 지낸 시간이 꽤 긴데도 불구하고 가르침과 배
움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이제야 나누었다는 아쉬움 등의 감정을
느꼈는데, 그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다.

염수정: 다음... 주에 바쁘지? 5월 8일날... 그 때 왜 이민경
선생님이 뭐 연수 [안내 해줬던 거 있잖아]~ 이수연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 하시는데] 상담 뭐 [연
수] 이거 가자, 가라고 그 때 선생님들, 우리 갈래?
연구자: 아 저 신청 안했는데,
염수정: 나도 안했는데~ 4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거래]~ 진
아쌤 우리 갈까?
연구자: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같이 마실 나가듯이~

그러다 그녀는 문득 떠오른 듯 나에게 함께 연수16)를 하러 가자
고 이야기 하였다. 나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녀 그리고
이미숙과 함께 연수에 다녀왔다. 이상했다. 그녀가 그토록 연수하기
를 싫어하던 나를 연수하도록 이끌었지만, 나는 불쾌감이 들지 않았
다. 나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연수를 하러 가
본 적이 없었는데, 그녀의 제안으로 연수를 하러 가는 발걸음은
“마실” 나가듯 가벼웠다. 그녀는 나와 가까운 소중한 동료교사이
고, 그녀와 함께 하는 공부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
16) 상률초에서 있었던 상담 관련 연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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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다. 사실 염수정에게나 나에게 모두 그 연수는 썩 만족스럽지
는 않았지만,17) 함께 공부하러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좋았다.
교사들끼리 함께 연수를 하자고 독려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난
다. 이 때 비교적 마주칠 일이 많아 가까워진 전년도 동학년 혹은
현 동학년 교사들끼리, 혹은 그 이외에도 나름의 이유로 가까워진
교사들이 같이 연수를 하게 된다. 좋은 집합연수가 있으면 함께 모
여 카풀로 가기도 한다. 연수가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
또는 술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담소의 내용은 역시나
학교에서의 삶이 주를 이룬다. 학급의 아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
들, 서로 공통으로 가르친 아이의 근황, 학교 교사들과 업무시의 고
충 등이 중심 화제이다.

강호인: 작년에 저기 뭐... 그... 6학년 부장이 한 번 들어보
라 그래갖고 들어봤거든? 들어보래서 들어봤는데 괜
찮더라고.

원격연수의 경우에 동료교사가 “우리 같이 [연수] 3개 듣자”거
나 “시험 같이 보자”는 말을 하여 연수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원격연수에서는 참여에 비해 선택에 동료 교사들이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더 두드러진다. 물 표면에 물 한 방울이 떨어
지면 그 낙하하는 힘이 주변의 물로 퍼져 주변의 물방울들도 진동
하듯이, 교사들의 연수 선택은 연쇄를 이룬다. 한 교사가 이번에 자
신이 어떤 연수를 들었는지 이야기하고, 그 연수가 좋았는지 별로였
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 교사의 체험담을 토대로 다른 교사들
은 그 연수를 해볼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 연수를 들은 교사는 자신
이 한 연수가 정말 괜찮은 연수였거나 동료 교사에게 필요할 것 같
17) 그 구체적인 사연은 염수정의 “잠”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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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수라면 한번 해보라며 추천한다. 동학년 교사들에게 좋은 연수
니 한 번 해보라는 메시지를 날리기도 한다. 좋다는 기준은 다양하
다. 때로는 스크롤바가 쭉쭉 당겨져서 실제로 듣지 않아도 다 들은
것으로 처리가 되거나, 시험 내용이 쉽거나, 시험의 답을 인터넷에
서 쉽게 검색할 수 있기에 좋은 연수로 평가되기도 한다. 바쁜데 연
수 시수를 빨리 채워야 하는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런 연수가 있으면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친한 동료교사의
연수 선택과 참여에 대한 청유(請誘)는 불편하거나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솔깃하고 유용한 것이 된다.

5. 독특: “내가 연수 듣는 과 아니잖아”
초록초 교사들의 연수함을 살펴보면, 연수를 할 때 교사가 마땅히
취해야 한다고 요구받거나 믿어지는 모습으로 연수하지 않는 경우
들이 종종 있다. 때로 연구 참여자들 중 몇몇은 초록초의 다른 교사
들이 하는 보편적인 방식대로 연수하고 싶지 않아하며, 자신만의 독
특한 방식으로 연수하기를 추구하기도 한다.

1) 시간 때우기: “클릭 클릭”
원격연수를 들을 때 “클릭 클릭” 해서 넘겨보지 않은 초등교사
가 몇이나 될까. “클릭 클릭”은 꽤나 보편화되고 일반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연수하기 방식이다. “클릭 클릭”은 단순히 어떤 아이
콘을 누른다는 동작 묘사를 넘어서, 연수를 “안 듣”고 대충 “스
킵”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다.

박파랑: 상상, 이것도 안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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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독서대화토론... 이거 안 들었고?
박파랑: 배움중심의 이해, 이것도 안 들었고, 다 안 들었어.
이것도 안 들었고,
연구자: 다문화도 안, 그냥....?
박파랑: 응. 클릭. (나이스 연수기록상의 다음 연수를 클릭하
며 말로) 클릭! (그 다음 연수를 클릭하며 말로) 클
릭! 흐흐.
연구자: 으흐흐흐.

원격연수를 “틀어놓고” “딴 짓”을 하다가 가끔 “클릭 클릭”
을 해주면 해당 차시의 연수가 “완료”된다. 예전에는 스크롤바를
끌면 한 페이지18)가 금방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
다. “스크롤바가 안 땡겨”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페이지에서
80퍼센트 이상 듣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없게 시스
템이 되어있다. 연수 내용의 양도 많고 연수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
는데 이수는 해야 하니, 어떻게든 연수 시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럴 땐 “수업시간”이나 “업무”처리하는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동안 원격연수 창을 그냥 “켜놓고” 있다가
화면이 멈춘 것 같으면 모니터 속 애니메이션에 제시된 말풍선, 연
수창 안에 액자식으로 들어있는 영상의 재생버튼, 다음페이지로 넘
어가는 “다음으로” 화살표 아이콘이나,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을
클릭한다. 친절하게 어디를 클릭하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 그다
지 힘들지 않다. 이렇듯 “형식적으로 듣”는 과정을 한동안 반복하
고 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는 한 차시의 연수는
끝이 난다.

18) 하나의 연수는 여러 차시(보통 15차시 배수)로 되어있다. 한 차시의 연수는 여러 소 챕
터로 되어있다. 한 챕터는 여러 페이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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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리 채우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핸드폰 좀 하
고”
연수 상황에 몰입하지 않은 채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원격연수를
하는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집합 연수에서도 드러난다. 시청각실이
나 강당에서 전 교직원이 다 모여 연수를 할 때, 연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다 오는
교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김지영: 그냥, 아~ 말씀 하시는구나~ 그리구 일단... 군중 속
에 앉아있으니까...
연구자: 아 그냥 내가 집중 받지 않는...? 하하하!
김지영: 예에 예예!
연구자: 다수의 인원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거?
김지영: 네, 나는 끝에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
만히 있는 거, 핸드폰 좀 하고... 근데 잘 안 터져가지
고~
연구자: 그치 거기 안 터지지?
김지영: 네~ 핸드폰, 핸드폰 좀 하고, 옆자리 언니하고 뭐라
뭐라 하고~ 언제 끝나나... 네시 반[퇴근 시간] 늦으
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하고 흐흐.

거짓말 좀 보태어 100명에 가까운 수많은 교사들이 한 자리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집중을 하여 연수를 듣는 지 아닌지는 티
도 나지 않는다. 그냥 튀지 않고 묻혀 있으면서 연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
점이 오면 주로 “멍 때리”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옆
자리의 교사와 담소를 나눈다. 때로는 그 동안 여유가 없어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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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시험지 채점을 하기도 하고, 읽을 책을 가져와 읽기도 한다.
공개수업 등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열리는 연수에서는 지도안을 살
펴보거나 아이들이 할 활동을 미리 실습해보는 것, 통지표(일람표)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연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너무 피곤할 때엔 잠깐 졸기도 한다. 조용한 분위
기, 멀리서 들려오는 강연자의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연수 자리에 앉은 교사에게 자장가가 된다.

<그림 3> 연수 중 핸드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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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수 중 채점할 시험지

<그림 5> 연수 중 볼 책과 지도안

62

3) 연수 대신 다른 것 하기: “내가 연수 듣는 과 아니
잖아”
초록초등학교 교사들 중에는 연수를 열심히 하지 않는 편임을 자
처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현명이 그러하다. 그녀는 연수를 아예 하
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애써 연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녀는 연수가 아니더라도 연수보다 교육에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좋은 선생님이 되려는 노
력”을 한다. 육아서 읽기와 사색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현명은 스스로를 주로 “성과급 땜에 [연수] 듣는 여자”라고
표현하였다. 이현명은 “연수 듣는 과”가 “아니”다.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스스로를 묘사하는 그녀는 “자기개발”을 위
해 연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음에도, 그리고 “지원금”을
“대준다고 해도 막 싫다고 하고 [연수를] 안 했”다. “육아”에
“시달”릴 때에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지금도 그다
지 연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녀는 “돈 안들이고 빨리
빨리 연수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연수 시간만 메우는
식으로 연수를 했다. 연수 내용들이 “고농축의 집약적이고 정말 좋
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자세 그게 안 먹어”진다. 물론
“사알짝” 귀 기울여지는 연수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런 와중에” 다른 것에서 손을 놓고서 “그것
만 몰입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녀가 보기에 “차라
리 내가 필요한 책 한 권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 같다.
관심사가 있으면 “그것에 꽂혀가지고 막~ 책을 읽”는 편이 오히
려 “공부가 더” 된다. 특히 그녀는 “육아서”를 많이 봤다. 그녀
가 자신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서 “어렵고 힘들 때” 그녀를 “위로해주고” “길을 제시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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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현명의 육아서들

었던 것이 바로 육아서였다. 육아서는 그녀의 “신념이 흔들릴 때”
마다 “호랑이로”, “마귀로, 마녀로 변”할지 모를 그녀를 다“잡
아주”었다. 아무 육아서나 다 읽는 건 아니다.

“《대치동 엄마의

서울대 보내기》, 이런 건 절대로 안 읽”는다. 그녀가 “찝”어 읽
는 육아서는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엄마가 행복
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굿바이 영어 사교육》”, “《1분
독서의 힘》” 같은 것들이다. 그녀는 “자연주의, 인간주의 쪽”
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책 선택을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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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애들을 키워야” 한다고 믿고, 아이가 진정 스스로 뭔가를 원하
여 할 때 에야만 그것이 아이의 것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며 아이들
을 가르친다.
육아서 읽기와 더불어, 이현명은 늘 자신과 아이들에 관해 “생각
/사색”한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상상”, “공상”을 하는 습관
이 있었고, 그녀의 그러한 어릴 적의 습관은 자기 자신의 하루 일과
를 돌아보며 “성찰”하기,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들에 대해 “생각/사색”하기 라는 현재의 습관으로 이어졌다.

이현명: 나? 자아 성찰. (웃음)
연구자: 어떻게요?
이현명: 어. 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인간에 대한... 그니
까,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제일 있어야 된다고... 하
는 편이라, 쟤네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사는가,
나 관찰 되게 많이 해. 쉬는 시간에도 어디 안 나가고
애들 바라보고 있거든. 어. 진짜 관찰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나의 흥미야. 그거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그니까 사람을 (고개를 돌려 교실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며) 이렇~ 게 많이 관찰하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거
를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거, 이런 거는 잘 몰라. 옷을
뭐를 입었는데 오늘은 뭘 입고 그런 쪽은 별로 없고,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
는구나, 이런 거. 나는 좀 그런... 그런 게 좀 내 관심
사인 거 같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구나, 뭐 이렇
게~ 그래서, 애들도[애들을] 항~ 상 바라보고 있거
든. 표정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 보고 혼자 막
웃다가, 하다가 막 이래 난. 그니까 애들에 대한... 이
해... 그리고, 항상 생각 많이 하는 거 같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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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생각.
이현명: 공부[연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 사색이나 성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좀?
이현명: 어~ 어~ 그니까 나는 애들한테도 지금도 너네 지금
중요한 거는 독서와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나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 다양성에 대해서도 생각
해보고~ 생각하는 건 되게 많아. 내가 오늘 했던 거.
내가 이렇게 할 걸~ 나는 이제 어떤 모임을 끝나고
와서도,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 내가 오늘 어떻
게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했고, 아 어떤 부분을 말을
잘 못했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많
이 생각 하는 거 같애.
연구자: 언제, 어느 시절부터 그랬던 거 같으세요? 아님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아님 원래 그런...
이현명: 원~ 래 그런 거 같애. 어. 원래... 원래... 이제 공상
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연구자: 하하하.
이현명: 공부에 집중 못하고~ 맨~ 날 상상만 하잖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애. 그래서 자랄
때는 특출난 생각 같은 거~ 좀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던 거 같애. 이 교사가 되기 전까지.
연구자: 그럼 그런 남다르고 특별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기인이 됐을까요? 전 그게 진짜 궁금해요.
이현명: 그냥 나의 기질과 성향, 이런 게 아닐까? 그런 게 아
닐까 싶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습관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로-존재
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한다(Merleau-Ponty,

1945/2002). 세계에 속해있으면서도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
을 자기화해서 전유(appropriation)하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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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녀는 “생각/사색”이라는 습관을 통해 그녀만의 교육의 지
평을 구축하고 있었다.
자신은 공부[연수]를 하지 않고 “생각/사색”만 한다고 이현명은
겸연쩍게 이야기했지만, 기실 생활세계의 일상적인 체험들은 “결코
학문적 지식으로 전화되지 않으면서도 지식을 매개하는 기능을 갖
고” 있으며(Grondin, 1994: Gadamer, 2000/2004에서 재인
용)19), 학문세계와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일상적
체험으로서의 “생각/사색”을 “공부[연수]”에 비하여 폄하하거나
“공부[연수]”와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다. “생각/사색”은 “자
랑스러운 한가로움”에 속하는 “진리를 향한 노력”이다(Han,
2009/2013).
사색은 노동/일이자 노동/일을 벗어나는 모순적인 면을 동시에
지닌다. “고찰로서의 사색은 ‘현실을 추적하고 장악하는’ ‘엄청
나게 현실에 개입하는’ ‘현실의 가공작업’이다. 즉 사색은 노동
이다”(Heidegger: Han, 2009에서 재인용). 반면, 사색은 삶이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행위”인 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 “사색하는 머무름은 노동으로서의 시간을 중단
시킨다.” “노동으로서의 계산적 사유”가 멈추고 “숙고적 사유”
가 시작되는 순간 “비로소 사유는 ‘교육(Bildung)’에 앞서 펼
쳐져 있는 공간을 가로지른다.”(Han, 2009/2013)

4) 더 연수다운 것 판단하기: “그게 연수 받는 거지”

강호인은 연수에 대해 한층 더 냉소적인 편이다. 그가 보기에 연
수는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사] 자기 자신[의 욕심]

19) Gadamer, H-G. (2000). Erziehung ist sich erziehen. Kurpfälzischer Verlag,
Heidelberg. 손승남 역 (2004). 교육은 자기교육이다. 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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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는 만약 “연수를 성과급에 반영 안 시
킨다고 했을 때 [교사들이] 과연 연수를 받”겠느냐는 질문을 던져
보면 연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해봤자” “뻔”하고 그게 그거인 연수 일테니, 그는 그가 “원하
는 거 아니면” 연수를 “잘 안 받”으려 한다.

