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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교실이라는 학교 생활의 무대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며 그로부터 어떤 

특정한 힘들이 출현하는지, 한국 초등학교 ‘반’ 체제의 구성에 대해 탐구한다. ‘반’은 

한국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수-학습의 단위이자 생활의 단위로 한국 학교의 특징적 

양상을 함축하고 있다. ‘반’이라는 교수-학습의 장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주요한 

관계의 축이 존재한다. 하나는 교사-학생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반 친구관계이다. 그 두 

가지 관계의 축이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고, 상호적으로 어떻게 연루되어 작동하는지 그 

관계들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즉, 학교를 경험하는 1차적 단위인 교실로부터 

‘반’이라는 장을 구축하는 원리들과 행위자들의 관계적 역동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과제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람반”이라는 혁신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혁신학교는 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학습의 다양화라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공교육 변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일반 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혁신학교에서는 개별 학급 단위의 자율적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반’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교육적 실험의 장에서 ‘반’이라는 체제가 함축하는 관계의 구조가 더욱 

힘을 획득하며 부각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변화가 교실의 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교실의 내적 작동 양상과 관계적 특징들이 선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 동시에 연구자는 일반 공립초등학교 교실에서의 비교 연구를 진행해 

양자의 유사성과 차이를 토대로, 한국 학교 반 체제가 구축되는 특징을 보고자 한다. 

먼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수업의 장과 반 친구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놀이의 장을 각기 분석해 각각의 장에서 어떤 행위적 유형들이 나타나고, 그 

특징들이 각 관계의 축에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탐구한다. 수업의 장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구축되는 관계의 양태에 주목한다. 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수업의 중요한 연행자로 

참여시키고자 노력한다. 시∙공간적 활용, 게임 틀을 통한 관심 유도, 자율적 집단 과제 

부여 등 교사는 다양한 전략을 이용해 반 학생들을 단순히 수업을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수업이라는 연행을 함께하는 성원으로 호출한다. 이와 같은 교사의 노력은 

자율적 참여 학습에 대한 교육적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반’의 성원이고 이 시공간에 연루되어 있다는 감각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비합리적 권력 행사를 느끼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교사의 

말을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친밀한 권위 혹은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교사는 자신이 학생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비가시화하고자 하지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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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자신이 이 교실의 공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놀이의 경우, 일반 공립초등학교에서 10분의 쉬는 시간 동안 순간적이고 이름없는 

놀이들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면, 혁신학교에서 30분의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은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정형도가 높고 이름이 있는 놀이들을 주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놀이들은 이름없는 놀이들과 달리 개인의 메타적인 상황파악 능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정형도가 

높고 이름이 있는 놀이는 학생들이 교실의 관계망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더 

많은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틀로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놀이가 친구 관계를 넓히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놀이는 놀이이며 

중요한 것은 재미이다. 친교의 효과는 놀이에 따라오는 것이지 놀이 전체로 환원될 수 

없다. 더불어 함께 노는 것이 꼭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쉬는 시간의 활동들이 아람반 아이들에게 함께 한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친구 관계망에 놀이가 발휘하는 힘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교사-학생 관계와 반 친구관계는 독립적인 동시에 ‘반’이라는 틀 하에 서로 얽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교사는 반의 성원들이 모두 동등하게 대접받고 서로 보듬는 

‘평등한 사랑의 교실’을 꿈꾸며, 학생들 역시 이를 이상적 모습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반 

친구들 모두 함께 논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상이며, 아이들은 자기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안정적인 집단을 구축하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평등한 사랑의 교실’은 공적인 

가치로 지향되는 바이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을 계속 ‘우리’의 단위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그에 따라 교실의 성원들은 두 가지 지향 사이에서 움직이며 

관계적 역동을 보인다. 아이들 사이에 수직적 분화와 긴장의 순간이 찾아오면 공적인 

권위를 가진 교사가 개입한다. 교사는 친밀한 주도권을 토대로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다함께” 놀 것을 강조한다. 이 관계의 진자 운동 속에서 아이들은 반이라는 

체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교사가 가진 공적인 힘이 무엇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게 된다. 교실의 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우리’의 

단위가 어디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이 분석의 과정을 통해 ‘반’이라는 체제가 단순한 행정적 단위가 아니라 특정한 지향이 

반영되고 직조되는 내적 역동을 가진 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결국, 반이라는 

공간에서 1년 동안 교실의 성원들은 지속해서 자신이 위치할 ‘우리’란 무엇인지 찾고 

있다. 이것은 ‘우리’라는 기획에 대한 질문이다. 

 

주요어: 초등학교, 혁신학교, 반(class), 교실, 교사-학생 관계, 친구관계, 수업, 놀이   

학  번: 201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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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에 들어와 특정한 삶의 방식을 학습한다. 

베이트슨(Bateson)이 지적하듯, “우리는 비개인적인 사건의 흐름과 접촉하는 데서 분리된 

가설상의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복잡한 관계의 패턴을 가지는 현실적인 

개인”(베이트슨 2006: 291)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에 대한 과학으로 

인류학은 지속적으로 그 관계의 패턴들에 주목해왔다.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구축되는 방식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개인이라는 관계항에 대한 관심은 관계망에 대한 사유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에 따라 다수의 인류학적 연구에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가령, 래드클리프-브라운(Radcliffe-Brown)은 사회 자체의 구성원리에 관심을 가진다. 

그에게 사회구조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였다. 농담 관계에 관한 분석(래드클리프-브라운 

1975[1965])을 통해 그는 집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가 

구조화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래드클리프-브라운의 연구가 정태적 기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힘들에 주목한 것은 분명하다. 이후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한 집단이 구축되는데 있어 중요한 관계적 원리들에 집중했다. 

에반스-프리차드(Evans-Pritchard 1940)는 사회구조 및 관계가 일정한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상황성을 강조한다. 리치(Leach 1954) 역시 사회적 구조가 안정적 

평형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행위자들이 

사회적 구조에 관해 갖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사회 구조의 변동 과정을 

서술한다. 여기서 리치는 사회가 사회적 관계들의 총합이라 밝히며 그 관계들의 구조적 

유형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리치 2009[1985]).  

결국, 학사적 맥락 속에서 인류학자들이 심층적으로 탐구했던 것은 한 사회가 

구축되는 내적 과정이다. 그들은 외부적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장의 구성 

원리들에 주목한다. 일상의 각 국면들은 서로 연결되어 특정한 집단의 생활 방식을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내적 구성 원리가 작동하며 유형화된 사회적 관계들이 

출현한다. 인류학자들은 장기간의 참여관찰을 통해, 외부자의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이와 같은 내적 구조의 작동을 포착했던 것이다. 일상적 생활과 그 속에서 출현하는 

관계적 형태들에 대한 관심 없이 현지인들의 사회 구성 원리는 설명될 수 없다. 이는 

다시 집단성에 관한 문제와 연결된다. 내적 구성 원리와 행위자들의 실천에 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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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류학은 ‘우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상상되고 실재적 힘을 획득하는지 검토한다.  

사회적 관계 그 자체는 사회적 연망 속에서 존재를 영위하기 위한 인간이라는 동물의 

생태적 필요조건이다.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사회적 관계가 일정하게 

유형화되며,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누적적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는 점이다(예를 

들면, 베이트슨 2006).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한 개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관계의 매트릭스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개체는 그 관계의 

매트릭스가 요구하는 적절한 삶의 방식을 습득한다. 각 사회에 따라 삶의 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일상에 광범위하게 작동한다(Mauss 1934). 해당 사회의 성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하게 말하는 방식, 노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등을 학습하고 필요에 따라 

그를 연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삶의 방식을 체화하는 동시에 그에 대해 

메타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위치한 사회적 구조를 

학습하고 활용한다. 이는 고프만(Goffman 1959)이 일상을 사회적 연극으로 설명했던 

맥락과도 연결된다. 사람들은 특정한 장에 적합한 사회적 가면을 사용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가면의 형태를 인지한다. 그에 맞추어 행위자들은 일상적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give)하고 발산(give off)하는 한편, 타인들에게도 해당 상황에 적합한 윤리적 

행동양식을 요구한다. 이처럼 고프만은 인간의 사회 생활의 보편적인 연극성에 관해 

지적한다. 동시에 그의 통찰은 행위자들이 사회적 장에 따라 상이하게 유형화된 관계적 

구조들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실천하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내적 과정을 통해서 

교실이라는 교육의 장의 구성원리와 교실 행위자들의 관계적 역동을 탐구한다. 이는 

기존 학교 연구들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학교 제도의 성격과 그 일상적 질감을 

파악해보자는 시도이다. 교육과 학습은 집단 재생산의 문제 혹은 사회화와 문화적 

가치의 전승이라는 형태로 오래 전부터 중요한 인류학의 연구 과제 중 하나였다(Pelissier 

1991; Collins 2009). 그것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관심의 범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집단이 지속을 위해 고려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일정한 의례의 형태이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체득하는 몸의 감각이든, 특정한 삶의 방식과 지식을 전달하는 

장면들은 어떤 시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교육’이라는 주제가 학교와 결부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인류학의 경우, 

소위 ‘부족 사회’에 관한 연구로부터 인류학의 현장(field)들이 현대 국가 체제로 

옮겨가면서, ‘교육’이라는 주제어는 곧 ‘학교’에 대한 관심 및 연구와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인류학을 포함해 사회과학 전반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이제 학교라는 교육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이 사회의 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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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알튀세르(Althusser 1995[1969])에게 학교는 그 무엇보다도 특정한 시민 

주체를 생산해내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장치였고, 푸코(Foucault 2003[1975])에게 

그것은 미시적인 일상 권력이 작동하는 훈육 기관이었다. 이후 다수의 연구들(윌리스 

2004[1977]; 부르디외∙파세롱 2000; Foley 1990 등)은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계급, 종족집단, 젠더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범주들을 강화하며 

재생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련의 재생산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논의들이 학교에서의 일상적 활동에 주목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다수의 학교에 대한 분석들은 오히려 학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즉, 학자들이 학교에서의 내적 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지라도, 연구들은 

사회과학의 주요한 쟁점적 개념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그 

재생산 과정과 사후적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학교는 사회적 범주들이 

재생산되는 하나의 ‘중요한’ 무대일 뿐이다. 연구자가 갖는 문제의식은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계급, 젠더와 같은 사회적 범주들의 재생산 과정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동의어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들이 학교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재생산되며 힘을 

획득하는 것은, 다른 조건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학교라는 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내적 관계의 역동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위의 현상들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무대가 구축되고 움직이는 양상과 분리해서 고려될 수 없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애초에 교실 자체는 어떤 식으로 구축되기에 어떤 특정한 힘들이 

출현하는가? 그 힘들은 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누구에 의해 작동하는가? 정말로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왜 벌어지는가? 교실 자체의 내적 작동과 구축 양상에 대한 관심 

없이 우리는 학교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공간인지 말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학교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전달만으로도, 사회적 

고정관념의 재생산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포괄한다. 오히려 그 

‘무언가’가 개인들에게 깊게 기억되는 학교의 질감이다. 즉, 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내가 어떤 선생님을 거쳤고 반의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반 친구들 중 어떤 

애들과 주로 놀았는지, 교실에서 누군가와 어떤 눈빛을 교환하고 이야기 했는지와 같은 

피부로 겪는 일상적 경험 그 자체인 것이다. 그에 따라 연구자의 관심은 교실로 향한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경험하며 일상적 활동이 벌어지는 1차적 단위는 바로 

교실이다. 그곳은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수-학습의 공간이자 학생들이 서로를 

마주하는 공간이다. 교실은 언제나 특정한 맥락 속에 위치하며 교실에서의 일상적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학교를 인식하고, 학습하며 관계를 맺어간다. 이는 

공식적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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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it and hidden) 과정들을 포괄한다. 교실이 일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의 형태들이 구축되는지 질문하는 것이 학교라는 사회적 장에 관한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의 출발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교실의 문제는 ‘반’이라는 교수-학습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익숙한 교실의 모습과 학습의 풍경은 반 단위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년의 생활주기를 아이들은 동일한 담임 선생님과 

동일한 반 친구들과 함께한다. 하나의 ‘반’이라는 학습의 단위는 한국 교육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교육적 조건이 아니다. 미국에도 

동일 연령의 학생들을 행정 단위 나누는 학급(class)의 개념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교육적 

장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다르다. 미국 유아원에 관한 연구(Tobin, Hsueh, & Karasawa 

2009)를 살펴보면, 학급이라는 행정적 테두리는 존재하지만 교사들은 그것을 중요한 

교육적 장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 교육은 거의 언제나 개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반은 형식적 단위 이상의 함의를 가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개인 단위의 교육적 지향은 더욱 선명해진다. 많은 미국 

학교에서는 수준별 학습과 수업 선택의 자유에 주요한 가치를 둔다(민족지적 사례로 

Jung 2007). 학생들은 대학 강좌처럼 자신이 들어야 할 과목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해당 교실에 개별적으로 찾아간다. 수업 수강의 재량이 학생에게 주어지며, 그만큼 교사 

그리고 또래 친구들 역시 개인의 선택 영역에 자율적으로 남겨진다. 그에 반해, 한국과 

같은 반 제도에서는 담임 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책임지며 학업 추구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간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영향력은 상이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 교사와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1 친구집단 형성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서로 싫다고 보지 않을 수도 

없으며 한번 정해진 반은 변하지 않고 1년을 함께 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나와는 다른 사회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다. 즉, 교과과정으로서 지식의 

학습과 더불어, 학생들은 ‘반’이라는 고정된 테두리 속에서 축적되는 관계들을 통해 집단 

구성과 분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위치 감각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들이 

경험하는 학교는 거의 언제나 ‘하나의 반’이 구축되며 지속되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 

연구자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반’을 구축하는 관계망의 양상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혁신학교 고학년 반에서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한국 초등학교에서 ‘반’ 체제의 구성을 탐구한다. 연구자는 한국에서 학교 교육의 기초적 

1 한국 유치원에서 학급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사례로는 강나영(20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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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어떤 관계적 구조를 토대로 작동하며,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질감으로 

행위자들에게 경험되는지 주목한다. 이는 학교 외적 요소로부터 파악될 수 없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일상의 내적 활동 양상과 그것이 교실 성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관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힘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순간 그 자체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장 자체의 역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교실의 

행위자들이 어떤 관계적 지향과 패턴을 보이는지 포착하고자 한다. 이때 교실에 

나타나는 관계망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요한 두 가지 관계의 축이 

존재한다. 하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맺는 교사-학생 관계이며, 또 하나는 반 아이들 

간에 맺는 친구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교사-학생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또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가정된다(정향진∙남궁조은∙류여영∙송종은 2009: 156). ‘반’이라는 체제 

하에서 두 가지 축은 일정하게 연루되어 있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관계망의 

생태학이라는 문제로 현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것은 

행위자들이 맺는 개별적 관계들이 아니다. 문제는 ‘반’이라는 사회적 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관계의 축이 상호적으로 어떻게 분리되고 또 접합되는지, 그 관계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관계망 자체가 사회적 존재의 생태적 토대라는 점에서 연구자는 

‘반’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구조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구축되는지 주목한다. 그 양상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하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추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그림 1> 교실의 사회적 관계2 

2 최초 연구자는 두 개의 선을 이용, 수직축을 교사-학생 관계로, 수평축을 반 친구 관계로 

도식화한 그림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정향진의 제안과 주변 동료들의 비교 및 평가를 고려해 

입체적 도형으로 관계의 형태를 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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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구성 원리와 그 관계적 역동을 탐구하는데 있어 대상 선정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다.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담임 교사와 반 

학생 간 장기간의 밀접한 교류가 있기에 ‘반’이라는 체제의 특징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흔히 한국 사회에서 

사춘기가 시작되고 또래 관계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는 교사-

학생 관계의 밀접함만큼이나 또래 관계가 본격화되며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관계를 

스스로 조망하고 의식할 수 있는 시점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자아 형성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 질문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절하다. 혁신학교는 

자율적 참여와 학습의 다양화라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공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장이다. 후술하겠지만 일반 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혁신학교에서는 개별 학급 단위의 자율적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반’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일종의 교육적 실험의 장에서 ‘반’이라는 체제가 함축하는 관계의 

구조가 더욱 힘을 획득하며 부각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변화가 교실의 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교실의 내적 작동 양상과 관계적 

특징들이 선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  

이제 연구자는 혁신학교 고학년 교실 장 자체에서 나타나는 관계들의 구조와 그 

운동성을 탐구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반 체제의 구성과 관계적 역동’이라는 논제로 

식별하며,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1. 혁신 초등학교 고학년 반에서의 일상적 활동 속에서 교사-학생 관계와 또래 

친구관계는 각각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가? 이때 각각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행위 

패턴이 존재하는가? 그러한 패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지향을 함축하고 

있는가? 

 

2. 교사-학생 관계와 반 친구관계는 반 체제에서 서로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작동하는가? 

두 관계의 축이 연루되어 작동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적 역동이 왜 

발생하는가? 그 관계적 역동 속에서 행위자들의 행동을 이끄는 ‘반’에 관한 지향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과제에 대한 대답은 교실의 행위자들이 매일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활동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분리된다. 하나는 교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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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밀도가 높은 수업의 장이고, 다른 하나는 반 친구관계의 밀도가 높아지는 놀이의 

장이다. 이는 “수업시간”과 “쉬는시간”, 혹은 “놀이시간”이라는 학교의 시간 분할 및 

운영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그에 따라 Ⅱ장에서는 수업에 관해, Ⅲ장에서는 놀이에 관해 

다루며, 각 활동들이 교사-학생 관계와 반 아이들 간 관계에 발휘하는 특정한 

영향력들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두 번째 과제를 탐색한다. Ⅳ장을 

통해 본 연구는 ‘반’이라는 테두리 하에서 교사-학생 관계와 반 친구관계가 어떤 식으로 

서로 연루되어 있는지 탐구한다. 교실의 사회적 역동에 집중하면서 ‘반’을 구축하는 

관계의 두 축이 어떻게 결부되어 작동하며, 어떤 특정한 형태의 역동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계의 패턴을 서술하는 것이 관계적 현상의 다양함을 하나의 정태적 형태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는 아니다. 연구자의 과제는 관계들의 움직임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반’이라는 장을 구축하고 그 내적 역동을 만들어내는 원리와 동력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관계적 패턴의 운동성을 운동성 자체로 

가시화시키는 것이다.  

 

2. 혁신학교 

 

혁신학교의 출현은 한국 공교육 제도에서 평준화와 자율성이라는 맥락과 연결되어있다. 

박정희 정부는 기존 교육 제도가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겨 입시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간, 계급간 교육적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판단, 1969년 무시험 진학 

정책을 시작으로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했다.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오랜 기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진행되어, 지역간 격차를 좁히고 입시 위주로 구성된 

교육 현장과 편향된 교육열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한국 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교육의 

제공은 중요한 화두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학교 교육을 

3 당시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른바 ‘중 3병’을 치유하여 교육정상화를 촉진시킨다. 

둘째, 학생, 교원, 시설 등에 있어서 고교의 완전한 평준화를 기한다. 

셋째, 제도적, 행정적 조치로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킨다. 

넷째, 지방학교 육성으로 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한다. 

다섯째, 입시 준비 해소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여섯째, 학생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농촌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다” 

(문교부 1982, 김성식 19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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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시켜 교육의 질을 낮추며,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무시한다고 비판해왔다(김성식 1999). 결국 1980, 90년대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자 학교의 다양화가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 1998년 “자율학교”, 2002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 체제가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갖고 다양한 교육 

수준 및 형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1990년대부터 공교육은 지속적으로 문제의 대상으로 지적되었다(성열관 

∙ 이순철 2011). 특히, 최근 10년 동안 공교육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불어 닥쳤다. 뉴스 

기사 4는 반복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총체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기사들은 수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와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조망하였다. 계급적,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학업 성취도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입시 경쟁의 강화는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논의되었다. 그와 함께 또래 집단(peer group) 사이에서 

발생하는 왕따와 자살 문제가 급격하게 가시화되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예전과 

같이’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교육 기관으로의 학교가 

더 이상 유의미한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위치에 서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고자 시도했다. 한편에서는 공교육을 떠나 새로운 대안 교육의 장을 

열고자 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공교육 자체를 혁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공교육의 위기에 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당시 정부는 

현재 교육의 위기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의 

4 예를 들어, 

고세욱, “교육비 ‘빈익빈 부익부’… 중상층은 유학열풍 해외연수비 1년만에 최고”, 쿠키뉴스 2011-

11-07[2014-12-06 접속]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528990&cp=nv 

권영은, “[위기의 일반고-공교육이 무너진다] <3> 고교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국일보, 

2013-04-04[2014-12-10 접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3730

68 

김여란, “왕따 피해 청소년, 2년 새 2배 늘었다”, 경향신문 2013-01-07[2014-12-06 접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72153145&code=940202 

한병규, “교사•학부모•학생 80∼90%가 “공교육 위기”, 아주경제, 2013-06-05[2014-12-10 접속]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6050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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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맞추고자 기존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폐지하고 2010년부터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자사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일정하게 

독립권을 획득하여 수업 운영, 학생 선발 등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조금주 

2012). 정부가 공교육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평균을 맞추려 하기보다, 자율권을 각 

학교에 주면서 교육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을 통해 ‘질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셈이다. 

이후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49개의 “자사고”가 운영된다. 그렇지만 “자사고”는 최초 

정부가 기획한 의도와 달리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적으로, 높은 수준의 

등록금이 교육 혜택에 있어서 계급적 편차를 조장한다고 비판 받았다. “자사고”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모든 재정을 학교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높은 

등록금이 질 좋은 교육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자사고”가 질적으로 

다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입시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와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의 위계적 서열화가 발생했다 

(조금주 2012). 다수의 교사들은 “자사고”가 공교육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정책적 맥락 속에서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학교”가 

등장한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5으로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시작했고, 2009년 4월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혁신학교는 당시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혁신학교 추진의 주요 논지는 공교육 정상화에 있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위계화를 조장하고 계급적, 지역적 대물림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하며, “특권화된 특목고”와 “슬럼화된 일반고”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  그가 제시한 새로운 공교육의 

지향점이 바로 “혁신학교”라는 모델이었던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모델을 

남한산초등학교7와 같은 사례들로부터 가져 온다. 기존 학교에 관한 대안 운동들이 주로  

5 법률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0일)  
6 박기성, “<인터뷰>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1,2”, 연합뉴스, 2009-04-10[2014-12-06 접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6023

66  
7 남한산초등학교는 “폐교 직전의 학교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학교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박종철 2013) 사례로 공교육 변화의 방향 및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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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혁신학교의 지향 (출처: 경기도 혁신학교 정보센터) 

 

공교육 외부에서 전개되었다면, 혁신학교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토대로 공교육 제도권 

하에서 대안적 교육을 실험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공교육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학교가 시행8되었다.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9를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혁신학교가 강조하는 것은 성원들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량권이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장 

공모의 자격이 넓으며 교과 과정 운영도 획일적으로 설정되지 않는다. 교과 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교사간 수평적 의사소통이 장려되기에 학년별 운영 계획을 비롯한 다수의 사항 

들이 교사들의 재량으로 돌아간다. 이상적으로는 혁신학교의 교사들이 모든 사안을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찾아간 태원초등학교에서도 담임 

교사들은 대부분의 학급 운영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기보다 직접적 권한을 갖고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평교사들의 자율권이 부각되면서 학교는 교사들이 형식적인 교과 

평가된다. 
8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의 법적 근거에 의해 운용된다. 
9 http://hyeoksinschool.goe.go.kr/ (경기도 혁신학교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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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학교명 학교 수 

서울 서울형 혁신학교 67 

경기 혁신학교 282 

광주 빛고을 혁신학교 23 

전북 혁신학교 100 

전남 무지개학교 65 

강원 행복더하기학교 41 

합계 578 

<표 1> 전국 초∙중∙고 혁신학교 현황(2014년 3월) (출처: 시사IN 2014. 6. 28 제354호) 

 

교과 과정을 따르기보다 좀 더 많은 사항을 연구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그를 

토대로 체험학습, 생태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기존 공교육 체계에서 부족했던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마련하며 각 교실의 활동을 특색 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성열관∙ 이순철 2011). 

이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 변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7차 교육과정 재편 

이후, 한국 교육에서는 상황에 따른 수업의 다양화와 학생 주도 학습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과서에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토대로 하는 과제들이 배치되었지만, 교실의 복합적 

조건으로 인해 다수의 교사들은 수업의 다양화와 학생 참여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류방란 ∙ 이혜영 ∙ 최윤선 2002). 혁신학교에서는 자율성을 토대로 2000년대 

이후 한국 공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더욱 선명하게 추진하고자 시도한다. 그에 따라 

혁신학교는 교실의 재량권을 강조하는 만큼 충분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수 25명 이하를 지향한다. 즉, 담임 교사의 재량권이 커지고 학급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혁신학교에서 반 체제는 적극적인 실험과 혁신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학급의 소규모화는 최근 한국 공교육 전반에서 지향하는 목표인데, 혁신학교의 경우,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그 이상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때 

반은 형식적이기보다 중요한 교육의 단위이며 공교육이 지향해나갈 학교 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처럼 개별 학급,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평준화의 

난제가 갖고 있던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의 문제 역시 해결하고자 한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이후 학생들의 높은 만족감과 학부모들의 

긍정적 지지를 받으며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다. 이를 토대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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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를 확산시켜갔고,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는 전지역적으로 퍼지게 된다. 지역마다 다양한 명칭이 붙었으나 그 운영 원칙 

및 방식은 동일한 편이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곽노현 전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경기도의 사례를 모델 삼아 2011년 1학기부터 “서울형 혁신학교”10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형 혁신학교는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신념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변화를 

겪는다. 곽노현 교육감을 이은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에만 특별히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11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학업 성취도에 있어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축소한다. 최초 계획은 지속적으로 서울형 

혁신학교를 늘려가는 것이었으나 문용린 교육감은 2014년 혁신학교를 추가 선발하지 

않고 혁신학교 관련 홈페이지를 폐쇄시켰다. 하지만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이 새로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는 다시 교육청으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는다. 그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52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12개 총 89개교로 

늘어날 예정이다. 12  결국 혁신학교라는 일련의 교육적 실험은 정부와 교육청의 정치적 

성향 및 신념에 따라 행보에 큰 진폭을 보이고 있다.  

 

 

 

 

10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향은 다음과 같다: 

1.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 

2.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3. 창의성 인성 교육과 적성·진로 교육의 전면화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 

4. 전체 학교의 공교육을 정상화를 선도하여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 실현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11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각 학교별로 학교 운영 지원으로 최대 1억 원의 비용을 제공했다. 
12 위 학교들은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학교혁신 과제 

수행을 위해 연간 평균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재지정된 혁신학교는 4500만원씩을 

받는다”.  

(안준영, “내년 상반기 서울형 혁신학교 89곳으로확대”, 머니투데이뉴스, 2014-11-30[2014-12-

06 접속],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1300900827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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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아래에서는 교실의 사회적 관계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크게 교사-학생 관계, 그리고 

아이들 간 관계에 관한 연구로 분리해 살펴본다. 연구자는 기존 연구들이 양자를 어떤 

식으로 따로 또는 함께 다루었는지를 살펴보며, 연구의 방향성을 잡아가고자 한다. 이들 

연구가 다루는 현장들은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1) 교사-학생 관계에 관한 연구 

 

  학교에서의 지식 전달은 언제나 특정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동하기에, 

교육 현장에 관한 연구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 왔다. 연구의 

경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업이라는 장면에 집중해, 교사의 

수업 운영 양상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사회언어학적 

(sociolinguistics) 분석을 통해 교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이라는 연행의 프레임을 조정 및 

유지하며 학생과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한편, 일부 인류학적 연구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가 어떤 교육적 페다고지(pedagogy)를 갖고 실천하며, 그것이 교육의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 간 관계 맺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검토한다.  

 

(1) 민속 페다고지(folk pedagogy)에 관한 연구 

 

낯선 것에 대한 서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한 인류학의 연구 갈래 중 하나는 ‘우리와는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에 관한 것이었다. 인류학자들은 각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과 사고 체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Pelissier 1991). 

레비-브륄(Levy-Bruhl),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를 비롯해 인지인류학, 토착심리학 

등의 연구는 모두 생각의 방식, 인식의 방식에서 보편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한 사회 혹은 문화는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주조하는가’라는 질문에 관해 학자들은 

여러 방법론을 통해 접근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과 사회화 과정에 대한 관심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교육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전승과 재생산의 동학을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브루너(2005)가 말한 “민속 페다고지”(folk pedagogy)라는 개념은 위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브루너의 논의를 따르면, 교육자는 언제나 학습자의 마음과 인간됨에 대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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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을 구조화한다. 교사들이 학습자의 상태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교수법에 구체화된다. 즉, 교사는 아이를 제멋대로의 백지 상태로 간주할 수도, 

고유한 자아를 가진 독립적 주체로 간주할 수도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특정하게 

구조화되는 교수-학습 관계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일련의 연구들은 교육적 과정에는 언제나 특정한 인간됨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와 그와 연관된 페다고지가 함께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토빈과 수에, 카라사와의 

획기적 민족지(Tobin, Hsueh, & Karasawa 2009; 또한 Tobin, Davidson, & Wu 1989)는 

유의미한 비교 연구를 제공한다. 토빈팀의 연구는 세 국가의 유아원에서 현지인들에게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교육적 테마들을 이끌어낸다. 그들은 “비디오를 단서로 

하는 다성적인 민족지(video-cued multivocal ethnography)"라는 비교의 방법론을 통해, 

영상을 중심으로 여러 위치에 서 있는 유아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상호적 논평들을 

이어간다.  

  토빈팀의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교사들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에 관한 강한 믿음을 

보여준다. 유아원의 활동은 거의 언제나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교사는 아이가 활동을 

‘선택’해서 놀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성향이 있다고 

가정되고, 교사들은 그를 이끌어낼 방안을 마련해주며 표현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페다고지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교사들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감정의 언어화를 강조한다. 정향진의 미국 중학교에 관한 민족지(Jung 2007)에서도 

유사한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교육자의 논리와 실천에 관한 관찰을 바탕으로, 

미국 백인 중산층의 개인주의적인 사람됨, 감정의 스타일이라는 문화적 모델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교사들은 사춘기를 불안정한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며, 

중학교에서 중요한 교육은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개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교사들은 처벌과 보상, 규칙의 제시, 개입 등의 

행동주의적 외적 규율을 통해 학생들이 독립적 개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체화할 것을 기대한다. 감정에 대한 이성의 통제를 통해 비로소 자유의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토빈팀이 연구한 일본의 사례에서는 또 다른 ‘자유’의 양태가 목격된다. 

교사들은 또래 관계를 통한 사회화의 가치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며 함께 노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들 간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교사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다. 아이들끼리의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루이스(Lewis 1995)는 

유치원에서 막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다루면서, 교실공동체와 지적 발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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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민속 페다고지를 확인한다. 일본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강조하며,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모두 다 학교의 성원이라는 감각을 

일깨워주려고 노력한다. 그에 따라 교사들은 조모임, 발표, 또래 집단 활동 등 교실 

활동에서 많은 부분을 학생들에게 할당해주며, 아이들이 집단 내에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키우고 그것이 학습 활동의 기반이 되도록 시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각 사회 별로 ‘사람’과 ‘교육’에 대한 상이한 기대가 존재하며, 

그것이 교실의 작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비교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낸다. 다만, 

그 관심사에 따라 대체로 하나의 국가나 사회를 비교적 동질적인 교육적 페다고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그려내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2) 교사의 수업 운영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교육학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 교육인류학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업의 통제 및 학생 

참여의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학자들은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수업이라는 프레임이 지속되는지 그 양상을 탐구해왔다. 이때 많은 

연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행위자들의 ‘말’이다. 수업이란 프레임은 거의 언제나 

말을 통해 진행되기에,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수업 혹은 강의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고프만의 문제 의식과 연결된다. 

고프만(1981)은 면대면 상호작용의 한 양상으로 강연에 대해 분석하며, 그곳에는 관객과 

강연자라는 연행자 사이의 적당한 표현 및 의사소통 방식이 있음에 주목한다. 즉, 

강연자는 준비해 온 텍스트를 그대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어조, 

톤, 관습적인 지표들을 활용해서 ‘강의’라는 연행의 틀을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때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강연자의 

권위와 주도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관객은 어떤 식으로든 강연자의 말에 

반응하는데, 이 반응을 적절한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연행자의 능력 자체가 강의라는 

프레임의 지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관객의 반응은 강연자에게 

소음이고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으나, 잘만 활용하면 관객의 적극적 참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권위를 보존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교실 상황의 통제와 참여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하임스(Hymes 1972) 역시 수업에서의 언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지적했다. 

Functions of Language in The Classroom의 서문에서 그는 특정 집단, 공동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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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양식(style)과 그것이 교실에서 빚어내는 상호작용의 역동을 

포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집단의 성원이 사용하는 말은 문법적 요소와 더불어 그를 

둘러싼 몸짓과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즉, 하임스는 교실에서 서로 다른 의사소통 양식들이 마주할 때 발생하는 

효과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심사는 특히 상이한 의사소통 양식을 

가진 종족집단, 인종집단 간의 만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책에서 필립스(Philips 1972)는 북미 원주민 학생들과 

비원주민 학생들의 수업에서의 참여 양상을 분석한다. 그녀는 원주민 학생과 비원주민 

학생간 수업에서의 언어 사용 양식 분석을 통해 종족 집단에 따른 말하기 스타일,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수업 참여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유사한 

연구로 Vera 1972; Gumperz & Hernandez-Chavez 1972; Erikson & Mohatt 1982). 

한국의 경우, 교실 상황에 따른 교사들의 수업 운영과 학생 통제 방식에 관해 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교육 과정에 관한 많은 질적 연구들(김영천 1997; 이혁규 1999; 

고창규 2000; 이정선 2002; 이정선·최영순 2004; 류방란 ∙ 이혜영 ∙ 최윤선 2002 등)은 

사회언어학적 함의를 갖고 있다. 연구자들은 교실에서 말이 오고 가는 참여의 양식을 

분석하고, 그를 통해 한국 교실 수업의 일반적인 상호작용의 특징들을 이끌어냈다. 이는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권력 관계에 관한 질문과 맥을 같이한다. 대표적으로 

김영천(1997)은 수업 참여에 있어 교사가 기대하는 ‘적절한 발표’의 방식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즉, 교사에 비해 학생수가 많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하는 한국 교실 상황에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때 교사들은 그 적절한 방식을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언급한다. 학생이 ‘잘못된’ 방식으로 발표를 할 경우, 교사들은 

직접적으로 학생의 문제 사항을 지적하지 않는다. 대신 교사들은 학생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답을 할 때까지 발표를 반복시키면서 학생들이 그를 깨우치도록 유도한다. 

고창규(2000)의 연구 역시, 수업에서 말차례 가지기(turn taking)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교사는 다음 말을 진행할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말차례 가지기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수업의 질서를 유지해간다. 그를 통해 구성되는 수업 참여의 패턴은 교사 한 

명과 학생 한 명의 대화이다. 나머지 학생들을 조용히 통제시키고 적절한 말하기의 

방식을 습득시키는 것이 수업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방식인 것이다.  

  반면에, 이혁규(1999)는 김영천이 말한 한국 교실에 지배적인 의사소통 모델의 지속이 

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필립스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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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의 사회적 참여구조 13를 분석한다. 중학교 사회과 수업 분석을 통해 그는 여러 

참여구조 유형이 관찰되지만, 수업에서 유난히 교사가 선도적으로 발화를 이끌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이에 반응하는”(298) 상호작용이 주도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를 통해 그는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수업의 배치 및 참여구조가 다양하지 

않은 것은 획일적인 교실 및 교과서의 조건적 특징과 더불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수업에 

유도하고 참여시키는 연행의 방식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은 의사소통의 모델과 참여의 구조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수업’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구축되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관해 밝혀주고 있다.  

 

2) 또래 문화와 학교 

 

앞선 연구들이 한 학교에서의 연구를 한 국가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면, 

사회 내부의 계급적, 종족적 차이의 만남과 불평등의 재생산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주로 

또래집단의 실천에 주목한다(Collins 2009). 비교적 초기 연구에서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liminal) 단계에 놓인 존재이자 불완전한 사회의 성원으로 간주되었고, 

인류학의 중요 주제가 되지 못했다(Schwartzman 1976). 아이들의 행위성(agency)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구조와 실천에 관한 일련의 학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존재들의 행위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아이들 역시 

사회문화적 가치들의 내재화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부재했음을 

인식하고, 언어, 인지, 행위 발달에 있어 아이들을 분석 단위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Harkness 1992: 114-118).  

예를 들어 코사로(Corsaro 1997)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화는 “해석적인 재생산 

(interpretive reproduction)” 과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아이가 일련의 방식을 

통해 세계를 창의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재생산은 단순한 사회 문화의 

내면화 과정이기보다 아동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세계로의 참여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 개인의 활동이 아닌 아이들만의 문화, 즉 또래 문화(peer 

culture)이다. 또래 문화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들이 생산 및 공유하는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 인공물, 가치”(Corsaro &Eder 1990: 197; Kyratzis 2004에서 

재인용)로 정의된다. 그에 따라 학자들은 또래 집단이 그들 나름의 세계를 구축하고 

13 사회적 참여 구조란 “교사와 학생들의 발화, 그리고 발화의 교환이 만들어내는 교실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배열(arrangement)을 지칭한다(이혁규 1999: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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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해석적 재생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유아기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놀이 상황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향성을 보인다. 학자들은 유아들의 또래 문화 속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놀이집단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구사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가십(gossip) 나누기의 규칙과 금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의 과시 등 또래 집단에서의 놀이 및 언어 실천을 통한 위계 관계 설정, 권력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Kyratzis 2004). 한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안준희(2014a; 2014b)의 연구가 존재한다. 안준희는 한국 유아원에서 중산층 아동들의 

‘사랑’과 관련된 또래 담화에 주목한다(2014a). 그녀는 또래 문화에서 나타나는 

언어사용을 분석하면서, 아동들이 어른들로부터 일방향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의 언어를 

학습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사용하면서 사회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중요하게 취급 받지 못했던 

아동기 아이들의 일상적 활동에 강력한 행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주체성과 적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구조적, 사회적 조건 속에 

위치한 행위성의 맥락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  

반면에 또래집단의 실천 양상을 학교라는 구조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주로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학교의 비공식 

집단으로서 친구 집단의 분화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 각각의 실천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일부 연구들은 학교가 계급, 종족집단, 젠더와 같은 사회문화적 범주들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공간이라는 지점에 포착하여, 또래 관계에서 그 재생산 과정들을 탐구하고자 

했다. 윌리스(2004[1977])는 선구적인 연구에서 공식적 제도의 작동에 저항하는 

“싸나이들(lads)”의 비공식적 “반학교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어떻게 노동계급 

아이들이 자기의 지향을 갖고 자연스럽게 다시 노동계급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학교 내 

또래집단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토한다. 반학교문화의 기반은 친구 집단이다. 그것은 

개인적 성향으로 환원할 수 없는 집단적 지향을 가진 실천과 소속감에 따른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들의 정체성은 술과 담배, 마초적 이성애 남성성의 과시, 

성적인 왕성함, ‘공식적인’ 권위에 순응하지 않고 언제나 반항하기 등을 통해 표현된다. 

이러한 “싸나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원천은 노동계급적 도시 분위기, 성인 남성들,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 등 학교 외부로부터 비롯된다. “반학교문화”를 통해서 

“싸나이들”은 학교의 내막과 인간관계 구도를 부분적으로 ‘간파’하는 특유의 통찰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싸나이들”의 반학교문화에 대한 긍정적 자기지향은 결국 다시 

계급적 재생산의 조건으로 귀속된다고 윌리스는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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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폴리(Foley 1990)는 고프만의 논의를 따라 학교를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일종의 무대로 간주하고, 학교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문화적 실천의 장소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윌리스의 사례와 달리 폴리는 노동계급 아이들이 학교라는 

무대에서 배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서도 아이들은 학교를 거부하고 저항하나,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조롱하고 흔드는 ‘집단’을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샹카르(Shankar 2008)의 경우, 학교에서 또래집단의 종족 정체성 실천을 연구의 중심에 

둔다. 그녀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남아시아계 10대 학생들이 남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세 학교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샹카르는 학생들의 

내집단 분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종족적, 계급적 정체성의 상호 얽힘에 

주목한다. 

한국의 경우, 선소영(2013)의 연구가 학교 또래집단 분화와 계급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그녀는 신도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노는 애’, ‘평범한 애’, ‘찐따’로 구분되며, 

외모, 공부, 돈이라는 요인이 주요한 분화의 기준으로 작동함을 지적한다. 여기서 

아이들은 잘사는 아파트 ‘단지’ 아이들의 힘을 비틀거나 거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잘사는 

아이들이 수직적 위세를 가지게 됨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친구 집단 

분화는 계급, 종족 집단과 같이 학교 외적 조건만으로는 선명하게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선소영의 연구는 아이들의 계급적 위치감각에 관해 언급하는 동시에,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일상의 미묘한 마주침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변혜원(2011)의 중학생 언어에 관한 연구 역시 학생들의 집단 분화와 그에 따른 언어 

실천 양상의 차이를 밝혀주고 있다. 여기서는 중학생 내집단의 분화가 ‘찌질이’, 

‘보통애들’, ‘깝치는 애들’, ‘노는 애들’로 수직적 위세를 가진 형태로 출현하는데, 이는 

선소영(2013)의 연구와 더불어 한국 중학교에서의 공통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등학교 연구의 경우, 김영진(1999)이 또래 관계에서의 계급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한 바가 있다. 이처럼 재생산에 관한 연구들은 또래 집단의 실천과 정체성의 상연을 

보여주지만, 해석적 재생산 이론의 학자들보다는 사회구조적, 경제적 조건들을 중시하며 

또래 집단의 실천이 다시 재생산에 기여하는 구조화 과정을 포착하고 있다(분화된 또래 

집단의 정체성 실천 양상 자체에 주목한 연구로 Bucholtz 1999).     

지금까지 학교라는 교수-학습의 장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들의 양상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해보았다. 재생산에 관한 연구들은 젠더, 계급, 종족 등 유의미한 

사회적 범주들의 상호연관성에 관심을 갖고, 그 범주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검토했다. 재생산이라는 사후적 효과보다 그 학교 공간 자체의 역동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90년대 행위성과 실천에 관한 관심 이후이다(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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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편, 교육학적 관심에서 진행된 교육 인류학적 연구들은 조금 더 실천적, 응용적 

목적을 두기도 했다. 이들 연구는 교육의 방식과 그에 따른 수업 운영 및 수업의 구조화 

양상을 연구하고, 수업의 실질적 적용 효과에 관해 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학교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각 학자들의 성향과 위치, 관심사에 따라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학교와 교실이라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교사-학생 관계와 또래 관계라는 교실의 사회적 관계 두 축의 

연결과 분리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4.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자는 반 체제의 구성을 탐구하고자 혁신학교, 그리고 비교적 차원에서 일반 

공립학교의 교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여기서는 각 학교와 교실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들을 기술하겠다. 두 학교 모두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다. 태원초등학교 14 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서울형 혁신학교가 시작된 이후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주 

연구 대상지인 이 초등학교는 2000년대 이후 대중화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성격을 갖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단지와 소규모 주택들에 둘러 

쌓여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크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편이다. 태원초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일부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온 학생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던 일반 초등학교인 동성초등학교와도 매우 유사하다. 

동성초등학교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구에서 우수한 학교로 손꼽히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이 학교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계급적 조건과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태원초등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반의 인원수 및 성비 역시 유사한데, 태원초등학교 6학년 아람반은 24명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12명씩 1대1을 맞추고 있다. 아람반의 담임을 맡은 신민아 교사는 

2013년 당시 교사 경력 10년 차로, 태원초등학교는 첫 해였다. 그녀는 혁신학교 전환을 

처음부터 준비하던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임의로 추첨 배정되어 태원초등학교에서 

14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지명, 학교명, 반 이름,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밝힌다. 단, ‘아람반’이라는 반 이름만은 실명 그대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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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게 되었다.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 역시 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으로 총 

인원은 25명이었다. 담임인 유자은 교사는 당시 경력 3년 차로 동성초등학교가 그녀의 

첫 근무지였다. 교실의 크기 역시 두 교실 모두 비교적 학생과 교사가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였다. 이처럼 두 교실의 구성원 및 인원배분의 유사성은 두 학교간 차이를 

다른 외부적 문제로 돌리기보다 학교 및 교실 자체의 문제로 고려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학교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개별자들의 인적 사항을 모두 비공개 

혹은 가명 처리했으나, ‘아람반’이라는 이름만큼은 실명 그대로 사용했다. 현지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구자는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는데, 

이때 일부 학생들이 ‘아람반’이라는 이름만큼은 그대로 논문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연구자는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3가지 방안(a. 실명을 사용한다 b. 익명 

처리한다 c.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을 주고 투표를 해보았다. 그 결과 b를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절대 다수가 a를 선택했기에 담임 교사와 상의한 다음 아람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아람반이라는 이름은 6학년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각자 

생각해온 뒤 투표를 통해서 정한 반의 이름이다. 반 이름에 관해 아이들이 보여주는 

애정은 아마도 본 논문이 탐구하는 지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 태원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에서 현지조사를 시작했으며, 초기 조사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의 중심을 태원초등학교로 잡고 연구 주제를 다듬어 갔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혁신학교인 태원초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 담당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연구허가를 받고, 1주일에 2-3회씩 

학교를 방문, 6학년 1개 반에서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15  한 번 방문시 대체로 4-6시간 

정도의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주로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담임 교사는 연구자를 관찰만 하는 교실의 외부자적 존재로 두기보다,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처럼 연구자의 수업참여를 

15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사를 통과했음을 밝힌다(1307/001-003). 연구자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자 및 연구주제를 소개했으며, 학생의 법적 대리인, 보호자들에게도 연구 및 

연구자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보내, 연구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킨 후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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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거나 활동 상황에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개입시켰다. 더불어,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외 활동의 경우도 협의에 따라 참여하였으며 담임 교사의 요청에 따라 보조 인솔자 

역할도 수행하였다. 덕분에 연구자는 충분히 교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교실의 관계적 

양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교사와 일상적으로 교실에 관해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자료를 수집했다. 동시에 비교적 수월하게 아이들의 관계망에 진입해, 쉬는 

시간에 함께 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쉬운 대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다. 연구자는 ‘쌤’, ‘형’, ‘아저씨’ 등 다양한 형태로 불렸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다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연구자는 

거의 언제나 ‘서울대’를 다니는 ‘남자’ ‘대학원생’으로 읽혔으며, 그것이 언제나 교사, 

학부모, 아이들과의 관계 맺음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 외에 학교 활동과 더불어, 

연구자는 생일파티, 숙제 및 발표준비, 영화관람 등 학생, 교사, 학생의 법적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 밖 상황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2013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참여관찰을 진행하고,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뒤, 그를 토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에 공유되는 주제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을 통해 연구자는 반의 관계적 특징, 친구관계, 선호되는 놀이, 놀이 시 중요 사항 

등 심층면접과 관련된 예비적 질문들을 던졌다. 설문 조사 결과는 양화시켜 코딩하거나 

통계 처리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뷰를 위한 사전 이해 및 수월한 진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인터뷰의 경우, 1-3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교실, 혹은 학교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되도록 1대1 면담을 지향했으나, 아이가 부담스러워하거나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2-4명 단위의 소집단 면담을 실시했다.  

한편, 연구자는 혁신학교의 교실에서 보이는 특징을 가늠하기 위해 일반 공립 

초등학교인 동성초등학교에서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은 태원초등학교 아람반에 관한 연구를 위한 중요한 

비교군으로 활용된다. 두 학교는 수업의 운영 시간 및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교실 생활에 관한 비교 연구의 바탕이 된다. 연구자는 태원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 1회 4시간의 참여관찰, 예비적인 설문, 그리고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2학기의 경우, 1달에 1회 정도 방문을 하면서 보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조사 당시와의 변화 사항을 파악했다. 더불어, 연구자가 관찰하는 

아람반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혁신학교여서 나타나는 특징인지, 다른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학교 6학년 다른 반 담임 교사와 학생 및 

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여, 3-4회의 단기적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본 논문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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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의 경우를 언급함으로써 혁신학교 대 일반학교라는 양자 비교가 가지는 한계를 

조금은 벗어나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식에 있어 대표성의 문제를 언급하겠다. 본 논문이 취하는 

연구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즉, 혁신학교 한 반에서의 관찰을 혁신학교 일반으로 환원해 

서술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관찰사항을 일반학교로 확대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오히려 특수성이야말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이며, 

특수성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내적 구성원리들이 탐구될 수 있다. 특히, 혁신학교는 한국 

교육의 한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연구 대상이 되어준다. 연구자는 그 실험의 

기본 단위인 반에 들어가 특정 양상이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작동 양상과 원리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동시에 연구자는 비교의 방법을 통해 대표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태원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와 일반 공립학교 

사이의 공통되는 부분들이 출현한다.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한국 학교와 교실이다. 비교를 통해 한 교실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반 체제가 보이는 공통적 지향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공통성과 더불어 두 학교 간의 차이가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하는지 살펴볼 

때, 한국의 ‘반’ 체제가 갖는 특징과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교육적 실험의 의미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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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업의 연행과 교사-학생 관계 
 

Ⅱ장과 Ⅲ장을 통해 연구자는 혁신초등학교의 고학년 교실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교실의 관계망에 어떤 효과들을 발휘하는지 검토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그에 참여하는 학생의 관계에 관해서 논할 것이다. 

지식은 언제나 특정한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전달된다. 수업은 뇌에서 뇌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 속에 위치 지어진 학습(situated learning)인 

것이다(레이브 ∙ 웽거 2010). 또한,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은 교과서에 기재된 추상화된 

지식만이 아니라, 특정한 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암묵적인 감각들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수업이라는 과정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특정한 

관계 맺음 속에서 구축되며 지속된다  

 

1. 80분의 블록 수업 

 

다른 혁신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태원초등학교는 기존의 공립학교 체제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학습과 교육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공립초등학교와 동일한 

교과과정을 동일한 담임-반 제도를 바탕으로 가르치지만,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일반 공립초등학교가 40분의 수업시간과 10분의 쉬는 시간으로 6교시를 

진행한다면, 태원초등학교는 <표 2>와 같이 80분의 수업시간과 30분의 쉬는 시간으로 

3묶음의 “블록 수업”을 진행한다. 2교시 수업을 묶어서 하나의 이어지는 수업 시간을 

만들고 대체로 하나의 과목을 지속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음악 방송은 나오지 않으며 교사의 재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그 시작과 끝을 

조절할 수 있다. 3블록 단위 수업으로 일과를 보낼 경우, 기존의 6교시 방식과 비교했을 

때 10분 늦게 학생들이 하교하는 정도로 시간의 총량은 큰 차이가 없다. 현재 다수의 

혁신학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블록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교사들에 따르면, 혁신학교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안 교육의 선례로 핀란드 식 교육 철학 및 운영에서 많은 

영감을 따오고 그를 실행해보는 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블록 수업에 관해서는 교사들 간에 논쟁이 많은 편이다. 긍정적 입장에서는 

수업의 흐름을 교사가 비교적 자유로이 조정하며 끊김 없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를 위해 혁신학교 교사들은 수업의 방향성과 그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아람반 신민아 교사의 수업에도 교사들 간 공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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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지향과 운영전략이 녹아 들어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 장기간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80분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반문을 던지기도 한다. 더불어 초임 

교사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혁신 학교에서의 80분 단위 블록 수업 

운영에 상당한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의 쟁점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집중도와 관심을 유지하며 교사가 80분의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수업 흐름의 조정 

및 전개의 문제이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습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사의 수업운영 능력에 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수업이 언제나 특정한 시공간에서 특정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구조화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80분의 수업은 단순히 시간 총량의 변화가 아니다. 40분간 지속되던 특정 

장르의 연극이 80분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관객들은 40분간 진행되던 

동일한 패턴의 연극이 나머지 40분의 시간 동안 반복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집중할 가치가 있거나 재미있는 일이라면 관객은 80분 동안 유사한 

활동의 반복을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쉽게 지치고 연극의 흐름을 쉽게 놓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기에 연극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적절한 

극적 요소들을 시간의 흐름에 배치하고 관객들을 집중시키면서 연극을 일정한 방향으로 

 

묶음 시간 운영시간 월 화 수 목 금 

 
아침열기 08:50~09:10 아 침 운 동 

1 

(80‘) 

1 09:10~09:50 
묶음수업 

2 09:50~10:30 

중간놀이(30) 10:30~11:00 놀이마당 (자유놀이) 

2 

(80′) 

3 11:00~11:40 
묶음수업 

4 11:40~12:20 

점심시간(60) 12:20~13:20 점심식사 및 휴식 

3 

(80′) 

5 13:20~14:00 
묶음수업 

6 14:00~14:40 

<표 2> 태원초등학교의 블록 단위 일일 시간 운영 예시 (수요일은 5교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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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가야 한다. 즉, 관객을 연극에 얼마나 몰입시키냐에 따라 그 연극은 실패할 수도 

있고,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 속에서 관객과 연기자는 특정한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수업 역시 연극과 비슷한 구도를 토대로 

작동한다. 수업의 장면에는 교사라는 연행자가 상연을 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관객, 

즉 학생들이 존재한다. 아무리 학생이 수업의 적극적 참여자가 된다 할지라도, 

수업이라는 연행(performance)의 내용과 그 흐름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수업이 일종의 연행의 문제라면 교사도 연기자들과 비슷한 종류의 고민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논점을 염두에 두고, Ⅱ장에서는 수업을 연행의 문제로 다루며 80분의 

블록수업이라는 일련의 교육적 실험이 혁신초등학교의 한 6학년 교실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지속되고 있는지, 교사의 수업 운영 전략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시간의 변화는 수업 구조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 장시간의 연행을 이끌어가기 위해 교사라는 연행자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업을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그 연행에 학생들은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교사-학생 간 관계에 수업이 발휘하는 힘을 포착 하려는 시도이다. 수업이 

교사와 학생간 관계 형성의 주요한 장면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80분이라는 

수업의 전개는 교실의 사회적 관계의 작동에 발휘하는 영향력과 효과들을 검토하는데 

있어 주요한 국면이 된다.  

 

2. 참여의 수업: 교사의 수업 운영 전략과 그 효과 

 

수업이라는 연행에는 기본적 구도가 존재한다. 교사라는 연행자가 교단 앞에 서 있고, 

학생이라는 관객들은 의자에 앉아 강연자를 바라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연자는 

그/녀의 말과 몸짓을 통해 교과서에 기재된 추상화된 지식을 풀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교사는 다양한 화자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교과서의 

글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실행자(animator)로서의 발화를 수행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의 근원(principal)이 되기도 하며, 작가(author)가 

되기도 한다(Goffman 1981). 교사의 말은 단순히 교과서의 기계적 동어반복이 아닌 

것이다. 이 모든 수업의 과정에는 교사가 가진 교육적 지향 및 수업 상황에 대한 판단이 

스며들어 있다. 자신의 목적에 맞으면서도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교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면서 수업이라는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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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자 한다. 혁신학교의 교사들 역시 학생의 수업 참여 유도와 수업의 다양화와 

같은 교육적 지향을 갖고 그에 맞춰 수업을 구조화한다. 이번 절을 통해 본 연구는 

아람반에서 80분의 시간 동안 교사가 어떤 전략으로 수업이라는 연행을 구성하며, 그를 

통해 추구하는 방향성과 효과는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1) 시∙공간적 활용 

 

교사들은 시∙공간적 배치를 비롯해 수업 자료 구성, 강의 및 과제의 형태 등 수업의 

다양한 항목들을 나름의 준거를 가지고 구조화한다. 아람반의 교사가 우선적으로 신경을 

쓴 부분은 자리 배치였다. 대부분의 현지조사 기간 동안 연구자가 태원초등학교에서 

많이 보았던 것은 유동적인 자리 구성이었다. 특히, 아람반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자리 

배치는 ‘ㄷ’자 구도였다. 회의실처럼 교실 가운데를 비우고 각 열을 2줄로 ‘ㄷ’자 형태로 

책상끼리 붙여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분단 구도는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쉽게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공간적 장치이다. 분단 구도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대화하기 보다 교단을 정면으로 보게 되어있기에, 교사가 또래간 상호작용을 

통제하며 침묵을 유도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그에 비해 ‘ㄷ’자 구도의 경우, 아이들은 

교단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학생들 서로가 서로를 향하게 되어 다수의 옆 사람들과 

붙어서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훨씬 쉬워진다. 아이들 간의 대화가 수업과는 거리가 

먼 소음이 된다면, 수업 진행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ㄷ’자 구도는 분단 배치로는 만들기 어려운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단 형태일 때, 학생들은 교단 앞에서 움직이고 말하는 교사를 보고 있다. 

공간적 배치 자체가 학생들이 교사의 연행에 집중하게 설정된 구도인 것이다. 이때 

연행자로의 교사와 관객으로의 학생의 구도는 선명해진다. 아무리 많은 학생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수업과 소통의 구조는 학생 대 교사라는 1 대 1의 대화구조이다. 이때 학생은 

수업과 일정하게 거리를 둔 채 연행자의 언행을 보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ㄷ’자 구도의 경우 학생들은 단순한 관객으로 남아있기 어렵다. 이제 시야는 교단 

앞만을 향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배치된 자리에서 학생들은 더 많은 눈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인지한다. 그렇기에 분단 구도에 비해 학생들은 수업의 단순한 

방관자로 남아있기 어려우며, 교사의 연행 뒤로 숨을 공간이 줄어든다. 공간적 배치 

자체가 교사에게만 집중되지 않으며, 분단 구도와는 다른 종류의 상호작용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ㄷ’자 구도를 통해 교사는 자신만이 수업이라는 무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도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장면에 연루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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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전달하고자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수업을 구축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공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수업에 아이들이 

충분히 집중하고 있다면 ‘ㄷ’자 배치는 학생 간 상호작용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공간적 바탕이 된다. 더불어, 교실의 가운데 공간이 확보되면 수업 시간을 비롯한 

쉬는 시간에 학생과 교사는 교실 공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이와 같은 공간적 배치를 통해 교사는 학생을 수업 장면에 지속적으로 

연루시키고자 시도하며, ‘같이’ 무언가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전달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공간적 발판이 되어준다.16 

시간적 측면에 있어서도 교사는 ‘ㄷ’자 구도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구조화한다. 교사가 아무리 재미있게 설명을 할지라도 수업은 수업이기에 학생들은 

장시간의 수업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그에 따라 아람반 담임 교사가 채택한 전략은 

교사가 모든 시간을 책임지지 않고, 되도록 학생들이 수업에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뉴스 만들기를 시켰다. 3-4명 단위로 조를 

짜서 특정 주제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뉴스의 형식을 갖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할 시간을 수업 시간 중에 제공했다.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는 학생들이 뉴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80분 블록시간을 통째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컴퓨터실에 가서 주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설문 

조사를 위해 식당 벽에 붙여놓을 전지와 스티커를 만들고 학교 식당, 운동장 등으로 

나가 관련 영상 및 기자 내레이션 녹화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일기장 검토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가끔씩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들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곤 했다. 그 다음 국어 시간에도 교사는 뉴스 

만들기에 필요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었고, 발표 당일에도 방송 편집이 덜 되었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맞추어 1시간 더 준비할 시간을 제공했다.  