강호인: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하고... 어... 같은 생각을 공
유한다거나, 지금도 그렇게 하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
어. 같이 어떤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뭘 하고자 해,
예를 들면 누군가 이끌어 나가자 하면 따라오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가
지고 야, 우리 이 주제 갖고 한번 해볼래? 딱 하며는,
서로 뭐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파고든다
고.
연구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강호인: 그럼 있지.
연구자: 예를 들면 어떤... 주제... 였었는지.
강호인: 내가, 역사 같은 경우 그런 거야. 역사.
연구자: 아아~
강호인: 내가 연수를 받은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연수 하나
도 안 들었어. 내가 연수 받은 게 아니라, 그 역사,
한 번 탐방해보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갖고,
연구자: 동학년 선생님들끼리요?
강호인: 아니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몇 명.
연구자: 오오~
강호인: 뭐 예를 들어서 학년 다 달라. 달르고[다르고], 몇 명
추합을 해보자, 해갖고, 서로 모였어. 그리고 나서 우
리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갔다. 그랬더니 거기[박물
관]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
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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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이전에 말씀하셨던 박물관 교육 그것 말씀하시는
거구나~
강호인: 어. 그래그래. 걔네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게
연수 받는 거지. 가르쳐주고. 그니까 디테일하게 봤대
니까? 어 이렇구나 이렇구나.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그는 “틀어놓고 그냥 다 딴짓 하다가” “스크롤바 쭉쭉 긋는”
흔한 연수와는 달리, 그를 고무시켰던 10여년 전의 체험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는 마음 맞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박물관 “탐방” 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강호인과 동료교사들이 찾아가자 박물관 측에
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역사와 유물 관련 내용들을 가르쳐주었다.
강호인 이하가 여러 박물관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자 일의 규모가
커졌다. 박물관 “협회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협회 측에서는 강호
인 이하에게 무료로 박물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강
호인은 교사들을 넘어서 아이들에게까지도 박물관 교육을 확장하려
고 시도했다. 주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차를 대절해가지
고 박물관 탐방을 갔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었지만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교과서 단원과 박물관 자료들을 “통합”하고 서로에
“적용”시켜서 수업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그전에는 재미없어했
던 박물관을 재미있어했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기뻤
다. 이 탐방은 수차례 이루어졌고, 후에 그는 어린이박물관으로부터
학습 프로그램 설계 의뢰도 받게 되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교사들끼리 모여 하나의 “주제”에 대해 “파고”들었던 그 체험
이 그에게는 진정으로 “연수 받는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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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수 체험에서의 교사 자율성과 그 구조
이제까지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의 연수 체험을 참여 유형별로 살
펴보았다. 이러한 연수 체험들은 “문화 세계 내에서 계열화됨으로
써 의미로 화”하며, 열려있는 그리고 역동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는 교사 연수 체험들을 ‘자율성’을 중심으로 계
열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의 연수 체험에서 자율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처음 발견한 자율성은 “사람들이 고작해야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에 관해서만 토론을 벌이는 그런 단순한 진
술”(Heidegger, 1954)로서의 자율성이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
되어 갈수록 이분법적 시비/호오의 거칠음을 넘어서 복잡하고 미묘
한 자율성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건네는
말”들은 나에게 자율성에 대한 “섬세한 가늠”을 하게끔 요구하
였다.

1. 이분법적 가치판단
좌와 우, 크다와 작다, 멀다와 가깝다, 아름답다와 추하다…….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상정할 때 그 개념에 대(對)가 되는 것을 함
께 상정하는 것은 꽤나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초록초등학교 교
사들의 연수함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서 논의할 자율성에 대한 가치판단에 관해서 그러하다. 표면적으로,
연수를 함에서의 자율은 타율과의 대립을 근본원리로 하여 나타난
다.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있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는
좋은 것이라는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교사들은 연수에서의 자율성
을 지향하거나 도모한다. 반면 초록초등학교 현장에서 연수는 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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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더 흔하다. 이러한 타율적 연
수의 실상은 나쁜 것, 그른 것으로 여겨진다. 어찌할 수 없는 타율
앞에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은 분노나 무력감, 달리 말해 “원한과 가
책”(Deleuze, 1962)을 느끼기도 한다.

1) 좋은 자율: “내가 찾아 듣는 연수는 너무 좋은 것 같
애”
연구 초창기에 박선영은 염수정이 연수를 엄청 “열심히 하고 많
이” 한다며, 자기 같은 사람이 아닌 염수정 같이 자율적으로 연수
에 임하는 사람이 연구 참여자로 적절할 것이라 했다. 나는 연수에
대한 의욕도 없이 마지못해 연수를 하는 나와는 정반대의 태도로
연수에 임한다는 염수정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박선영의 제안을 계
기로 나는 염수정 교사와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염수정은 연수
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율성 발휘로 인해 행복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연구자: (연수를 하면 행복하다는 염수정의 말에 의아하여)
선생님은 연수 하면서 행복하세요?
염수정: 나는... 나는 되게... 행복하지. 허허허~ 내가 좋아하
는 분야를 찾아 들으니까.
연구자: 저는 너무 연수가 괴롭다는 느낌 때문에 이 연구 주
제를 연구해보고 싶단 생각을 가졌었어요.
염수정: 아이고... 그니까, 그런[시켜서 하는] 연수는 괴롭고,
내가 찾아 듣는 연수는 너무 좋은 것 같애. 너무 행복
하고.

그녀와의 첫 번째 인터뷰에서부터 연수에 대한 그녀의 열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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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연수]를
찾아 들으”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주제 탐색 및 선택에서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수에서의 자율성을 발휘하
며, 그로 인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신기했다. 나에게는
끌리는 연수 주제를 만나 연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없
었는데, 연수를 찾고 골라 하며 기쁨을 느낀다니 말이다.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원치 않는 연수들을 했다던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그녀는 원하는 연수를 찾는 자신의 팁을 공유해주었다.

연구자: 근데 그런 분야들이~ 제공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
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분야들이...
염수정: 그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것들 보다는,
특수분야? 그런 사설... 특수분야 직무연수라고 알죠?
연구자: 저 잘 몰라요.

그녀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보 탭의 “특수분야연수 안
내”를 연수 선택에 주로 활용하였다. 그곳의 자료 역시 교육청에
속해 있다면 속해 있겠지만, 업무포털 공람에 쌓인 교육청 발(發)
연수공문이나 교육청 산하/인정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직접적으로 실
시하는 연수들의 그것과는 달리, “특수분야연수 안내”에 제시된
연수들의 주관 기관과 주제는 매우 “다양”했다. “특수분야연수
안내”는 각양각색의 연수가 모인 “아카이브”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교육청과 전혀 무관한 사설 기관이나 학회 또는 모임에서
주최하는 특강 등에 대한 안내 메일 정보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
적으로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교육에서부터 심리,
상담, 몸/건강, 불교철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녀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만한 연수를 찾아 참여할 수 있었다.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는 사람은 염수정 뿐만이 아니었다. 박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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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파랑 스스로는 자기
가 하는 활동이 연수임을, 그리고 자신이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녀의 활동이 흔히 교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연수라는 이름의 것과
는 다르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녀 스스로 자신이 자율적으
로 연수를 하는 부류의 사람이 못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었다. 오히려 인터뷰 장면에서 박파랑의 곁에 있던 이현명이 박파랑
의 연수함, 자율적으로 연수함을 상기시켜주고 칭찬해주었다.

연구자: 언니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고 두며는 아무 것도 안
할 것 같애요?
박파랑: 응.
연구자: 음...
박파랑: 이런 거, 원격 연수는 안 들을 거 같애. 근데 이, 글
쎄 나는 자율적...
연구자: 아아! 언니가 말한 거는 자율적으로 들으라고 하면
이 원격 연수는 안 들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거
는?
박파랑: 응.
이현명: 억지로 선택해서 [하는 걸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선
생님은 연수 모임에 참가하고 있잖아 맨날~ 인디 모
임?
연구자: 아 지금도 해요?
박파랑: 으응~ 하고 있어.
이현명: 그것 봐, 이게 자율적으로 [연수] 하는 거야 그게~
선생님~

박파랑은 So와 Kim(2013)이 주목한 비형식적 연구를 하는 자
생적 교사 학습공동체에 참여했다. 그녀는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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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인 인디스쿨을 통해 만난 지역 교사들과 함께 격주에서 월 1회
정도의 간격으로 비공식적 모임인 “인디 모임”을 하고 있었다. 모
임의 뚜렷한 “체계는 없”지만, 그 모임에서 교사들은 전문가라고
할만한 “대단한” 교사의 이끎 하에 수업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각자 “자기가 가진 걸 나누”는 “연수 나눔”을 하고, 함께 읽은
책인 <학급긍정훈육법>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박파랑의 활
동에 교사들이 통용하는 것으로서의 “연수”라는 이름이 명시적으
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이현명은 박파랑의 활동을 “연수”라 일컫
는다. 또한 이현명은 박파랑이 “항상 고민”하던 것에 대한 해결책
을 찾기 위해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듯이” 그 “연수 모임에 참
가”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 자율적인 연수인 것이라며 박파랑
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동학년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을 자
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다. 초록 자치공동체 겸 교직원 체육연수 활
동이 끝난 이후의 장면에서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실시한 초록 자치공동체 겸 교직원 체육연수
에서 학년별 농구 자유투 시합과 윷놀이 대결이 끝나고, 각
학년 교사들끼리 연구실에 모여 함께 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때 체육부장이 우리 학년 교사들을 위해 주문한
호루라기가 연구실에 도착했다. 그 호루라기는 축구 심판을
위한 전문가용 호루라기였는데 평소에 불던 방식으로는 소리
가 잘 나지 않았다. 이민경 교사가 한 번 불어보더니 요령을
파악하여 다른 교사들에게 부는 방식을 알려주었다. 입김을
모아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는 것이 비법이었다. 그러자 학년
부장이 그 상황을 "호루라기 불기 연수"라 하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습 자치 공동체"이고 "오늘의 연수"라 하였다. 다
들 공감하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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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 불기 연수”를 하는 것처럼 서로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은 교사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습관화되어있다. 교사들
은 그러한 활동들 중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직접적,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익히는 사건을 연수라고 칭한다.20) 호루라기 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품격있는 것도 아”닌 아주 소소한 행위이
다. 그러나 그런 행위에 “오늘의 연수”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좋아
하며 웃은 것은, “호루라기 불기 연수”가 그 상황 직전에 있었던
체육 연수와 무언가 다른 점이 있으며 후자를 풍자할 의도가 있음
을 함축한다. “호루라기 불기 연수”는 동학년 교사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자체적으로 찾아 즉각적
으로 공유한 자율적인 연수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까 부득불 참가
했던 체육 연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기쁨을 주는 연수라는 뉘앙
스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수함에 있어서 자율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 연수를 하는 상황
을 교사 스스로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발견된다. 이미숙은 경기
도교육청 연수원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음으로써 연수함이 더 편리
해졌음을 염수정에게 알린다.

이미숙: 모바일 연수... 경기도 교육 연수원에...
염수정: 끊어지진 않죠?
연구자: 그게 좋아요. 왜냐면... 클릭 안 해도 돼요.
이미숙: 중간에 클릭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해도, 클
릭은 하긴 해도 어쨌든 넘어가는 게, 우리 이거 막 이
것저것 들어있, 어쨌든 훨~ 씬 빨라. 그것도 그렇고

20) “호루라기 불기 연수”와 비슷하게, 동학년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교사들은 체육
교구(리듬스텝)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갑자기 연구실 앞 복도로 나가 직접 맨발 벗고 연
수를 하기도 했고, 함께 다과를 즐기다가도 아이들과 함께 할 만한 예쁜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방법을 알고 있는 이미숙 교사에게 “연수 좀 해 주세요”라며 요청을 하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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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냥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게, 나 아침에도 화장
하면서 그냥 듣고~ 밥 먹다가도 옆에 놓고. 흐흐흐.
염수정: 앱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연구자: 어, 예, 앱 있어요.
이미숙: 경기도 교육연수원 것. 그거 되게 좋아. 훨씬 빨리 넘
어가.

보통 원격연수를 들을 때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 페이지 내용
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기까지를 기다렸다가 화면전환 아이콘(“다
음으로”)을 클릭해가며 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번거롭고 시간이 많
이 걸린다. 그런데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연수를 하면 연수를 하기
위해 시공간적 여건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연수의 흐름에
교사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일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갖고 다니면서”, 이른 “아침”에도, “화장하면서”나
“밥 먹다가도” 자연스럽고 빠르게 연수를 할 수 있다. 이미숙은
모바일 앱을 활용하였을 때의 자율성 확보를 “좋”게 평가한다.

강호인: 내가 정말 받고 싶어서 받는 연수는 공부가 되지. 그
치? 그럼 내가 진짜 받고 싶으면 공부 하러 가는 거
거든 내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교사의 연수에서 자율성은 연수 주제를
선택할 때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사 모
임에 참석하기,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주고받기, 삶 속에서 연
수를 구현하기 위한 여건 마련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좋고 바른 것으로 여겨진다. 강호인의 말처럼 자율
적으로 하는 연수라야만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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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철: 여러 모로 나의 능력 함양? 나 웬만하면 연수는 억지
로 듣는 연수 잘 안듣,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잘 안
그러거든.
연구자: 옛날에는 억지로 듣는 연수 들으셨어요?
백한철: 옛날에는 무조건 들으라는 거 있잖아, 뭐 학교 폭력이
니 이런 거~ 그런 걸로 채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연
수 120시간 넘겨도 그냥 내가 듣고 싶으면 들으려고.

백한철 역시 비록 처음에는 “모르니까” “무조건 들으라는”
연수만 들었지만, 연수가 무엇인지 좀 알게 된 이후에는 점차 자신
에게 필요한 연수, 자신이 하고 싶은 연수를 찾아 자율적으로 연수
를 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백한철이 “듣
고 싶으면”듣는 연수와 대비시킨 “억지로 듣는 연수”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보아야 할 것 같다. 그가 스스로 찾아듣는 연
수를 하기 이전에 했던 억지로 듣는 연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연수의 어떠한 측면이 교사들로 하여금 “억지”로 연수에 참여하
도록 하는가? 연수에서의 타율을 살펴보도록 하자.

2) 나쁜 타율: “시켜서 하는 연수는 괴로워”
자신의 의지와 반하여 외부의 힘에 의해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은 교사들 사이에서 적잖이 회자된다. 그렇다면 누가 교사에게
힘을 행사하는가?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선 강호인은 교사
연수에 교사 외의 다른 주체들도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체들
간에 역학관계가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사들이 이 역학관
계의 최하위에 있어 타율적으로 연수할 수밖에 없음에 분개하였다.