교단 앞에서 80분의 시간 동안 교사 혼자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집중을 

지속적으로 이끌기는 어려우며 수업 준비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에 대한 

16  한편, 교실 뒷벽에는 주로 수업 시간 중 제작한 결과물들이 붙어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선택하는 공간 활용 방식으로, 수업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가시화시키는 것이다. 교사는 한 반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바가 다음과 같으며 그것이 

일정한 결과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환기시키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연구자가 찾아간 

초등학교들에서 대부분의 경우, 뒷벽의 활용은 형식적인 작업으로 환경미화의 효과 이상으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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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 교사의 한 가지 해결책은 시간 일부를 학생들에게 할애하는 것이었다. 뉴스 

만들기의 사례처럼, 과제를 집에서 해결하는 형태로 부여하기보다, 수업 자체를 과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으로 바꾸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직접적 참여를 요구한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 교사의 말을 듣기보다, 움직이고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수업에 참여한다. 자신들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수업이 구조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느 정도 업무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는 단지 시간에 대한 교사의 짐을 

완화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ㄷ’자 공간 활용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학생을 지속적으로 수업의 장에 연루시키는 한 방법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수업 단위가 40분에서 80분으로 변화함에 따라, 교사는 더욱 많은 시간을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숙제로 창작 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뉴스를 

만드는 활동 자체를 수업으로 만든다. 그에 따라 학생은 더 이상 수업이라는 연행의 

단순한 관객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을 수업이라는 무대에 

함께 하는 연행자로 만들고자 시도한다. 학생들이 수업에 연루될 수밖에 없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수업과 학생 사이의 거리를 줄이려는 것이다. 여기서 수업은 교사만의 몫이 

아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은 비교적 여유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수업을 ‘수업’이 아닌 

것처럼 보내기에 상당한 자유를 제공받았다고 느낀다. 가령, 가윤이는 2학기 말이 되어 

담임 교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학생으로 담임 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을 때 “그날 학교 가는 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가윤이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건 좋”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학이나 수학 설명을 듣고 

있으면 졸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할 때는 “재밌고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윤이는 학생이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교사에 대해 우호적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학생 중심의 자율적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익숙해진 상태였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일종의 ‘자유’의 형태로 다가왔던 것이다. 몸을 

움직이고 자유를 느끼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있을 때보다 수업에 깊게 

연루되며 적극적인 참여의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교사는 교실의 기본적인 시∙공간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을 수업과 분리된 관객으로 두기보다 함께 활동하는 참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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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자 노력한다.  

 

2) 게임 틀을 통한 관심 유도 및 참여의 폭 확대 

 

시∙공간적 배치를 토대로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때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재미의 문제이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수업의 느낌에 관해 물어보면 대부분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의무적 시간이라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수업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재미있어 

보일 때 학생들은 지루해하기보다 비교적 거부감 없이 활동에 참여했다. 그를 위해 

교사들은 수업 구성에 있어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요소들을 배치했다. 특히 

교사들은 수업 중에 게임이라는 틀(frame)을 자주 활용했다 이는 수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지만 동시에 “‘수업’같지 않은 수업”이었다. 

영어 수업시간의 경우, 영어 교사는 이번 단원에서 배울 영어 구문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입으로 따라 하도록 시켰다. 몇 차례에 걸쳐 단어의 부분적 사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형태의 구문을 학생들이 반복한 다음, 해당 구문을 바탕으로 게임을 

진행했다. 이때 교사는 “이제부터 우리는 게임을 시작할 거에요”와 같은 말을 던지면서 

수업 틀의 변화에 대한 맥락화 단서(contextualization cue)를 직접적으로 밝혀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와 같은 게임 시작 신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활동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날짜 표현과 조건절에 대해 배우는 시간에 학생들은 교실 가운데에 

둥글게 앉아서 게임을 시작했다. 각자 하나씩 월(月)을 배정받고, 둥글게 앉은 가운데에 

두 학생이 나와서 파티초대와 관련된 대화를 진행했다. 마지막 학생의 대사가 특정 월로 

마무리되면(I will have a party on September), 해당 월을 부여 받은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가 앉은 자리와는 다른 자리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처 앉지 

못한 한 사람이 일어서 있는 상태가 되고, 또 다른 학생을 지목해 해당 구문을 반복하며 

게임을 이어간다.  

이와 같은 게임 상황은 앞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구문을 반복해서 말해보게 시킨 

상황과 동일한 종류의 반복 학습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후자가 

전형적이라고 가정되는 수업의 형태를 보인다면, 전자의 경우 수업이지만 수업 같지만은 

않은 느낌을 전달한다. 게임이 지나치게 유치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적절한 주의를 끌 수 있다면, 아이들은 별 뜻 없이 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편이다. 위의 영어 수업 사례에서 학생들은 점차 변칙적인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교사가 

제시한 암묵적 예시는 한번에 한 가지 달만 말하는 것이었으나 아이들은 두 개의 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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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말하거나, 파티에 대한 거부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나치게 많은 

아이들이 자리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소란스러워지자 교사는 한번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중재를 하게 되었다.  

영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게임이라는 틀이다. 위의 

사례에서 교사는 평범한 수업에서 게임으로의 틀의 전환을 분명하게 전달하며,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수업이지만 동시에 ‘수업’은 아닌, 

일종의 게임 활동임을 밝히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교사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연구자는 여러 교실에서 게임을 제안하는 교사에게 직접적인 거부의 목소리를 내거나 

학생들끼리 짜증을 내는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싫은 기색을 비치던 

학생들도 게임이라는 틀에 진입하면 상당히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루한 수업보다는 자신들이 움직이며 

할 수 있는 게임을 지향하는 것이다. 수업의 진행 속에 위치하지만 그 큰 틀은 

희미해진다. 대신 게임이라는 틀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학생들의 움직임과 목소리의 

형태는 일반적인 수업 상황보다도 활발해진다. 수업 활동이 일종의 놀이로 식별되고 

한번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생들은 그로부터 재미를 찾아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 

수업의 사례처럼 학생들은 점차 흥미를 갖고 변칙을 통해 새로운 재미의 요소들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앞서 교사가 영어 구문을 반복시킬 때보다 

게임 상황에서 해당 구문을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놀이의 틀을 활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 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관심을 유도해 

학생들을 수업이라는 틀로 이끌기 위한 시도이다. 

게임 틀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블록 

수업을 실시하는 혁신학교의 경우 한 수업의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게임 활동을 

상당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사가 모든 설명과 활동을 책임지기보다 

학생들이 시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령, 사회와 국어 수업을 할 

때 아람반에서는 단원 복습 및 검토를 위해 종종 “골든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골든벨”은 TV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의 형식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통 40-50분 

정도의 시간 속에 진행되었다. “골든벨” 역시 평범한 수업 형태와는 다른 게임의 틀로 

일종의 시험이지만 동시에 ‘그’ 시험은 아닌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 모두 대중매체를 

통해 <도전! 골든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에 관해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문제를 틀린다고 특별한 제재나 평가에 반영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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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골든벨” 퀴즈 프로그램의 수업 활용 장면 

 

아니기에 학생들은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시에, 직접 퀴즈쇼의 참여자가 

되면서 게임의 형태가 미묘한 승부욕을 유발한다. 실제로 연구자가 몇 차례 관찰한 

“골든벨” 시간 이전에 학생들은 퀴즈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하고, 퀴즈 시간에 충 

실히 참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영어 수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교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업이 재미있고 아이들 본인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고자 

노력한다. 그를 통해 학생들을 수업 장면으로 이끌고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터뷰 1> 2013. 11. 20 태원초등학교 아람반 신민아 교사와의 대화 중 

애들이 좀 더 반이나 수업에 연결? 이라고 하나? 연결되게, 밀착되게 하는 요소로는 

확실히 자기가 참여를 할 수 있어야지 수업도 관심이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걸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더 언제 느꼈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단원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국어 문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시험을 보고 나서 

애들이 문장의 호응관계를 진짜 비가 내린(많이 틀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뒤에 

애들이 공부를 하고 골든벨 식으로 맞추게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별로 없고 설명할 거를 문제로 내는 거에요. (중략) 하하.. 근데 그 뒤에 자기들이 골든벨 

보면, 모둠 별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틀린 애가 거의 없어요. 정말 그걸 보면서도 

공부는 사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구요. 

 

지금 교사는 학습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한다. 그녀의 언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학생의 ‘직접적인 참여’이다. 골든벨을 통해 교사는 “자기가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학생들에게 교사가 일방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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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보다 게임처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직접 움직이며 

공부를 하는 것이 다른 학습 방법보다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녀가 보기에 

학생들 스스로가 움직일 때 교사의 말에 더 집중하며. 지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기에 시∙공간의 배치와 마찬가지로 교사는 학생이 수업의 방관자로 남아있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에 더 많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미와 관심의 유도였다. 학생들을 수업에 연루시키기 위해 

게임이라는 틀을 활용해 재미의 신호를 주는 동시에 참여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던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 게임은 학생들의 본격적 참여를 위한 하나의 입구와도 같았다.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교사는 점차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간다. 아람반의 경우, 

1학기 초에는 주로 간단한 게임이 진행되었다면, 시간이 지나가며 수업의 장에 학생들의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교사는 골든벨, 집단 자율 과제, “나도 선생님” 등 다양한 층위로 

학생 참여의 틀을 넓혀갔다.  

 

3) 자율적 집단 과제의 부여 

 

게임의 틀을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수업의 장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면서, 신민아 교사는 그녀가 가진 교육 철학대로 학생들이 직접 움직이며 

참여할 수 있는 종류의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를 부여해보기 시작했다. 교사가 제시한 

시도들은 “나도 선생님”, 연극 활동 등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과제들이었다. 그것들은 주로 국어와 사회 관련 과목 위주였으며, 대체로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 직접 만들어야 하는 종류의 것들이었다. 앞서 시간 활용에서 언급한 뉴스 

만들기의 사례 역시 학생 주도의 자율적 집단 과제로 진행되었다. 교사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뉴스의 특성 및 중심사항을 설명했고, 조를 배정한 이후에 나머지 주제선정 및 

영상제작 과정은 모두 학생들에게 전담시켰다.  

학생들이 해당 과제를 큰 거부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데에는 게임 틀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재미의 문제가 함께 한다. 이때 재미는 집단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구자는 뉴스 준비 상황을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다. 

 

<상황 1> 2013. 10. 18 태원초등학교 6학년 아람반 국어 뉴스 만들기 준비 중  

“청소년들의 욕설 사용” 발표조는 운동장에 나와 수호와 성재, 보라, 수정이에게 촬영을 

위해 가상 욕설 사용 상황극을 부탁했다. 수호와 성재가 보라와 수정이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조원들은 주위에서 해당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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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서로 어색하게 웃으면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성재가 입을 열면서 상황극이 

시작되었다. 

성재: 야, 이 시발새끼야. 

보라: 뭐! 뭐!(웃는 표정을 숨기며) 

성재: 야, 이 십장생아. 

보라: (웃음이 터짐) 

해리: (웃으며) 아 야! 다시 해야 한다고. 

성재: (보라와 수정이를 바라보며) 닥쳐봐, 쌍욕 한번 먹어볼래? 민증까 이 개새끼야 

수정: 민증까가 뭔데? 

보라: 나도 몰라 (웃다가 표정을 고치고) 야 너 몇 살이야? 

성재: 나? (잠시 고민하다 표정을 고치고) 올해 백 살이야! 

성재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어색한 상황극에 주변의 모두가 크게 웃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아이들은 웃거나 다른 잡담을 하면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촬영을 마무리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성실도가 아니라, 발표 준비 상황을 학생들이 적당히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가상극이라는 안전판 안에서 평소 학교에서 잘 하지 

않던 욕들을 뱉고 있다. 이 욕설은 과장된 몸짓과 표현들, 그리고 가상극이라는 상황 

덕분에 더욱 웃긴 종류의 것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즐기고 웃을 수 있는 

토대에는 발표 준비라는 공동의 과제와 옆에 있는 ‘반 친구들’이 있다. 교사가 제시한 

대부분의 학생 주도 활동들은 집단 단위 과제가 많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이끄는 것은 과제해결의 의지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특정 

활동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즐거움이 주요하게 

작동한다. 의자에 앉아 교사라는 강연자의 언행을 보거나 단순반복적으로 따라 하기보다, 

친구들과 유연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이는 동시에 자신들이 움츠려 들지 않고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해도 

된다는 느낌과 연결된다. 교사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재미 자체가 지속적인 참여의 

원동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집단적 참여 속에 발생하는 재미는 

개인 단위 작업으로는 획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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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 2013. 12. 10 태원초등학교 6학년 아람반 명수와의 인터뷰 

연구자: 발표 많이 하고 전지에다 만들고 그런 것들은 어때? 

명수: 정말 싫어요. 제일 싫어요. 

연구자: 피피티(PPT) 발표 이런거? 

명수: 저는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연구자: 근데 여기는 발표 되게 많잖아. 

명수: 많았죠 그룹으로 하는건 좋아하는데 혼자서 하는 건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연구자: 넌 왜 그룹으로 하는게 편해?  

명수: 혼자서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그룹은 짧게짧게 해도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하면 재밌어요.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조사하는게 

재밌는 거 같애요. 

 

아람반에서 명수는 발표를 나서서 하는 유형의 학생은 아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명수는 혼자 앞에 나와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발표를 지켜보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뷰에서도 말하듯, 명수 역시 조별 활동을 할 때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하며 조원들을 이끌어갔다. 많은 학생들은 혼자서 과제를 준비하고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말의 근원(principal)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개인 단위 발표는 진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집단 과제의 경우, 개인의 

부담 범위도 줄어들어 편하고 재미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수업 시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반 친구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앞서 말한 게임 틀의 활용과 유사하게, 수업이지만 ‘수업’같지 

않은 느낌을 받으며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그 집단적 재미가 꼭 과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과제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준비에 필요 없어 보이는 활동도 많이 한다. <상황 1>을 찍던 

대부분의 경우에는 늘 장난이 함께 했고 덕분에 제대로 된 재연 장면을 촬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컴퓨터실에 있던 학생들도 뉴스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도 

하지만 교사 몰래 게임을 하기도 하고 다른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말장난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활동들은 활동 전체의 목표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교사는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한 학습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보기에 

집단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의자에 앉아 뉴스에 관해 듣는 

것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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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뉴스가 어떤 절차에 의해 구성되며, 어떤 것이 이상하고 적절한 것인지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 논의 속에서 발생하는 또래 학습의 

효과 역시 교사는 기대한다. 자율적 집단 활동 속에서 상호작용은 교사 대 학생이라는 1 

대 1의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방향의 관계 맺음 속에서 발생한다. 교사가 보기에 

학생들이 함께 하는 과정 자체가 교사 혼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학급에서 가능한 또 

다른 배움의 형태이다. 학생들은 방황하고 적당히 학업과 상관없는 일도 하지만 욕설의 

상황극처럼 모여서 함께 과제를 준비하다 보면 교사 혼자 수업을 준비할 때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물 혹은 효과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는 

연구자에게 종종 학생들 간의 활동에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교사는 지속적으로 체험의 감각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수업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교사가 자율적 집단활동을 통해 거두고자 하는 효과는 학업성취도에만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준비 기간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발표의 시간을 갖고 그 

결과물을 공유한다. 교사와 학생들은 각 조별로 완성한 영상물을 시청했다. 일부 

아이들은 다른 조 영상물은 흥미롭게 보지만, 자신들이 만든 영상물이 나오거나 자신이 

화면에 등장하면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다. 영상물 시청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웃거나 영상의 흥미로운 점들을 지적했다. 이때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는 

영상에 반 친구들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기자가 같은 반 학생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뒤로 다른 조원이 엉뚱한 장난을 치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잡힌다거나 평소에 조용하던 학생의 어색한 연기나 1인 3역과 같은 부분들이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발표 자체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학생들은 내 

것이 아닌 남의 영상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영상물들은 

같은 반 학생들이 나름의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같은 

반에 속하는 사람들이 영상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교실의 행위자들에게 사소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반은 학생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학습과 생활의 단위로, 자신을 

반으로부터 분리해서 사고하기는 쉽지 않다. 영상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친구들이 연관되어 있기에 교실의 행위자들은 일단 보게 

되며, 그로부터 감탄이든 놀림거리든 어떤 재미의 요소를 발견한다.  

지금 영상물 시청의 장면은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적 집단 활동을 통해 지향했던 

목표를 드러낸다. 일련의 학생 주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의 장면들로부터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교실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것이다. 뉴스 만들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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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라는 일련의 외화(外化)된 결과물을 생산하고 공유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자신들이 이 교실의 참여자임을 확인한다. 수업의 전개는 반의 작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반은 이미 존재하는 외형이지만, 학생들의 활동이 수업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그 결과물들이 공유되면서, 일련의 수업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성원들에게 ‘우리는 같은 반’이라는 감각을 제공한다. 가령, 시완이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람반이 “자유분방하면서도 공동체적인” 형태라고 표현했다. 이때 반은 

단순히 주어진 단위이기보다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된 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교실의 행위자들에게 적대적이기보다 우호적이다.  

결국, 교사의 수업 운영은 학생들을 수업에 연루시키는 동시에 ‘반’에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순간, 이미 학생은 어떤 식으로든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즉, 수업을 방관하든 경청하든 적극적으로 움직이든,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오면서 그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갖게 되고 나름의 태도를 보이면서 참여하고 

관여한다. 특정한 참여의 형태는 해당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연결되어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가 원하는 참여의 형태는 

학생들이 교육자의 지침을 받고 수업 장면에 적극적 혹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녀의 논리에서 수업이라는 연행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꾸미는 무대와 같다. 

여기서 학생들은 관조하는 관객이 될 수 없으며, 교실의 중심적 성원으로 떠오른다. 즉 

<인터뷰 1>의 이야기처럼, 교사는 적극적 참여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반”과 “수업”에 

“밀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수업에 대한 학생의 거리감을 좁히고 반과의 연결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호감이었고, 그를 위해 교사는 지속적으로 재미와 

참여의 단서를 제공한다. 활동의 재미들이 지속적으로 교실의 행위자들에게 수업 참여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의 재미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움직임 

속에서 출현하는 것들이다. 시∙공간의 구조화, 게임 틀의 활용, 자율적 집단 과제 등 

단계적이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사는 수업이 교실의 성원들이 ‘함께 하며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학생 참여 활동의 반복은 교실의 성원들에게 수업이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자신들이 움직이며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아람반’은 형식적 형태 이상의 함의를 갖게 된다. 즉, 교사의 수업 기획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이 반의 성원이며 그 전체 집단의 활동과 자신이 분리되기보다 

연결되어있음을 알려주려는 작업인 것이다.  

수업이라는 연행이 교실의 분위기를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교 혹은 수업의 장면에 관한 특정한 느낌과 인식의 지향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모든 상황에서 반은 형식적인 집합의 단위가 아니라, 수업 활동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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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본적인 토대로 작동한다. 동시에, 행위자들의 활동 과정 속에서 특정한 반의 

분위기 역시 구축된다. 

 

4) 일련의 교육적 실험: “나도 선생님”  

 

앞서 말한 논의들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하나의 종합적인 사례를 통해 

아람반에서 나타난 일련의 교육적 실험과 그것이 수업에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대해 

종합하고자 한다. 과목 전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자가 

아람반에서 많이 보았던 수업의 형태 중 하나는 “나도 선생님”이었다. “나도 선생님”은 

학생 주도 활동의 일환으로 말 그대로 교사의 역할을 학생이 수행하는 일종의 

역할극이다.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서 움직이고 참여하는 것이 본인들의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자체의 진행을 맡겨보는 것이다. 

교사는 “나도 선생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실 분위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국어와 사회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교사 역할을 맡겼다. 학생들은 

2-3명 단위 1조로 당일 수업에서 진도 나갈 교과 범위를 준비해 와 교실 앞에 나와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에게 내용을 가르친다. 준비해오는 수업 범위는 때마다 

달랐는데, 학생 별로 1-2쪽씩 준비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단원을 3-4조가 크게 

나누어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80분의 시간을 3-5조 정도가 교대로 각자 

맡은 분량을 설명하고 수업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사전에 자습서와 

교과서,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해 해당 범위에 관한 파워포인트용 슬라이드를 

만들어왔다. 수업은 학생들이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진행되었고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필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이 진행하는 “나도 선생님”은 상당히 일정한 전개 양상을 보였다. 발표를 

담당한 아이들이 앞에 나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TV에 띄운다. 한 학생은 컴퓨터 옆에서 

슬라이드를 넘기고, 나머지 한 학생은 교실 앞에 나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이 조금 소란스러우면 교사의 역할을 맡은 학생은 종종 “박수 세 번 

시작”과 같이 반에서 교사가 사용하던 분위기 전환의 구호를 외친다. 학생들은 박수를 

세 번 치고 조용해지며, 수업이라는 틀로의 전환을 인식한다. 일단 분위기가 안정되면, 

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파워포인트 자료에 기재된 단원명과 단원의 목표를 읽고 

교과서 몇 쪽을 보라고 학생들에게 말한다. 그러고 나서 “100쪽 읽을 사람”과 같이 

교과서 읽기를 손 든 학생 중 지목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내용을 읽게 시킨다. 지목 

받은 학생이 범위를 다 읽으면 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학생들에게 각 단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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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문장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은 손을 들고 그에 관해 답을 한다. 

이후 내용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한 뒤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학생들에게 시킨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문제에 관한 대답을 학생들에게 듣고 나면 학생이 준비한 수업은 

종료된다. 보조적인 파워포인트 자료를 더 준비해 온 “선생님”들은 교과서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추가적인 퀴즈 맞추기를 준비해오기도 한다. 준비된 분량을 다 

나가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며 그 다음 조가 나와서 발표를 

시작한다.  

전개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나도 선생님”은 수업으로의 분위기 전환 - 단원 목표 

설명 – 교과서 읽기 – 중심 문장 파악 – 내용 설명 - 과제 풀이 – 보완적 활동 

순서대로 진행된다. 즉, 학생들이 진행한다고 해서 수업 전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업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워왔고 익숙한 방식의 

‘수업’이라는 연행 틀을 재현한다. 이때 대부분의 “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많은 

것을 자신이 설명하기보다 나머지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면서, 수업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선생님” 역할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은 손을 들고 말하는 발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말한다는 말의 근원으로의 인상을 갖는데 비해, “나도 선생님”의 “선생님” 역할은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말하는 전달자(animator)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느끼기에 부담감이 덜하며, 오히려 학생들은 정해진 수업 전개의 패턴이 

있기에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친구와 함께 준비를 하다 보니 재미있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수업 경험을 토대로 교사는 학부모 공개 수업과는 별도로 동료 교사들 앞에서 

진행하는 공개 수업을 “나도 선생님”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수업은 국어 

시간에 진행되었고, 아람반에 수업을 들어오는 실과 교사, 수학 교사, 그리고 빛돌반 

담임 교사가 참관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며 

교실에 들어왔다. 학생들은 평소에 “나도 선생님”을 진행하듯 준비를 했고, 세 조가 

돌아가면서 교사 역할을 담당하며 <문학의 향기> 단원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뒤에 지켜보는 교사들이 있어서 평소보다 교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업의 분위기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상황 2> 2013. 7. 12 태원초등학교 6학년 아람반에서의 국어 공개 수업 

시 한 편을 낭독하고 간략한 설명을 한 뒤, 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교과서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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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을 학생들에게 시켰다. 과제는 시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의 효과에 관한 

질문이었다. 학생들은 시에 나오는 “쌍동밤”이라는 비유적 표현(나)이 효과적인지, 

비유를 사용하지 않은 표현(가)이 더 효과적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윤: 정은지 학생. 

은지: 나가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까닭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 이미지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목소리가 줄어듬) 

가윤: 임시완 학생. 

시완: 전 그냥 가가 나은거 같애요. 아니, 가는 짧잖아요. 근데 나는 쌍동밤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욕같아요. 

(사람들이 웃음. 수호가 바로 손을 들음) 

수호: 저는 나가 더 나은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억양이 

바뀌며)‘친구와 어깨동무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데 나는, ‘친구와(목소리를 높이며 

웃음을 참으며) 쌍동밤처럼(이전 어조로)어깨동무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니까 

나가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며 잠시 시끄러워짐. 가윤이가 손 들고 있는 기범이를 지목함) 

기범: 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어린 사람이 보면 쌍동밤이 뭔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글은 복잡할 것이고 가의 글은 아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후로 학생들의 토론은 마무리되고 다음 “선생님”의 차례가 되어서도, 수업은 처음 

시작에 비해 활기를 보였다. 세 번째 “선생님”을 담당한 소현이는 조금 더 평소에 

말하는 것과 가까운 말투에 연행적 요소를 덧붙여 수업을 진행했다. 소현이는 종종 

과장된 몸짓으로 비유적인 문장을 표현하기도 하고, 담임 교사를 “학생”으로 불러내어 

서로가 서로의 특징에 대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담임 교사는 

그에 대해 “학생”의 자세를 보이며 소현이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따라 움직여 주었다.  

 

공개 수업이 마무리 되고, 동료 교사들은 아람반 학생들의 수업 참여 양상에 관해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녀들은 수업과 연관된 학생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놀라면서도, 

평소 자신들이 담당하는 수업시간에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던 학생들에게 일종의 

배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특히 기범이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기범이는 

평소 수업 시간에 비교적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교사가 지시하는 바를 잘 따르지 않고 

다른 짓을 해 지적을 자주 당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나도 선생님” 공개 수업에서 

기범이는 수업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수업 주제와 연결해서 파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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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선명하게 전달하곤 했다. 기범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별명들이 모두 비유적인 거 

아니에요?”와 같은 말을 하면서, 비유적 효과에 대한 나름의 이해력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은 그와 같은 발언에 놀라면서 아이의 새로운 면모를 보았다고 신민아 교사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료 교사들의 “나도 선생님”에 관한 총평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보여주는 참여도가 매우 놀랍지만 “나도 

선생님”을 “수업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아이들은 이 시간을 

일종의 “놀이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시간을 맡기기보다 

교사가 중요한 내용을 집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료 교사들은 “나도 

선생님”을 수업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사용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자에게도 “나도 선생님”은 흥미로운 교육적 실험이었다. 무엇보다 연구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지점은 수업에서의 ‘말하기’였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은 

평소와는 다른 자세와 말하기 방식을 요구한다. 분명히 수업에서의 말하기는 일상적 

대화와는 다른 틀에서 작동되고 전시되는 장르적 특성 17을 가진 말하기인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성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은 고도로 정형화된 

방식의 말하기를 보여준다. 일단 목소리가 작아지고 어조가 평소보다 낮은 톤으로 책을 

읽듯이 단조로워지며 종결 어미는 거의 언제나 ‘-입/합니다’로 마무리된다. 평소에 

목소리가 크고 장난을 치던 아이도 목소리가 줄어든다.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말할 내용이 써진 종이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교과서를 읽듯이’ 말한다. 

간혹 얼굴이 붉어지는 학생도 있었다. 교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같은 반 학생에게 말을 하는데도 딱딱하고 형식적인 말하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에서의 말하기 특징을 살펴보면, 그/녀들은 분명히 수업 시간에 

평소와는 다른 방식의 말하기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발화의 대상이 자신의 

친구일지라도 그 말은 그 외의 타인들에게 전시되며, 수업이라는 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장면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말하기를 선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화가 담지하는 지시적인 내용보다 특정한 어조를 비롯한 말의 

형식적 요소들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말한다’는 느낌으로 구어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책을 읽듯이 텍스트적인 방식으로 발화한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든 중요한 

건 이 형식에 맞추는 것이다. 발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수록 몇 가지 형식적 

17 장르(genre)라는 개념은 “특정 형태의 텍스트의 구조와 사용형식, 또 그것의 해석을 매개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는 “정치적,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된, 특정 언어양식을 생산하고 해석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구성틀”(강윤희 2004: 40)이라는 정의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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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만 치중하며 자신의 차례를 끝내려 시도하지, 말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큰 목표를 두지 않는다. 

분명히 장르적 특징들은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지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베이트슨이 

지적하듯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있어 “형상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바탕을 경계 짓는 외곽의 액자가 필요하다”(베이트슨 2006: 315). 위에 서술된 수업 

말하기의 장르적 특징들 역시 일종의 액자로 상황 정의에 관한 메타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틀을 알려주는 지표들은 행위자들이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액자 안의 메시지와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학생들의 전형적인 

수업에서의 말하기 방식에서는 형식적 사항만이 강조된다. 오히려 그림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알아 들을 수 없는 형태가 되고, 액자가 부각되는 것이다. 원칙상 교실의 

행위자들에게 지금이 수업이라는 메시지는 수업 내용물의 전개를 위한 보완적 

장치들이다. 교사도 학생들에게 발표 수업을 시킬 경우 기대하는 바는 학생의 생각과 

결과물이지 발표 방식의 준수만은 아니다. 오히려 교사들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수업에서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발표의 내용보다 형식적 특징에 신경 쓰면서 지속적으로 수업 

활동에 몰입하기 힘들어 지는 것이다. 수업에서의 말하기가 장르적 특징에 치중될 수록 

연행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그에 비해 “나도 선생님”의 사례에서 학생들의 말하기는 일상적 말하기에 가까워진다. 

수업 초반에 교실은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하지만 시완이가 “쌍동밤”이 욕처럼 

들린다면서 비유적 표현에 대한 정형화되지 않은 대답을 던지면서 수업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이 시완이의 대답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발표자를 지목하면서 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꺼내기 시작한다. 수호는 

의도적으로 “쌍동밤”의 어조를 달리해 읽으면서 정형화된 발표의 어조로부터 벗어나고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자기가 시를 보고 느낀 바를 설명했다. 이때 학생들은 

‘입니다’라는 종결어미의 사용, 말의 시작과 끝에서 문어적인 말하기 등 수업에서의 

전형적인 말하기 방식을 구사하지만 말이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중간에는 자신이 

평소에 말하는 것과 비슷한 구어적인 말하기의 양상을 보인다. 말의 형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지시적인 내용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는데 발화의 목표가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 학생들의 말하기는 교사의 지속적인 목표, 즉 학생을 수업에 개입시키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동료 교사들의 지적대로 “나도 선생님”에는 놀이적 속성들이 녹아있다. 

역할 전환은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이다. 수업으로의 직접적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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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교사는 아예 학생에게 자신의 역할을 부여하며 중심적 연행자가 될 것을 

제안한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학생에게 주고, 자신은 학생의 위치에 선다. 그에 따라 

수업시간 동안 학생이 “선생님” 역할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진짜 교사’의 위치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학생들 중심의 장이 발생한다. 아무리 교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선생님”은 학생이기에 나머지 학생들이 수업이라는 형식에서 

비교적 편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일상적 

말하기는 교사 대 학생이라는 수업의 형식적 틀이 흐릿해지거나 비가시화 되면서, 

학생들이 상황을 즐기게 되는 순간 출현했다. ‘진짜 교사’의 개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학생들의 말이 오가는 와중에 교사들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던 말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결국, “나도 선생님”에는 앞서 언급한 교사의 수업 운영 전략이 총체적으로 녹아 

들어있다. 담임 교사라는 역할을 학생에게 주면서까지 학생을 수업의 장의 중심적 

존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아람반에서의 수업이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 장면이 아니라, 한 반의 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공동의 장임을 강조한다. 모든 교과과정에는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와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의 믿음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3. 수업 운영 틀의 가시성과 교사의 권위 

 

이제까지 혁신학교에서 80분의 수업시간을 구조화하는 교사의 운영 전략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들에 대해 검토했다. 그를 토대로 이번 절에서 연구자는 수업이라는 

연행에서 교사가 단지 학생의 참여 확대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지, 수업이라는 틀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가시화되거나 

비(非)가시화되는지, 수업의 조정자가 가진 힘에 관해 살펴보겠다. 

 

1) 자율과 긍정의 “라포”: 운영 틀의 비가시화  

 

교사들은 항상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교육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에 맞는 교과 

과정을 준비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사가 재미있는 것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 판을 마련한다 해도, 학생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그 수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는다. 교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것도 어렵지만, 

오히려 소란스러워졌다가는 수업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학생들을 

수업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교사들의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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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이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1년의 학급 생활 중 3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자가 교사들을 

만나면서 여러 차례 들었던 말 중 한 가지는 “3월 달에 많은 것이 결정된다”, “3월을 잘 

잡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3월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담임 교사와 학생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만나고 알아가는 시기이다. 그 시기에 교사가 학생에게 잘 다가가 

친밀한 “라포(rapport)”를 형성해야 1년 동안 학급 분위기가 “좋아지며” 교사의 말을 

학생들이 잘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빛돌반의 서정원 교사는, 3월 동안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이후의 교실 생활이 편해지기에 일부러 게임도 자주 

하고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며, 평소에는 자주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도 의도적으로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다.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의 유자은 교사 역시 3월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사들은 모두 

학생들의 마음에 ‘반’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학습의 장 자체가 개인 대 개인이 아닌 반의 특정한 관계망을 토대로 작동하기에, 학급 

운영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이라는 틀을 형식적 집합 이상의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권력을 강제적으로 발휘하기보다, 부드럽게 

학생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점이다.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통제가 아닌 통제’와 같은 것이다. 사실 교사들은 언제나 통제를 하고 있다. 다만, 그 

통제가 직접적으로 잘 표출되지는 않는 것이다. 빛돌반의 서정원 교사는 수업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틀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경력 13년 차인 그녀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된 시절에는 학생을 

자신의 “권력”으로 “누르”려 했고 자신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뺏기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애써 학생들에게 

확인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학생과 교사의 미묘한 신경전을 “공”에 

비유했다. “공”은 상황을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 혹은 열쇠와 같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누가 “공”을 쥐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관해 예전에는 교사가 “공”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 시도했다면, 지금은 “이 공은 내 것이기도 하고 니 것이기도 해”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공”을 공유하는 것이 교사가 

지향하는 바는 결코 아니다.  

 

<인터뷰 3> 2013. 10. 17 태원초등학교 6학년 빛돌반 서정원 교사와의 인터뷰 

교사: 맡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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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맡기고 있다가, 

교사: 맡기는데 그게 제 방향대로 되야죠. 

연구자: 그럼 역시나. 

교사: 저의 테두리 안에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어허허. 

공은 그렇죠 제가.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좀 튀어나가는 애들은 담아오고 

그러는. 

연구자: 되게 묘한거 같아요. 그 자율과 주도권?  

교사: 근데 그 진짜 그 테두리를 애들이 알면은 안 되요. 

연구자: 조금 더?  

교사: 느끼게 더 벽이라고 느끼면 느끼는 순간 애들이 그 공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 

테두리 없애려고 하고. 

연구자: 나를 (테두리를) 치고 있구나 자각하면 애들이 반항을? 

교사: 그렇죠 반항을. 애들이 뭔가 하려 하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연구자: 유한 방식으로 한단 거네요. 

교사: 저 자체도 애들이랑 부딪히는걸 싫어하니까. 

 

지금 교사가 사용하는 “벽”, “테두리, “틀”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교사가 추구하는 

수업과 교실의 방향성 혹은 그 전체적 틀에 관한 표현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들의 판을 인정하지만 그 판은 교사가 제시한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되도록 학생들에게 “테두리” 혹은 틀을 가시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테두리 안에 두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선명하게 인지하면, 아이들이 교사에게 반항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빈번한 직접적 통제의 표현은 주도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에 교사는 

자신의 틀을 암묵적으로 가져가며 통제의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학생의 “공”을 인정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때, 오히려 조금 더 자신이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다. 학생들과의 우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 아이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을 따라오며, 교사가 조정하는 틀을 가시화시킬 필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분명히 교사는 자신이 수업의 방향을 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틀의 권력자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제재는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순간에만 진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자주 비칠 때 학생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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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서정원 교사와의 대화처럼 교사들이 바라는 이상적 상태 중 하나는 학생들이 

교사가 전반적인 교실의 틀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게 하면서, 학생들이 

“알아서 눈치껏” 움직이는 것이다.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 유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눈치”를 가지고 행동하라는 점이었다. 즉, 교실의 

분위기, 수업의 전개 맥락, 주변 반응 등 상황을 학생들이 잘 파악하고 교사의 특별한 

개입 없이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농담을 

해도 괜찮지만 그것의 적절함과 정도에 대해 인지하고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그녀는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이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이와 같이 나이에 

걸맞은 눈치와 요령이 있어야 된다고 연구자에게도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실에서 이상적인 상태는 잘 관찰되지는 않으며, 담임 교사들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수업 그리고 교실 전반의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예시로 서정원 교사는 “인어공주 얼음땡”에 관해 이야기했다. “인어공주 얼음땡”은 

빛돌반 학생들이 소란스러울 때 교사가 종종 사용하는 침묵을 유도하는 구호이다. 

얼음땡을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교사가 ‘땡’이라고 외치기 전까지 학생들은 침묵의 

상태를 유지한다. 연구자는 이와 비슷한 종류의 구호들을 동성초등학교에서도, 

아람반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상황 3> 2013. 04. 18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의 수학 수업 

수업 종이 울렸으나 아이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5초 정도 교사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해질 것을 기대했으나 변하지 않자, 교사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상태로 손바닥을 앞으로 펴서 손가락을 아무 말 없이 하나씩 접기 시작했다. 그것을 

눈치 챈 아이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교실이 조용해졌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자 

교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교사: 6학년 

학생들: 3반 

교사: 6학년 

학생들: 3반 

교사: (4초의 침묵 이후) 수업 시작했으면 빨리 돌아옵니다.  

 

위 사례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알아서 눈치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기대하나 변화가 

없자, 손가락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금 침묵하며 교사에게 집중을 할 ‘수업시간’이라는 

비언어적 신호를 보낸다. 이어서 “6학년”을 교사가 선창하면 학생들이 “3반”이라고 

46 

 



 

말하는, 반복을 통해 익숙해진 구호를 말하며 다시 한번 집중을 유도한다. 함께 외친 

구호 덕분에 교실이 조용해지자 교사는 직접적인 언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침묵과 암시적인 몸짓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유도하지만 

교사의 말을 잘 안 들을수록 직접적인 통제의 언어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비슷하게 교사들은 “하나 둘 셋 넷”이라는 숫자를 세기도 하고, “박수 세 번 시작”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행동주의적 반복을 통해 학습된 구호들에 대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이어서 박수를 세 번을 치고 조용해진다든가, “손머리”라는 교사의 구호에 

“눈감아”라고 외치며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눈을 감기도 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교실에서 사용하는 구호들은 틀의 전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들이다. 메시지를 

담은 구호의 활용이 교사가 직접적으로 “조용히 해”라든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던지는 것보다 분위기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정원 

교사는 이와 같은 통제의 언어도 충분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빈번하게 구호를 사용할수록 학생들이 

그것에 익숙해져, 그 구호가 특별한 전환의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지속적으로 틀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시도한다는 

인상을 남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쉬는 시간에서 수업 시간으로 학생들을 전환시키기 위해 자주 통제의 

구호를 사용하게 된다. 특히 40분 수업의 경우,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란이 오래 지속되면 이후 수업 진도 상황에 곤란을 겪게 된다. 그렇다 보니 교사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주 직접적인 통제를 행사한다. 그에 비해 태원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수업의 시작 단계에서 직접적인 통제의 목소리를 자주 내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80분이라는 한번의 호흡이 길다 보니 수업 시작 단계에서 빠르게 수업 틀로의 

전환을 요구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블록 수업에 관한 대화에서 빛돌반 교사는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유가 

있고 애들도 천천히 할 수 있고”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 시간의 변화는 단순한 총량 

분할 배분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실의 행위자들의 생각과 행동에 상당한 힘을 

행사하는 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통제의 구호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 것은 

학생들의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도 선생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다. 공개 수업의 경우, “선생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 진행의 속도를 내라는 말을 개별적으로 전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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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수업에서는 교사는 학생들의 진행 중에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의 자리나 잘 안 보이는 바닥에 앉아서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필기를 하고 

있었지, 중간에 발화를 하는 등의 개입은 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일반적인 수업에서 이것이 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연구자가 관찰한 

많은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발표 내용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접 나서서 

수정해주었다. 하지만 아람반에서는 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이 말이 막히거나 이상한 

말을 할 때, 이 시점에는 교사가 개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도 교사는 그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금 발표한 내용을 잘 듣고 적어야 그 

내용이 시험과 “골든벨”에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간혹 학생들의 발표가 끝난 후 

교사가 논평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수업 내용이 아니라 수업의 연행적 측면에 관한 

지적이었다. ‘누구의 발표가 설명을 실감나게 잘 해주어서 좋았다’와 같은 것이다. 

연구자는 왜 수업 상황에 교사가 개입을 잘 하지 않는지 질문을 했고, 아람반의 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터뷰 4> 2013. 12. 30 태원초등학교 아람반 신민아 교사와의 대화 중 

제가 쌤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답을 하면요.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부목사님이 30분 정도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목사님이 다시 

그에 대해서 1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지루해지고 자주하게 되면 

이게 다 뭔가,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자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애들도 자기들이 하는 게 재밌거든요. 다 자기가 해야 좋은 

거죠. 

 

교사는 다시금 수업 상황에 학생들이 직접 움직이고 참여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의 말과 몸짓이 활동과 연결될 때 재미를 느끼고 거리감을 좁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연구자가 주목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에 관한 예시이다. 가령, 

부목사가 A에 관해서 이야기한 뒤 다시 한번 목사가 A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부목사의 시간은 아무 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버린다. 그것은 연행의 본판이 아닌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양자가 특별히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 이상 그 

과정을 지켜보는 관객 역시 지치게 된다. 이와 똑같은 논리를 교사는 교실 상황에 

대입시킨다. “나도 선생님”을 통해 학생이 발표를 한 뒤, 동일한 내용에 관해 교사가 

다시 논평하고 설명을 반복한다면, 앞에서 학생들이 한 실천은 단지 교사의 시간을 위한 

예시 혹은 비평의 대상이 될 뿐이다.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말과 몸짓에 개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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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통제의 언어를 자주 구사할수록 학생들은 교사가 교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수업의 패턴이 지속해서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금새 자신의 언어가 

교사에 의해 검열되고 평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수업의 장에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깨닫는다. 자신들이 이 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전개한 판 그 자체를 

긍정하고 그것이 수업의 중심이 되도록 시도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하는 수업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학생들 간의 이야기를 통한 모색과 탐구의 과정을 

기대하고, 이후 수업에 관한 논평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마지막에 언급한다. 이 

과정에서 수업이라는 형식적 틀은 덜 가시화되고 학생들은 활동에 집중하며 이야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꺼내는 경향성을 보인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아람반 교사의 수업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보냈던 것이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사가 자신들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덜 받으면서 교사가 마련하는 활동들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인터뷰 5> 2013. 12. 11 태원초등학교 6학년 아람반 은지와의 인터뷰 

은지: 선생님이 옛날 학교(전학오기 전의 학교)에서는 형식적이었어요. 수업도 안 

하시고 읽고 핵심에 줄치고 끝내요. 

연구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은지: 수업 시작하면 선생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하는데 애들한테 요점 읽고 핵심 

밑줄쳐라 이러고서, 쉬는 시간도 30초 주고 체육 시간도 없고, 되게 별로였어요. 

선생님이. 

연구자: 애들이 전반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겠네? 

은지: 선생님만 나가면 애들이... 소리지르고 돌아다니고 불평하고. 

연구자: 근데도 선생님 말을 듣긴 들은거야? 

은지: 되게 강압적이어서. 

연구자: 근데 여기서는? 

은지: 여기는 선생님이 애들을 존중해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애요. (중략) 5학년 

때는 그냥 지배자, 군주. 별다른 거 없었어요. 5학년 때가 군주제였다면 여기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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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반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수업과 교사에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들을 “존중해준다”, “활동에 자유도가 있다”, “인정해준다”와 같은 단어로 설명하면서 

수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아이들은 수업을 형식적이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인식한다. 직접적 통제의 언어가 

줄어들고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교사의 수업 운영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때 교사는 절대적인 “군주”이기보다 학생들을 배려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단어로 표현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설명되는 자율의 

형태로 학생들이 교사를 따를 때, 교사가 노렸던 목표는 보다 분명하게 관철된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반으로의 소속감은 교사가 강제한다고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지향을 강하게 가시화시키고 통제의 언어를 높였을 때, 일시적인 

학생들의 호응은 있겠지만 통제의 반복은 저항을 불러온다. 직접적, 자율적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교사의 

지침을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자율성은 긍정되어야 하는 조건인 것이다. 

교사가 가지는 운영의 틀을 비가시화시키면서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교사의 

“공놀이”는 성공한 것이 된다. 

 

2) 학생들의 집단적 참여와 그 방향성 

 

앞서 인터뷰에서도 보이듯 수업이라는 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비슷하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을 건네는 학생들도 있지만, 오히려 관심이 있더라도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입을 열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상황 2>와 같이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고, 자신이 말을 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옆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말을 꺼내면 자신도 입을 연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위치가 크게 

다르지 않은 학생들, 친구들이고 같이 무엇인가 한다는 자체가 일정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니 나도 함께 큰 부담감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말의 집단적인 움직임 속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기존에 

나오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출현한다. 분명히 집단적인 참여는 개인의 합 이상의 어떤 

가능성과 힘들을 담지한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든 열려있으며, 특정한 맥락과 결부되어 힘을 

발휘한다. 교사가 아무리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단적 힘의 

방향성이 항상 교사의 기대와 맞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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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4> 2013. 12. 4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의 영어 수업 

영어 교사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틀어두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자리를 바꿔도 되는지 교사에게 물어보았다. 

민기: 쌤 자리 바꾸는 건요? 

교사: No, just watch. 

경수: 자리 옮기는 건요? 

지웅: 자리 움직이는 건요? 

교사는 잠시 학생을 쳐다보다가 이야기를 무시하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상황 4>에서 남자 아이들은 다소 의도적으로 교사의 말을 비틀고 있다. 교사에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아도 되는지를 묻기 위해 한 학생이 “바꾸”다라는 어휘를 사용했고 

그에 대해 교사가 반대를 표하자, 학생들은 그와 의미는 유사하지만 다른 어휘를 

반복적으로 이용, 교사에게 질문의 형태로 장난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한 명씩 말을 

던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재미를 느끼며, 교사의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 분명히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참신하지만 그 방향성이 교사의 의도와는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업 시간에 교사가 지향하는 바와 다른 종류의 말이 학생들로부터 이어진다면, 

그것은 교사에게 소음과 방해의 문제로 인지된다.  

윌리스(2004[1977])는 아이들의 집단적 실천이 가지는 창조성과 그로부터 펼쳐지는 

힘들에 주목한다. 영국 학교에서 노동계급 출신 “싸나이”(lads)들이 보여주는 반(反)학교 

문화를 토대로 그는 “싸나이들”이 집단적 실천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과정에서 공식적 

권위의 실체가 파헤쳐지고 조롱된다고 지적한다. 혼자서 하면 부담스러울 것들이 또래 

친구들과의 집단적 과정에서 손쉽게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윌리스가 보기에 

또래집단은 사회 일반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유보하고 집단 그 

자체의 목표에 몰입할 수 있는 관계망이다. 그는 이를 통해 “싸나이”들이 학교의 내막과 

인간관계 구도를 잘 파악하는 특유의 통찰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간파(penetr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간파’의 과정은 윌리스 스스로 진술하듯, 선명하게 언어화되지 

않은 “집합적 의지와 행동”(2009: 255)이다. 즉, 그것은 행위자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비언어적, 비의식적 몸짓들 자체가 만들어내는 

효과와도 같다. 그는 저항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행위자들이 실천하기보다, 하다 

보니 저항과 간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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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에 대해 간파 혹은 저항을 말하기는 어렵다. 가령, 연구자는 

아람반에서도 종종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인 

집단적 참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 5> 2013. 11. 29 태원초등학교 아람반에서의 실과 수업 

실과 시간에 담당 교사는 반려 동물의 관리에 관한 빈칸 채우기 퀴즈를 파워포인트 

자료로 50개 정도 준비해왔다. 각 문제마다 문장에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빈칸 

처리되어있고, 학생들이 발표를 통해 그 빈 칸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초반에는 교사가 

의도한 대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어느 순간 학생들이 빈칸을 엉뚱한 말로 채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발톱은 (   )로 잘라준다”는 퀴즈에 시완이가 “감자 

깎기”란 대답을 했고, 다시 이어서 다른 학생이 “몽키스패너”라고 이야기했다. 그 

시점부터 교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문제의 답에 끊임없이 문맥상 

적절하면서도 이상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Q: 어항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는 (  )이다.  

시완: 원자력 발전소  

Q: 닭의 먹이로는 (   )을 준다.  

명수: 치킨 

Q: 토끼의 평균 수명은 (  )년이다. 

태민: 백 년 

Q: 토끼는 (   )주위가 깨끗해야 건강하다. 

지영: 항문 주위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각 문제가 지나갈 때마다 참신한 답들을 제시했고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학생들끼리도 “오늘 왜 이래?”와 같은 말들이 오고 갔고, 실과 

교사는 침착하게 학생들을 통제하려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문제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렸다. 특히 그 웃음의 상황은 지영이의 답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지영이는 평소 

수업 시간에 매우 조용하지만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며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아 주의를 

받는 학생이었다. 그러던 지영이가 집단적 분위기를 따라 엉뚱한 답 말하기에 동참하고 

“항문”이라는 일상적으로 잘 말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제시하면서 학생들 모두 웃음이 

터진 것이다. 교사의 의도와는 사뭇 달랐지만, 학생들은 놀이의 틀에서 진행되는 퀴즈 

맞추기를 자신들의 시간으로 만들어 즐기고 있던 것이다. 지금,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에 중요한 동력원 중 하나는 집단적인 분위기이다. 혼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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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옆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주고 받는 와중에 생겨나는 어떤 

재미와 웃음들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떠오를 

가능성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집단적 참여의 경험은 어떤 방향성을 갖든 분명히 

행위자들의 마음과 몸, 그리고 해당 상황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집단적 실천이 어떤 맥락으로부터 발생하며 어떤 

효과를 빚어내는지, 그리고 그에 관해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상황 5>의 경우, 아이들의 움직임을 바로 교사 혹은 공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의 문제로 연결하기는 힘들다. 나중에 연구자는 이날의 실과 수업에 대해 

몇몇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에 대해 학생들은 “그냥 재밌어서”, 

“기분이 좋아서”, “왠지 신났다”와 같은 언어로 표현했다. 학생들은 특별히 교사의 수업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참여하는 경향이 컸다. 실제로 실과 교사가 토끼의 수명이 백 년이라고 대답한 

태민이에게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태민, 이건 몇 년 산이야”라고 질문하자 태민이는 

얼굴을 붉히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만약, 태민이가 의도적으로 교사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조금 더 뻔뻔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했을 때 보인 부끄러워하는 태도는 태민이의 비의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 사례에서 학생들의 집단적 움직임은 교사의 수업 운영을 의식적으로 방해하고 

저항하는 것이기보다 비의식적인 움직임들이 빚어낸 효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아란반의 교사가 자신의 틀을 비가시화 시킨 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자율성을 최대한 긍정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사를 따를 수 있게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업 운영 방침은 다수의 

교사들에게 공유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의 집단적이고 

참신한 참여의 양태가 언제나 교사가 의도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힘과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명히 집단적 참여의 방향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업이라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연행을 무너뜨릴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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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운영 틀의 가시화와 교사의 권위 

 

교실에서 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단순한 관객이 아닌 수업의 중요한 연행자로 

참여시키고자 시도한다. 그렇지만 관객을 연행에 함께 참여시키는 것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한다. 분명히 모든 연행에는 기획자가 원하는 방향성이 존재하는데, 관객의 지나친 

개입은 계획되어 있는 연행의 흐름들을 방해하거나, 연행의 틀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연행자들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그 틀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자 노력한다. 오히려 관객을 연행에 참여시키기 위해 연행자에게는 

고도의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업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교사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다면 그 수업은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학생들의 

움직임은 그 전체적 방향성으로부터 어긋나지 않는 한 교사에게 ‘자율’의 형태로 수용될 

수 있지만, 그로부터 벗어날 때 교사는 방향을 조정하고 일련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교사의 방향성을 잘 따라오지 않아 참여를 독려하고자 할 때, 

자주 출현하는 패턴 중 하나는 ‘제재와 보상’이다. 연구자는 초등학교 교실 앞쪽 

게시판에서 종종 모둠 단위 혹은 개인 단위 스티커/자석 붙이기 판을 볼 수 있었다. 

판에는 모둠 번호나 개인 이름이 적혀 있고, 단계가 수직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교사들은 

각 모둠과 개인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 스티커/자석을 이동시키고, 그에 따라 제재와 

보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학생의 잘못이 누적되어 위치가 낮으면 청소를 시키고, 

점수가 높으면 먹을 것을 사주거나 반 전체에 체육 시간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가령, 아람반에서 국어 시간에 교사는 모둠별 자석 붙이기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발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기범이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자, 신민아 교사는 “이거는 기범이때문에 

주는거야”라고 하면서 기범이 속한 모둠의 자석을 높은 곳에 부착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모둠이 교사와 치킨을 먹기로 했기에, 이후 학생들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도 일부 

아이들은 자신의 개별 점수를 높이기 위해 발표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정 이상의 

점수가 되야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친구들과 “유희왕 카드 게임” 18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 교사는 학생들 서로가 서로에게 보상-제재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아람반의 경우,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우유 마시기, 이 닦기, 급식 남  

18 일본 애니메이션 <유☆희☆왕>을 토대로 제작한 카드 게임이다. 자세한 설명은 3장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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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교실 앞에 부착된 모둠 단위 보상-제재 자석 붙이기 게시판 

 

기지 않기 등의 과제를 검사하는 “직업”을 담당하며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달란트”는 아람반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화폐인데, 일정량 

이상의 “달란트”를 획득해야 자신의 자릿세를 낼 수 있었다. 1학기의 경우 월 단위 

자릿세가 50달란트였는데, 2학기에는 90으로 올랐고, 책상 자체를 구매하려면 

300달란트를 지불해야 했다. 실제로 연구자는 자릿세를 내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듣던 지영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교사는 학생들이 

모은 달란트로 과자나 물건과 교환하는 달란트 시장을 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보상과 제재의 체제는 반 단위를 토대로 움직인다. 점수의 높음과 낮음은 

지속적으로 같은 반 또래 간의 비교를 통해서 작동하며, 비교가 학생들의 학습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 방책으로 사용된다. 연구자는 현지 조사 기간 동안 일부 교사들에게 

스티커/자석 붙이기 종류의 또래 간 비교가 학생의 지속적인 자발적 동기 부여를 

저해하는, 좋지 않은 교실 운영 방안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이 

해당 과제와 활동에 관심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업이라는 장면에서 

벌어지는 일에 학생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교사가 제시하는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보상과 제재는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지향하는 자율성이라는 덕목에 배치된다. 

학생 간 비교를 최소화 시켰을 때 나오는 자율적 참여와 맞지 않는 전략인 것이다. 

그렇지만 교사들이 보상-제재 방식을 학생들의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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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스티커/자석 붙이기 판이 일상적으로 게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보상과 제제의 방식을 활용하지는 않는 편이었다. “인어공주 얼음땡”에 관한 

서정원 교사의 언급처럼,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게시판에 붙여진 스티커/자석 체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가시화시켰다. 아람반의 경우, 

2학기 후반이 되어 담임 교사는 다른 과목 교사들에게 수업 분위기가 안 좋다는 지적을 

자주 들었다. 학생들이 산만하고 소란스럽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신민아 교사는 “교실 

온도계”라는 시스템을 가시화시켰다. “교실 온도계”는 3월에도 교실 앞 게시판에 붙여져 

있던 것으로 이전까지 연구자는 교사가 “교실 온도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안 좋으면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고 좋으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 

보상 사항으로는 “체육시간 1시간 보장”, “간식 타임”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는 형식상의 게시판이었다면, 일종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사는 보상과 제재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교실 온도계”는 학생들이 하나의 반에서 공부하며 서로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음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또래간 견제 도구로도 작동했다. 학생들은 은연중에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하고 서로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너희도 교과시간 집중하고 칭찬 받으면 기분 좋지? (네) 

너희가 잘 할 거라는 거, 선생님 믿어. 그럼 온도계 온도 올려 줄거야”와 같이 

이야기했다. 이처럼 교사는 ‘-하면 – 할거야’와 같은 보상과 제재의 문구를 활용하면서 

자신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학생들의 적절한 행동에는 그에 대한 보답 혹은 처벌이 

있을 것을 밝힌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보상-제재의 언어를 통제가 필요한 적절한 

순간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되도록 부정적인 평가나 감정보다는 긍정적 

방향성을 언급한다. 직접적이고 강압적 느낌을 전달하는 통제의 언어보다는 보상과 

제재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적절한 상황파악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제시한 방식들로도 학생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교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자신의 수업 운영 틀을 가시화시킨다. 

다음의 사례에서 교사는 그녀가 갖고 있는 힘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 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등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현이가 교실에 보이지 않아 담임 교사가 

걱정을 하고 있던 중에 소현이가 울면서 교실에 들어왔다. 여자 아이들이 소현이를 

보면서 걱정을 표현하던 중에, 신민아 교사가 “소현아 왜 그래?”라고 말을 걸자 

소현이는 교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을 보고 담임 교사는 연구자와 

모든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가서 국어 발표 관련 자료 조사 활동을 하도록 시키고 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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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졌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소현이는 전날 승연이의 장난에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 승연이가 장난으로 소현이를 때리고 놀다가 소현이가 승연이한테 팔짱을 

끼려고 했는데, 승연이가 그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로 소현이는 친구들에게 소외 받는 

느낌이 들어 학교에 가기가 싫어져 울며 집에 있다가 부모님의 설득으로 늦게 교실에 

도착한 것이다. 카카오톡에는 부모님이 교사에게 보내는 문자가 적혀 있었다.  

신민아 교사는 우선 소현이에게 화가 났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소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데 소현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면 같은 반 친구들도 당황하고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담임 

교사가 소현이와 이런 저런 상담을 하며 있을 때 유리와 은지가 일찍 교실에 돌아왔다. 

둘은 교실에 비치된 전자 피아노를 만지면서 있었고, 교사는 둘에게 “유리야, 너도 같이 

해야지. 빨리 컴퓨터실 가, 이러면 너도 혼난다”, “은지야 빨리 가, 선생님 열 

받았어”라고 이야기하고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요구했다. 