연구자: [연수를] 장학사가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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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그치. 장학사가 만드는 거지. 선생님들 실적을 내야
되잖아. 그니까 다 찍어내리는 거야.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찍어내리고, 시[교육청]에선 학교에다
찍어 내리고. 받어! [그런데 교사들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찍어내리니까] 안 할려고 하잖아, 그래갖고
이걸 어따가 너놨는지 알아? 학교 평가에다 넣어놨어.
성과급에. NTTP를 받으면 거의 S 받을 확률이 높
아. 그런 식으로 해. 장난질 하는 거지. 이게 깊이 알
면 알수록 진짜 짜증난다? 교육계의 현실이?

강호인이 “(도․시)교육청”의 “찍어내”림이라고 표현한 상위집
단의 압력은 교사들이 연수를 하게끔 강제한다. (도․시)교육청 소속
의 연수 담당 장학사가 연수를 만들고 나면 "공문"을 통하여 하위
집단인 학교의 교사에게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특정 연수를 홍보하
거나 권장하는 공문, 그리고 특히 해당 인원수 혹은 해당 요건의(특
정 보직이나 업무를 맡은) 교사를 연수에 참여시키라고 학교에
“할당을 주”는 공문은 위(교육청)에서부터 아래(학교)로 전해지면
서 교사가 연수 참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
한다. 이런 상위집단의 압력은 학교와 학교의 관리자들을 통해 구현
이 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연수에]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
이 연수를 가게 되기도 하고, “교장 교감이 계속 밀어붙이”면서
연수를 실시해버리니까 원치 않는데도 연수를 하게 된다.21)
그런데 상위집단의 압력이 학교 현장 전면에서 항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관리자라는 한 주체가 곧 연수에서의 타
율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교사는 또 무엇으로부터 “쪼아”댐을 느
끼는 것일까? 연수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타율적이라 느끼는 구체적
상황들을 교사들의 생활세계로부터 조금 더 찾아보았다.
21) “학교평가”와 “교감점수”가 관리자들의 연수 강행의 이유라고 한다.

78

박선영: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연수물을 꺼내어 목차를 보여
주며)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을 짰는데 이런 강의
를 선택할 때도 우리한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
어. 그냥 짜서 준거야. 그냥 이런 거 들을 꺼니까 너
네[는] 시간 맞춰 오라 이거지.
연구자: (사진을 찍는다.)
박선영: 그래서 했어, 이거.
연구자: 이 프로그램은 누가 짠 거예요?
박선영: (한동안 침묵하다) 모르겠어 뭐 윤다연 부장님이랑 뭐
이렇게 했겠지 뭐 윗사람, 어쨌든 우리들한테는 전혀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협의를 거친 적 없이...

박선영은 학교 자체연수로 실시된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연수의
예를 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녀는 연수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자
신을 비롯한 교사들의 의사반영이 원천차단 되어있다는 점으로부터
연수가 타율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친
적 없이” 정해진 연수 스케줄이 강행되었고, 박선영은 “자리 채우
기 위해서 끌려간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가야 되는” “억지로” 하는 연수에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다.22)
박선영이 예로 든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연수는 학교 자체 연수
로서 한 해 반짝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행해지
는 연수에서의 타율을 이야기하자면 시간과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
를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교사들은 원격으로 연수를 한다.
22) 이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왜냐하면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연수가 실시되기까지의 과정이 전적으로 타율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거기에서 교
사들의 독특한 자율성 발휘 방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선영의 말처럼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교사들의 의견
을 묻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의견을 묻는 방식과 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주목해볼만 하다.

79

매년 연수 120시간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20시
간 채우기=성과급에서 피해 안 보기와 동일시된다.

박파랑: 그니까 저게 분명 도움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문제, 왜 그렇게 반발심이 생기냐면 그 연수 시간을 강
제성을 두기 때문인 거야.
연구자: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박파랑: 물론 정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연수가 물
론 있고,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게 다 강제
를 두고, 몇 시간이고, 채워, 라고 이야길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발이 되고, 그리고...
이현명: 들어야만 하는, 들을 수밖에 없는 연수로 우리가 맞닥
뜨리니까.
박파랑: 응. 그리고, 딱 그 시간을, 우리가 다 채워야 하기 때
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연수 듣게 되고 시간을 채우게
되는 것 같애요.

1년간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수해야 한다고, 달리 말하면
“강제”로 “채워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연수 시간은 120시간
이다. 아무리 정신없이 바빠도 12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무”
감은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이 연수 하는 주된 이유이다. 120시간을
다 채웠는지, 많이 채웠는지, 얼마만큼 채웠는지를 묻고 답하며 서
로 확인하는 일이 초록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꽤나 빈번하게 벌어진다.23) 연수 이수 시간에는 학교·교원
평가 및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성과급이 걸려있다.24) 연수 “시수”
23) 김영수에 따르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60시간짜리 연수를 3개 이상 들어야 한
다고 한다.
24) 2015년 9월 현재,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개인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
다. 그리고 학교성과급 폐지로 인해 2016년 현재, 초록초등학교의 연간 연수 이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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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시간 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치화”하고 “양적
으로 지표화” 한 점수로 환산되어 성과급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된다. 김지영의 말처럼 교사들은 외적 강화물인 “성과급 아니며는
안 들을” 연수인데, 성과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박꼬박 “저
축”하듯 연수를 듣게 되는 것이다.
교육청 및 관리자의 강요, 연수 계획 시 의사반영의 차단과 협의
부재, 규정된 연수 이수시간과 성과급 사이의 연결 고리 등으로 인
해 교사들은 타율적으로 연수에 임하게 된다. Weber(1978)가 말
하듯, 연수에서의 지배 구조로 인해 교사집단은 연수를 해야 한다는
명령에 대해 불가피하게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상황에 처
해있다.
이러한 타율적 상황들이 연수에서의 교사의 자율성을 드러내거나
발휘되게 하는 데의 최대 장벽이라는 나의 믿음은 꽤나 오랫동안
공고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던 중 나는 이제껏 이야기했던 좋은
것으로서의 자율과 나쁜 것으로서의 타율이라는 분류에 맞아떨어지
지 않는 사례들을 보게 되었다.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의 연수함에서 좋은 것으로서의 자율이 아닌
어떤 자율, 나쁜 것으로서의 타율이 아닌 어떤 타율, 그리고 대립항
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자율과 타율의 관계 또한 존재한다. 지
금부터는 나도 모르게 의식의 저편으로 미뤄두고 있었던 자율성의
복잡다단한 부분들에 조명을 비추어 보겠다.

2. 선택과 결정
초록초 교사들의 연수함에서 자율성은 연수에 참여할 때 다양한
연수 중에서도 특히 어떤 주제나 방식의 연수를 할 것인지를 선택
기준은 60시간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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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발휘된다. 뿐만 아니라, 연수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에도 자율성이 발휘된다. 연수
를 하기 위해서 흔히 타율이나 강제라고 여겨지는 것을 원하고 요
구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이 발휘되기도 한다.

1) 체험과 연수 주제 및 방식 선택의 변화: “나를 돌아
보는 연수를 찾아다니는 것도”
이민경의 내러티브를 들어보면, 교사가 생애사 속에서 겪은 “자
신의 다양한 체험을 학습 체험으로 조직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설
명”(강대중, 2009)함을 발견할 수 있다. “무언가 체험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체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체험되었음이 자신에게 지속
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역점을

가졌”(Gadamer,

1960a/2012)다는 것을 뜻한다. 이민경은 어떤 체험을 했을까? 그
리고 그 체험은 특정한 유형의 연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이민경은 어린 시절 “부유한 집안에서 콧대 높게” 자랐다. 그렇
지만 가족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고아원에 물품 지원을 하기도 했고
학창시절 학급에서 고아원 원생과 친구로 지내기도 했기에, 거만함
한 구석에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생 때 여자
대학 “사회사학과[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
으나 그녀가 원하는 과에 갈 수 없었고 그 해 대입을 포기했다. 실
패를 맛보고 나서 몸이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스
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당시 유일하게 본고사가 없었던 교대에
진학하기로 했다. 교사가 되는 선택지도 그녀에게 나쁜 선택지는 아
니었다. 사회사학가[사회복지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
하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일인 것처럼 교사 역시도 사람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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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민경: 근데, 그 전에는 막 그니까, 젊었을 때는 막 연수도
막... 애들하고 막, 내가 막... 현장에서 막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많이 참여했었거든, 뭐 그리고 어떤 그
수업... 지도, 이런 거 많이... 이런 연수, 막 그런 거
많이 하고, 협동학습 연수 한참 막 그런 거에. 그럼
막~ 서울까지 다니면서 거기 연수 배워갖고 와갖고
애들한테 적용시켜보고 막, 그런 연수는 참 좋았던 거
같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교사가 된 후, 젊은 이민경은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막 활
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연수”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기술적인 것”을 배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면에
“적용시켜 보”곤 했다. 그리고 “지식적”인 것을 잘 가르쳐서 공
부 못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려 하였다. 그러
던 그녀는 30대 중반부터 부장 일을 하기 시작했다. 부장 업무를
맡는 것은 승진과도 관계가 있기에, 그녀 역시 승진하여 관리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관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이민경: 그때 내가 이제... 뭐 수업 실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제 그 시기에는 내가 수업실기는 뭐 점수가, 그니
까, 그런 회의감도 많이 들었어. 그런 게 사실은 우리
한테 보며는 수업실기라든가 수업 뭐 관련 이런 연수
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연수이긴 하지만, 그... 내
가 그... 교직에... 그때 한창 저기를 하고 있을 그 당
시에는 이게 승진을 할 사람과, 승진을 하는 사람들은
모~ 든게 점수하고 관련이 있어. 나의 앞으로 승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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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이 있냐 없냐, 그 이해관계를 너무 많이 따지
는 그런 거.

그렇지만 승진을 위한 점수에 매달리는 것이 그녀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다. 점수를 위한 수업실기, 승진가산점을 얻기 위해 스카우트
연수에 이름만 걸어놓고 젊은 사람들을 대신 보내는 행태. 이것들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들이 그녀에게는 스트레스였다. 그
녀는 아팠다. 온갖 병이 급성으로 찾아왔다. 만날 책상 서랍 속에
약을 넣어놓고 먹는 것이 일상이었고 병가를 내지 않은 해가 없었
다. 그녀는 건강을 잃고 더 이상 승진에 욕심 내지 않기로, 평교사
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민경: 이제는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애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응... 애들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져.
그니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내가 이제... 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같애.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못
하겠어.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젊었을 때 같앴으면
마악~ 저기를 했을거야. 근데 이제는 외려 애들한테
말도 막 그렇게 함부로 못하겠다, 그런 저기가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방학동안이며는 이
렇게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나를 저기를 할 수
있는 연수를 찾아다니는 것도...

몸이 아파 승진을 포기한 이후 이민경의 삶은 달라졌다. 늘 뭔가
를 바라고 요구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던 이민경은 “‘우선 대
개’의 평균적 일상성 속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 골몰하여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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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는 나머지 자기를 망실하는”(소광희, 2004) 비본래적
삶25)에 회의를 느꼈다. 그녀는 “지친”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보고 싶었다.26) “스스로 있으면서 이 있음 자체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존재자(소광희, 2004)”인 현존재로서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자기의 본래적인 존재를 열어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Heidegger, 1927/1997). 그래서 그녀는 주로 “나를 좀 힐링
할 수 있는 연수”, “체험”을 통해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혹은 “나를 찾아보는 연수”를 하기 시작했다. 방학이면 조용한 산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오는 연수도 좋았다. “묵상”
을 하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좋았다. “마음이 목욕을” 한 것 같았
다. 그녀 자신이 달라지니 아이들도 달라보였다. “아이들 하나하나
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한 마디까지 염려하는 교사가 되었다.

2) 연수 불참 결정: “나는 지금도 안 받아 잘.”
교사의 자율성은 연수를 하는 방향이 아닌 연수를 하지 않는 방
향으로, 혹은 연수를 한다 하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 연수하지는 않
는 방향으로 발휘되기도 한다.

연구자: 부장님은요?
강호인: 나? 나는 지금도 안 받아 잘. 내가 원하는 거 아니
면.
연구자: 그 성과급과 별개로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강호인: 어. 어. 어. 어. 어. 뭐 난 다른 데로 점수를 쌓아 대

25) 세인(世人, das Man), 즉 중성적 현존재로서의 삶.
26) “현존재가 궁극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봄을 하이데거는 꿰뚫어봄
(Durchsichtigkeit)이라 한다(소광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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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또 애들 가르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대회를 나
가서 애들 가르치면 상 나오잖아?
연구자: 네.
강호인: 그리고 뭐 이렇게 실적 있으면 그걸로 성과급에 반영
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60시간밖에 안
받았어 난. 120시간 중에. 그걸 내가 왜 받어?

강호인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연수가 아닌 한, 될 수 있으면
연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대체재(代替財)가
있기 때문이다. 강호인의 경우 현재 과학부장으로 “성과상여금 지
급 가산점 자기 평정표”의 “담당 업무-보직교사” 항목에서 일반
담임교사들이 받지 못하는 점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에도 그는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연구대회에 참여하여 상을
받거나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점수를 채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
수 이수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 점수를 채워 높은 성과급 등
급을 받을 수 있다면, 연수는 듣지 않는 편이 낫다고 그는 여긴다.

이현명: 왜 그러냐면 내가 전담을 할 때는~ 해도 그만 안 해
도 그만~ 그게 의미가 없었어, 그래갖고 나 진짜 60
시간만 듣고 그랬었어~ 정말로.
연구자: 60시간은 왜~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현명: 그냥 60시간은 들어야 될 거 같애서. 흐하하하하하.

반면, 과거의 이현명처럼 교과전담교사의 경우 입장은 조금 다르
다. 생활지도 부분이나 담임학년 곤란도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점
수가 낮은 편이라 “어차피 뭘 해도” 성과급에서 좋은 등급을 받
을 수 없다. 그러니 힘들여 연수 120시간을 채울 그나마의 의미조
차 사라진다. 그럴 경우 김지영이 지켜본 전담 교사들처럼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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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 않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김지영: 전담 선생님들은 어차피 [성과급 등급을 바닥에] 까
는 [역할을 도맡은], B잖아요 어차피 뭘 해도 B니까,
연수 시간도 안 듣더라고요 그냥.