1묶음이 끝날 즘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실로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오늘은 그동안 

준비했던 뉴스 영상물 발표를 하는 날이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니 

완성이 되었을 것이라 기대하고 학생들을 불렀던 것이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직 마무리 단계라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우왕좌왕하느라 소란스러운 

상태였다. 교사는 이때 상황 정리가 안 되고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완성한 조들이 먼저 발표를 했고, 남은 시간 동안 교사는 

학생들을 컴퓨터실로 가게 했다. 뉴스를 완성한 조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과 시간을 

위한 식재료 조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마저 영상물을 완성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평소와 비슷하게 자료 조사 및 과제 완성을 하는 한편, 쉬는 시간이 겹치면서 

컴퓨터실에서 플래시 게임을 하거나 자기 블로그를 보기도 하고 게임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 와중에 신민아 교사가 컴퓨터실에 들어오면서 교사는 수업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던 학생들을 불러냈다. 교사는 연구자가 그때까지 본 것 중 가장 크고 

낮은 어조로 “야!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쳤다. 세 학생은 별다른 반응 없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뻗쳐’를 했다. 교사는 왜 이런 벌을 주는지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방금과 

같이 “딴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태민이가 자리에 

돌아오자 연구자는 왜 벌을 받았는지 질문을 했고, 태민이는 자기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다가 걸렸다며 “제가 잘못했죠. 운이 안 좋았나봐요”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오늘 보니까 컴퓨터실에서 딴짓을 많이 해. 태민이랑 

민철이랑 수호, 이거 때문에 엎드려 뻗쳐했어. 이 시간 이후 활동할 때 게임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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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선생님 권위로 정학시킬거야. 정학이 뭔지 알아? (잠시의 침묵 뒤 낮은 어조로) 

약간 나사빠진 사람들이 많아. 어? 오늘 행동 하나하나 볼 거야. 3월처럼.” 교사가 

이야기하는 도중 뒤늦게 가윤이와 수정이가 교실 앞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교사는 

“뒤로 들어와”라고 이야기했다. 둘은 조용히 눈치를 보면서 뒷문으로 들어왔고, 교사의 

말이 끝난 뒤 아이들은 그 다음 활동을 하기 위해 교실 바깥에 줄을 섰다. 학생들이 

줄을 서는데 다시 장난을 치고 소란스러워지자 교사는 다시 한번 크고 낮은 목소리로 

“야! 제대로 서. 그리고 장난으로라도 친구 때리지마. 어? 요새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린다”라고 말했다.  

연구자 입장에서 그날 교사의 언행은 상당히 놀라웠다. 아람반의 교사가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화를 내거나 벌을 가하는 장면을 처음 보았던 것이다. 우선 

신민아 교사는 소현이의 친구에 대한 반응과 대처에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학생들이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어수선하게 돌아다닌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학생 주도 

활동의 결과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컴퓨터로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교사는 평소와 다르게 선명한 통제의 언어를 구사했던 것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장면은 극적이었다. 교사는 평소보다 낮고 큰 목소리를 이용, 

자신이 지금 학생들의 행동에 화가 나 있으며 장난으로 경고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킨다. 학생들은 교사의 “야!”라는 소리 하나로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사는 학생들이 이제까지 아람반에서 받아본 적 없던 종류의 통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다. 엎드려 뻗쳐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주 보기 

어려운 종류의 신체적 제재이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신체적 벌칙의 가시화를 통해 

교사는 자신이 그만큼 화가 나있고, 직접적인 힘을 학생들에게 가할 수 있으며, 가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교실 뒷문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 역시 비슷한 맥락에 위치한다. 연구자는 

동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 앞문을 이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활동성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행동을 가라앉히고자 통제를 위해 뒷문으로만 다닐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람반에서 앞문과 뒷문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였다. 

연구자는 신민아 교사가 출입에 관련된 어떠한 제재도 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나머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통제의 언어를 발화하는 장면에서 앞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공간통제의 언어는 지금이 평소와는 다른 상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당히 강력한 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어떤 메타적이거나 

비가시화된 방식보다 지시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로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다.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과 그에 관한 처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자신이 “정학”을 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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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공포한다. 자신이 학생들의 활동을 “3월”과 같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에 대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교사는 선명하게 

자신이 수업에 대해 가지는 틀을 가시화시키며, 교실에서 자신의 위치와 그 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컴퓨터실에서 아이들이 엎드려 뻗쳐를 받았을 때, 학생들이 거부의 

표정을 짓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종 학생들은 교사가 행사하는 통제의 언어에 강한 

거부감이나 사소한 짜증을 표출하곤 한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 앞으로 나오라는 교사의 

말에 학생들은 거부의 표현을 하지 않고 바로 교실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뻗쳐를 

실시했다. 만약 교사가 일상적으로 직접적 통제를 행사하며 주도권을 획득하려 했다면, 

저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움직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친밀한 권위를 토대로, 

교사는 지향의 틀을 가시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순간 분명한 힘을 발휘하고 그 통제의 

언어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순응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날 신민아 교사는 수업 운영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활동의 방향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들뜬” 것으로 보였고, 이에 대해 분명하게 수업의 

분위기를 “잡고” 제대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평소에는 학생들을 잘 대해 주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혼을 낼 때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더라도”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학생들이 교사가 던지는 메시지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서정원 교사와의 대화처럼, 교사들은 아이들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 최종적인 테두리 혹은 틀은 교사 자신이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문제는 그 틀을 어떤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가시화시키고 비가시화시키느냐이다.  

더불어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임을 강조해야 

된다며 아이들에게 “혼을 확실히 내”되 “개인적인 화, 열증을 더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민아 교사는 자신이 부임한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회상했다. 당시 반 학생들의 “우리 쌤은 젊어서 좋아요”라는 말에 그녀는 “그럼 너희는 

선생님이 늙으면 싫어할 거니? 너희들에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대체 뭐니?”라고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화를 내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교사는 그 

외에도 자신이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학생들을 심하게 혼냈던 

순간들을 언급하며 그 당시 자신이 교사로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성찰했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화”를 보여주는 것은 교사로의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가 사용하는 “개인적인 화”라는 표현은 학생들이 행한 말과 행동에 교사가 깊게 

감정이 동하여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혼을 내는 경우를 말한다. 학생의 특정한 

행동으로부터 교사가 “화”가 났을지라도 학생 개인에 대한 감정 혹은 교사의 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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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와는 일정하게 자신을 분리해 그 순간의 문제에 대해 “혼” 혹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은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 감정의 

이유도 잘 모르며 심한 제재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교사를 불신하고 그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그녀는 “감정통제”를 교사의 중요한 덕목이자 자질로 꼽았다.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학생들의 통제에 많이 이입시키기보다 ‘교사로의 얼굴’을 갖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통제의 방식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직접적 통제 

언어의 구사보다 ‘자연스럽게’ 학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상당한 감정노동과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요구한다. 80분이라는 블록 수업에서 이와 

같은 교사의 감정통제 및 연행 능력은 더욱 중요하게 떠오른다. 

이제까지 연구자는 혁신초등학교의 한 반에서 80분의 수업 시간을 운영하는 교사의 

수업 전략 및 효과와 그 과정에서 추구되는 ‘반이라는 감각’에 대해 언급했다. 혁신 

학교에서는 개별 반 단위의 자율성이 강조되며 담임 교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자율적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를 토대로 교사들은 수업 활동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재량권의 부여가 교사 주도권의 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80분 수업이라는 연행을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도권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빈번한 직접적 통제의 사용은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침묵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반복된 제재는 또 다른 방식의 강화된 제재 형태를 요구한다. 그에 반해 아람반의 경우, 

교사의 적절한 수업 틀에 대한 조정과 개입 속에서 학생들의 ‘적절한’ 참여가 유지되고, 

학생들은 교사를 더 긍정하고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가 통제의 틀을 

가시화하기보다 자율적 참여의 형태로 학생들의 말과 몸짓을 수업의 장으로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성공했을 때, 가시화된 통제로는 얻을 수 없는 종류의 지지와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교사의 말을 따른다.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긍정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합리적 권력 행사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교사로의 위치는 견고해졌다. 여기서 교사의 권위는 

일방적인 강압의 확인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 조정능력과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교사는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을 인정해주고 그를 통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권위 혹은 주도권’을 획득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교사는 자신의 틀이 위협받는다면 언제라도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수업이란 것은 늘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혹은 비가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평소에 교사는 되도록이면 

수업의 틀이 있으며, 그것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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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중이 필요하거나 충분히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교사는 가시적이고 

분명하게 학생과 자신이 맺고 있는 권력 관계를 드러낸다. 자신이 지향하는 수업 및 

교실 운영의 틀을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가시화시키고 직접적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직적인 권력의 구도를 인지한다. ‘반’이라는 시공간에는 이 

교실의 자유로움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공적인 권력자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61 

 



 

Ⅲ. 놀이의 형태와 아이들의 관계 
 

Ⅱ장에서 수업이라는 연행의 전개와 그 효과들을 교사-학생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Ⅲ장에서는 쉬는 시간에 벌어지는 활동의 추이와 그것이 아이들 간 

관계망에 불러일으키는 효과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은 수업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의 개입이 적어지며, 또래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해지는 

시간이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간은 오히려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일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가 찾아간 태원초등학교의 경우, 80분의 블록 수업을 운영함에 따라 쉬는 

시간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Ⅱ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 묶음의 수업이 진행된 뒤 

3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2묶음의 수업이 진행된 뒤 점심시간이 이어진다. 이 

30분의 공식 명칭은 “중간 놀이시간”으로 교실의 행위자들은 “쉬는 시간”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놀이 시간”이라는 표현도 이따금 사용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40분의 수업 시간 사이에 위치하는 10분의 쉬는 시간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말 그대로 잠시 ‘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에 비해 “중간 

놀이시간”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 태원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가 시간을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쉬는 시간을 중요한 활동으로 취급하며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30분의 

“중간 놀이시간”은 단지 ‘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논다’는 활동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업 시간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30분은 

기존의 10분씩 분할된 시간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Ⅱ장에서처럼 작은 시간의 

변화가 인간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수도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쉬는 시간의 활동을 주로 ‘놀이’의 문제로 식별한다. 노는 것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끊임없이 지향하는 활동이며, 그 활동 

양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놀이’라는 개념과 괴리되어 있지 않다. 놀이를 비롯한 여가 

활동은 오랜 시간 동안 학문적으로 진지하지 않으며 사소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놀이의 시간을 여분의 것으로 다루기 보다, 중요한 

사회적 활동의 국면 중 하나로 간주하고 그 순간의 양상과 영향력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놀이의 작동에 관한 접근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놀이 상황을 가능케 하는 

조건과 그것이 사람들의 관계망과 자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위의 당사자들이 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이제 연구의 과제는 30분이라는 시간적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놀이활동 양상과 그것이 빚어내는 효과들을 분석하고, 그를 10분 단위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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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서의 활동과 비교하는데 있다. 그를 통해 본 연구는 놀이가 함축하는 일련의 

의례적 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30분 쉬는 시간의 놀이 양상 및 그 효과 

 

1) 아이들의 주요 놀이 활동 

 

연구자는 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놀이의 종류와 전개 

양상을 분석했다. 여기서는 먼저 놀이들을 일정한 범주들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진행방식 및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범주의 설정은 아이들이 특정 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분류하는 방식과, 일부 놀이 활동이 보여주는 공통성을 연구자가 추출한 것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연구자가 가장 크게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놀이의 

명명(命名)가능성이다. 즉, 놀이 상황에서 특정한 명칭으로 불리는 놀이들과, 이름은 

없지만 활발히 진행되는 놀이들로 가장 크게 분류되었다. 이름있는 놀이들은 다시 

일반적으로 공통적 유형에 놓일 수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묶였다. 그것은 “유희왕 

카드게임”, 보드게임, 스포츠, 술래-도망자 게임으로 구분 가능하다. “유희왕 카드게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드게임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아이들에게 “보드게임”을 

하는 것과 “유희왕 카드게임”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인식되었고, 그만큼 빈번하게 

진행된 활동이었기에 별도로 분류 처리하였다. 각 놀이의 명칭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으며 각각의 세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름있는 놀이 

 

a. 유희왕 카드게임19 

19  “유희왕 오피셜 카드 게임”(유희왕 OCG)은 “일본의 『주간소년점프』에 연재되었던 

만화”<유☆희☆왕>(遊☆戱☆王 1996-2004)에 “등장하는 카드게임의 설정을” 19 바탕으로 일본의 

코나미(KONAMI) 주식회사가 실제 카드 게임으로 제작한 것이다. 카드 종류는 매우 많으며, 

문구점에서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5장에 500원 정도이지만 좋은 “덱”(deck)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치고는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아이들끼리 카드를 거래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게임 애호가들 수준에서는 가치가 높은 레어(rare) 카드의 경우, 카드 한 장에 80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게임은 고전적 카드게임인 “매직 더 게더링”(Magic The Gathering)으로부터 

형태를 빌려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의 목적은 상대 플레이어의 생명점수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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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여부 이름있는 놀이 이름없는 

놀이 

 

종목 

유희왕 

카드게임 

보드게임 스포츠 술래-도망자 

게임 

일회적 

놀이 

 

 

 

 

 

 

하위종목 

 

 

 

유희왕 

카드게임 

 

 

 

스포츠관련 

보드게임 

일반 

보드게임 

 

야구 

피구 

농구 

축구 

(배드민턴 

배구) 

 

 

경찰과도둑 

좀비게임 

얼음땡 

 

 

말장난 

고음내기 

역할극 

왕게임 

놀리거나 

때리고 

도망가기 

… 

 

 

미니야구게임 

미니테이블 

축구 

 

우노 

젠가 

부루마블 

원카드 

체스 

정형성 높은정형성 낮은정형성 

도구사용 물질적 비물질적 거의 비물질적 

이동성 고정적 활동적 둘 다 

참여 젠더 남 남 여남 다수의 남 

일부의 여 

여남 다수의 여 

일부의 남 

빈도 

(시기) 

매우자주 

(3-11월) 

자주 

(11-2월) 

자주 

(3-2월) 

보통 

(3-2월) 

특정시기자주 

(3-2월) 

때때로 

(3-2월) 

<표 3> 아람반에서의 쉬는 시간 놀이 활동 및 그 특징 

 

유희왕 카드게임은 아이들에게 주로 “유카”라고 불리며, 6학년 학기초부터 후반까지 

0점으로 만드는데 있다. 생명 점수는 공식적으로는 8000점으로부터 시작하나, 아이들은 시간과 

참여 인원 등 상황에 따라 4000점, 6000점 등으로 생명점수를 설정한다. 플레이어는 각자 컨셉을 

갖고 구성한 카드 묶음, 즉 “덱”(deck)을 바탕으로 게임에 참여한다. 하나의 “덱”은 40-60장의 

카드로 구성되며 카드는 크게 몬스터 카드, 마법 카드, 함정 카드로 구분된다. 시작할 때는 “덱”을 

섞은 다음 위에서부터 5장을 “드로우”(draw)하고 선공을 결정한 뒤 게임을 진행한다. 아이들은 

각자의 “턴”(turn)이 돌아왔을 때, 단계에 맞추어 카드를 뽑고 “필드”(field)에 카드를 내려놓고 

앞면 표시 혹은 뒷면 표시를 설정한다. 이후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마친 이후에 “엔드”(end)라고 외치며 자신의 “턴”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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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아이들은 6학년이 되기 훨씬 전부터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유카”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유행 중이었다. 게임은 2인간 대결인 “듀얼”의 

구도를 기본으로 취하나, 아이들은 상황에 따라 2대2, 1대1대1대1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듀얼을 뜨”는 편이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교실 가운데 바닥에 무리를 

지어 둥글게 앉아 게임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이 게임에 참여하고, 일부 

“덱”을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게임을 옆에서 구경하거나 게임이 끝난 

뒤 “덱”을 빌리곤 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카드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www.yugioh.co.kr)에서 제시된 게임 

방식과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게임의 진행 규칙은 고정적이고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이미 그 규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의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었다. 단지 

자신이 낼 카드를 정해진 순서와 단계에 맞추어 제시하고 생명점수를 계산하면 된다. 

그들은 카드를 제시하면서 그 카드의 이름을 외쳤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질문하면 

간단하게 그것의 효과와 발동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공식적 규칙을 정밀하게 숙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카드가 다양하고 그에 기재된 내용이 

미묘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주 논쟁이 발생하곤 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은 큰 

목소리를 내며 전투적으로 각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때 문제 해결은 대체로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주변 관전자들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져 한 명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카”에 능숙하고 규칙을 잘 숙지하고 

있는 아이에게 자문을 구해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었다.  

한번의 “듀얼”은 짧으면 1분 내로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 고수들 혹은 다 대 다 

“듀얼”의 경우 10분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했다. 아람반에서 “유카”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임이었다. 연구자는 생일파티에서도 수학 여행에 

가서도 늦게까지 카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민아 교사는 교실에서 

“유카”를 허용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카드 게임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자, 

점심시간에만 카드게임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유카” 사랑은 지속되었지만, 2학기 중반 스포츠 관련 보드게임과 야구가 남자 

아이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카드들은 어느 순간 교실에서 사라졌다.  

 

b. 보드 게임(board games) 

“유카”와 더불어 아람반에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 보드 게임을 했다. 연구자는 아람반에서 자주 하던 보드게임들을 활동 시기 및 

참여자에 따라 두 계열로 나누는데 하나는 ‘스포츠 관련 보드게임’이고 다른 하나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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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등을 활용한 ‘일반적인 보드게임’이다. 1학기 초부터 아이들은 보드게임에 자주 

참여했다. 보드게임들은 교사가 교실 운영비로 구입해 놓은 것으로 교실 우측 책장에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필요할 때 꺼내서 게임을 할(play) 수 있었다. 교실에 비치된 

보드게임에는 트럼프 카드, 체스, “우노”(UNO), “인생게임” 20 이 있었었고,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즐겨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교사는 11월이 되어 추가적으로 미니 테이블 

축구 게임21과 함께 “우노”, “루미큐브”22, “젠가”23를 구매했다.  

20 다양한 버전의 게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탄생부터 퇴직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2-

6인용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은 시작과 함께 탄생하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앞으로 전진한다. 본인의 말이 멈춘 칸에 기재된 사항들 - 예를 들어, 세금 지출, 노벨상 수상 등 

- 을 실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직업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퇴직의 순간 가장 많은 돈을 확보한 

사람이 승리한다.    
21 테이블 축구 게임의 축소판으로 제작된 2인용 게임이다. 운동장 모형 안에는 축구선수 인형이 

부착되어 있는 막대기가 6개 고정되어 있다. 각 플레이어마다 3개의 막대기를 소유하며, 가운데 

미니 축구공을 떨어뜨리면 막대기를 돌려서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넣는 식을 진행한다. 게임의 

종료 시점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22 “루미큐브”(Rummikub)는 1930년대 초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2-4인용 타일 기반 보드게임이다. 

각 타일은 1부터 13까지의 숫자 중 하나가 파랑, 검정, 주황, 빨강 중 하나의 색으로 칠해져 있다. 

각 플레이어는 14개의 타일을 갖고 시작하며, 게임의 목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타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에 내려놓아 없애는 데 있다. 플레이어들은 돌아가면서 타일을 내려놓을 

기회를 가지며, 내려놓을 패가 없으면 타일 더미에서 타일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가져간다. 

최초에 타일을 내려놓는 것(등록)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성립시키면 되는데, 하나는 합이 30 

이상이 되는 서로 다른 색깔의 같은 숫자 타일들을 3개 이상 내려놓는 것(예를 들어 빨강 10, 

파랑 10, 검정 10)이고 다른 하나는 합이 30 이상이 되는 같은 색깔의 연속하는 숫자 타일을 3개 

이상 내려놓는 것(예를 들어 검정 9, 검정 10, 검정, 11)이다. 등록의 과정이 지난 이후에는 

돌아가면서 앞에 놓여진 타일들에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조건(다른 색의 동일 숫자 혹은 같은 색의 

연속되는 숫자)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타일을 내려놓고 재배열할 수 있다. (위키백과 “루미큐브” 

항목 참조: http://ko.wikipedia.org/wiki/%EB%A3%A8%EB%AF%B8%ED%81%90%EB%B8%8C)  
23 “젠가”(Jenga)는 2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다. “젠가”는 직육면체 나무 블록 3개가 

1층을 이루며 일반적으로 총 54개 18층으로 쌓여진 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게임은 각 

플레이어가 돌아가면서 탑에서 나무 블록 한 개를 빼내어 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맨 위의 층에 

다시 새로운 층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군가가 나무 블록을 빼내다가 탑을 

무너뜨린다면 해당 플레이어가 패배하며,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벌칙을 해당 플레이어에게 

부여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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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유카”와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이 되면 교실 바닥에 둥글게 무리 지어 앉아 

게임을 했다. “유카”가 남자 아이들에게 독점되는 놀이 형태였다면, 일반적인 보드게임은 

성별의 큰 구분 없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편이었다. 게임이 시작되면 금새 판이 끝나고 

다른 게임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하나의 게임을 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보드 게임은 아이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되는 도구였기에 참여에 큰 제한은 없었다. 아이들은 게임 제작사가 제시한 일정한 

규칙을 토대로 게임을 진행해갔고 참여 인원, 시간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변칙 혹은 

교실에서만 통용되는 규칙(local rule)을 만들어갔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 했던 게임은 

“우노”24였다. “우노”는 가볍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카드 게임으로 최소 2인부터 

놀이가 가능하다. “우노”는 다른 보드게임들보다 자주 활용되었으며, 2학기 중반 교사가 

새 카드를 사옴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주요한 놀이의 도구가 되었다. 아람반에서 나타난 

“우노” 플레이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인원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게임이 

시작되면 최초에는 많지 않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점차 그에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다음 판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노”는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로 게임이 이루어지지만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아이들은 팀 단위로 “우노”를 진행했다.  

한편, 10월이 되어 교사가 새로 구입한 보드 게임 중에는 미니테이블 축구게임이 

있었다. 이를 본 아람반 학생 중 한 명이 그와 유사한 미니 야구 게임을 가지고 와 

(네이버 두산백과 “젠가” 항목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784&cid=40942&categoryId=31944) 
24 “우노”(Uno)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승리 규칙은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에 내려놓아 없애는 것이다. 게임 시작과 함께 각 플레이어는 7장의 카드를 갖고 시작하며 

나머지 카드 뭉치는 가운데에 놓여있다. 각 카드에는 0부터 9까지 숫자 중 하나가 빨강, 초록, 

노랑, 파랑 중 하나의 색깔로 적혀있다. 플레이어들은 가위바위보로 방향을 결정하고, 돌아가면서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때 플레이어는 이전 플레이어가 제시한 카드와 동일한 

숫자에 색깔만 다른 카드(예를 들어 빨강 9에 이어 파랑 9, 초록 9) 혹은 동일한 색깔에 연속되는 

숫자 카드(예를 들어 초록 7에 이어, 초록 8)만을 제출할 수 있다. 위의 논리를 준수할 수 있다면 

몇 장의 카드를 내든 상관은 없다. 그 외에 카드 중에는 순서 건너뛰기, 방향 거꾸로 가기, 상대방 

카드 수 늘리기 등 특수 카드가 섞여있고 게임의 참여자들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특수 카드를 

활용해 자신이 가진 카드를 최대한 빠르게 소모하려 했다. 이때 마지막 카드가 남은 시점에 

플레이어는 스페인어로 하나를 뜻하는 “우노”를 외쳐야 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자신을 

보고 “우노”라고 외칠 경우, 해당 플레이어는 카드 한 장을 카드 더미로부터 갖고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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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놀이 기구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점차 남자아이들은 “유카”보다 새로운 놀이 

도구로 ‘스포츠 관련 보드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제대로 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이 겨루어야 하지만, 때에 따라 3-4명이 같이 게임을 하기도 했고, 2명이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주변에서 많은 남자 아이들이 그를 지켜보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도 빈번했다. 10월 이후 남자 아이들이 ‘스포츠 관련 보드게임’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노”는 여자 아이들에 의해 독점되는 양상을 보인다.  

 

c. 스포츠 활동25 

아이들이 1년 동안 수행했던 스포츠 활동에는 피구, 농구, 축구, 야구가 있다.26 빈도와 

집중도를 고려하면 아이들은 피구와 야구를 가장 많이 했고, 농구와 축구는 자주 하지 

않았다. 피구의 경우, 주로 학교강당이나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었고27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하는 편이었다. 일부 아이들이 교실에서 피구를 같이 할 사람을 소집했고, 그에 

관심을 갖거나 친한 친구들이 피구를 하러 교실 밖으로 이동했다. 피구는 예전부터 잘 

25 놀이라는 우산 아래에 다양한 인간 활동을 대입시킬 수 있지만 모든 활동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될 수는 없다. 예컨대, 정형화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놀이와 규칙이 고정되어 있는 

게임, 스포츠 활동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놀이 활동들은 역사적, 지역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에 국한 지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농구, 축구, 

피구처럼 일정한 규칙을 갖고 경쟁적 게임의 형태를 취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체스 게임과 비슷한 

놀이적 속성을 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라톤이나 헬스와 같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부각되는 형태에 대해선 쉽게 전자와 동일한 논리를 대입시키기 어렵다. 그럼에도 여기서 

연구자가 스포츠 활동을 놀이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로, 연구자의 

참여관찰 기간 동안 아이들이 보여준 스포츠 활동은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며 상대팀과의 대결 

구도 속에 진행되는 게임의 모습을 취한다. 그것은 보드 게임과 유사하게 다른 활동들로는 환원될 

수 없는 놀이적인 특징이다. 둘째로, 아이들은 해당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을 “놀러 간다”고 

표현하며, 실제로 아이들의 활동 양상은 엄밀하게 스포츠의 규칙을 준수하며 경쟁적 성취를 

획득하기보다는 ‘공을 갖고 친구들과 논다’는데 방점이 있다. 분명히 ‘논다’는 표현에는 가벼움이 

담겨 있다.  
26 그 외에 1묶음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강당에 모여서 아침 운동 시간을 가졌고, 이때 

반에서 진행된 스포츠 활동은 배드민턴과 배구였다. 그렇지만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배드민턴과 

배구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않았기에 고려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7 태원초등학교의 경우,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학교 강당과 실내 체육관을 개방하여 아이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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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학교에서 자주 했던 종목이기에 아이들은 비교적 피구의 규칙을 준수하게 유지했다. 

게임은 편을 가르고 경기장의 구역을 설정한 다음 공으로 상대팀을 맞추어 “아웃”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종종 너무 공을 세게 던져서 맞은 아이가 다치거나 울면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게임의 틀이 크게 깨지지 않은 채 

정리되었다.      

야구는 전적으로 일부 남자 아이들의 놀이였다. 야구는 “유카”의 유행이 끝난 시점 

스포츠 관련 보드게임과 함께 남자 아이들의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아이들이 하는 

“야구”는 거의 ‘캐치볼’에 가까웠다. 본격적인 게임을 하기에는 인원수가 부족하고 

장비도 없기에, 편을 갈라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야구를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글러브와 야구공을 가져와 포수와 투수 역할을 선정, 공을 주고 받으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다. 야구에 능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투구 자세와 공을 다루는 요령을 

알려주었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돌아가며 공을 주고 받았다. 그렇다 보니 활동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역동적이거나 경쟁적이지는 않고, 정적으로 흘러가는 편이었다. 

 

d. 술래-도망자 게임 

위의 활동들이 물질적 매개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놀이라면, 술래-도망자 게임은 

도구의 직접적 사용 없이 진행되는 비물질적 활동이다. 술래-도망자 게임은 “유카”나 

보드게임처럼 규칙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활동의 규칙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놀이들은 규칙의 큰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술래-도망자 게임에 해당하는 구체적 종목으로는 

“얼음땡”, “좀비게임”, “경찰과 도둑”이 있다. 놀이들의 기본 구성은 거의 유사하다. 예를 

들어, “얼음땡”에는 술래가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 다니다 잡힐 것 같으면 

“얼음”이라고 외치며 제자리에 서있어야 한다. “좀비게임”에는 “좀비”와 “인간”이 있으며 

“좀비”에게 잡힌 “인간”은 “좀비”로 변한다. “경찰과 도둑”은 말 그대로 “경찰”들이 

“도둑”들을 잡아서 지정된 “감옥”에 수감시키고 “탈출”하지 않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즉, 그 세부적인 사항과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는 잡고 누군가는 

도망치는 역할극인 것이다.  

위의 놀이들은 교실 밖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은 화장실, 강당, 운동장 등을 

활용하며 움직이며 활동의 장소가 고정적이지는 않다. 더불어 이 놀이들에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다. 게임의 특성상 다수가 참여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다수의 참여가 

재미와 역동성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가령, 2학기가 되어서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경찰과 도둑”(줄임말로 “경도”)에 투자했다. “경도”에는 성별의 큰 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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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했으며, 그 인원은 18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 반 

인원수를 고려한다면 3분의 2이상이 해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것이다. 놀이들은 

대부분 쉬는 시간이 시작할 때 시작하여,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진행되었다. 시간보다 

일찍 “도둑”이 다 잡히거나 “좀비”가 되어버렸으면 다시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선정하고 게임을 이어갔다. 이때 가위 바위 보를 하거나 술래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평소 아이들 사이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능숙한 아이들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다. 

 

(2) 이름없는 일회적인 놀이 

 

‘이름있는 놀이’들에 비해 지금 언급하는 활동들은 일시적으로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이 놀이들에도 분명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규칙들이 존재하나, 규칙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기보다 순간적이고 가변적이며 잠재적이다. 그것들은 순간에 

집단적 공명 속에서 떠오르며, 한번 했던 놀이들은 다시 활동의 장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규칙들이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그 규칙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규칙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교적 쉽게 바뀔 수 있고, 그 

변화는 판을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경찰과 도둑”처럼 어떤 고정된 이름으로 불려지는 놀이도 아니다. 

참여자들이 더 이상 활동의 재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를 유지하고 지속해나갈 필요는 

없다. 그렇기에 일회적인 놀이들은 순간의 재미를 위해 등장했다가 행위자들이 재미를 

잃거나 암묵적 규칙이 흐트러지면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규칙이 존재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으며, 행위자들의 움직임 속에 함축되어있다. 이때 놀이는 고정된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유동적이며, 변칙적이다. 여기에는 무서운 이야기하기, 고음내기, 

역할극, 공 주고받기, 때리고 도망가기 등이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일회적인 놀이들은 놀 수 있는 시간이 애매하거나, 이동하는 버스나 

지하철처럼 놀이 활동에 공간적, 도구적 제약이 있는 경우 자주 발생했다. 더불어 남자 

아이들보다는 여자 아이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출현했다. 여자 아이들은 무리 

지어 앉아있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시작에 의해 혹은 우연적으로 높은 음 내기를 

시합하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대체로 여자 아이들의 일회적인 놀이가 

고정된 자리에서 비교적 큰 규칙의 변화 없이 유지되다 사라진다면, 남자 아이들, 그리고 

여-남 간의 놀이는 조금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남자 아이들이 했던 장난 중 

하나는 왕게임을 비롯한 역할극인데, 문득 생각나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에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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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시켜 공격 대사를 외치며 친구를 때리는 것이다. 여-남 구도의 상황에서는 주로 

남자가 여자를 놀리면, 여자가 남자를 때리러 가고 남자는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동성초등학교에서는 놀리고 때리기가 놀이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면, 태원초등학교의 경우 그와 같은 종류의 놀이 활동은 일시적으로 발생할 

뿐이지 지속적으로 출현하지 않았다. 

 

2) 이름있는 놀이: 활동의 가시성, 용이성, 그 재미 

 

이름이 있으며 정형도가 높은 놀이들이 쉬는 시간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은 연구자가 

태원초등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던 모습이었다. 특히 아람반에서는 그 국면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종류의 활동들이 왜 주로 출현하며, 

어떤 방식으로 행위자들이 위치한 특정한 맥락 및 조건과 결부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하는 여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과거 10분 쉬는 시간의 활동과 현재 30분 쉬는 시간의 활동을 

비교하며 나름의 평가를 내렸다. 그에 따르면 10분의 시간은 ‘놀기에 적합한’ 시간은 

아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할 수 없던 상황 또는 하다 말게 되는 상황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즉, 수업종이 울린 뒤 화장실에 갔다 오고 다음 시간 수업 준비를 하며 특별한 

목적 없이 왔다 갔다만 해도 10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간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놀이를 하려 해도 10분의 시간에는 상당한 제약이 부과된다. 

 

<인터뷰 6> 2014. 1. 14 태원초등학교 6학년 아람반 태민과의 인터뷰 

연구자: 30분 쉬는 시간은 어때? 

태민: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다 하면 졸린 눈이 갑자기 깨지면서 하하 애들이랑 

카드게임을 하던가 축구를 하던가 그런 걸 해요. 

연구자: 그러면 10분이었을 때는 주로 뭐 했어? 

태민: 그때는 그때도 카드를 했었으니까. 

연구자: 유희왕? 

태민: 네. 근데 한 판을 못 해요. 선생님이 종친다 하면서. 30분이면은 두 세 판씩도 

하고.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활용, “유희왕 카드게임”처럼 지속적으로 어떤 재미를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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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다. 그렇지만 10분은 친구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게임, 야외 활동처럼 

본격적인 무언가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태민이는 과거 10분의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게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10분을 온전하게 “유카”에만 투자할 수도 없지만, 

게임을 위해 판을 차리고 하다 보면 한 판을 온전히 마무리 짓기 전에 시간이 끝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아이들은 30분의 쉬는 시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출했다. 야외 

활동, “유카” 등 어떤 것을 하든지 10분 동안 하기 힘들었던 종류의 활동들을 하며 놀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시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은 30분의 시간을 통해 

조금 더 ‘본격적인’ 놀이들을 수행한다. <표 3>에서 확인하듯이, “유카”나 보드게임, 

스포츠 활동, “경도”와 같은 놀이들은 일정한 시간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는 종목들이다. 

놀이는 단축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놀이 틀이 무리 없이 지속될 수 있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출현한다. 한번의 놀이가 중단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놀이가 

시작되면 그 놀이는 한번의 쉬는 시간 동안 지속된다. 해당 활동은 한번으로 

종료되기보다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 태민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보이듯, 

아이들은 제대로 된 “유카” 한 판을 즐기고 두 세 판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 놀이의 종료는 30분의 시간이 끝나거나, 그로부터 재미를 찾지 

못하는 시점에 찾아온다.   

결국 쉬는 시간 길이의 변화는 아이들의 놀이 형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앞서 

서술된 양상들을 검토해보면 아람반에서 나타나는 놀이로부터 일련의 공통적 경향성들이 

확인된다. 즉,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반에서 중심이 되었던 대부분의 

놀이들은 명명가능하며 형태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규칙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활동들은 쉬는 시간에 자주 

출현하지 않았다.  

우선, 놀이들에는 분명한 이름과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 남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유카”는 카드 게임회사가 기본 규칙을 제공하며 그 순서대로 게임이 진행된다. 

여타 보드게임들 역시 상황에 따른 변칙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변이들이 게임의 

전체적 형태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우노”는 “우노”이며, “유카”는 “유카”인 것이다. 

스포츠 활동 역시 세부적 사항들을 지키지 않더라도, 일정한 틀과 규칙은 유지된다. 

그들은 “농구”를 하러, “피구”를 하러 운동장에 나간다. “경도” 역시 특별한 도구가 

없더라도, 그 놀이 형태와 규칙은 선명하게 제시되며 반복된다. 즉, 일정한 시간을 들여 

진행되는 놀이들 대부분은 정해진 이름과 함께 그 활동이 무엇인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함께 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경도하러 갈 사람 빨리 내려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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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 할 사람?”과 같은 말을 한다. “유카”나 “우노”처럼 특별한 언급 없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카드를 섞고 꺼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언어화하고, 그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선명하게 

‘놀이’라는 이름과 형태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름있는 놀이들은 우연성 속에서 떠오르기보다 정형화되어 있다. 정해진 

놀이 형태가 있으며, 아이들은 그것을 수행하고자 모이며,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놀이를 진행한다. 그 활동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 “유희왕”과 보드게임은 놀이의 형태와 절차를 게임 제작사가 지정해준다. 스포츠 

활동이나 술래-도망자 게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이들에게 친숙한 놀이의 유형들이다. 

형태가 고정화되면서 지정된 규칙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아이들은 규칙과 형태를 

고민하는데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름이 있고 정형화된 놀이들을 이어가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형태를 갖고 시작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이 중에 새로운 즐거움과 

변수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창의적 변수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들이 기본적인 놀이의 틀을 깨지는 않는다는 지점이다. 놀이에 

수반되는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은 더욱 명확하다. 아이들은 굳이 그 도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충분한 시간 동안 정형화된 

틀을 놀이의 흐름에 따라 진행시켜 나가면 되는 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고, 할 

것이고, 그것을 한다’가 가능한 상황에서 정형성의 수준이 높은 놀이들이 출현한다. 한번 

진행된 놀이의 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그에 따라 놀이 활동의 반경 역시 일정하게 고정된다. “유카” 및 다른 보드게임의 판은 

거의 언제나 교실 바닥에서 열린다. 아이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옆에서 

구경하며 공간적으로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스포츠 활동이나 비물질적이며 지속적인 

놀이의 경우, <표 3>의 분류에 제시되듯 자리에 앉아서 하는 놀이들에 비해 활동 반경이 

넓은 편이다. 그렇지만 그 활동성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일련의 규칙들이 존재한다. 스포츠 활동은 운동장, 실내체육관의 한 구역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에 장소 자체는 고정적이다. “경도”, “좀비게임”과 같은 비물질적이고 

활동적인 놀이들은 스포츠 활동에 비해 넓은 활동 범위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정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경도”는 주로 학교 건물 1층 한 공간을 

“감옥”으로 설정하고 건물 주변과 2층 일부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히 전체 범위가 

지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멀리 도망가는 “도둑”을 잡으러 가지 않았고, 

“도둑들”은 금새 “감옥” 주변을 맴돌며 “경찰”을 조롱했다. 다른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놀이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정적 활동 

73 

 



 

반경 내에서 일정한 놀이가 지속되기 때문에 교실의 행위자들은 손쉽게 상황에 관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형도가 높고 규칙이 일관된 놀이가 모두 교실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일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는 11월이 되어 교실 운영비로 새로운 보드 게임들을 구매했다. 교사가 

구매한 항목은 “젠가”, “우노”, “루미큐브”, 미니테이블 축구였다. 새로운 보드게임이 

교실에 들어온 당일, 아이들은 이런 저런 게임들을 해보는데 심취해 있었다. 다수의 남자 

아이들은 미니 테이블 축구에 매달려 있었다. 일부는 카드가 더럽고 너덜너덜해져서 잘 

하지 않던 “우노”에 몰렸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루미큐브”를 하려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안내문을 참고하며 숫자 타일을 꺼내 무엇인가 하고는 있었지만 규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게임 진행에 큰 혼동을 겪고 있었다. “루미큐브”의 플레이 방식을 알고 

있던 연구자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주면서 게임을 이어보려고 시도했다. 처음 

“등록”을 하려면 합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색깔의 동일한 숫자 타일 혹은 같은 

색깔의 연속되는 숫자 타일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본 규칙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루미큐브”를 어려워했고, 나는 가윤이에게 “쌤 왜 이렇게 똑똑한 척해요 

갑자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금새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 

“루미큐브”는 한번도 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젠가”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따금씩 “젠가”를 했지만, 자주 이용되는 놀이 도구는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한번 탑이 무너지면, 54개의 나무 블록들을 다시 탑으로 쌓아 정리하는 것을 

싫어했다. 정리하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보드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대신 

아이들은 손쉽게 진행 가능하고 정리도 간편한 “우노”와 미니테이블 축구를 즐겨 했다.  

지금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재미의 문제이다. 여기서 재미는 즉시적으로 

파악되고 손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쉬는 시간의 아이들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머리를 써서 얻어내는 재미에 큰 관심이 없다. 30분의 시간 동안 

재미는 쉽게 획득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지점에서 “루미큐브”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보드게임으로 평가 받지 못 한다. 사실 “루미큐브” 는 “우노”와 유사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 두 게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이 패를 갖고 시작하며 숫자와 색깔을 맞추어 

카드 혹은 타일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루미큐브”는 “우노”와 비교했을 때 직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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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6> 루미큐브(좌)와 우노(우)28 

 

떨어지며 조금 더 복잡하게 머리를 써야 한다. “우노”의 경우, 한번 내놓은 카드들은 

누적되어 가장 최근에 제시된 카드 한 장만이 게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루미큐브”는 

앞에 제시된 모든 숫자 타일들이 게임에 영향을 준다.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신경 

쓰면서 새로운 게임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이 통용되는 규칙을 

만들어 게임을 할 이유도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우노”라는 카드 게임은 

이미 친숙한 형태였기에 굳이 복잡한 “루미큐브”를 선택할 필요는 없었다. “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귀찮은 활동은 지양된다. “젠가” 자체는 게임이 어렵지도 않으며, 

아이들은 이미 어떤 방식으로 “젠가”가 진행되는지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젠가”를 

하는 데에는 귀찮음이 동반된다. 게임의 승패를 위해서 나무 블록으로 쌓아진 탑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며 게임은 비교적 빠르게 끝난다. 하지만 매번 게임의 승패가 갈릴 

때마다 널브러진 블록들을 정리하고 다시 쌓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것이다. 

카드 게임의 경우, 카드를 모아서 섞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젠가”를 자주 할 

이유는 없다.  

달리 말해, 이름이 있고 정형도가 높은 게임들 중에는 친숙하고 간편하며 가시적 

재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채택된다. “유카”, 보드게임, 스포츠, “경도” 등 아이들의 

놀이는 확연히 식별 가능한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인에게도 분명하게 가시화되는 ‘놀이’다. 하고자 하는 활동의 형태가 존재하며, 그 

내용은 가시적이며 손쉽게 식별된다. 예를 들어, “우노”의 규칙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28 그림출저: 루미큐브 (http://en.wikipedia.org/wiki/Rummikub)  

우노 (http://simple.wikipedia.org/wiki/Uno_(card_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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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우노”를 하는 사람도 간단히 설명을 들은 뒤 한 판 정도 참여하다 보면 금새 

규칙을 이해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경도”를 비롯한 역할극 놀이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칙은 고정되어 있으며 그리 어렵지 않다.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에 

맞추어 옆 사람과 함께 “도둑”을 잡거나, “경찰”을 피하면 되는 것이다. 물질적 매개체가 

있는 경우에는 놀이의 형태가 더욱 선명하게 가시화된다.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도구들은 

놀이의 중심에 있다. 그 활동들은 분명히 “유카”이고, “우노”인 것이다. 놀이 틀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며 간단한 규칙이 일정하게 유지되기에 행위자들은 놀이의 맥락과 

활동의 재미를 손쉽게 파악한다. 활동의 가시성과 용이성이 손쉬운 재미와 연결되는 

것이다. 연구자 입장에서도 처음 교실에 들어왔을 때 쉬는 시간은 그렇게 당황스러운 

시간은 아니었다. 다가가서 옆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잘 모르는 것이더라도 조금만 지켜보면 아이들이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 틀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던 것이다. 

아이들과의 인터뷰 중에 연구자는 종종 노는 것이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을 했었다. 이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은 어느 정도 유형화되었는데 29  그 중 한가지 

특이한 대답은 노는 것이 “계란”과 같다는 말이었다. 계란은 겉에서 보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껍질을 까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체험의 감각적 재미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다. 달리 말해, 어떤 것은 겉에서 보았을 때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재미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직접 그 놀이 안에 들어가 

참여할 때 외부에서 볼 때는 알 수 없던 종류의 재미를 잡을 수 있다. 틀을 인지하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즐거움을, 틀 안에 들어가 몰입했을 때 그 감각 

속에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계란”의 비유를 지금 대입해보자면 아람반에서 

나타나는 쉬는 시간의 활동 대부분은 그 내부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는 계란과 같다. 

‘나’는 옆에 아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것들은 

일정하게 명명되어 있으며, 다른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재미를 향한 것, ‘노는 것’이다. 

이름과 형태의 명료함만큼이나 그 활동 내용은 선명하게 파악되며 쉽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다. 즉, 한 개인이 흥미를 갖고 접근하기에 놀이가 상당히 선명한 것이다. 

논의를 정리하면, 30분의 쉬는 시간이 보장되면서 아이들은 10분의 시간 동안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 야외 활동, 보드게임, “유카” 등 그/녀들은 조금 더 

본격적인 놀이들을 진행하며, 그것들은 순간적으로 떠오르기보다 정형화되어 있다. 

29 연구자가 인터뷰를 하기 전, 태원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별도로 놀이에 관한 설문 조사를 

아이들에게 시킨 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연구자와 이야기 할 때 그 당시 설문을 작성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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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있는 놀이의 틀은 큰 변화 없이 쉬는 시간 동안 전개되고 규칙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기서 놀이가 놀이라는 사실은 매우 가시적인 형태로 출현한다. 이 중에서도 아이들은 

그 재미가 가시적이고 간편하며, 친숙한 놀이들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제는 이제 

그 놀이라는 계란 속으로의 진입이다.  

 

3) “다리”로의 놀이: 진입 장벽의 완화 

 

지금까지 연구자는 아람반에서 쉬는 시간에 중심이 되던 활동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제부터는 그 정형성이 높고 이름있는 놀이들이 아이들의 관계망에 불러일으킨 

효과들에 대해 검토하겠다. 연구자가 두 학교를 오고 가며 느꼈던 큰 차이 중 하나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유난히 아람반에서는 다수가 같이 노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표 3>에서 확인 가능하듯, 쉬는 시간에 여/남이 

함께 하는 놀이 활동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놀이 상황에서 젠더에 따른 분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다. 아이들 역시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편이었다.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는 1학기와 2학기에 한번씩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도록 자기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30  자기 평가지에는 몇 가지 질문들이 

제시되어있고, 그 중 하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써보라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대답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우리반은 같이 논다”였다. 아이들은 옆 반과 

자기 반을 비교하며 “그룹핑”이 발생하지 않고 놀 때 함께 노는 분위기가 아람반의 

특징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교실 생활의 장면들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에 관한 

진술이다. 이때 “우리반은 같이 논다”는 ‘우리는 실제로 차별 혹은 배제 없이 모두 

친하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 언술은 ‘최소한 우리는 같이 논다’라는 뜻과 비슷하다. 

정말로 아람반의 아이들은 같이 노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가령,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놀이 도구들은 거의 대부분 공유재이다. 보드 게임은 교사가 교실 

운영비로 구매한 것이고, 체육 물품 역시 학교에서 제공해준다. 공유재를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독점하는 것은 교실에서 문제적인 상황이었고, 누구도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다. 

물론 미니 축구 게임이나 야구 글러브처럼 개인이 가져온 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그 

물품을 독점하기보다 교실의 성원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유카”의 경우, 

아이들마다 각자의 “덱”이 있었기에 자신이 “덱”을 갖고 오기만 한다면 놀이 상황에서 

30 교사는 아이들이 작성한 자기 평가지를 과목별 성적과 함께 정리하여 학부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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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지는 않았다. 더불어 아이들의 개방성에는 교사의 교육적 방침이 영향을 주었다. 

Ⅳ장에서 기술하겠지만 이 교실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노는 

것이었다. 교사는 필요한 상황마다 학생들에게 교실의 성원을 배제하지 말고 함께 할 

것을 강조했고 그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다.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들은 

친밀하면서도 분명한 주도권을 갖고 있던 교사의 지향을 무시할 수 없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놀이 상황에서 교실의 성원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함께 노는 상황은 위에 기술한 놀이 외적 요소들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이 교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교사의 지침은 주로 교사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등장한다.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행위자들의 의식적 실천보다도 반복적 활동이 불러일으키는 비의식적 

효과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놀이 외적 요소가 아닌 활동 자체가 담지하는 

특징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이들이 같이 놀고, 같이 논다고 느끼는 데에는 정형화된 이름있는 놀이들의 

반복적 실천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놀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용이한 규칙과 

방식들이 선명하게 결정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31  만약 

규칙이 가시적이지 않거나 심하게 변칙적이라면 참여자는 끊임없는 상황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적절한 행동에 관해 그 누구도 

지시하지 않으며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정형도가 높고 규칙이 안정적인 

놀이들은 어느 정도 규칙을 인지하고 참여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정해진 

절차와 수순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결국 개인의 참여 의지가 있고 놀이의 성원들이 

폐쇄적이지 않다면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아람반에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놀이들 자체가 강력한 관계적 친밀도나 특별한 상황파악 혹은 대처 

능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활동이 반복되면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된다. 옆반인 

빛돌반의 경우, 연구자는 아이들이 함께 놀기 보다 분리된 형태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개인적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빛돌반에서는 학년 

초부터 보드게임이나 “유카”처럼 정형적이고 이름있는 놀이들이 활동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 교실에 별도로 보드게임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았고, 아이들은 몇 집단으로 

분리되어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찾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람반은 학년 

31 “유카”의 경우, 가시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를 공유하며 참여에도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게임의 

진행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익숙함을 요구한다. 이에 관해서는 Ⅲ장의 3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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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교실에 구비된 보드게임과 “유카”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아이들은 충분한 

시간에 걸쳐 여러 명이 함께 놀이를 진행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학년초 분위기가 이후 

교실 활동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일단 교실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성원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한다. 같이 노는 풍경은 의식적 실천이라기보다는 

특정한 형태의 활동이 반복되면서 생긴 비의식적 결과물과 같았던 것이다. 그렇다 보니 

아람반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친한 아이들과도 같이 놀 수 있었다.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많은 아이들은 노는 것에 관해 “놀면서 친해”진다며 “다리”나 

“창문”이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평소에 서먹하거나 친하지 않았던 아이에게도 

놀이라는 “다리”를 통해 다가가고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놀이는 일종의 

수단으로 관계를 향해가는 단계적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같이 놀 수 있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친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에게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 아이들은 함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친밀한 육체적 접촉이든 재미의 

동시적 경험이든 그 놀이가 큰 분쟁 없이 긍정적 느낌을 전달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연결될 수 있다. 

가령, 아람반에서 우식이와 기범이는 매우 사이가 안 좋았다. 우식이는 나이에 비해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을 잘 모르는 아이였다. 우식이는 기범이가 키가 작아 “자기 동생 

같다”며 계속 친해지고자 기범이에게 장난도 치고 관심을 끌어보았으나, 그 모든 행동은 

기범이를 매우 짜증나게 만들 뿐이었다. 기범이는 되도록 우식이를 무시했지만, 참지 

못하고 격렬하게 싸우다 심하게 피가 난 적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급격하게 

사이가 좋아졌다. 기범이가 우식이를 크게 거부하지 않으며 같이 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에 관해 기범이는 “스타”32를 하며 사이가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번만 

우식이랑 놀자 이런 생각으로” 함께 집에서 “스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가끔은 

짜증”나지만 같이 놀고 지낼 만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우식이와 기범이의 사례에서 

놀이는 분명하게 “다리”로 작동한다. 기범이는 우식이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같이 

“스타”라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조금 바꾸게 된다. 놀이라는 매개를 통해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다.     

아람반에서는 이 “다리”로의 진입이 더욱 용이하다. 입구가 선명하며 다른 종류의 

32 “스타크래프트(Starcraft)”는 흔히 “스타”로 불리며 미국의 블리자드 사(Blizzard Entertainment 

Inc.)에서 제작한 실시간 전략 컴퓨터 게임(RTS)이다. “스타”는 20세기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의 E-sports(Electronic sports)문화 형성의 

중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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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또는 힘이 개입할 여지가 적기에 놀이로 들어가는 과정이 꽤 투명하고 쉽게 

열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쉽게 열려있는 놀이는 아이들의 관계망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다리”가 어떤 식으로 위치하며 작동하는지는 한 집단으로 들어가는 

초심자의 사례로부터 명확해진다.  

유람이는 2학기 초반 아람반에 전학을 왔다. 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않는 

편인 유람이는 전학 온 둘째 날까지 계속 눈치를 보았다. 여자 아이들 사이를 살피던 

그녀는 쉬는 시간 의자에 앉아 주변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교사와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전학생은 새로운 학교와 반의 전반적 분위기, 친구 관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의식적이면서도 비의식적으로 자신이 있기에 적합한 공간을 찾아간다. 교실에 

전학을 왔다고 그것이 반에 들어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유람이가 

보인 눈물은 아람반에 들어가는 통로를 찾느라 힘든 마음의 상태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유람이가 교실에 적응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비교적 쉽게 아이들 틈으로 들어가 아람반 아이들이 공부하고 노는 리듬과 

방식을 체화했다. 다음은 학급 문집에 실린 유람이의 글이다. 

 

<아람반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아람반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유람이야. 나는 2학기 시작되고 전학을 왔을 때(조금 지났지만) 내 예전 

학교랑 너무 비교했고, 자꾸 그리워하고 이랬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이학교가 내 

수준(?) 같아서 너무 좋고, 왕따가 없는 것 같고, 다 같이 뛰어 노니깐 너무 좋은 것 

같아. 너희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꺼야. 하지만 내 예전 학교는 반마다 왕따가 

많았고, 왕따가 아니더라도 소외된 아이들이 많았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남자, 여자 

구별하며 놀았고, 여자들끼리 놀 때도 자기 친한 아이들끼리만 놀았어. 나는 항상 조금 

소외된 아이들의 중심이 되면서 놀았었어. 처음에는 이렇게 노는 것이 적응이 

안되었지만, 점점 일상이 되고,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졌어. 너무 너희들에게 

고마워. 고마웠던 일을 다 쓰라고 하면 엄청 길거야. 그 중에서 주요한 일만 쓰자면, 

전학 왔을 때 나를 반겨주었던 것, 나랑 같이 체육관이면 체육관, 경도 할 때면 

같이하자고 한 너희들에게 참 고마워. 내가 성격이 조금 소심해서(가끔씩은 나의 또 

다른 성격인 적극적으로 변할 때도 있지만) 잘 다가가지를 못해. 그런데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친구들, 또는 내가 다가갔을 때 나를 반겨준 친구들 모두에게 고마워.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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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글 – 전학> 

(전략) 태원초등학교는 혁신 초등학교이다. 그래서 한번에 2교시를 하고, 쉬는 시간은 

30분이다. 이때에는 주로 경도라는 것을 한다. 내가 이 얘기를 나와 학원을 같이 다니는 

애들한테 했더니 하는 말이 “수준 떨어진다. 우리처럼 욕하고 때리면서 놀아야지.”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이 학교가 내 수준 같았다. 내가 욕도 거의 모르고 별로 친구들과도 

어울리지를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 오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너무 좋다. 

 

유람이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의 생활을 지금 학교와 비교하며 아람반에서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전 학교에서는 항상 소외된 친구들과 반에서 맴돌았다면, 지금은 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함께 놀며 그 속에 자신이 껴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람이가 좋게 생각한 

활동은 “경도”였다. 그녀는 “경도”를 하면서 “다같이” 놀았고,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말했다. 이전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세 네 명으로는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경도”는 여럿이 “다같이 노니까” “소외감이 덜 들”고 몸을 움직여서 

즐겁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 유람이는 “편하”다고 진술한다. 그녀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유형은 아니기에 전학을 와서 친구 관계에 대한 

부담이 컸고 관계로의 진입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도”를 

하면서 친구관계에 관한 많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수의 반 친구들에 섞여 단순한 

놀이의 규칙에 따라 같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본인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뒤로 유람이는 주변을 맴돌기 보다 

활동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람반의 일원이 되었다. 

지금 유람이가 아람반의 성원이 되어가는 장면에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가 얽혀있다. 

이에 관해 레이브와 웽거(Lave&Wenger)(2010)는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의 논의를 

통해 집단 구성 및 분화와 개별자의 존재 간의 관계라는 생태학적 역동을 언급한다. 한 

집단에 신참이 들어갔을 때, 그/녀는 기존 성원들에게는 당연할 수도 있는 생활양식에 

대한 감각적 지식들을 주변을 맴돌며 파악해간다. 바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일정한 방식으로 그 관계망의 역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몸짓을 취하면 되는지, 

발화하면 되는지 그 장에 적합한 양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참여의 과정에서 신참은 

집단의 구조와 관계망의 형태를 파악하고 특정한 관계의 매트릭스로 진입한다. 레이브와 

웽거가 “상황학습”이라고 명명한 과정은 모든 종류의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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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참이 어떤 식으로 관계망을 파악하고,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는지는 각 

집단의 국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많은 공동체에선 참여의 정도를 조정하는 

주도권과 힘들이 작동한다. 행위자들은 언제나 집단 내의 주도권, 그리고 참여의 포섭과 

배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며 그에 연루된 자신의 위치를 감각한다. 문제는 집단의 

관계망에 관한 어떤 단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접근 기회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레이브 ∙ 웽거 2010: 83). 이와 관련해, 레이브와 웽거는 “테크놀로지의 

투명성”이라는 문제를 지적한다(2010: 83-88). 그들이 보기에, 집단 활동에서 주축이 

되는 기술과 기술의 사물들은 집단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창문으로 작동한다. 즉, 단지 

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습득하고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해당 공동체를 

알아가고 진입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림 7>과 마찬가지로, 신참은 창문의 역할을 하는 

매개활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 관한 감각적인 지도를 그리게 되고 그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나간다. 그렇기에 테크놀로지와 그 사물들의 투명성 및 접근권은 집단의 중요한 

논제이다.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해도 관계망의 중요한 테크놀로지에 접근할 권리를 

얻지 못하거나 접근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원의 참여 가능성은 제한되며 

그 공동체의 중요한 동력을 파악하기 힘든 것이다. 달리 말해, 특정 관계망에서 주요한 

기술 혹은 물질에 대한 접근 및 이해의 투명성 정도가 그 집단의 분화 양상 및 개방성과 

연결된다.  

 

 

<그림 7> 활동 참여를 통한 집단 및 자기위치 파악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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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역시 아람반의 쉬는 시간에 작동하는 물질과 기술의 힘에 주목한다. 유람이는 

아람반이라는 특정한 교실에 진입한 신참이다. 그녀가 교실의 주변적인 존재에서 

관계망에 깊게 관여된 참여자가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때 

놀이라는 “다리”는 테크놀로지로 작동한다. 아이들은 “다리”라는 비유를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다리” 의 효과는 더 광범위한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영토 탐방과 비슷하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 교실의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놀며,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누구와 누구의 관계는 어떠하며, 어떤 식으로 친해질 수 

있고, 내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인지 더듬는 것이다. 아이들은 함께 놀면서 의식적으로, 

비의식적으로 이 교실에 대한 감각의 지도를 그리고 있다. 같이 노는 것은 레이브와 

웽거가 말한 창문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창문을 통해 교실의 관계망을 파악하고 

집단과 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람반의 경우에는 이 영토탐방의 물질과 기술이 열려있었다. 정형도가 높고 이름있는 

놀이들은 외부인이 보아도 분명하게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놀이의 기술과 물질은 

가시적이면서도 손쉬운 재미를 담보하고 있었기에 놀이로의 접근은 용이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유람이에게 정형화된 특정 활동을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었으며,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서 즐거움을 느끼며 쉽게 아람반의 성원이 되었던 것이다. 비슷한 

종류의 진입 경험은 연구자에게도 일어났다. 아이들에게 연구자가 친숙한 존재는 

아니지만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활동은 충분히 

교실 맥락이나 관계적 친밀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지만,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연구자는 아람반에 관한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관계망에서 중요한 테크놀로지들이 가시적이면서도 투명한 방식으로 위치하기에 금새 한 

반의 관계들이 돌아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 개방성은 관계망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즉, 아람반이라는 집단 혹은 

관계망은 새로운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관계에 대한 메타적 차원의 인지가 떨어지거나 친하지 않은 애매한 

사람도 일단 함께 놀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쌓고 반의 

관계망으로 진입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그 투명성은 권력의 수직적 

분포 및 행사를 제한한다. 그 영향력으로 아람반에서는 오랜 기간 친구 집단의 분화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조금 더 친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들은 있지만 

그것이 교실에서의 많은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쉬는 시간에 나타나는 

기술과 물질은 교실의 행위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한다. 그것은 

유람이가 “경도”라는 “다리”를 통해 습득한 ‘함께한다’는 이 집단의 중요한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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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리듬이다. 학생 주도 활동이 수업 시간에 발생시키는 효과와 유사하게 

아람반에서의 쉬는 시간 놀이들은 ‘지금 너가 여기 있어도 배제되지 않으며, 함께 해도 

괜찮다’는 감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쉬는 시간의 정형화된 놀이들은 학교가 구조화한 30분의 시간 속에서 등장해 

행위자들의 관계망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각 교실의 맥락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한 성격을 가진 놀이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마련된 것이다. 교실의 

맥락과 더불어 놀이의 기술과 물질은 행위자들이 애초에 의도하지는 않았던 일련의 

감각들 또는 효과들을 산출한다. 아람반의 경우, 쉬는 시간 교실의 행위자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 껴야 할지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놀이의 장면은 선명하고 

공동의 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답은 비교적 쉽게 제시되어 있었다. 