김지영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그녀의 연수 장면에서 발휘하
는 자율성의 모습은 나의 그것과 사뭇 닮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형식적으로” 연수하기이다.27)

김지영: (당황스러워하며) 으응~ 제가 왜 그렇게 얘기 했을까
요? 연수 갖고 왜 연구를 하냐... 약간 좀 근데 좀 연
수... 선생님들이 좀 형식적으로 듣잖아요. 약간 저 지
금 [원격]연수 듣고 있거든요 사실. (웃음) 켜놨어요.
연구자: 으하하하하. 사진 찍어놔야 되겠어~
김지영: 스크롤바가 안 땡겨져요~ 예~
연구자: 맞아.
김지영: 80프로 이상 돼야지 넘어갈 수 있대요 누르며는~ 그
래서... 저는... 연수를... 제가 이렇게 확실히 원격연
수는, 한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스크
롤바를 땡기거나 그냥 수업시간에 틀어놓고, 그런 식
으로 하고,

교사들의 연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교사들이 연수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교사들은
“형식적으로” 연수하기를 스스로 택한다. 한마디로, 연수를 하기
27) 교사가 자기 몸으로 직접 가서 하는 연수에서라면, “명단”에 싸인만 하고 멍하니 핸드
폰을 하며 시간을 죽이거나 싸인 후 눈치 봐서 아예 연수 자리를 뜨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사들 사이에서 원격연수가 조금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본문
에서는 김지영의 원격연수 사례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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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제대로” 하기는 거부하는 형태로 자율성을 발휘한다.
김지영은 나와의 인터뷰 도중에도 컴퓨터에 원격연수를 “켜놨”다.
그리고 그 상태로 나와 인터뷰를 하였다. 간혹 우리의 이야기 템포
가 늦춰질 때가 되면, 그녀는 마우스로 화면에 뜬 다음으로 가기 버
튼을 클릭하였다. 그녀는 수업시간에도 그렇게 한다며, “수업시간
에 틀어놓은 거는 그냥 안 듣겠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듣고 있”지만 듣고 있지 않았다. 연수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귓가의 웅성거림에 그치고 만다.
혹자는 그녀, 그리고 나를 포함한 교사들의 이러한 ‘몸틀’을 손
가락질하며 불성실하다고, 노력부족이라고 비난할지 모르겠다. 그렇
지만 이 지점에서 나는 김지영이 그러한 방식으로 연수 할 수밖에
없는 ‘어찌 할 수 없음’을 그녀의 일상의 궤도를 짚어가며 이야
기해보려 한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몸틀은 우리의 ‘몸이 세계
에의-존재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사람마다 그 방식은 다르다.
‘몸이 세계 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가 다르면 그에 따라 세
계를 향해 일어서는 방식이 다르고, 힘을 모으기 위해 자신을 집중
시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조광제, 2004)’이다. 몸틀은 ‘상황적
공간성’을 형성하고 반영한다. 그녀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어떤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으며 그것을 수행해내기 위해 어떻게 고
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그녀가 그렇게 연수를 거부하는 식의 자
율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을지
도 모른다.
출근하여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 채 아이들과 정신없이 부대끼며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기를 여섯 시간. 하교종이 치고 나면 아이들
청소 지도. 아이들을 보내놓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금
세 세 시 반이 된다. 퇴근까지 1시간이 남아있다. 그 시간에 “당
장” 처리해야 하는 업무나 “더 중요”한 수업·교재연구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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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족한데, 몰입하고 집중하여 연수를 듣기는 좀 무리이다. 아니,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이걸 집에서 듣자니, 그건 진짜 아니”라
는 생각이 든다. “쉬는 시간은 그저 일의 시간의 한 국면에 지나지
않으니”(Han, 2009/2013), 다음날의 노동을 위한 집에서의 휴
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거주’(Heidegger,

1954/2008)하며 연수 할 만 한 여유가 없음에, 그리고 업무 처리
나 아이들을 위한 수업 준비가 연수보다 “더 중요”한 책무이기에,
그녀는 “성과급 아니며는... 안 들을” 연수를 그저 켜놓을 수밖에
없다.

3) 연수에서의 타율적임 요구: “나는 근데 강제성이 좀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앞서 보았던 나쁜 것으로서의 타율에 대한 사례들에서처럼 강제
를 하는 것 때문에 교사들이 거부감을 표하는 경우와는 달리, 오히
려 자신에게는 연수할 때 강제가 필요하다며 원하는 교사의 입장도
있다. 박파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연구자: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사실, 저는 저한테 뭐 하라그
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냅두면 잘 해요~
흐하하하하.
박파랑: 나는 근데 강제성이 좀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이현명: 안 그러면 안 해? 흐흐흐.
박파랑: 안 해~
(중략)
연구자: 저는, [연수가] 되게, 강제적인 걸 많~ 이 느끼거든
요~ 되게~
이현명: 나두.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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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파랑: 난 자율적인 사람은 아니야~ 난 누가~ 자율적으로
맡기면 아무 것도 안 할 거야... 아무 것도 안 할 거
야~

대화 도중 이현명과 내가 연수에 강제성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를 하기 싫어진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으자, 박파랑은 조심스럽
게 반기를 들었다. 자신의 경우는 “강제성이 좀 있어야” 연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박파랑은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예를
들며 그 때에는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타율이 있어서 공부를 하였
으나, 교사가 된 지금은 그런 타율이 없어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
에서의 타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사람이 뭔가 임박하고 이런
게 쪼이는 게 있어야 하는데 쪼이지 않으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된
다. 만약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라고] 맡기면 아무 것도 안 할
거”라는 그녀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규칙을 부과하고 채찍질해가며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은 실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나도 느껴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지영에게서는 연수를 하는 시간에서의 타율이 없음으
로 인해 그녀가 겪는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김지영: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딱... 듣는 시간이 정해져있
거나 강제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들을 거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율... 적으로 해야 되니까,

연수 시간에 대한 강제가 없어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해야 되
니까” 오히려 힘들다는 김지영의 말은 언뜻 보아서는 앞서 보았던
나쁜 것으로서의 타율의 사례에서 제시된 연수 시간을 120시간으
로 강제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과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90

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례에서의 연수 시간의 강제는 앞선
사례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전자는 억지로 완수해야 하는 의무이
자, 보상인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조건으로서의
타율이다. 이런 식의 타율에 대해서 교사들은 부정적이다. 반면, 후
자의 시간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확보하는 것으로서, 공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버팀목 또는 공부를 저해하는 다른 방해물들
을 차단해주는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으로서의 타율을 말하는 것이
다. 이러한 타율에 대해서 교사들은 긍정적이다. 그런 연수는 필요
하다며 바라기까지 한다. 비단 시간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교사들이
연수할 수 있는 공간적, 분위기적, 금전적 여건들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방식의 해석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3. 연수와 배움의 구별과 연결
강호인은 면담 중 연수와 배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며 연
수라는 집합과 배움이라는 집합 사이의 교집합이 좁게 형성되어 있
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연수가 곧 배움과 동일하지는 않
으며 연수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초
록초 교사들의 연수에서 자율성은 두 집합 간의 구별과 연결을 일
어나게 한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연수한다고 하여 꼭 배움이 일어나는 것은 아
니며, 타율적으로 연수한다 하여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아
님을 발견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얻지
못하거나 배움을 아예 기대하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기도
하고, 타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무
언가를 배우기 위해 취하는 교사들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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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적 참여 내에서 배재된 배움: “간식이나 먹으면
서 수다나”
염수정은 아는 언니가 추천했던 강사의 상담 연수가 상률초에서
열린다며, 나와 이미숙에게 함께 연수를 들으러 가자고 제안을 했
다. 꽤나 먼 거리를 달려 연수 장소인 상률초에 도착했다. 염수정은
연수 시작 전 자리를 잡을 때 맨 앞쪽으로 가서 앉자며 의욕을 내
비추었다. 그런데 연수가 진행되면서 나는 연수 초반 눈을 ‘
빛’28)내던 그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연수 중>
(Zzzzzzzz... 염수정 교사가 졸고 있다.)
(Zzzzzz... 염수정 교사가 다시 졸고 있다.)

<연수가 끝나고>
염수정: 근데, 연수 생각보다는 별로였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실제,
이미숙: 실제, 그게 아니고,
염수정: 그냥 일반적인 얘기? 몇 가지는 건질만한 게 있는데,
되게 실제적인 노하우, 뭐 이런 거 많이 들을 줄 알았
는데, 이 선생님 많이, 현직을 떠나서 센터에 근무하
시고 상담 쪽으로만 하시니까는 학교 교사들이 바로
겪는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연구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처방안 같은 것은 거기에
서, 원격연수에서 [하라고]...
28) Levinas(1947/2003)는 빛남을 의미와 동일시한다. 빛은 현상학적으로는 현상, 즉 의미
의 조건이다. 빛을 통해서 대상들은 하나의 세계로 존재한다. 즉 우리에 대해서 존재한
다. 빛을 통해서 세계는 주어지고 파악된다. 빛이 비추어진 공간 전체는 그 공간을 소유
하는 하나의 정신 둘레에 모인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이 공간은 어떤 종합의 산물 같은
것이다(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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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그러게.

염수정은 강사가 두 번째 소주제를 이야기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을 감고 졸기 시작했다. 백한철이 갔던 “상담연수”처럼 억지로
간 연수도 아닌데 잠을 자는 염수정이 조금 의아했다. 연수가 끝나
고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염수정은 연수가 그녀의 “기대치”
에 “안 맞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자신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연수에 간 것이었는데, 강사
가 그녀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강의를 했다는 것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잠’(Levinas,

1947/2003;

Levinas,

1979/1996)은 인간이 의미를 찾고 지향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염수정은 그 연수를 하는 자기 “존재의 실행 자체 안에서” 자신
이 원하는 배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혐오’인 ‘피로’를 느꼈
다. 피로는 “경직, 초췌해짐, 삶의 원천과의 단절이다.” 피로는
또한 존재가 그 자신에 대해 괴리를 가짐을 주된 특성으로 드러내
는 감각이다. ‘피로’한 그녀는 ‘잠’을 청한다. “잠 속에서 [그
녀의] 행위는 피로 자체로부터 벗어난다.” 잠을 거침으로써 그녀의
독립적인 자아가 비로소 깨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잠’
에 빠져든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세계는 변함이 없고 그녀는
여전히 ‘피로’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율적 연수함에도 그녀의
“기대”와 불만족스러운 연수 상황 간의 괴리는 ‘피로’만을 남
겼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녀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잠’을
잤다.
실제 연수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연수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
가를 배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연수를 찾아하려는 염수정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 이현명이 붙인 별칭에 따르면 염수정은 “공부
하는 스타일”이고 이현명 자신과 박파랑을 비롯한 보통의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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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염수정 정도까지 연수에서의 배움에 기대가 있지는 않은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염수정: 그 연수는 많이 남는 [연수가 아니었어요] ... 근데
뭐 보통 연수가 많이 그렇긴 하지.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더라도 연수를 통해 교사의 삶과 교육활동
에 대한 무언가를 배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교사들 사
이에서는 더 일반적이다. 심지어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는 염수정
에게도 말이다. 아니, 어쩌면 연수가 교사교육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연수와 연수 아
닌 것들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러한 연수 아닌
것들과 혼재된 연수를 직접 계획하여 실행한다. 3월 전직원협의회
에서 있었던 연구부장의 연수 추진 관련 이야기를 보자.

전직원 협의회시 교육과정 부장의 교육과정 전달연수에 뒤
이어 연구부장이 말하였다.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니 학
년별 주제 계획서를 월별로 세워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작년에 있었던 힐링 연수는 일박이일이나 1일
워크샵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1박2일 힐링 연수
의 경우 이것을 학교 친목회 여행과 묶어서 추진할 예정이라
고 하셨다. 1일 워크샵 형태의 경우,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초
빙해서 학년끼리만 연수해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 원하는
연수가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동학년 연구실로
돌아와서 연구부장은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
리 학년 주제는 학년 특색사업인 전통문화연구회로 하면 되
고, 그냥 국악 선생님과 함께 간식이나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
되는 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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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분의 학교가 다 한다는 사업인 “혁신 공감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초록초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힐링 연
수”와 “학습․자치 공동체 연수” 등을 한다. 물론 사업을 하라고
는 교감들이 지시를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몫, 특히 그 사업을 업무로 담당한 보
직교사(초록초등학교에서는 연구부장)의 몫이다. 여기에서, 연수함
에서의 자율성 발휘 방식을 들여다보자. 내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초록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힐링연수 중 하나인 “1박2일 힐링 연
수”는 교사 단합대회라고 할 수 있는 “친목회 여행”과 경계가
허물어져 하나의 행사로 처리되었다.29) 그 때 교사들은 고기를 먹
고, 리조트 내의 노래방에 갔으며, 관광지를 방문했다. 자치공동체
연수는 “교직원 문화체험 연수”와 “섞어가지고” 실시했다. “교
직원 문화체험 연수”는 영화를 보거나 나들이를 가는 등의 시간이
다. 1학기 3번, 2학기 3번 총 여섯 번의 문화체험 연수를 하는데
“여섯 번이면 많은 거”라며 불만스러워하는 동학년 교사들에게
연구부장은 “이런 거 다 선생님들 복지 차원으로 있는 거라”서,
“없애면 우리만 손해”라고 한다. 그의 말에서 “연수”와 “복
지”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복지”로서의 “연수”는 추진된다.30)
29) 이러한 실시는 최대한 행사의 횟수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30) 그렇다고 “친목회 여행”이나 “문화체험 연수”가 불필요하다거나 놀고먹는 것이라고 폄
하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사들은 교사들 사이에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김지
영은 학교 및 학년에서 일을 할 때 “사적으로 친한 감정”이 있어야만 “잘 굴러간다고”
하였다. “요런 게 있어야” “같이 으쌰으쌰” 힘을 내어 업무를 처리하고 “도움도 부담 없
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그런데 2016년 현재, “문화체험 연수”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식의
연수에 대한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문화체험 연수”는 사라졌고,
그 대신 학년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라는 이름의 연수가 새로이 실시되었다. 연수
실시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대신 교과 내용이나 교수학습 관련된 요소가 조금
더 가미되고,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단, 우리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서는 어떠한 방식의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Palmer(1998)는 친밀성을 최고의 규범으로 하는 치료공동체, 그리고 정체(政體) 형
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공동체나 경제적 관점의 총체적인 품질관리를 기치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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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라는 개념의 경계는 느슨하여 다른 것들과 혼재되고,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접근은 비교적 ‘무기력’(Levinas, 1947/서동욱
역, 2003)하다. “해봤자” 별다른 배움이 없을 것이니 적당한 행
사로 얼버무려 처리 하고 마는 연수에의 “무기력은 미래에 대한
피로이다.” “무기력”은 “시작의 달성”이자 “시작할 수 없음”
이다. “그냥 국악 선생님과 함께 간식이나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
되는 거”라는 연구부장의 말에서부터, 학년별 학습공동체 연수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러한 식으로 시작되고, 교사들은 연수를 시
작할 수 없게 된다.31) 연수가 무기력한 것은 연수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을 상정해놓고 그 목적만을 향해 연
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목적론적이라 경계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 가져봄직한 연수를 왜 할까, 무엇을 위해서 할까에 대한 고민
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수는 교사에게 “일”이다. 일이기
에 무기력하다. 오슈비엥침(아우슈비츠)의 “작업(arbeit)”에 “연
루(engagement)”되어 있는데 쉽사리 그 “작업”을 “놀이”하
듯 할 수 있을까. 연수는 “수고”스럽고, 교사들은 그 “수고”를
피하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배움을 통한 “도약”의 가능성조차 외
면한 채 연수가 아닌 모습으로 연수를 한다. 편안하고 즐겁게. 교사
들의 자율적으로 연수함에서 엿보이는 “무기력은 그것의 구체적
충만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기권이다.”