 

2. 동성초등학교에서의 비교 연구: 이름없는 놀이의 줄타기 

 

“탈물질적 놀이는 사고와 예술에 한정되는 놀이이다. 여기에서는 놀이를 수행할 수 있는, 

즉 우연을 긍정하고 가지칠 수 있는 사람들의 승리만이 존재한다. 우연을 지배하기 위해, 

내기 걸기 위해, 획득하기 위해 그것을 분할할 필요는 없다” (들뢰즈 2000: 135) 

 

이제까지 태원초등학교 아람반에서 30분의 쉬는 시간에 나타난 놀이의 양상과 그것이 

빚어내는 효과들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하나의 비교 사례로 

동성초등학교에서 10분의 쉬는 시간 동안 벌어지는 활동들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때 

물론 비교에 있어 연구자는 두 학교의 차이를 모두 놀이 시간의 길이라는 시간성의 

문제로 설명할 생각은 없다. 시간만이 변수는 아니며, 태원초등학교와 달리 동성 

초등학교에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참여관찰을 진행하지는 않았기에 자료의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학교는 비교 연구를 진행하기에 

비슷한 인원수와 지리적, 경제적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라는 방법은 

해당 현상만의 분석만으로는 보여주기 힘든 현실의 미묘한 차이와 거리들을 선명하게 

제시해준다. 특히,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사소하고 감각적인 순간들은 비교 연구를 통해 

그 현상의 특징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람반의 사례처럼 연구자는 6학년 3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그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1차적으로는 명명가능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표 4>와 같다. 스포츠 활동의 경우, 아이들은 야구를 많이 했지만, 방과 후 

학교 밖에서 했던 것이라 쉬는 시간을 다루고 있는 지금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84 

 



 

 

명명 여부 이름있는 놀이 이름없는 놀이 

종목 유희왕 

카드게임 

공기놀이 보드게임 쿠키런 

딱지치기 

반복적인 

놀이 

일회적인 

놀이 

 

 

 

 

 

하위종목 

 

유희왕 

카드게임 

 

할리갈리 

유희왕 

카드게임 

 

과학카드 

유희왕 

카드게임 

 

 

 

 

 

공기놀이 

 

 

 

 

 

장기 

 

체스 

 

 

 

 

 

 

 

쿠키런 

딱지치기 

 

 

 

놀리거나 

때리고 

도망가기 

 

게이짓 

 

공주고받기 

 

 

 

말장난 

 

힘자랑 

 

역할극 

 

배회 

… 

 

 

정형성 높은 정형성 보통의정형성 낮은 정형성 

도구사용 물질적 대체로 비물질적 

이동성 고정적 둘 다 

참여 젠더 남 여 남 ? 다수의 남 여 남 

빈도 

(시기) 

자주 

(3-5월) 

자주 

(2학기) 

? 자주 

(6-7월) 

매우 자주 

(3-2월) 

<표 4>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의 쉬는 시간 놀이 활동 및 그 특징 

 

이름있는 놀이 

 

10분의 쉬는 시간은 다른 활동을 하기보다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쉬는’ 

시간으로 고안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 시간을 이용해 나름의 

재미를 추구하고자 한다. 태원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성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도 

정형도가 높으며 이름있는 놀이들이 출현한다. 하지만 동일한 놀이를 한다고 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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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아람반과 비교했을 때, 3반에서 정형도가 높은 놀이가 

활동의 중심이 된 적은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번 출현하고 유행이 되면, 그것들은 꽤 

오랜 시간 아이들의 주요한 활동이 되었다.  

“유희왕 카드게임”은 동성초등학교에서도 “유카”, “유희왕”이라고 불렸으며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지속되는 유행이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유카”를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카드를 들고 다니고, 모여서 카드의 효과나 특정 “덱”의 

강력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쉬는 시간의 카드 게임은 금지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유희왕”은 교사 입장에서 문제적인 것이었다. “유희왕”이 문제가 된 것은 

학생들 태도에 영향을 주어 수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기에 빠르게 정리되어야 하고, 아이들은 다시 수업이라는 틀에 맞는 행동 

리듬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만 “유희왕”은 한번 시작되면 그 흐름이 10분의 시간 

내에 완료되기에는 어렵다. 앞서 태민이와의 인터뷰처럼 10분의 시간에는 한 판을 겨우 

하거나, 마치지 못하고 서둘러 정리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여전히 들떠 있기에 교사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는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33 그렇기에 3반에서 “유희왕”은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고 학생을 “들뜨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모든 공식적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허용되었다. 

 

 

<그림 8> 과학카드를 이용해 제작한 유희왕 카드 

33 더불어, 그녀는 카드의 가격을 문제 삼았다. 이는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도 지적한 부분인데, 

초등학생이 부담하기에는 비싸고 과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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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아이들의 “유희왕”에 관한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교실에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식을 이용, 창의성을 발휘해 나름의 “유희왕”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들은 교실에 비치된 보드게임 카드를 이용해 규칙을 축소시켜 

“유희왕”을 하거나 과학 시간에 사용한 생물 먹이사슬 카드를 이용해 게임을 이어갔다. 

아이들의 창의적 시도에 대해 유자은 교사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과학카드 “유희왕”을 제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새로운 

시도는 얼마 가지 못했다. 그들은 대체재를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었지만, 본래의 

카드로 할 때만큼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싫증을 느낀 아이들은  

새로운 재미를 찾아 나섰고, 유사 “유희왕”은 천천히 교실에서 사라졌다. 

공기놀이는 유자은 교사의 의도로 교실에 출현해, 2학기 초반 교실의 큰 흐름을 

만들었다. 그녀는 2학기가 되어 더욱 통제가 힘들어지는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어떤 

활동에 집중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그 방안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공기이다. 어느 날 

교사는 칠판에 “미르반 공기대회” 34라는 종이를 붙였고 그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터뷰 7> 2013. 10. 10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 유자은 교사와의 대화 

연구자: 공기는 잘 따라오던가요? 

교사: 별 말 안 했어요. 그냥 저것만 붙여놨어요. 종이만. 알아서들 이름 쓰고 하기 

시작한 거죠. (중략) 그런가요. 간단한 거 없나. 좀 앉히고 싶어요. 호호 

연구자: 효과를 좀 보셨나요? 

교사: 저건[공기놀이] 진짜 효과 많이 봤죠. 요새 좀 약발이 떨어졌는데. 내일 끝내야죠. 

이 자리 상태에서 포맷이, 처음 자리 바꾸고 한 달 정도를 앉아요. 근데 처음 

바꾸면서 저걸 붙인 거니까, 조별로 우승자가 나온 조를 피자 사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하는 거에요. 한 판 정도니까 사실은 크게 돈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그러고 자리 바꾸고 다른 걸 하겠죠? 

 

여기서 Ⅱ장에서 다루었던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교사는 직접적 통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가라앉힐 방안으로 공기대회를 보상과 함께 제시했다. 

34 유자은 교사는 학기초 3반이라는 숫자 이름 말고, ‘아람반’처럼 우리 반만 가지는 고유의 이름을 

‘미르반’으로 지정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이런 이름 부여를 통해 아이들이 조금 더 

반을 좋아하고 같은 반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길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한글 

이름보다는 ‘3반’이라는 이름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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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더 이상 교사의 통제 언어를 귀담아 듣지 않고 거세게 반응하기에, 쉬는 시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잠재울 수 있는 조용한 놀이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공기를 하자고 말하기보다 은근슬쩍 아이들이 넘어올 수 있는 판을 마련해두었다. 

그리고 그녀의 의도대로 아이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교사가 제시한 비가시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공기를 했던 것이다. 연구자가 오랜만에 찾아간 3반은 쉬는 시간마다 

공기가 한창이었다. 반에서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다들 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던 것이다. 공기놀이는 마치 아람반의 “우노”처럼 개인 

단위로도 팀 단위로도 할 수도 있었기에 참여의 형태와 폭이 넓었다. 더불어, 20년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 빠른 시간 안에 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보드 게임은 체스와 장기가 한때 유행했다고 하나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할리갈리”와 같은 보드게임들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교실에 보드게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놀이가 유행에 따라 출현하고 분위기를 타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놀이가 그렇게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교실의 보드게임은 

10분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대신 아이들은 빠르고 

간단한 방식의 즐거움에 집중했다. “쿠키런 35  딱지”가 이에 해당하며, 1학기의 후반 

아이들의 주요한 장난감 중 하나였다. 다수의 남자 아이들, 그리고 일부의 여자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교실 뒤편에 둘러 앉아 딱지를 쳤다. 

지금까지 3반에서 나타난 정형도가 높고 이름있는 놀이들의 특징으로부터 몇 가지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아람반과 마찬가지로 이름있는 놀이들이 활동의 중심이 

될 때, 활동과 재미의 가시성과 용이성이 중요하다. 분명한 게임의 도구가 있으며 놀이의 

주제가 있고 아이들은 그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한다. 장소는 고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놀이가 가시적이며 그 규칙들이 쉽고 고정적이기에, 평소 친분과는 상관없이 

다수의 아이들이 같이 노는 장면이 확인된다. 교사가 제시한 공기도 딱지도 특별한 

종류의 상황파악 능력 혹은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사는 이런 종류의 활동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기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허락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놀이가 유행할 때 ‘내’가 활동에 흥미를 느낀다면 참여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를 통해 한 개인은 재미를 느끼며 시간을 보낼 수도, 반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다. 

35 <쿠키런>은 데브 시스터즈에서 제작한 휴대폰용 어드벤처 게임으로 201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큰 인기를 타고 있다. “쿠키런 딱지”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딱지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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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형도가 높고 이름있는 놀이가 빚어내는 진입장벽 완화의 효과는 3반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3반에서의 놀이들은 아람반에 비해 규칙이 더욱 단순하며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딱지를 치면서, 공기를 하면서 게임의 승패는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가려지고 금새 또 할 수가 있는 것이다. 10분이 종료되어도 아이들은 금새 

자신들이 하는 놀이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공기를 제외한 이름있는 놀이들은 거의 

남자 아이들에 의해 전유된다. 공기 자체가 보통 여자 아이들의 놀이로 생각되며, 교사가 

제시해 반 전체가 함께하는 하나의 기획이었기에 젠더 차가 상황에 크게 개입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나머지 놀이들에서 여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자 

아이들은 이미 학년 초부터 습관화된 나름의 방식대로 시간을 보냈으며, 새로운 놀이의 

출현이 자기 집단이나 반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면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대신 여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서 ‘무언가’를 함께 했다. 딱지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여자 아이들은 소속된 친구 집단이 유동적이거나 활달하며 남성적인 것을 지향하는 

아이들이었다. 결국 진입장벽 완화의 효과는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만 작동했고 

지속적으로 교실의 전반적인 관계망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름없는 놀이: 놀이의 줄타기 

 

아람반에서는 정형도가 높고 이름있는 놀이들이 활동의 중심이었다면, 동성초등학교 

3반에서는 순간적이며 이름없는 놀이들이 쉬는 시간의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아이들은 그냥 놀리거나 때리고 도망갔고, 다른 아이들은 그를 뒤쫓아 교실을 

돌아다니다 교사에게 혼났다. 누군가는 친구들과 함께 복도를 배회했고 누군가는 우연히 

생각난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다. 예를 들어, 경수는 갑자기 연구자에게 다가와 자기 

손을 힘껏 쥐어보라고 했다. 손을 잡자 경수도 세게 손에 잡았고, 우리는 한동안 손을 꽉 

쥐고 웃으며 자신의 손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시도했다. 그러자 두 세 명의 

아이들이 다가와 “쌤 저랑도 해봐요”, “야 나랑 해보자”와 같은 말을 하며 손 힘을 

겨루었다. 얼마 안 가 아이들은 다른 재밋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위의 예시처럼 정형도가 낮고 이름없는 것들은 이름있는 놀이에 비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졌다. 이것들은 우연하게 시작되고 금새 종료된다. 경수는 어른인 

연구자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고, 그 장면에 흥미를 느낀 아이들이 잠시 

모여 완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다. 상대의 힘이 세서 포기하면 진다는 규칙은 

암묵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이유도 없으며 고정된 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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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지금의 시간에 잠시 흥미로운 것이 생기면 그에 몰렸다 떠나갈 

뿐이다. 물론 이런 우연한 떠오름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규칙과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그 활동은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지속적 

기반이 없는 활동들은 정형화의 과정을 거치기보다 일회적 즐거움을 제공한 뒤 

사라져갔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해도 명명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 오히려 놀이의 핵심은 

이름 붙여지지 않는데 있다. 명명과 지속성은 동일한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다수의 

정형도가 낮고 순간적인 놀이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았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특별한 이름은 없지만 아이들은 꾸준히 유사한 행동을 

했고, 그로부터 재미를 찾고 있었다. 가령, 아이들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했던 것은 놀리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때리는 것이었다.  

 

<상황 6> 2013. 5. 16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 3교시 후 쉬는 시간 

수업 종료 후 아이들은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복도로 가는 뒷문 근처에 아이들이 

모여있었다. 

지웅: (영지를 보며) 못 생긴 (영지가 지웅이를 보고 웃으며 얼굴에 발차기를 하자 

피하며) 까지 밖에 안 말했어 

그 뒤로 계속해서 일부 남자 아이들은 뒷문 쪽에 모여 영지와 은정이를 때리거나 놀리고 

있었다. 민기는 영지의 머리를 두 갈래로 잡아 위로 올리며 “피카츄 백만볼트”라고 

외쳤고, 영지는 뒤를 돌아 민기를 때렸다. 그러자 민기는 다시 영지의 머리를 세게 

때리며 때릴 때마다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이라고 숫자를 셌다. 그래도 

영지는 웃고 있었다. 다른 남자 아이들도 영지와 은정이를 놀리고 잡거나 때리려 하면 

슬쩍슬쩍 피해 다녔다. 놀림 당하는 두 여자 아이는 “야”라고 하거나 손으로 그만 

하라는 행동을 취했으나 표정은 웃는 편이었다. 그러다 두 여자 아이들은 놀리던 남자 

아이들을 잡으려 뛰었고, 도망가던 남자 아이들은 옆에 끼어있던 승재를 잡아다 여자 

아이들에게 바쳤다. 영지와 은정이는 진영이를 잡아 때리려던 참이었으나, 진영이가 

“내가 안 했어, 승재 승재”라고 말하며 빠져나갔다. 승재는 두 여자 아이에게 얻어 

맞으며 영지에게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며 빌었고, 그 사이 다른 남자 아이들은 

흩어져 다른 재밋거리를 찾아 다녔다. 지웅이는 갑자기 옆에 있던 키가 작은 찬식이를 

들어올려 안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은호는 계속 연구자를 뒤에서 붙잡아 

로봇처럼 아이들을 때리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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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면은 연구자가 3반에서 많이 본 쉬는 시간의 모습 중 하나이다. 아이들은 

꾸준히 비슷한 누군가를 놀리고 때렸으며 도망 다녔지만, 누구도 그 활동에 특정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다. 분명히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며 나름의 패턴을 가진 

활동이지만 이에 대한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놀리고 도망가기’를 하자고 

말한 뒤 시작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놀이가 되어 버린다. 명명의 순간 아이들이 하던 

‘무언가’는 형태 자체가 선명하게 떠오르며 규칙을 가진 활동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놀리고 도망가고 때리는 것은 “경도”처럼 정형화된 놀이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놀이의 존재 자체가 고정화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이름 붙일 수 없으며, 순간적으로 

등장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아이들은 선명하게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보다 미묘한 

줄타기를 즐기고 있다. 지웅이는 “못 생긴”까지 말하고, 영지가 자신을 때리려 하자 그 

구체적인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의도를 부정한다. 하지만 웃으며 

말하는 표정에서 서로는 이미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암묵적이다. 

남자 아이들은 놀리거나 때리고 여자 아이에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범위에서 도망가며 

다시 놀린다. 구도적인 측면에서 놀리고 도망가는 것은 “경도”의 역할극과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 역할을 선언하지도, 임의로 배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규칙은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하며, 아이들은 은근슬쩍 놀리고 도망간다. 적절한 수준의 놀림이 

있지만 그 적절함이 무엇인지는 선명하지 않다. 이 순간의 줄타기 자체가 놀이의 

원동력인 것이다. 그렇기에 줄타기를 명명하고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줄타기에서 찾을 

수 있던 즐거움과는 다른 종류의 활동을 마주하게 된다. 

“게이짓”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몇몇 키가 크고 힘이 센 아이들의 장난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다른 남자 아이들의 볼에 뽀뽀를 한다거나 뒤에서 껴안고 몸을 

더듬거나 했다. 아이들은 뽀뽀를 하려고 천천히 고개를 얼굴에 대면 징그러워하며 

피하려고 하거나, 더 가까이 다가가 입술이 닿을 거리에서 서로 웃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모든 것은 암묵적이고 아슬아슬한 장난이다. 주변의 아이들은 그에 대해 

“쌤 쟤들이 게이짓 해요”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그를 즐기는 아이를 “게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이짓”이라는 이름은 ‘게이짓 할 거야’라고 말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순간적인 장난으로 출현할 뿐이다. 그리고 그 장난의 형태가 아이들에게 

외부적으로 돌출되면서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로 ‘게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아이들에게 “게이”는 이상한 것이지만 이상한 것이기에 갖고 놀 수 있다. 젠더는 언제나 

흥미로운 장난감인 셈이다. 결국 명명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출현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명명되고 정형화될 때 획득할 수 없는 즐거움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 위의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은 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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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아이들의 활동 장면에는 이미 놀이의 중요한 속성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놀이라는 틀을 설정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놀이 상황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평소와는 다른 어떤 ‘틀’에 위치하고 있다. 가령, “게이짓”의 사례로 A가 

B의 볼에 뽀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가 B에게 키스를 한다고 그것이 ‘진짜’ 

키스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 두 사람 간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존재한다. 즉, 내가 키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키스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의미를 

담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난의 몸짓이라는 것이다. 베이트슨(1955[2006])은 이와 

관하여 동물들 역시 놀이 상황에서 어떤 시각적 정보들을 교환하고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놀이 상황에서 원숭이 두 마리는 싸움과 비슷한 동작을 취하지만 싸움과는 

다른 종류의 상호작용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시화되는 것은 놀이 상황이 현실과는 다른 어떤 가상적 틀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것은 놀이다’라는 진술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행동들이 표시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베이트슨 2006: 

303)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놀이라는 선언 

하에 위치한다면 그것은 선언 밖의 상황과는 다른 이해와 해석을 요구한다. ‘내’가 ‘너’를 

때리지만, 놀이라는 틀 안에서 이 행위는 폭력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때린다’라는 기표 아래에는 ‘놀이’라는 기의가 붙는다. 때리지만 

‘때리는 것’은 아니며, “게이짓”을 하지만 ‘게이로의 행위’는 아니다. 문제는 즐거움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놀이라는 틀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상대방과 본인의 행위가 놀이 상황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주기적으로 그 틀을 표출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놀이라는 선언이다. 여기서 

다시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떠오른다. Ⅱ장의 경우, 지금이 수업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타적 지표들은 현재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에 적절한 행동 

방침을 세우는데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때 메타적인 메시지들은 수업이라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일련의 액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놀이에서도 

메타 메시지의 액자들은 지속적으로 조정된다.  

그렇지만 액자들이 늘 눈에 선명한 것은 아니다. 정형도가 높고 이름있는 놀이들은 

시작하기 전 이미 ‘놀이’라고 결정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가 노는 것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된다. 틀이 위협받는 순간이 아니라면,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을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틀의 가시성이 활동에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이름있는 놀이들은 참여자들이 상황 정의의 단계를 생략하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행위가 놀고 있는 

92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틀 지워진 놀이들을 ‘게임’ 

그리고 ‘스포츠’라고 칭한다. 

그에 반해, 순간적이며 이름없는 놀이들은 지속적으로 그 틀이 깨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틀이 깨지는 순간 가상적이던 언행은 현실적인 힘을 획득한다. 때리는 

것은 폭력이 되며 “게이짓”은 애정 혹은 폭력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놀이들은 대부분 이름도 없고 어느 순간 떠오르기 때문에 시작 단계의 선언도 없다.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상대방과 자신이 놀이라는 틀 하에 위치하고 있음을 서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놀이가 놀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직설적 언어로 행해지지 않으며 함축적이다. 베이트슨이 원숭이의 놀이에서 

시각정보를 이야기했을 때, 메타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메타커뮤니케이션이라는 액자는 액자가 틀 지우고 있는 내용물과는 다른 층위를 가지며 

그 층위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상황 6>에서 아이들은 계속 웃고 있다. 

놀려도 웃고 맞아도 웃으며, 여자 아이에게 잡히면서도 웃고 있다. 지금 웃는 것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다. 내가 너를 놀리는 것은 장난이며, 맞고 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 괜찮다라는 암묵적인 신호를 웃음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상황이 웃을 만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놀이라는 틀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메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이것이 놀이다’라는 틀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는 

상이하며,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놀이라는 장면을 ‘놀이’로 잘 이끌어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너무 

진지해져 틀을 무너뜨리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친구를 놀리거나 

때렸을 때, 상대방이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면 놀이라는 틀은 성립할 수 없다. 그 

아이에게 이것은 놀이가 아닌 것이다. 너무 세게 때려도 안 되고 맞고서 싫어해도 안 

된다. 놀이라는 틀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수위를 지켜가며 서로 ‘합’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놀이로 시작한 것이 놀이가 아니게 되면 그것은 폭력이 된다. 놀리고 

도망가고 때리기의 사례에서 보듯, 규칙은 미묘하지만 단순하다. 적절하게 때리고 

적절하게 놀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된다. 문제는 그 적절함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정형도가 낮고 순간적인 놀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다. 보드게임처럼 

누구나 동참할 수 있지 않은 것이다. 대신 상황 파악과 조정을 잘 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대체로 교실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거나, 그런 아이들과 

친한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참여의 관계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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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놀리는 것은 특정 관계망으로부터 그냥 늘 그랬다는 듯 시작된다. 우호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큰 무리 없이 놀리고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그다지 친하지 

않거나 그런 종류의 놀이에 서툰 아이들이 놀이에 동참했을 때, 상황은 애매해진다. 같은 

장난을 쳐도 A가 한 것은 놀이로 받아줄 수 있다면, B가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은정이는 자신과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 상황에 참여하려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출했다. 

 

<인터뷰 8> 2013. 7. 8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 영지, 은정과의 인터뷰 

연구자: 애들이 너희 때리면 기분 나빠? 

은정: 더러워요. 안 나쁘다고 [연구자가 준 설문지에] 쓰긴 했는데 솔직히 맞으면 기분 

더럽잖아요. 

영지: 아프긴 아픈데 나쁘진 않아요. 

연구자: 왜? 

은정: 그냥요. 

연구자: 근데 어떤 애가 때리면 기분 나빠질 수도 있잖아. 

은정: 찐따가 때리면 기분 더러워요. 

연구자: 왜? 

은정: 짜져 있는 애가 때리면 그렇잖아요. 

영지: 저는 친한 애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안 친한 애들이 그러면 기분 더러워요. 

연구자: 그러면 찐따가 너 때리거나 놀리면.. 

은정: 기분 많이 더러워요. 

영지: 더러워요. 

은정: 착한 척 하지마 개년아 (웃음) 

영지: 야, 그냥 똑같이 해 주면 되잖아. 이해를 좀 해 주고 살아 (웃음) 

 

은정이와 영지는 맞는 것이 아프고 기분이 더러울 때도 있지만 놀이 상황에서 내색은 

잘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찐따”가 때리는 것은 은정이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은정이는 찬식이를 “짜져”있는 “모기새끼”라고 부르며, 찬식이가 놀 때 은근히 와서 

때리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은정이가 생각하기에 자신과 노는 친구들은 “찐따”가 

아니며 자기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것들에 “찐따”들은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아이가 와서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함께 하며 ‘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짜증이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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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이와의 대화에서 확인하듯, 순간적이며 이름없는 놀이들은 많은 경우 입구가 열려 

있지 않다. 외부에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진입하는 것 자체는 별개의 문제이다. 놀이에 분명히 어떤 규칙들이 존재하지만, 규칙은 

함축적이며 외부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 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관계망에 들어와 있어야 되며, 순간순간 상대방의 감정 상태 및 분위기의 변화를 읽고 

대처할 줄 아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엉뚱한 아이가 때리고 놀리는 

상황에 들어온다면, ‘니가 감히’와 같은 반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놀리고 때리는 것은 그 형태라도 가시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계망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진다. 연구자가 동성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때리고 놀리고 

도망가는 것만큼 많이 본 것은 그냥 뭉쳐있거나 돌아다니는 모습이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 있지 않고 복도를 배회했다. 딱히 무언가를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들은 지나가는 친구와 인사를 하거나 재미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친구를 만나면 괜히 시비를 걸고 툭 치고 가기도 했고, 

남자화장실에 여자아이를 집어넣고 도망가거나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활동은 은정이의 표현을 빌리면 “찐따”와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활동에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 아이들은 그녀들 나름의 방식대로 쉬는 시간을 

보냈다. 그녀들은 자신의 “그룹” 아이들끼리 애니메이션, 아이돌 등 관심 갖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뭉쳐 다녔다. 어떤 정형화된 활동을 하는 것보다 

“그룹”끼리 있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녀들은 그녀들끼리의 재미를 찾아 

다녔다. 학기 초 이른 시기부터 여자 아이들은 집단을 이루었으며, 대부분의 활동이 그 

집단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연구자 입장에서 동성초등학교에서의 쉬는 시간은 답답한 상황이었다. 

수업 시간은 수업이라는 고정된 형태가 있어 자리에 앉아 관찰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쉬는 시간에는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겠던 것이다. 10분은 너무도 

길었다. 아이들의 관계망에 들어가려면 어떤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연구자가 들어갈 ‘구멍’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공기나 딱지를 칠 때는 

함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때리고 도망가거나 복도를 배회할 때는 적당히 

껴서 함께 돌아다닐 수는 있었지만, 일들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아이들은 

그것들을 나에게 같이 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들 “그룹”에 성인 

남성 연구자가 들어가 무언가를 공유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곳 저곳의 관계망을 맴돌았다. 

정리하면, 동성초등학교 3반의 관계망은 의식적으로도, 비의식적으로도 열려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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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로의 놀이 자체가 폐쇄적으로 작동하기에 아람반과 달리 영토탐방의 기회 자체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활동의 테크놀로지는 투명하지 않으며 그것을 파악한다고 

해도 진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름있는 놀이들에 비해, 순간적이며 이름없는 

놀이들이 중심이 될 때, 교실의 신참이 부드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래 관계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치가 빠르고 정보도 많아야 한다. 물질과 

기술은 공유되지 않으며,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특히 여자 아이들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다. 그녀는 자신에게 적합한 “그룹”을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교실은 

이미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고, 신참이 들어갈 자리는 많지 않다. “그룹”의 활동은 

외부적으로 쉽게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승아는 3월에 3반에 온 

전학생이었다. 그녀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룹”은 이미 나누어진 상태였다. 한 

그룹에서 승아와 같이 놀자고 제안을 해서 한 동안 그녀들은 같이 다녔으나, 승아는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는 아이들과 오래 지내지 못했고 “그룹”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뒤로 1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승아는 “그룹”에 끼지 못하고 한두 명의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책을 읽으며 지냈다. 그녀는 연구자에게 6학년은 “포기했어요”라고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연구자는 30분의 쉬는 시간과 비교하며 동성초등학교에서 10분의 쉬는 시간 

동안 나타나는 활동 양상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들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두 

학교의 아이들은 조금은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아람반에서는 명명 

가능한 놀이들이 활동의 중심이 되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놀이들을 통해 아이들은 

쉽게 관계망에 진입하며 ‘같이 논다’는 감각을 형성한다. 그에 비해 3반에서는 형태가 

분명한 이름있는 놀이들은 남자 아이들에 의해 전유된다. 또한 순간적이며 명명할 수 

없는 놀이들이 활동의 중심이 되어 그것이 빚어내는 줄타기가 재미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여기서 그 형태와 규칙의 가시성이 낮으며 상당한 메타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기에, 관계망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아이들은 분리된 집단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감각을 형성한다. 놀이와 재미의 형태가 아이들의 관계 양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3. 그러나, 놀이는 놀이: 놀이라는 틀과 현실 

 

놀이에 관한 논의는 시간의 문제로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다시 놀이의 형태, 그리고 

물질과 기술이 아이들의 행위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의로 연결되었다. 