건 마케팅 공동체 대신 진리의 공동체 모델을 교육현장에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진
리의 공동체는 “좀 더 깊은 존재론과 인식론을 탐구”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둔다.
또한 “사람, 자연, 사상과의 관계”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세계-내-존재로서 살
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31) 학습공동체 연수에서 교사들이 아무 것도 배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학습공동체
연수(국악 연수)를 할 때에 동학년 교사들은 열심히 민요도 따라 부르고 국악 선생님에
게 질문도 하였으며 시간 내내 매우 집중하며 행복해하였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교사들이 연수를 하지 않을 수 없음에 ‘무기력’하고 연수를 하러 가기 전까지 ‘머뭇
거’린다는 점이다. “무기력은 존재(existence) 앞에서의 머뭇거림, 즉 존재함(exister)에
대한 무기력이다(Levinas, 1947/서동욱 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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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율적 참여 내에서의 배움 찾기: “그런 연수를 통해
서” 배울 수 있지
자율이 배움과 동치가 아니듯, 타율이 배움 불가 또는 배움 없음
과 동치는 아니다. 그리고 타율적 참여 내에서도 배움을 찾으려고
하는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박파랑: 맞네에~! 나 일정연수 받았구나?
이현명: 그르치! 일정도 연수구~ 물론 이제 거기도 뭐... 배
울 것도 있고 들을 것도 많고 하긴 하지.

이현명은 염수정이 시켜서 하는 연수라 괴롭다고 비판했던 “1정
연수(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의 새로운 측면을
보고 있었다.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에서도 “배울 것”은
“있”다는 것이다. 이민경 또한 이현명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데,
이민경은 경기도교육연수원 연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민경: 사실~ 경기도교육연수원 이런 데서 그 연수가 내용이
허접한 게 아니라, 논술형 평가 이런 연수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연수야.

대부분의 교사들이 “보통” 경기도교육연수원 제공의 연수를 하
는 이유는 “무료니까”이다. 교사들이 “돈을 처들여가며” 연수하
기 싫어서 마지못해 억지로 선택하게 되는 경기도교육연수원 제공
의 연수들이, 실은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구성해놓은, 그리고 현장
교사들에게 필요하며 그들이 배워서 활용한다면 좋을 연수라고 이
민경은 말한다. 그녀의 말은 타율이 곧 배움은 아니지만, 배움으로
전개될 수 있는 성능 좋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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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연수 중 “젤 빨리 마감되는” 조선미시
사 연수에 대한 강호인의 칭찬은 이민경의 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다. 강호인은 그 연수가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으며 “굉장히 짜
임새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 연수를 통해 그는 역사에 대한 “시
각을 쪼꼼 더 확장시킬 수 있”었으며, 역사적 인물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매 강의에서 야사를 조금씩
제공하여 흥미를 돋우기에 “오히려 애들이 더 재밌어할 거 같”다
고 하였다. 강호인에서 역사에 관한 배움이 일어났으며, 그는 그것
을 아이들의 배움과도 연관시키려 하였다.

이현명: [강제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의] 득과 실? 그래도 이
제 그나마 들으니까, 흐흐, 어~ 주워듣는 게~
박파랑: 안 그럼 안 들어~ 진짜아~ 큰일 났어어~

이현명은 “강제적으로 시키는 연수의 득(得)과 실(失)”을 이야
기하면서, 연수를 억지로라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주워듣는
게” 있다는 것이 득의 측면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지 모를 배움이 타율이 있어서 일어나기라도 했다는 것이다.
학교차원에서 실시하여 교사들을 강제 소집했던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직원 연수: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두고 이현명은 “재
밌었다”, 박파랑은 “괜찮았다”고 하였다. 그 연수는 ADHD 아
동의 특징, 진단, 치료에 관한 연수였다. 마지못해 끌려갔다는 생각
32) 그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것으로서의 타율에 의해 형성된 교사들의 마음가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교사들이 각자의 “취미”활동에는 전력 매진한다는 점에 비추어 연
수를 “취미”활동 참여에의 자발성이나 적극성을 살린 “동아리”나 “교과연구회” 식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연수가 곧 “취미”활동과 동일한 것일 수는 없
다. 배수옥(2005)은 중산층 주부들이 문화센터에 참여하는 대조적 방식으로 ‘일’로서 강
좌를 수강하는 것과 ‘취미’로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을 구분하였다. 이 중 ‘취미’로서 강좌
를 수강하는 것의 특징으로 문화센터 간 잦은 이동, 다양한 강좌의 선별적 수강, 친구와
같이 등록, 높은 결석률, 약한 동기부여, 단기적인 수강, 후속 진로 개척에 무관심, 직업
과 연계 없음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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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평불만을 마음 속 한가득 담고 비판할 거리들을 찾으려 애썼
던 나와는 달리 이현명은 연수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
하였다.

이현명: 근데 어쨌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어쨌든
그런 산만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아이들이, 그니까, 사
실 우리가 수업... 기술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
는 것 보다, 사실은 생활지도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가야만 했던]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같애.
연구자. 네~ 쪼끔 위안 받은 것도 있는 거 같애요. 그니까 우
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기질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이현명: 그렇지 그렇지. 어. 뭔가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인간
에 대한,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많~ 이 해야 하
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연수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을 바라볼 때도 이제 더 너그러워질 수 있지.

이현명은 “그런[가야만 했던]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이
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그 연수를
함으로써 ADHD 아이들의 특성을 꿰뚫어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
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워진 눈을 통해 자신의 ‘지금-여기’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아이들과 공존재(Mitsein, 共
存在)하는 너그러운 교사가 ‘되기'로 다짐을 한 것이다. 자신의
‘실존론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그녀에게, 연수가 타율적으로 이
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무게를 잃게 된다. 타율은 더 이
상 ‘짐’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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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성 규정의 난제
들뢰즈(1962/이경신역, 1998)는 니체에게서 본질에 대한 의문
이 ‘무엇’이 아닌 ‘누가’의 형태로 정식화된다고 말한다. ‘누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을 탈취하는 힘들이 무엇
이고, 그것을 소유하는 의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본질, 존재는 복수성을 가정하므로, 본질, 존재에 대한 물
음은 누구에게 있어서/어떤 관점에서 그것은 무엇인가/어떠한가?
라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들뢰즈의 니체 해석에 힘입어 나
는 연수에서의 자율성에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누구(어떤 주체)에
게 있어서 그것은 자율인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자율적(혹은 타
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1) 자율의 주체 문제: 교사 vs 교사
어떤 교사에게는 자율로 여겨지는 연수가 또 다른 교사에게는 자
율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 강호인이나 염수정, 이현명 등이 현재의
연수함을 전반적으로 타율적이라 느끼는 것과는 달리, 김영수는 동
일한 상황을 자율적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러한 김영수의 판단은 그
가 교사로 살면서 체험한 연수의 변화와 체득한 자율 개념에 근거
한다.

연구자: [연수에서] 무슨 내용 가르...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김영수: 지금 이제 국가... 뭐 안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어... 교사로서의 이제... 뭐... 자격이랄지, 가져야 될 마
음... 이런 것도 하고, 그때 막 30년도 더 됐으니까 잘 생각
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만 해도 저기, 뭐야, 전통 박통
뭐 그 시절이니까. 그 학교에서도, 어... 반공... 뭐, 국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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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뭐, 안보, 이런 쪽에... 그... 교육 할 때, 아이들에게 많
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니까.
연구자: 실제로 교육 장면에서도 그런 뭐, 반공이나 국가 안보가 자
꾸 나오던 때였어요?
김영수: 그렇지~ 당연히 많이 했지.
연구자: 저 상상이 좀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못 겪어봤거든요.
김영수: 그때는 뭐, 지금 교사들 나이 50... 후반대 된 사람들은, 누
구나 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처음 이렇게 아이들 가
르칠 때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으니까. 그니까 연수가 종류도
많지 않았지만, 특별하게 뭐... 스스로 찾아서 하는 연수는
교사들이 찾아서 하는 연수도 없었어, 그땐. 근데 지금 처럼
아마... 자율 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교사들이 찾아서
하는 연수들은 아마 2000년대... 들어와서 아마 그런 거 같
애.
연구자: 그럼 불과 얼마 안 된거네요? 지금 10 몇 년밖에 안 된 거
네요? 그며는 1990년대 후반 때에는...
김영수: 후반 때에는 가끔 있었는데, 거의 없었고, 그땐 대개 지정.

50대 후반의 교사인 김영수는 30년 전의 연수와 요즘의 연수를
비교하여 말한다. 30년 전 당시, “반공”이나 “국가 안전”, “안
보” 등의 주제가 대대적으로 교사 연수에서 다루어졌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배운 국가주의 기반의 내용들을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도” 적용하였다. 그러한 연수들은 나라가 “지정”하면 반드시 하
러 갈 수 밖에 없는 연수였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연수는
대부분 “지정”이었다. 또한 “국가에서” “중요시” 하는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단 연수의 주제는 “과학”이나
“영어” 등 교과 관련인 것들로 바뀌었다. ‘국가발전담론’(조용
환, 2001)이 더 이상 우리 교육을 지배하는 담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초임시절이나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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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의 연수에 견주어볼 때 오늘날의 연수 주제는 “국가”로부
터 자유롭고 교사들의 연수 실천 또한 “자율”적이다. 교사들이 다
양한 주제의 연수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며, 실제
로도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신 포함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이 모두가 참여한 연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수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다른 교사라고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힐링연수”에 대한 염수정의 설명에
서 그러한 측면이 드러난다. 염수정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6월 12일에 있을 교직원 현장체험 연수, 달리 말해 교직원
여행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연구자: 선생님, [현재의] 교장 선생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식
의 연수... 많이 있었어요? 이거 연수...죠?
이미숙: 연수... 지? 이번에 힐링 무슨 연수라 그러지 않았
어?
염수정: 근데 이번, 이거... 연수는 없었고, 그 이, 올해는 이
연수... 를 지원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작
년에는 이제 뭐지? 그 친목회에서...
이미숙: 1박 2일 갔던가 작년에는?
연구자: 연수로 지원 받아서 간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에요?
염수정: 그니까 그... 이성복 선생님이 무슨 교원... 대상으
로~ 뭐 연수를 1년 받아야 되는 게 있나봐~33) 그거
에 대해서 가면서 친목 회비를 더... 플러스 해서 이
제 가는 거지. 이성복 선생님한테 자세한 게 뭔가 있
을 텐데? 이성복 선생님이 추진한 연수, 향기명상...
연구자: 아 이성복 선생님이 추진하는 거예요?
염수정: 응, 향기명상도 그렇고, 저번에 우리... 어디야 그...
제부도 간 것도 그렇고, 연수로 추진해서. 그 때 이
33) 혁신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워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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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은 친목회비 같이 했고.

상술(上述)한 바 있는 “힐링연수”에 대해 염수정은 연구부장인
“이성복 선생님이” “받아야 되는”, “추진한” 연수라는 수식을
덧붙인다. “힐링연수”에 그녀 역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힐링연수”는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연구부장의 연수이다.
“우리 학교의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누가(힐링연수를 예로 들면
연구부장이) [연수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교사들은 원활
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 협조적,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한다. 그렇지만 그 연수를 “내 공부”, “서로, 공
부”34)인 연수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식의 연수함을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자율의 주체가
교사 자신이 맞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의문을 느
낀다. 교사인 우리는 ‘본래의 자아’로서의 우리 ‘자신이 가장 원
하는 것’(Nietzsche, 1885/곽복록 역, 2012)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자율적으로 연수하고 있을까?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가(혹은 이미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영영 알 수 없을 것인가?

2) 자율의 차원 문제: 학교 vs 교사
교사의 연수 체험에서, 자율성의 주체에 대한 문제는 서로 다른
교사들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서로 다른 차원의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확장된다. “학교 자체연수”에서 연수 자율성의

34) 박파랑과 이현명은 인터뷰 도중에 교실에 들어온 친한 교사가 뭘 하고 있느냐 묻자,
“지금 우리 서로, 공부하고 있어요.(박파랑)”, “우리 연수중이에요 연수!(이현명)”라고 하
였다. 나는 이들의 표현이 참 좋았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의 삶에
서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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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원과 개별 교사 차원 간의 간극이 특히 두드러진다. 학교 자
체연수는 기관 중심의 연수와는 달리 단위학교 내에서 교사의 필요
와 요구에 바탕을 두고 학교장의 책임 하에 단위학교별로 계획, 실
시되고 있는 연수를 말한다(고재천․송미희, 2012; 고영상, 2001
).35) 그런데 “학교 자체연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으로 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개별교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연수
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자율적으로 연수하는 것이라면 그 자율의
성격은 어떠한지 자세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초록초등학교 자체
연수였던 “NTTP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연수(이하 배실공)”36)
를 한 예로 살펴보겠다.
박선영은 자신이 60시간짜리 배실공 연수에 “묶여있었다”고 말
하였다. 시작부터 그랬다. “학교 점수”가 달려있어서인지 교장 교
감은 교사들에게 배실공을 하라고 종용했다. 배실공 연수 추진 담당
교사37)가 명단 파일에 학년별로 신청할 교사는 ○, 안 할 사람은
×표를 하여 내라고 메시지를 날렸다. 연수 주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60시간짜리 연수를 대뜸 신청하라고 하니, 박선영
은 불쾌감이 들어 ×표를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딱 집어 정말 그렇

35) 글로는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의가 되지만, 나는 초록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연수들 중에 무엇을 자체연수라 할 수 있고 무엇을 자체연수 아닌 것이라 해야
할지 그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겠다. 내가 보직교사가 아닌 신병아리 교사라 학교 일
이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기관(흔히 말하면 교육청이나 교육연
수원 등)의 영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나
와 내 주변 교사들의 용례를 살펴본 바, 초록초등학교에서는 개별 교사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계획, 실시되는 모든 연수를 “학교 자체연수”라고 부른다.
36) 배움과실천공동체란 학교 구성원의 교육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교원들
의 능력, 요구, 관심 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공동체이
다.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조성하고, 배움을 가꾸어나가는 역량 및 창의적 지성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며, 학급 경영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교사가 창의
지성교육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 영역은 창의지성 학
교(급)교육과정 편성 운영, 배움중심 수업의 이해설계적용
․
․
, 평가 혁신 등으로 구성된다.
초록초등학교 및 인근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학기 중 방과후에 운영하며, 경기도 교육감
이 인정하는 연수 이수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초록초등학교, 2013 참고).
37) 배실공 연수 추진 담당 교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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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학교
분위기”를 느꼈다. “그건 선택이 아니다. 모양만 선택이지 무조건
○ 해야 하는 거다”, “너 찍히고 싶어서 그러냐”는 주변 교사들
의 말에 박선영은 두려워졌다. 배실공 연수 추진 담당자에게서 “계
속, 또 한 번 더, 마지막이니까 할 사람 하라고 막 이렇게 연락이
오”자 “배짱이 없”는 그녀는 ×를 ○로 바꾸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배실공 연수가 종료된 후 박선영 주변의 교사들은 “차라리
개인적인 60시간 연수 듣는 게 훨씬 낫겠다”고 입을 모았다. 1년
내내 매주 수요일 유일하게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배실공
연수에 빼앗겨야 했기 때문이다. 박선영에 따르면 배실공 연수는
“말이 자율이지” 자율이 아닌 연수였다.

강호인: 아니 자기가 싫으면 그만 두면 되지, 선영이도 마찬가
지야. 안 받으면 되지, 그걸 왜 시킨다고 해서 자기가
억지로 받아? 그리고 뒤에서 투털거리고?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응? 교장이 받으래니까 받아야죠. 왜
받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리고 내 눈치를 왜 봐. 작
년에 그랬어. 그래갖고 몇 명 받았어. 위에서 하도 계
속 찍어 눌러갖고. 나하고 재형인 안 받았거든.

그런데 박선영이 “말이 자율이지” 자율이 아니라고 한 배실공
연수에서 그녀의 자율이 전혀 없었는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박
선영은 원치 않는 연수를 강요받는다는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수를 하기로 스스로 선택하였다. 그녀가 학교의 ‘분위기’
를 통해, 배실공 연수를 거부할 경우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
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1927/1997)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사람은

언제나

Stimmung(기분/분위기)38)에 사로잡혀있다. 현존재는 언제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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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위기에 처한 채 실존하며 실존 해야만 한다. 기분/분위기에 따
라 현존재가 세계를 특정하게 개시하기도 하고, 현존재에게 세계가
특정하게 개시되기도 한다. “×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학교 분
위기”에서, 박선영은 남들이 다 Yes 라 말할 때 홀로 No라 말할
수 없었다. 자신 주변 대부분의 교사들과 다른 선택을 한 후, 즉
No를 외친 후 다시 그 동료교사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 교
장 교감의 바람과 반하는 선택을 한 이후에 다시 그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싫었다. 하이데거(1927/1997)의 표현으로는 “공동
현존재의 존재양식을 가진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것”
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그 유해하고 섬뜩한 두려움의 대상과 함께
하는 상황에 내맡겨져있을 때, 박선영의 현존재는 위협받을지도 모
른다. “교묘하게” “엿 먹”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예지를 토
대로 박선영은 학교 자체연수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했다.

3) 자율의 구현 문제: 기록과 절차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연수에서든
학교 자체연수에서든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연수 기록이다.
연수에서 교사의 자율성은 독특하게 기록을 남기거나 만드는 방식
으로 구현된다. 연수를 할 때 교사들이 당연시하며 행하는 절차들에
서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난다. 절차는 교사들의 연수 체험에서 기
록 중심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의 주요 뼈대가 된다.
우선 교사가 개별적으로 원격․특수분야 직무연수를 듣는 경우부터
보자. 교사들은 자신이 고른 연수를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하기 전에
38) 하이데거에게서 Stimmung은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의 기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지닌 실존 및 세계 개시적 기능을 지칭한다.”(이남인, 2004, pp.203-204) 세계내-존재인 현존재는 "늘 세계와 지향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이남인, 2004, pp.179)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분은 곧 현존재가 관계 맺는 세계의 분위기와 분리할 수 없다.

106

(혹은 후에) “연수지명번호를 딴”다. 교무실에 내려가면 “연수지
명부”라고 하는 서류철이 있다. 그 서류철의 연번에 맞추어 자신의
이름과 나이스번호, 자신이 듣는 연수에 대한 정보와 연수 기간, 자
신이 이 연수를 지원하여 하는 것임을 밝혀 기록한다. 그렇게 함으
로써 ‘경기-초록초-(해당년)-(연수연번)’ 형태로 되어있는 연수
지명번호를 따게 된다. 교감은 위의 기록사항에 대한 결제를 하고,
교사는 다시 교실로 돌아와 획득한 연수지명번호를 연수 홈페이지
상에 기록한다.39)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교사들은 연수를 듣는
다. 연수를 다 듣고, 연수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있는 경우 제출 하
고, 연수에 대한 평가 설문을 하고, 시험까지 통과하면 연수를 이수
할 수 있게 된다. 이수한 원격․특수분야 직무연수는 나이스 개인정
보의 연수기록 탭에 자동으로 기록된다.40)

김지영: [나이스에 연수 기록이] 올라가긴 해야죠, 왜냐며는
그게 이제 기록이 돼야지~ 이 사람이 했다는 게 인증
이 되는 거니까~

나이스에 연수 기록이 남는 것은 중요하다. 기록이 있어야만 자신
이 연수를 했다고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일차적으로
는 성과급을 받을 때의 증빙자료가 된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일종의 "스펙"이 되기도 한다. “스펙”으로서의 연수 기록은 교사
로서 그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히 살았음을 증명해주
는,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근

39) 이현명은 요즘이 “원본대조필을 해서 뭐를 확인받고 이런 세대가 아닌데”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에 “절차적인 불편함”을 호소했다.
40) 이전에는 추기라고 하여 연수 이수증과 연수 이수 목록을 출력하여 교감에게 제출해야
만 연수가 기록되었는데, 최근 연수 관련해서는 이러한 추기 절차가 사라졌다. 추기 절차
가 있을 당시 교사들은 자신이 한 연수가 기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서류를 잘 꾸려 제
출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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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자료가 된다. 이러한 연수 기록은 교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만약 교사 연구년41)에 지원하고 싶어 자기소개서
를 써야 한다면, 연수 기록을 토대로 자신이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
심을 가지고 연수해왔다는 내용을 적어 넣을 수 있다. 혹은 교육청
사업의 강사요원으로 일해보고 싶거나, 학교의 특정 업무를 맡아 아
이들을 지도하여 상을 받고 싶다면 연수 기록은 자격 요건을 충족시
키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7> 연수지명부 표지

41)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교사 연구년 제도 대신 2017년에는 교육공무원연금법
상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자율연수휴직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새로이 제정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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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수지명부 내지

<그림 9> 나이스 연수이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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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연수뿐만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하는 연수
에서도 교사들이 기록을 남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원격연수처럼
자동으로 연수기록이 남지 않는 학교 자체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등록부”에 자신의 “이름”, “싸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
청각실에서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학대 관련 연수에서 이러
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교사들은 들어갈 때 문 앞에 줄을 서서 연수물 받고, 연수
등록부에 싸인을 했다. (중략) 한창 연수가 진행 중인데 아동
학대 관련 등록부가 앉아있는 자리로 전달되었다. 이름을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름을 적으라는 의미였다.

강당에서 있었던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연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교사들은 연수 등
록부에 이름(싸인)을 적는다. 혹시 놓치고 적지 못하는 동료가 있으
면 서로 챙겨주기도 한다.

나보고 옆으로 좀 가보라며 내 옆자리에 앉았던 교사는, 등
록부에 싸인 하는 것을 깜빡 했다며, 싸인 하러 동학년 교사들
과 나갔다 왔다.

박선영은 연수 참여 시 등록부에 이름을 적는(싸인을 하는) 이유
가 관리자에 대한 의식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녀가 보기에, 53학급
이나 되는 초록초등학교의 수많은 교사들 중 해당 교사가 연수 자
리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관리자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등록부에 이름이 적혀 있느냐 아니냐이다. 그녀는 자신이 학교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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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연수 운영에 협조적인 교사, 관리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교
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이현명은 등록부에 이름을 적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그
녀는 연수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의 입장을 헤아려, 연수 명단에 이
름을 적는다고 하였다. 연수를 “주최한 [교사] 입장에서” 학교 평
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뭔가 보고하는 공문”을 만들려
면 “연수에 [교사들이] 이만큼 왔어요”를 밝힐 수 있는 “수치
화”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텐데, 그 때 필요한 것이 연수 등록부
에 적힌 교사들의 이름(싸인)이라는 것이다. 이름(싸인)을 적는 것
은 “요식행위”이지만, 교사들이 연수를 들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부에 적힌 이름(싸인)의 수를 헤아리는 것 밖에는 없다.
따라서 원활한 연수 업무 처리를 위해 교사들은 등록부에 이름(싸인)
을 적게 된다.

이현명: 그니까 이제 사람들은 객관화를 할라고 수치... 를
쓰는 거지. 객관화를 해서, 객관성을 가지려고. 그
치? 근데 굳이 그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될까...
연구자: 저도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객관성을 항상 가져야
되나?
이현명: 그니까 이제 뭐... 보고, 이제 돈을 썼을 때 그 보고
서를 작성할 때부터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이만한 이런 연수를 결제해서 몇 명의 연수자가 참가
를 했고, 이제 이 수치화를 할라고 그러는 거 같애.
그치? 그것도 이제 그건데 양식을 위한 거잖아. 결과
물을 위해서.
연구자: 양식을 만드는 결과를 위해서네요? 양식, 양식.
이현명: 어.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거 몇 명, 이게 들어
가 줘야지 결과물을 받아 보는 사람들이 어 몇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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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군, 이렇게 끄덕이는... 사실은 몇 명이 참가한
거 보다는 그치? 어떻게! 그치? 얼마만큼의 만족감
으로 이루어졌나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그
치?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이 사실은 연수의 효과를 말해주는” 것
임에도 그것은 “수치화가 안 되는 것”이라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
다. “120명 모아놓고 연수 했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기록하기 용이하며 “실적”을 위해 “서류상으로” 남기
기에 적합한 형태의 것이다. “한 틀에 딱 보이는” 결과. 그래서
가치를 획득한다. 이러한 모습을 한병철(2014)은 투명사회의 속성
중 일부인 전시사회, 명백사회 등의 개념으로 은유한다. 교사들의
연수 체험과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의미들은 단지 “기계적이고 조
작적인 언어”로 수축, 박제되어 기록된다. “전시되지 않으면 아
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데, 체험과 의미는 전시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니 어떻게 취급될지는 안 봐도 뻔하다. 이와 달
리 전시되기 쉬운 형태로 변화되어 남은 것이 바로 교사 연수 기
록들이다. 전시된 교사 연수 기록은 참으로 명백하다. 그러나 그
명백함은 “유혹(verfvhren) 대신 절차(verfahren)”만을 남겼
다. 절차에는 놀이도, 에로스도, 반짝거림도 없다. 한병철은 “전
시(Ausstellung)는 곧 착취(Ausbeutung)”이며 “세계 자체가
전시공간이 될 때 거주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한다. 연수를 끊임
없이 전시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교사는 착취당한다. 그리고 그
고단함 때문에 교사들은 진정으로 연수에 머무를 수도 연수를 살
아갈 수도 없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여 보면, 초등교사 연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표면적으로 자율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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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 타율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 잦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단순하게 연수 자율성을 평
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연수 자율성은
연수함에서의 선택과 결정에 작용한다. 연수 자율성이 교사 생애사
에서의 체험과 연관되어 연수의 주제나 방식 선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연수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게도 하며, 오히려 연수에서의 타
율을 요구하게 하기도 한다. 연수 자율성은 연수와 배움을 구별 혹
은 연결시킨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연수를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연
수 장면에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또 다른 자율성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록 타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했지만 그 안에서 배움
을 찾으려는 자율적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것이 과연 연수
자율성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 교사
주체에게는 자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연수가 다른 교사에게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연수가 교사 차
원에서는 도리어 자율의 억압이기도 하며, 교사 연수의 자율적 구현
이 기록과 절차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교사 연수를 그것답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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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수 체험에서의 교사 자율성의 교육학적
의미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난 교
사 자율성의 교육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교육학적 의미를 밝힌
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양하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
서는 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자율성이 그들의 교육
활동과 교육적 삶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떠한 중요
성을 띠는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도덕적 책임감과 공공성, 자율성의 동기로서의 쓸모와 교육에의 연
관성, 교사 자율성에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
야기를 제시한다.

1. 도덕적 책임감과 공공성
연수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보거나
자율성의 추가적 확보가 교사 연수 개선의 요체라고 판단하는 기존
연구(황재웅·홍창남, 2012; 박상완, 2010)들과는 달리, 이 연구
에서는 연수 체험에서 교사 자율성의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적
탐구를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교사 자율성을 재조명하는 데에 방
점을 찍는다. 먼저, 이 지점에서는 교사들의 자율성이 도덕적 책임
감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도덕적 책임감이 자율성의 공적 측면
을 구성하고 있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함을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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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성에 깔린 도덕적 책임감
연수함에 있어 교사들의 자율성은 책임감에 결부되어있다. 이러한
책임감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기인한다. 집단에의 소속감으로부터
오는 책임감은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단을 유지 존속케 하
며 집단 내의 타인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
고 행동하려는 도덕적임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때 자율
성은 도덕적임으로부터 도출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임을 추구하기도
한다.
교사들의 연수에서 교사의 자율성의 구조를 야기하는 도덕적 책
임감은 세 가지의 대표적 양상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교사가 동료
교사 집단 내의 관계망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형성된다. 이러한 도
덕적 책임감은 사적인 친밀함을 지향하는 가족적인 성격을 띤다. 교
사들은 연수를 할 때 가까운 동료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기 위해 자율성을 발휘하게 된다. 동료교사와 친분을 도모
하고, 그들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들에게 나
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리에서 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법
칙을 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교육 제도 하 학교라는 기관의 일원이라는 데에서
오는 도덕적 책임감이다. 이러한 도덕적 책임감은 연수를 처리해야
할 업무로 보는 행정적 성격을 띤다. 어떤 업무든지 업무 처리의 매
뉴얼이 있듯, 교사 연수 에도 역시 매뉴얼화된 처리 방식이 있다.
이러한 처리방식은 교사 연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교사들을 통해
누적되어온 집단적 습관의 산물이다. 그 고유한 방식은 조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교사들의 삶에서 비교적 익숙한 과제
이자 당연한 의무 같은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도덕적 책임감과와 함께 교사들은 자신이 돌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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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의 담임교사로서 혹은 자신이 맡은 전담 과목의 교사로서 더
잘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이러한 도덕적 책임감은 교사의 소명
의식과 연결되는 양심적 성격을 띤다. 아이들이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의 세계 속에 아이
들을 초대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숙
명이 교사들의 가슴 한 켠에 늘 자리 잡고 있다. 가르치는 일을 하
는 자로서, 좋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 할 때에야만 비로소 아이들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책
임감은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가미된 타율적 연수함 속에서도 교사
들이 무언가를 찾아 배우려 시도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연수를 하는 교사들의 자율성에서 이러한 도덕적 책임감
이 모두 동등한 비율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 연수
는 교사에게 주로 어떠한 모습의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하며 교사가
어떠한 도덕적 책임감을 발휘하게끔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도
덕적 책임감을 토대로 한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우리의 교사 연수 문화와 제도는 전반적으로 교사의 교육
자로서의 전문성보다는 이웃사촌 같은 교사 무리의 일원이자 학교
라는 공공기관에 속한 성실한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데에 최적화되어있는지도 모른다. 교사를 위한 교육이라는 미명 하
에 이루어지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장려하기보다는
협조적인 직원 재생산과 가시적 업적 도출을 요구하는 연수 환경에
적응하면서, 교사들이 변화도 성장도 없이 “단순히 분주하기만
한” 연수를 주로 찾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교사연수 시 자율성의 가족적임과 행정적임은 교육적임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연수하기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적 욕망이나 열정을 저
해, 방해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그러한 도덕성을 깔고 연
수함이 전면에 대두됨으로써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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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하는 수많은 노력들은 연수로 불리지 못한 채 축소되거나
은폐되어버리기도 한다. 연수에서 교육이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개혁의

관건은

연수가

교사들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domestication of the nature)’(조용환, 2015)를 연수의 주체들이
깨닫고 이러한 깨달음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
하는 일이다. 우리를 길들이는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은 채 이런 저런 개혁안을 아무리 내놓은 들, 그것은 조만간 무산
되고 말 것”(Fromm, 1976)이기 때문이다.

2) 자율성의 공적 측면
그렇다면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물꼬를 어디에서부
터 열어야 하는가? 나는 교사 자율성에서 공적(公的)이라는 이름으
로 일괄 언급되고 있는 측면의 의미, 그리고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
계를 세심히 살펴야 함을 역설하고 싶다.
서덕희와 지정민(2008)이 자율성과 공공성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칭한 바와 같이, 연수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일면 조
화롭게 통합되어있다. 연수 관련 교사의 이성과 교사 집단의 관례는
나름의 합리성에 기초하고 공적 전통에 기반을 두어 상호작용한다.
가령, 교사들에게 있어 그들이 연수를 하는 방식은 초록초등학교
의 다른 모든 교사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연수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필요 및 국가에서 이상적이라 보는 교사상에 적절한 공적
주제로 이루어져왔으며 교사들은 계속적으로 그 연수들에 참여했다.
연수 시수는 초록초 위원회에서 교사들의 성과급을 판별할 수 있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안으로 삼아진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렇다
저렇다 해도 현재 있는 연수 제도와 그것의 구현의 모습이 교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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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최적화된 행정적 형태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연수는 이대로도 괜찮은 것일까?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교사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로운 면모에도 불구
하고, 연수가 그것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채워지
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하다.
이러한 공허함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연수를 할 때 교사들의
자율성이 향하는 공적 전통이 어떤 모습의 것이며 그것은 과연 어
떤 의미에서 공적이고 공유될만한 가치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과 성찰적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혹시 작금의 연수에서 중시되는 공공성은 “전반적으로 사태를
유지하려는 생각과 정서의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적 요인을
통한 국가적 통합”(Dewey, 1984)을 위한 공공성은 아닐까 생각
해본다. 서로 다름 간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면대면의 상호작용
에 기초하는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 교사 일반의 동질적임과 평범
함 속에서의 빠르고 체계적인 의견 정보 교류를 추구하려 했던 연
수에서의 통합의 시도는 도리어 그것의 본성 때문에 자율성과 공공
성의 동반 침몰을 낳았다. 연수함에 대한 상식은 “공무원의 행동을
지원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만 공공성을 끌어들인다.”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의존 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
하고 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Arendt,
1958)”인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교사집단의 특성 또한 교사 자율
성 전반에 반영되어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교사가 더 숭고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
거나 지지받지 못하기 쉽다. 교육 공동체 내에서 영접하는 타자를
향하는 공공성은 사장된다. 자신과 곁을 볼 수 없으니 교사들이 연
수라는 “공동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교육 “공동체 삶의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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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뻑 빠져드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발휘하는 일은 어려워지는 것
이다.

2. 동기로서의 쓸모와 교육에의 연관성
교사들의 자율성은 연수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거나 연수를 지속적
으로 수행할 때에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이 때, 쓸모 있는 것을 얻
으려고 하는 마음은 교사 자율성 발휘의 원동력이 된다. “써먹으려
고” 배운다는 것은 교사들의 연수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일상적으로 실존하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어떤 것” 즉
도구와 교섭하며 살아가니 말이다. 그런데 교사들의 연수에서 자율
성 발휘의 동기가 되는 쓸모 있는 배움의 추구를 들여다보면 그 스
펙트럼이 꽤나 다채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사들이 연수를 하면서 반(反)교육을 지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때때로 교사들은 연수에서 비(非)교육적 쓸모를 추
구하며 자율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삶의 형식에서 요구되는 것을 얻
기 위해 연수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수에서의 배움은
교사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득으로 작용할지언정, 학생의 배움에까지
가 닿지는 못하게 된다. 신현석과 오찬숙(2013)은 현장의 자율적인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연수가 활성화되는 것을 연수 개
선의 요체로 보았지만, 그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 나를 포함한 교
사는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으로만 스스로의 삶을 보고 살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연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비교육적 쓸모를 위하여 연수를 하는 와중에도 교사들
은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부름(Ruf)을 받기도 한다. 교사이기에 교
육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야 한다는 양심의 부름 말이다.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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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교사는 연수에서 본래적인 모습과 거리가 멀게 비교육적 쓸모
를 추구하고 있는 자신과 교사 집단의 모습에 개탄한다. 어떤 경우
교사들은 이러한 부름을 무시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조금 패배적
일지 모르지만 부름으로부터 도피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과 교사
집단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자기인식 하며 스스로를 희화화하기도
한다.
권력-지식의 훈육전략 하에 속박된 주체인 스스로를 가련하고 나
약하다고 여기며 괴로워하거나 체념하는 교사에게 무작정 ‘도대체
왜 연수를 할 때 교육을 추구하지 않느냐’ 라고 추궁하는 것은 어
쩌면 그들의 반발과 포기를 불러일으키는 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들의 그러한 자율성 발휘는 어찌할 수 없음이니 인정하
고 그대로의 현상유지를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 역시도 의문스러운
선택이다. 비교육적 쓸모를 향하는 교사 자율성의 변화를 이끌어내
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도 많은 경우 교사들은 교육활동에서 쓸모 있는 무언가를 얻
기 위해 연수를 한다.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연수를 하며 주된 관심
을 두는 곳은 해당 연수가 자신의 교육 활동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
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들은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
또 가르치는 상황에 적합한 요령을 익히기 위해 연수를 듣는다. 요
컨대 교사들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육내용의 의미를 드러내어
말하는”(이홍우, 1984) 데에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수들을 원
하며 행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연수들은 아카이
브가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그것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어진 아
카이브 속에서 괜찮은 연수를 찾으려면 교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없는 시간을 쪼개어 손품을 팔거나 귀동냥을 해야 한다. 어떤 연수
들은 교사 요구에의 내용적 분량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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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는 기대를 품고 연수를 시작했다가도 역시나 하는 실망을 하
거나 지쳐버리곤 한다. 오히려 교사들은 연수라고 불리지 않는 다른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에서의 필요를 더 쉽게 충족시키기도 한다. 그
리고 그러한 활동이 차라리 더 연수답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구체
화, 공식화, 가시화된 교사 연수에서 벗어나서 연수라는 명칭을 부
여받지 않았으나 실은 연수의 성격을 띠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하며 무엇이라도 열심히 배워서 가르
치려 스스로 노력하는 이 교사들은 여유를 필요로 한다. 교사 스스
로가 “자기 고유의 공간을 생산”하고 “창조”하기 위해 일상 속
을 “한가한 걸음걸이로”(de Certeau, 1984) “돌아다”니며 연
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 그들의 연수함이 “동형”의 “일자
(一者)”(Heidegger, 1954)가 아니라서 “평균화”되지 않고 쉽
사리 파악할 수도 없다 하더라도 악한 것이나 못난 것이 아니라 믿
어주며, 교사가 보상이나 처벌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연수하도록
그들을 내버려두고 지켜봐주는 학교 문화와 우리 사회의 여유 말이
다.
그런데 교사들은 교육활동에서 쓸모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연
수를 하면서도, 부족함이나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교육활동에 관
한 것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교육적이지는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바
로 그것이다. “교육적”이라 함은 다시 말하자면 “지향적”, “과
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서 살아 움직임”(조용환, 2012a)이다. 연수
에서 배운 바가 교육 활동에서 활용되면서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순
간의 흥미로운 자극을 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토양에 뿌리내려 아이들의 배움을 돕고 모종의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교연상장(敎硏相長)에 관하여 조용환(2012a)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사들은 교육과 연수가 상호작용하며 성장함의 여부를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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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연수가 학생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의 “삶의 질”(조용환, 2012c) 향상에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중시한다. 더 나은 교사가 되는 데에 도움을 받
았다는 향상에 대한 감각은 교사가 다시금 연수에 임하게 하는 선
순환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각을 느끼지 못해 연수함의 타당성
을 의심하는 교사들은 연수를 함에서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한 비극
적 상황에서 교사들은 허무주의적 염세주의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
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새로
운 교육적 가치를 찾아 헤매기도 한다.

3. 교사 자율성에의 새로운 접근
교사들이 어떻게 연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수를 할 때 교사
의 자율성은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까지의 검토
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연수가 이루어지게끔 교사 자율성을 발휘하
기 위함이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 새로이 이해해야 할 교사 자율
성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성을 반영한다고 할 때, 우리
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는 교사의 자율성
이 교사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교사가 타자 및 세계
와 역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렇기에
교사의 자율성을 논할 때 교사 곁의 동료 교사 및 교사가 처한 환
경을 배제할 수 없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자율성에서 교사의
능동적 적극적 측면은 여전히 중요함을 역설한다.

1) 주체-타자의 자율성
우리는 개별적으로 혹은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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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늘 타자와 함께 한다. 주체와 타자는 서로의 곁에서 관계
맺고 있다. 또한 주체는 타자를 이용하여 자신을 보고 자신의 삶을
살게 되며, 타자 역시 주체를 이용하여 자신을 보고 그 자신으로서
있게 된다. 즉 우리는 “주체-타자”(조용환, 2013)이다.
주체-타자는 “주체와 타자의 종합”으로서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나된 너, 너된 나, 나된 우리, 우리된 나”이다. 그런데 주
체와 타자는 모두 세계에 몸담고 있다. 주체와 타자의 몸은 세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있다. “몸-세계” 즉 “몸과 세
계의 종합”인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연수체험에 대해 논할 때, 우
리는 교사와 교사 주변의 인물들 사이의 관계, 교사와 교사가 몸담
고 있는 세계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주체-타자는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주체-타자 사이의 리듬 및 자
신의 몸과 자신이 터한 세계 사이의 리듬(율, 律)을 맞추어나간다.
“리듬은 항상 코드 변환 상태에 놓인 것으로써”(명수민, 2013,
재인용), 각각의 주체-타자는 때로는 자신의 흐름에 자기 외적인
것을 맞추며, 때로는 자기 외적 흐름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간다. 이
러한 식으로 주체-타자의 자율성은 확보된다. 우리가 “주체-타
자”, “몸-세계”인 바, 한 교사의 자율성은 다른 교사의 자율성
과 맞물려 있고 교사가 속한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흐름과 자기 외적 흐름이 마주치는 상황에서 자율
이 시작된다. 이 때 자율은 타율과 맞닿아있다. 교사 자율의 “바깥
[타율]은 고정된 경계가 아니라, 연동(蠕動)운동에 의해, 안[자율]
을 구성하는 주름과 습곡들에 의해 자극받는 움직이는 물질”이고,
“안[자율]은 바깥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정확히 바깥의 안
쪽”(Deleuze, 1987)이다. 자율과 타율은 한 데 얽혀 중층적 절
합을 이루게 되며 그 경계는 애매모호해진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접근에서는 교사의 자율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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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분절시키며, 둘을 대립항으로 설정하여 둘 중 한 가지를 옹호
하는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연수에 대한
개선안은 연수에서 교사에게 권리를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거나, 혹
은 연수에 더 많은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취한다. 내
가 보기에 학교 현장에서는 두 의견에 대하여 양시론이 지배적인
것 같다. 연수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가 되면서 교사들은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연수 할 권리를 찾으라는
종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주어진 연수를 성실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버거움은 오히려 연수에 대한 교사
들의 의욕을 상실케 한다.
자율과 타율의 분절에 기초한 앞서의 견해들과는 달리 나는 교사
연수에서 교사들의 처해있음에 따른 선택, 교사의 규정지음에 따른
속박됨이 함께 역동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그 자초지종과 연유에 세
세하게 접근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교사 자율성에 대한 무조
건적 옹호나 불신을 넘어선 시각을 모색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아가 주체-타자, 몸-세계는 주체와 타자 그리고 몸과 세계 사
이의 결합(結合)이 아닌 종합(綜合)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체
와 타자 그리고 몸과 세계는 합쳐지고 꽉 뭉쳐져 끊어낼 수 없는
하나가 된 무언가가 아니라 서로에게 “닻을 내린” 채 “머물”면
서, 주위의 “풍경을 닫”고 서로를 특정한 방식으로 “열어 젖”히
는 방식으로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 연수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타율
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교차하고 갈등/상생하는 물컹거림이
다. 이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만 견고하게만 보이는 제도와 관습으로
서의 연수에 규율화 됨을 벗어던지고 연수를 새롭게 건립하는 시도
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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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동성과 적극성
앞서 주체-타자의 자율성에서 논하였고 송수진(2013) 또한 이야
기하였듯, 교육 주체의 자율성과 타율성은 전적으로 분리할 수 없
다. 자율성의 주체가 타자와 상관없이, 혹은 세계로부터 벗어나 고
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 주체가 연수를 하면서 타자 및 세계와 맺는 유기적
관계를 검토할 때, 주체가 교육의 맥락에서 만나는 타자들과 그들이
처해있는 세계로 인하여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에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노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타자와 세계를 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려 하는지에 유념하고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더 나아짐을
일구어내는 데에 필수적이다.
주체는 ‘세계-내-존재’(Heidegger, 1927)이면서도 ‘세계에로의-존재’(Merleau-ponty, 1945)이기도 하기에 자신의 처
해있음 안에서 부단히 무언가를 지향하고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삶
을 살아 나간다. 자율은 타율에 적응하는 수동적 측면을 지니기도
하지만, 타율을 차용하거나 구성, 재구성 하는 등의 능동적 측면 또
한 지닌다. 이 때 능동성은 이성에 따른 자기 입법과 법칙 준수와는
사뭇 다르다. 자율의 수동적인 측면이 어찌할 수 없음에 의한 행위
라면 자율의 능동적인 측면은 그 어찌할 수 없음에 고착됨을 강화
시키거나 현재 체제의 보존과 유지를 가능케 하는, 그렇지 않을 경
우 어찌할 수 없음을 거부하고 그에 따르기를 포기하거나 나아가
변화와 생성을 야기하는 추동적인 면모를 지닌 것이다.
수동성에 더불어 능동성의 관점에서 자율을 읽어내는 것은 타자
와 세계가 주체의 자율성에 관여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해석을 넘어선다. 교사 자율성의 능동적 측면에 대한 주목은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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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발휘할 때 주체가 처해있는 상황이 있으며 그 상황에서
주체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어떠한 입장을 취하기로 선택하는
지, 혹시 다른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지)에 따라 자율성의 모습이
다르게 드러남을 밝혀준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
(impower)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고려하는 데에도 반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주체인 교사가 연수를 할 때 왜 그러한 형태의 자율성을
취하려 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고 더 나은 연수를 위해 지향해야
하는 바를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율을 읽어내는 데에 적합하며 연
수 자율성에 대한 선악을 넘어서는 가치판단을 도울 수 있는 기준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Deleuze(1962)가 해석한 니체에서의 반
응적임과 적극적임 개념이 유용하다.
들뢰즈에 따르면 니체는 우리의 신체가 “그것을 구성하는 힘들
의 자의적인 산물로서 살아있”다고 보며, 힘을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한다. 하나는 복종하는-영향을 받는-열등한 힘인 반응적 힘이다.
반응적 힘은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으면서도 “실리의 기능들
[과], 임무를 수행”한다. 또 “구조와 목적을 보장”하는 “기계적
이고 공리적인 타협들”에 수긍하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명령하는-영향을 끼치는-우월한 힘인 적극적인 힘이다. 적
극적인 힘들은 본성상 의식을 벗어나기에 그 특징을 진술하기 쉽지
않지만, 조형하고 변화하는 에너지를 지닌다. 적극적 힘은 차이를
긍정하고 차이를 향유의 대상으로 만들며,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의 끝까지 밀고 가는 특성이 있다. 적극적인 힘은 비극에 처해있음
을 미적(美的)이며 즐거운 것으로 여기기에, 명랑하고 경쾌하며 가
볍게 놀듯이 생성을 이끌어내게 된다.
연수 자율성에서의 적극성은 나(우리)에게 일침을 가한다. 교사
연수가 새로이 바뀌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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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그것을 흥미롭게 여기고 난관을 타개해
나가려 하는 열정과 강한 마음, 그리고 동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127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내가 초등교사로서 일하면서 가졌던 ‘연수가 과연 교
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과 ‘그렇
지 않다/그렇지 못하다’라는 판단에 따른 회의감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나는 연수다운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사
들의 연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교사 연수의 근본적인 개선
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에 연구 현장인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의 연수 체험으로부터 출발하
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교사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연수 체험을 바라보았으며, 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이 교육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들이 체험하는
연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초등교사 연수체험에
서 교사의 자율성과 그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교사 연수 체
험에서 드러난 교사 자율성의 교육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나는 연수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이유를 기준으로 하여 초
등교사의 연수 참여 유형을 나누어보았다. 그것은 실용: “실제 써
먹을 수 있어야”, 흥미: “문화센터 아줌마”, 타개: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집단: “우리”, 독특: “내가 연수 듣는 과 아니잖
아”의 다섯 가지 유형이다.
교사들은 첫째, 교육 장면 혹은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인 무언가를 얻으려 연수를 한다. 둘째, 흥미와 재미를 느껴가며 연
수를 하는데, 교사의 관심사와 연관됨과 아이디어의 사소함 및 생소
함은 충족감을 줄 때도 있지만 깊이가 없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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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자신의 교육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상처
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연수를 한다. 넷째, 교사 집단의 전형이
곧 자기의 모습이기에, 함께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기에, 동료 교사
들과 함께 연수하기로 약속하였기에 연수를 한다. 다섯째, 바람직하
다고 여겨지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연수를 하거나 교사들이 흔히
행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연수를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초등교사 연수체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과 그 구
조를 이분법적 가치판단의 표면화, 연수함에서의 선택과 결정의 계
기, 연수함과 배움의 연결하기와 구별하기, 연수 자율성 규정의 난
제라는 네 분류로 파악하였다.
첫째, 초등교사들의 연수 체험 시 표면적으로 자율은 좋은 것 타
율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단순하게 교사의 자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님을 뒤따르는 분류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교
사 연수 시 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생애에서의 다른 체험들과 연관
되어 연수의 주제나 방식 선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연수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게도 하며, 오히려 연수에서의 타율을 요구하게 하기
도 한다. 셋째, 교사가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연
수 장면에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또 다른 자율성이 발휘
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록 타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했지만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자율적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넷째, 한 교사
주체에게는 자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연수가 다른 교사에게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연수가 교사 차
원에서는 도리어 자율의 억압이기도 하며, 교사 연수에서 교사의 자
율성 구현이 기록과 절차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교사 연수를 그
것답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 연수 자율성의 교육학적 의미를 도덕적 책임감

과 공공성, 동기로서의 쓸모와 교육에의 연관성, 교사 자율성에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연수를 할 때 교사의 자율성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오는 도덕적 책임감에 결부되어있다. 이 도덕적 책임감은 동료 교사
와의 사적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적인 성격, 학교라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연수를 업무라 보고 처리하는 행정적 성격, 가르치는 일
을 하는 자의 교과 및 학생들에 대한 소명의식과 연결되는 양심적
성격을 띤다. 교사 연수에서 교사 자율성은 공공성과 일면 조화롭
다. 이 때 공공성은 다양한 면모들을 일괄하는데, 교사 연수에서의
공공성은 주로 사태 유지와 유사성 창출을 위한 국가적 통합, 그리
고 교사 사회 구성원들의 동반 생존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
육 공동체에의 참여에 필요한 공공성은 약화되기 쉽다. 둘째, 연수
를 통해 쓸모 있는 무언가를 얻겠다는 마음은 교사가 연수에 자율
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된다. 때때로 교사들은 교육이 아닌 다른
삶의 형식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연수를 하기도 한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교육활동 시 활용 가능한 것을 얻기 위해 연수를
한다. 교육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것을 얻기 위한 연수를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는데, 그 까닭은 해당 연수가 충분히
교육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학생들의 삶 그리고 교사 자
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교사 주변의 다른 인물 및
교사가 속한 세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사가 주체-타자로서 타
자 및 세계와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율성
은 타율성과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얽혀있다. 이 때
자율은 타율을 차용하거나 구성, 재구성 하는 등의 능동성을 띤다.
이렇듯 교사 자율성의 능동적 측면은 교사의 자율성이 연수에서 무
엇을 어떻게 추동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교사 연수에서

교사의 자율성은 적극성을 지향하기도 한다. 비록 교사 연수가 완벽
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체념하지 않는
것, 그 대신 조형하고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토대로 끊임없이 더 나
은 교사 연수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자율성의 적극적 측면이다.

2. 결론
이제까지 교사 연수에 대한 많은 연구가 교육 현장 및 교사들의
연수 실천과 동떨어져있던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의 연수 체험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흔히 문서상에서 추
상적으로 다루어지는 연수가 아닌 교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연수를 찾고자 했기에, 연수의 면면을 최대한 세심히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현장의 교사들이 연수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만 연수
답지 않은 활동, 자신들이 그것을 연수라고 부르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행하고 있는 연수, 연수라고 여기지 않지만 실은 연
수라고 보아야 마땅할 모종의 활동들까지 두루 언급하였다. 교사들
각각의 “생생하게-고유화”(Heidegger, 1989)된 연수 체험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에 대한 논란이나 비판들
에서 간과하고 있는 연수의 또 다른 면모가 있음을 알리고자 함이
다. 그러한 면모에는 교사 연수의 재개념화 및 교사 연수 실천의 개
선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연수 체험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자율성에 천착한다. 연수 시 교사의 자율성 발휘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전제해놓은 종래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교사 자
율성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거기에 내재된 구조를 읽어내고자 하였
다. 이 연구는 교사 연수에서 자율성이 축소되어있다는 시각, 자율
성은 옳다는 시각에 의문을 던진다. 이 연구에서 교사 자율성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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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방식의 핵심은 ‘연수 시 교사 자율성이 확보되어있다’,
‘연수 시 교사 자율성이 억제되어있다’, ‘연수 시 교사의 자율성
을 장려해야 한다’, ‘연수 시 교사의 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사로 하여금 연수하게끔 강제해야 한다’ 등의 선판단
을 넘어선다는 지점에 있다. 대신, 교사 자율성이 있다면 어떠한 모
습으로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사 자율성에 접근
하며, 교사의 자율성에 수많은 결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 주체를 “유동체”(김은주, 2016)이자 개방
체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연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에 스며들
어있는 타자와 세계를 함께 살핀다. 교사의 자율성이 우리가 의식하
지 못하는 다른 체계를 반영하며 그것과 혼재되어있다는 것에 주목
한다. 즉, 교사 자율성을 “관계를 통해 정의”한다. 연수에서 드러
나는 교사의 자율성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타자와 세
계의 면모, 그리고 연수 시 타자와 세계를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끔
만드는 교사 자율성의 면모를 함께 드러내며 그 역동을 밝힌다. 그
리고 이 글을 읽는 교사로 하여금 그 역동적인 관계를 한걸음 물러
서 응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율성을 성찰하고 연수 시 더 나은
자율성을 찾아나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교사들은 자신
들의 연수를 “보호”하면서도 “건립”하는 방식으로, 즉 “참답게보존”(Heidegger, 1954)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연구자의 자료 선택, 감환, 가공 과정을 거쳐
구성된 것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사태와는 차이가 있고, 연구에서 얻
은 답은 늘 잠정적인 것이기에 새로운 틀로 연구 내용을 재구성할
여지 또한 있다. 그리고 초록초등학교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의 연구
현장에서 이루어졌기에 앞서 연구 초반에 밝혔듯 타 교사, 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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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교급 등에서 드러나는 연수 및 주체 자율성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택한 것과 다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
고 분석, 해석하거나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이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가 교사 연수 시 교사의 자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척도를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릇 교육학적 의미를 찾
는다 할 때에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 연구에
서는 연수 시 교사의 자율성이 교육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거나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이끌
어내는 데에는 근접하였으나, 교육적인 교사 자율성이 어떤 모습인
지를 발견하여 뚜렷하게 그려내거나, 교사의 자율성이 교육적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따져 적지는 못하였
다.
다만, 교사 연수 및 교사 자율성에 대한 이 연구의 “섬세한 가
늠”은

교사 연수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모델 등을 새로이 제

정, 적용해야 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들이 연수를 해 나가며 고군분투하는 면면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
반영함으로써 현장 적합도가 높은 교사 연수 제도의 실시와 교육적
인 교사 자율성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난한 연구 과정을 거쳐 글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 왔다. 학
교의 팍팍하고 바쁜 현실에 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마무리 짓는
데에도 버거운 교사들의 삶을, 같은 교사로서 나는 겪어보고 지켜보
아 백 번 천 번 이해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신의 교육관이 뚜
렷하지 않음을 염려하며 “존재물음”에 답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
을 느끼는 교사들, 더 좋은 교사가 되어보고자 교사로서의 “삶의
통일성”(Nietzsche

Werke & Colli, G., 1996)을 찾아나가

려 의지를 가지고 틈틈이 연수하는 교사들을 연구라는 매개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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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조우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연수에 대해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무
언의 언어로 말하였고, 새로운 감각의 문을 열라고 일깨웠다. 그러
한 종용이 내 연구의 견인차가 되었다.
이제, 논문 작업을 한다는 핑계로 한동안 주로 바라봄의 대상으
로 삼았던 연수를 다시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아마도 나의 연
수, 그리고 연수에서 자율성을 발휘함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것 같다. 연수를 할 때 곤경에 처해 “고향을 상실”하고 허우적거
리던 이전과는 달리 연구 참여자들의 연수함을 살피며 연수다운 연
수, 그리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 요구되는 나의 선택과 실천에 대한
어렴풋한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수 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연수답게 연수를 하는 교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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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Lived Experien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Training
: Regarding Teacher Autonomy
Kang, Jin-ah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rigins of this study stem from a question, “Does
training qualify as education to raise the proficiency of
a

teacher”,

based

on

my

lived

experience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and the resultant doubt
from my conclusion that “they do not/are not”. I
realized that for a training to function properly as a
training, there should be literature detailing current
teacher training reception and reference studies for the
fundamental improvement of teacher train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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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observation, I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training experiences of Cho-lok(Gr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particular, the experiences were
observed

in

regard

to

teacher

autonom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eacher autonomy in training and
education was investigated.
Th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ne, what
types

of

training

do

elementary

teachers

undergo?

Two, what are the definition and structure of teacher
autonomy in elementary teacher training? Three, what
is the educational meaning of teacher autonomy found
in elementary teacher training?
Initially,
training

I

distributed

participants

the

elementary

according

to

teacher

reasons

of

participating, whether for the first time or recurrently.
The reasons were divided into 5 categories: practical:
“It should be useful”; interest: “The person at the
cultural center”; breakthrough: “I wanted to overcome
an obstacle”; social: “Together”, and unique: “I’m
not from a major with a lot of training”.
First,

teachers

knowledge
experiences.

open

pertaining
Second,

training
to

to

obtain

educational

teachers

show

practical
or

daily

interest

in

training, but while connections between the teacher’s
interests and the uniqueness of ideas may give some
satisfaction, there exists dissatisfied accounts of the
lack

of

depth.

Third,

teachers

148

attend

training

to

bolster confidence in their educational philosophy or
relieve accumulated stress and hurt. Fourth, teachers
attend training because they individually represent the
teaching profession, follow collective rules, or have
promised to attend the trainings beforehand. Fifth,
sometimes training is conducted in a different way or
unlike how training is normally held.
Next,

the

autonomy

elementary

teacher

categories:

the

and

its

training

surfacing

of

structure

were

found

divided

dichotomous

into

in
4

decisions;

reasons behind choices and decisions during training;
connecting and differentiating between training and
learning; and difficulties of defining training autonomy.
First, dichotomous instances where autonomy is held
as

“good”

while

heteronomy

is

held

as

“bad”

frequently occur during elementary teaching training.
However,
reveals

closer
that

scrutiny

teacher

of

the

autonomy

following
cannot

be

criteria
simply

evaluated with these two categories. Second, during
teacher training, teacher autonomy may mesh with
other experiences in the teacher’s lifetime and can
sometimes change the training purpose or methods,
persuade the teacher into not attending the training, or
request for heteronomy during the training. Third,
even

though

decided

to

the
attend

teacher
the

may

training,

have
may

independently
autonomously

decide to halt learning during the train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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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ven though the teacher may have attended the
training due to outside influence, may autonomously
attempt

to

learn.

Fourth,

what

may

seem

to

be

autonomous to one teacher may not be to another; what
may be autonomous to the school may seem oppressive
to the teachers; and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y
for teachers may be through records and procedure,
leading to a subversion of how training should be done.
Finally, the educational meaning of teacher autonomy
in teacher training was divided into three aspects:
ethical responsibility and public interest; usefulness as
a motivation and connection in education; and as a
novel approach to teacher autonomy.
First, teacher autonomy during training is correlated
with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belonging to a group.
This

responsibility

consists

of

familial

aspects

of

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 colleagues; as an
employee

of

the

school

institution,

administrative

aspects of considering training as work; 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cience, the sense of duty regarding
the teacher’s subject and students. Teacher autonomy
during training is somewhat harmonious with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in

this

case,

compasses

diverse features, and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n
teacher training usually consists of national unification
to

maintain

circumstances;

current
and

situations
the

and

col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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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survival

similar
of

the

individuals in the teacher society. Therefore, it is
relatively

common

for

the

public

interest

in

educational community participation to wane. Second,
another factor in attending teacher training is the
anticipation of acquiring practical knowledge. However,
teachers

occasionally

non-educational

attend

purposes,

to

training
obtain

for

knowledge

pertinent to other sectors of life. Fortunately, most
cases of training attendance are those with educational
knowledge

acquisition

as

goals.

There

also

exist

instances where the participants are dissatisfied even
while attending to amass knowledge for educational
purposes: when the training itself was insufficiently
education-oriented, i.e. the quality of life for both
student and teacher has not increased through the
training. Third, when discussing teacher autonomy,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the oft-overlooked others and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eacher, as teachers are
subject-other and thus inseparable from them. Teacher
autonomy is related to heteronomy in a particular,
dynamic

way.

This

autonomy

dynamic

consists

of

deriving or reorganizing heteronomy. In this manner,
the

dynamic

understanding

facet
of

of

how

teacher
autonomy

autonomy
gives

demands

impetus

to

teacher training. Teacher autonomy in training also
aim

for

activeness.

The

activeness

of

autonomy

consists of persevering in less-than-optimal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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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and using that experience and the drive to
manipulate and transform to endeavor for a better
teacher training experience.
This

study

attempts

to

uncover

new

aspects

of

teacher training based on live experiences. In addition,
it aims to go beyond interpreting existing literature on
teacher autonomy, and expose its diverse facets. This
undertaking

will

improvements

on

help

direct

teacher

future

autonomy

studies
and

and

training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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