연구자는 인간의 활동에 있어 물적, 형식적 조건들이 행위를 구조화한다고 보았고, 두 

반의 비교를 통해 그 양상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 그렇지만 놀이는 놀이의 형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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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특징만으로 파악될 수 없다. 오히려 놀이의 구체적 실천은 그 틀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비결정적이며 예측할 수 없다. 노는 것은 여분의 문제도 아니며, 다른 

기능 혹은 형태적 조건으로 환원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 절을 통해 연구자는 

“다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놀이’의 지점을 언급하며, 그것이 현실과는 일정하게 분리된 

틀에서 발생하는 힘이자 한계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1) “다리”로의 놀이, 놀이로의 놀이 

 

앞서 연구자는 아람반에서 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놀이들이 관계망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다리”로 작동한다고 논의했다. 하지만 “다리”는 일종의 효과적인 것이며 모든 

활동이 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유카”를 자주한 것은 그것이 

이미 본인들에게 친숙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사실 “유카”는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다. 

게임의 형태는 고정되어 있으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내고 승점을 계산하면 된다. 

그렇지만 카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유카”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가 옆에서 게임을 

읽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노”와 달리 하나의 규칙을 이해한다고 모든 것이 쉬운 

놀이는 아닌 것이다. 성재에게 “유카”는 손쉬운 재미가 아니었다. 

 

<인터뷰 9> 2014. 1. 9 태원초등학교 6학년 아람반 성재와의 인터뷰 

연구자: (어떤 것을 즐겨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심플하다?  

성재: 네. 야구 게임 같은 경우에는 탁 떼면 공이 탁 날라가고, 그거에 의해서 점수가 

정해지고. 

연구자: 근데 유희왕 카드는 복잡하다? 

성재: 친구들은 그거의 색깔을 다 외우고 있어요. 달달달. 근데 저는 하나 딱 집으면 

계속 그 글씨 쳐다보고 있다가,  

연구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나?  

성재: 애들이 그걸 낼 수가 없는 거래요. 다시 다 주워 갖고 또 몇 십 분간 보고 있고  

 

성재는 그전까지 “유카”를 해본 적이 없다가 6학년이 되어 “유카”가 아람반 남자 

아이들 사이에 큰 유행이 되면서 반 친구에게 “유카”를 배웠다. 어느 정도 또래 

집단으로부터 암묵적인 압력(peer pressure)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을 인지하고 있을 뿐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만큼 게임을 따라 잡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빠르게 카드를 내고 게임을 진행하지 천천히 카드를 읽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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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성재나 연구자에게 종종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것은 보완적 활동일 뿐 금새 

게임은 평소의 속도대로 흘러갔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다. 

“유카”는 그 가시적 형태나 다수의 참여 양상에 있어서 아람반에서의 다른 주요 쉬는 

시간 활동들과 유사해 보이나 그 진행 양상이 초보자가 진입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성재의 경우 “유카”는 “다리”로의 놀이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았다. 계속 

활동의 주변을 맴돌고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리”로의 효과 역시 작동하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미와 친교는 함께 움직인다. 오히려 친교적 효과는 노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아닐 수 있다. 의식적으로 친해지기 

위해 함께 놀 수는 있지만, 같이 논다고 친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재미’에 있다. 아이들의 놀이에서 재미는 다른 것으로는 환원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지향되는 가치이다. 그러나 ‘재미’는 쉽게 정의될 수 없는 감각의 문제이다. 사람마다 

다른 지점에서 웃음의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웃긴 농담은 누군가에게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규칙이 정해진 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규칙에 따른 승리가 재미를 보장하는가? 

 

<상황 7> 2013. 5. 14 태원초등학교 아람반 점심식사 이후 쉬는 시간 

점심을 먹고 소현, 성재, 민철, 우식, 연구자는 함께 교실 바닥에 앉아 “우노”를 하고 

있었다. 두 번 째 판이 시작되었고 연구자에게 들어온 카드들 중에는 같은 색의 

이어지는 숫자, 다른 색의 동일한 숫자 카드가 많았기에 몇 바퀴 돌지 않아 나는 금새 

내가 가진 모든 카드들을 내려놓고 1등을 할 수 있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소현이는 

연구자에게 “아 쌤, 이렇게 빨리 끝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끝낼 수 있었는데. 재밌게 

하는 법을 모르시네”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고 소현이의 패를 보자 그녀는 충분히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일부로 카드를 내지 않고 계속 카드를 가져가고 

있었다. 얼마 뒤 소현이는 자신이 가진 카드를 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x2”와 

“x4”카드를 내면서 게임을 마무리했다. 그 옆에 있던 민철이 역시 소현이의 강력한 

공격을 그 동안 모아두었던 곱하기 카드들을 활용해 받아 치면서 우식이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민철이는 사악한 웃음을 지었다. 우식이는 탄식을 뱉으며 스무 장 가까운 

카드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우식이는 어떻게든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고자 노력했다. 

우식이 앞에서 민철이가 초록색 카드6과 빨간색 카드6 순으로 낸 것을, 우식이는 슬쩍 

초록색 카드6을 맨 위로 올려놓고 초록색 카드를 내려고 했으나, 민철이가 “그럼 안 

되지”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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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이들은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자는 먼저 게임을 

일찍 끝낼 수 있었기에 카드를 내고 쉽게 게임을 이겼으나, 그것은 소현이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이기는 것은 ‘재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먼저 자신의 카드를 없애는 것이지만 그녀에 따르면 놀이 상황에서 승리가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이기는 것에 치중하는 것으로 재미는 확보되지 않으며, 

이기는 것보다 상황에서의 재미가 중요하다. 빠른 승리가 재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대신 아이들은 관계망을 갖고 놀기도 하며 놀이 틀 자체를 갖고 

규칙을 더 흥미롭게 사용할 방법을 탐구한다. 소현이는 조금 더 강력한 공격을 다음 

상대방에게 하기 위해 카드를 모았다. “우노”의 규칙은 자신이 낼 수 있는 카드를 자신의 

“턴”에 내면 되는 것이지만, 낼 수 있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이와 같은 게임의 규칙을 토대로 다음 상대방에게 다량의 카드를 

“먹이는” 전략을 준비한다. 아이들은 많은 카드를 상대방에게 폭탄처럼 던졌을 때 

발생하는 쾌감을 알고 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승리로는 확보되지 않는 종류의 

희열이다. 아이들은 승리를 통해 놀이를 끝내기보다 놀이의 규칙을 활용해 흐름을 

즐기고 재미를 느끼며 현재의 놀이를 이어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보다 규칙을 

토대로 현재의 게임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다. 재미 없는 승리는 오래 갈 수 없다. 

“경도”를 할 때 잡을 수 있는 “범인”을 일부러 안 잡고 계속 도망가게 만들거나 피구를 

할 때 일부로 상대를 안 맞추고 공을 돌린다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규칙이 규정된 

놀이라 하더라도 승리의 조건은 조건일 뿐이다. 이름이 없어야 가능한 놀이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은 놀이의 틀과 규칙을 ‘갖고 놀고’ 있다. 지금의 흐름을 조정하며 

역동을 만들어 낼 때의 재미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와 같은 재미의 발생을 알고 즐기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상황 파악 및 조정을 잘하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종류의 재미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를 획득하는 

방식과 능숙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많은 여자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 순간적, 상황적 재미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주는 재미 역시 중요한 것이다. 대체로 관계에 대한 파악이 빠르고 상황에 대한 

조망이 가능한 아이들은 자신만의 재미보다 다수의 재미를 추구한다. 그에 비해 일부 

남자 아이들, 그리고 관계망에 대한 인지 및 활용에 무관심하거나 서툰 아이들은 놀이 

목표 혹은 상황이 주는 재미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재미는 놀이라는 틀 안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획득된다. 현재의 상황을 가능케 하는 관계적 맥락보다 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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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 안으로 들어가 그 내용 및 목적에 몰입하는 것이다. 몰입은 행위자를 즐겁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이자 활동의 동력이지만, 때로 지나친 몰입 혹은 적절하지 않은 

개입은 놀이의 틀을 깨뜨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지나치게 놀이와 승리에 집착하지 

않으며 흐름을 즐기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상적 유형(ideal type)일 뿐이다. 아무리 

게임을 잘 하더라도 이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틀과 관계적 맥락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찾아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기는 것이 꼭 재미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게임에서 지는 것 역시 썩 

즐거운 일은 아니다. “지면 기분은 더러워” 질 수 있다. <상황 7>에서 너무 많은 카드를 

받은 우식이는 지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이기고자 일련의 속임수를 사용하고자 

시도한다. 가장 위에 올려진 카드를 따라야 한다는 규칙을 이용해 한번에 여러 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슬쩍 위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은 노는 중에 자주 

속임수를 활용한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기 보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상황에 따라 속임수를 사용했다. “유카”의 경우에는 카드마다 기재된 

사항이 다르고 복잡하기에 이를 이용해 상대를 속이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아이들은 카드 한 장을 뽑아야 할 때 슬쩍 밑에 다른 카드를 끼워 두 장을 뽑는 식으로 

자신의 승리를 얻어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놀이의 규칙과 틀을 활용한 변칙의 시도가 

도를 넘어서면 놀이의 틀 자체가 위협받는다. 

Ⅱ장에서 게임의 틀을 활용한 영어 수업 시간으로 돌아가보자. 한 개의 달(月)을 

말하고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 태민이는 두 가지 달을 한번에 말하기 시작했다. 놀이의 

규칙 하에 약간의 변화를 가한 것이다. 그에 따라 아이들의 움직임은 더욱 역동적이 

된다. 얼마 안 가 우식이는 새로운 변칙을 시도한다. 앉아 있던 우식이는 일어나 자리를 

옮겨 옆에 앉으려는 소현이의 의자를 뒤로 빼버렸다. 소현이는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졌고 잠시 눈물을 흘렸다. 소현이가 울자 교사는 우식이에게 

사과를 하도록 시켰고 소현이는 금새 웃었지만 게임은 거기서 종료되었다.  

이 모든 것은 놀이이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놀이인 것이 누군가에게 공격이 될 수 

있으며, 그 순간 상황을 유지했던 틀은 무너진다. 앞서 태민이의 시도는 상황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만들어낼 수 있던 변화였다. 그렇지만 우식이의 경우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해 지나친 재미로의 몰입이 이와 같은 결과를 빚어낸 것이다. 그는 상대의 

반응을 크게 생각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재미에 달려들었다.  

연구자는 우식이가 자신의 재미에 몰입하여 분쟁의 상황을 만드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는 작년까지 아이들에게 소외되던 아이였다. 그러다 올해 아람반이라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다. 일종의 “다리” 효과로 인해 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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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관계망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우식이는 함께 노는 상황에서 다시 ‘자신의 

재미’로 돌아간다. 다른 아이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놀이의 흐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많았다. “경도”를 할 때 한 명만 잡고 놓아주지 않고 세게 붙잡거나, 지나치게 

공으로 상대를 세게 때렸을 때 누군가는 짜증을 내며 교실로 돌아가거나 싸우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놀이가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놀이 상황에서 특정 행위의 기표 아래에는 보통 그 행위가 가졌던 기의가 

없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놀이라는 틀은 믿음으로 구축된 “심리적인 틀”(베이트슨 2006: 

312)이다. 놀이의 정형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언행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심리적 과정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이 심리적 틀은 일련의 역설을 

발생시키는데 마치 공포 영화를 볼 때 이것이 공포 ‘영화’인 것을 알지만 무서워하는 

것처럼 실재적 힘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이 A가 아니란 것을 알지만, 

A의 감각을 강하게 받게 될 때 지금이 놀이라는 심리적인 믿음은 깨질 수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이것이 단순한 놀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 아무리 

놀이일지라도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언행은 틀을 무너뜨리며 그 실재적 감각은 본래의 

기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람반에서 이름이 있으며 정형도가 높은 놀이들이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놀이적 형태가 선명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은 “다리”가 아니다. 행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미이다. 노는 것은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놀이 그 자체이다. 그리고 교실에는 각기 다른 재미를 추구하며 상이한 

수준의 상황 파악 및 조정 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름있는 놀이들이 지금이 놀이라는 상황 정의를 생략하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지만, 놀이라는 틀에 관한 심리적 과정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나친 

재미로의 몰입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 틀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모든 

아이들이 “다리”로의 놀이를 충분히 인지하며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때에 따라 놀이로의 몰입은 틀 자체를 깨뜨릴 위험을 내포하며 관계적 맥락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레이브와 웽거(2010)가 창문이라고 비유했던 집단의 주요 활동과 그 

테크놀로지는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에서 창문은 그 

너머를 알게 해주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이때 바깥을 보기 위해 창문이라는 틀 자체는 

비가시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물감이 적어야 그 너머를 편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창문이 창문이라는 사실을 알 때, 행위자는 부딪히거나 깨지 않고 그 창문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행위자들이 틀에 대해 적절하게 인지할 때,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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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와 그것을 보는 나의 관계, 즉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접근권을 가진 성원 모두가 활동들이 함축하고 있는 공동체의 

감각을 잘 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레이브와 웽거가 기대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상황 파악이 빚어내는 건강한 공동체이다. 그러나 아무리 집단의 주요 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그 참여의 양태가 함축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성원의 참여 가능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창문이라고 

공식적으로 언표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가 그것이 창문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는다. 누군가는 오히려 창문에 환상을 갖고 집착한다. 충분한 환상은 

창문을 창문으로 보지 않게 하며 그에 침잠하게 만든다. 어떤 집단에서도 모든 성원들이 

틀의 메타적 차원을 충분히 인식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동일하지 않은 인지 수준들이 

집단의 변화 또는 고착화를 추동하는 것이다. “다리”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작동하지만 

아이들은 무엇보다 놀고 있다. 놀이는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놀이’이다. 

 

2) 놀이에서 현실로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제기한 놀이에 관한 논의는 인류학에서 오랜 시간 탐구해왔던 

의례와 많이 닮아 있다. 예를 들어, 터너(Turner)가 연구한 은뎀부(Ndembu)의 성인식과 

같은 의례들에서 의례의 대상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분리(separation)되어 

일정한 시공간에서 리미널(liminal) 상태에 진입한다. 그곳은 일상적인 현실과는 분리된 

성스러운 실험과 놀이의 장이다. 참여자들은 평소와는 다른 상태에 돌입한다. 여기서 성, 

연령, 친족 관계 등 기존 사회에 존재하던 위계 서열은 최소화되며 참여자들은 대체로 

평등한 위치에 선다. 사회적 규범들은 축소되고 새로운 규칙 하에 참여자들은 공동의 

과제를 함께 겪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자격을 획득한다. 일련의 리미널한 과정을 

무사히 마친 의례의 대상자들은 평소의 생활로 돌아와 사회에 재통합(incorporation)된다. 

이때 그들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는 ‘무언가’ 변화한다. 그 상태변화가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그들은 의례를 떠나기 전과는 동일한 상태는 아닌 것이다(Turner 1988: 25).  

놀이가 의례는 아니지만, 아람반에서의 놀이가 일종의 의례적 힘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일상적인 활동이지만 평소와는 다른 ‘틀’에서 작동한다. 놀이는 쉬는 

시간 특정한 시공간에서 그 나름의 독립적 구역을 확보한다. 그리고 놀이 상황에서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아이들도 함께 놀 수 있다. 그 상황만큼은 기존의 

관계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친분 관계가 영향을 줄지라도 놀이라는 

틀에서 배정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제 아이들은 놀이라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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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경찰”과 “도둑”, 또는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카드 게임의 참여자로 위치한다. 

기존의 수직적, 수평적 분화의 관계들은 잠시 평등하고 분화가 덜 된 상태로 재배열된다. 

기존 현실의 관계망이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맞지만, 놀이라는 가상적 틀 자체는 

현실과는 분리되어 그 나름의 실재적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가상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다시 놀이 바깥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령, 게임의 

틀이 깨지지 않고 즐겁게 마무리 된다면, 놀이가 “다리”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은 놀이 상황에서 더 많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망을 조금은 열어두게 

된다. 놀면서 교실의 관계망의 양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함께 몸을 움직이고 재미를 

공유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유람이의 사례처럼 

교실의 전학생은 놀이를 통해 조금씩 아람반으로 진입해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 최소한 

친해지지 못하더라도 놀이를 거치면서, 교실의 행위자는 이곳의 사회적 지평을 어느 

정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놀이 경험 자체가 아람반이라는 교실과 자신을 연결짓는 

하나의 의례적 과정인 것이다.  

또한 기존의 관계들이 수평화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한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평소에 몸을 부딪힐 일은 없지만 “경도”를 할 때에는 

붙잡을 수도 있고 때리거나 욕을 할 수도 있다. 가령, 시완이는 “경도”만 하면, 세게 

여자 아이들을 때리거나 끌어 당겼다. 때로 시완이의 과한 행동에 눈물을 보이거나 

짜증을 내는 여자 아이들도 있었지만 시완이의 행위는 놀이의 일부로 간주되었기에 일은 

금새 마무리 되었다.  

 

<인터뷰 10> 2014. 1. 10 태원초등학교 아람반 시완과의 인터뷰 

시완: 누구를 때린다는 게 다 좋아요. 

연구자: 왜? 

시완: 재밌잖아요. 

연구자: 근데 그냥 때리면,  

시완: 놀이를 통해서 때리면 실수다,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냥 때리면 욕을 엄청 

하겠죠. 

연구자: 놀이를 통해 때리면 왜 그렇지 않아? 

시완; 여자랑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걔를 때렸어요. 그럼 걔가 울잖아요. 그런데 놀 때 

때리면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놀이를 실수로 생각하죠 거의 대부분. 

연구자: 놀다가 쳤다? 

시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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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래서 넌 놀 때 좀 더 과격하게 해도 허용이 된다? 

시완: 네 

 

시완이에게 남을 때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는 ‘남자는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그를 어겼을 시 제재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놀이라는 안전한 틀을 이용한다. 학교에서 타인에 대한 공격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놀이라는 안전 장치 안에서는 용납된다. 기표 아래 평소 기표에 달라붙던 

기의가 붙지 않는다는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놀이라는 틀은 때리는 행위를 

노는 것으로 해석하게 유도하지만 행위의 당사자는 이를 비틀어 정말로 신나게 때리고 

있다. 이는 많은 농담들이 창의적으로 사회적 금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36  학교의 놀이의 장에서도 이와 같은 놀이라는 가상의 틀과 현실 사이에서의 

줄타기는 빈번하게 출현한다. 아이들은 이 틀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를 활용한다.  

그러나 놀이가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뒤틀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힘은 일정한 틀 안에서 작동한다. 놀이라는 틀 안에서 누군가는 웃고 신나며 

재미를 느끼고, 이 장면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놀이는 

놀이이다. 놀이가 끝나면 다시 현실의 관계 및 규범들은 되돌아온다. 일정한 틀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과 관계들이 그 틀이 사라지면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람이와 아영이는 보라, 승연과 함께 피구를 했다. 보라와 승연이는 

단짝이지만 유람이와 아영이는 그녀들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편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피구를 했다. 피구를 하는 동안 편을 짜고 공을 주고 

받는 역할은 평등하게 분배되고 진행되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보라와 승연이는 손을 잡고 웃음을 지으며 올라갔다. 하지만 유람이와 아영이는 그 뒤를 

각자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들은 함께 놀 수는 있지만, 놀이가 끝나면 

다시 기존의 친밀한 관계만큼이나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식이도 “스타”를 통해 

기범이와 놀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 다가갈 수는 없었다. 우식이는 기범이와 함께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친밀한 사이가 되길 바라며, 점심 시간에 “기범아, 일로 와”를 

여러 차례 외쳤지만, 기범이는 항상 우식이를 무시하며 다른 친구들 옆으로 가서 식사를 

36 가령 바소(Basso 1979)의 미국 아파치 원주민 농담에 관한 민족지에서 원주민들이 하는 백인에 

관한 모방 농담은 일상 대화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된 가상적 틀에서만 작동한다. 평소에는 

허용되지 않을 백인식 태도와 말하기가 사회적 도덕으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는 농담의 연행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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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결국, 놀이라는 틀은 현실의 관계들과 일정하게 교차한다. 아람반에서 정형도가 높고 

이름있는 놀이들이 관계망의 평등과 분화에 일정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교실에서 아이들은 반에서 함께 논다는 ‘공동의 감각’을 일상적으로 형성한다. 아이들은 

같이 노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그것에 긍정적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또래 

집단은 폐쇄적이지 않으며 그 개방성은 교실의 행위자들을 어느 정도 편하게 만든다. 

쉬는 시간에 적당히 어디든 껴서 함께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같이 논다는 

것이 꼭 그 이상의 뜻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진입 장벽의 완화가 관계망으로의 온전한 

진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다리”의 효과만큼 혹은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재미를 즐기는 것이다. 같이 논다는 감각만큼이나 

아이들은 같이 노는 것이 일정한 틀 하에서 가능하다는 감각 역시 가진다. 결국 어떤 

놀이든 반복되면 지루하고, 아이들은 꾸준히 새로운 재미들을 향한다. 하나의 놀이가 

끝이 나면 아이들은 현실로 돌아오지만, 또 다른 재미가 아이들을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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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반’을 구성하는 두 관계축의 연결과 관계적 역동 
 

이제까지 본 연구는 혁신 초등학교에서의 일상적 활동을 수업과 놀이의 영역으로 

분리해 살펴보고, 그 활동이 교사-학생 관계와 반 친구관계에 각각 불러일으키는 

효과들을 검토했다. Ⅳ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아람반이라는 혁신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역동을 살펴볼 것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한국 교실에서 주요한 관계의 두 축은 교사-학생 관계와 반 친구관계이다. 교사-학생 

관계와 반 친구관계는 독립적인 동시에 ‘반’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 얽혀서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결국 Ⅳ장의 과제는 두 관계의 축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며 연결되어 

있는지 포착하는데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교실의 행위자들이 ‘반’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상은 무엇이며, 왜 그와 같은 지향이 출현하게 되는지, 그것이 불러 일으키는 

관계들의 역동에 다가갈 것이다. 

 

1. 교사의 교육적 지향 

 

교실에서의 관계적 역동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는 교사가 어떤 교육적 지향을 

갖고 그를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다루는 

교육적 지향들은 아람반의 한 교사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사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추상적 지식의 전달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브루너가 

민속 페다고지라는 개념으로 논의하였듯이(2005), 특정한 교육의 장면에는 교육자가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들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동성초등학교의 유자은 교사가 

“눈치”를 갖고 행동하라고 강조할 때, 그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갖추어야 하는 

성숙도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가 가지는 교육적 지향은 교사-학생 

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반영되며, ‘반’의 관계적 역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Ⅱ장에서 

수업 상황을 중심으로 교사-학생 관계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수업 외적 상황을 

중심으로 교사가 어떤 교육적 지향을 실천하며, 이상적인 ‘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집단 활동의 긍정과 자율성 

 

지금의 논의는 Ⅱ장에서 먼저 출현한 것들이다. 아람반에서 수업은 학생들의 직접적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과제들 대부분은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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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힘든 종류의 것들이었다. 모둠 토론, 뉴스 만들기, “나도 선생님” 등 주요한 수업 

활동은 언제나 집단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과제의 양적, 질적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교사는 수업을 포괄해 집단 활동이 일련의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교사가 보기에 집단 활동은 학생들이 중요한 삶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가 연구자와 학생 통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주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것이 일종의 “부모 되는 연습”과 비슷하다면서 부모가 항상 아이들을 챙겨주지는 않듯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래 간의 부딪힘이 

늘 즐거운 것은 아니며 문제적 상황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즉시적으로 교사가 개입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할 방법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인터뷰했던 교사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즉, ‘반’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교과서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고 집단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워가는 것 자체가 학교와 반이라는 교육의 장이 제공하는 

또 다른 교육의 경험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시로 그와 같은 경험의 장을 차단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빼앗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또래 간의 활동을 지지하며 분쟁이 생길 경우 상황을 지켜보기는 하되,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기를 기다린다. 또래 사회화의 힘을 

믿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집단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체득하길 기대한다. 가령,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는 뉴스 만들기 발표가 끝난 

이후 학생들에게 집단 활동에 대한 논평을 했다. 그녀는 모든 조가 뉴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특정 모둠의 결과물이 잘 나온 데에는 적극적인 참여와 “강한 

리더쉽”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타인과 공동의 작업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소극적이기보다 함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사는 

교과서를 “앉아서 배우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이렇게 과제를 협동해서”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강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혼자서 하는 공부는 누구나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집단 속에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중요한 성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방침이 있었기에 교사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집단적 참여를 위해 

학생들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했다. 이는 혁신학교의 교육적 목표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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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적 교육이 아니라 교실의 성원들이 “상호” 교류하며 “민주주의”를 배워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학교이며 중요한 교육적 

혁신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민아 교사 입장에서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걱정거리였다. 은지의 경우 공부를 매우 잘했지만 집단 과제를 할 때에는 거의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에 따라 은지가 속한 모둠은 가장 늦게 낮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는 은지에게 자주 또래 학습과 공동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평가는 수업 시간에만 그치지 않았다. 교사는 아람반의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함께 움직이며 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아쉬운 마음을 가졌다. 은지는 쉬는 시간이 되면 대체로 자신의 단짝인 

지영이와 시간을 보냈다. 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드 게임에 끼지도 않고 “경도”를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은 손을 

잡고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설정하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고, 학교 옆에 사는 개와 

놀다가 늦게 교실로 돌아오기도 했다. 교사는 그녀들이 조금 더 반 여자 아이들의 

관계망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며, 자기들끼리의 관계만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그러나 교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아이는 유리였다. 그녀가 보기에 유리는 함께 

하는 즐거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신민아 교사는 연구자에게 “제 생각에는 

유리가 우리반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며 유리의 상태를 

걱정했다. 은지와 지영이는 매우 친한 관계였지만 유리의 경우, 특별한 친한 친구를 

사귀기보다 혼자서 쉬는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다. 그녀는 대체로 책을 읽거나 피아노를 

치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고,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곤 했다. 

연구자가 “경도”를 하러 가지 않냐고 물으면 유리는 추운데 나가는 것도, 땀 나는 것도 

싫다고 이야기했다. 유리가 조금 더 활달하게 또래 활동에 참여한 것은 2학기 중반이 

되어서였다. 그녀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30분의 시간이 자신에게 주는 부담에 대해서 

설명했다.  

 

<인터뷰 11> 2013. 12. 21 태원초등학교 6학년 유리, 유람과의 인터뷰 

유리: 전 30분… 우노 같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기엔 좋은데, 혼자 보내기에는 

좀 그런거 같애요. 10분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이잖아요,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네 

번인데, 두 번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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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두 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30분 30분이니까 한 번은 놀고 

다음 번은 혼자 있으려고 했는데 아까 이어서 하자면서 애들이 놀자고 해요. 

연구자: 그럼 학교 쉬는 시간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 

유리: 그쵸. 

유람: 그러면 내가 10분 남겨줄게, 크하하하하하. 

 

30분의 시간은 본격적으로 놀기에 편리한 시간이지만, 유리의 말을 따르면 혼자 

보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다.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아이들은 집단적으로 

이름있는 놀이에 참여하며 그 틀은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그에 따라 

학생들 대부분이 함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유리가 자신만의 시간을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는 것이다. 교사는 집단적 참여로의 즐거움과 그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지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쉬는 시간을 즐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유리에게는 반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즐거움도 중요했다. 10분 단위 

쉬는 시간의 경우, 시간이 길지 않기에 그녀 나름의 적절한 분산 투자가 가능했다. 그에 

반해 지금은 그녀 혼자 보내기에는 조금 길고 함께 놀다 빠져 나오기도 분위기상 

애매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개입은 하지 않았고 이따금씩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각자의 성향이 있으며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율적으로’ 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신민아 교사는 반에서 학생들이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과 활동 이외의 집단 활동을 추진했다.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던 것은 “작은 

음악회”였다. 아람반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악기를 하나씩은 다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고, 일정한 연습의 기간을 거쳐 발표를 하는 “작은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작은 음악회”는 1년 동안 4회 진행되었고, 교사는 음악회를 하기 전 몇 

차례에 걸쳐 수업 시간을 할애해 학생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자신이 연주할 곡명을 제출했고, 팀을 짜는 것과 곡 선택은 학생들 

자율의 영역이었다. 학생들은 피아노, 기타, 리코더, 바이올린, 플루트, 트럼펫 등의 

악기를 가져와 연습을 했다. 교사는 악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구매한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첫 번째 음악회에서 학생들은 자신들끼리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뒤로는 3학년 학생들, 학부모, 교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발표회를 가졌다. 마지막 음악회는 아람반 학생들끼리만 연주를 감상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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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는 “작은 음악회” 준비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개인 연습을 하거나 2-4명 단위로 합주를 

준비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합주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준비한 곡에 다른 악기가 필요하다면 평소 친하지 않았던 반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는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부족한 점을 배우거나 

함께 곡의 어려운 부분을 연주해보기도 했다. 특히, 기타의 파급력이 컸는데 처음에는 

기타를 연주하는 아이들은 2명 정도였다. 하지만 기타의 매력을 느끼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기타를 집에서 가져왔고, 마지막 “작은 음악회” 전에는 7대 

정도의 기타가 교실 앞에 놓여있었다.  

이처럼 악기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름이 있는 정형화된 놀이들과 유사한 효과를 

빚어냈다 학생들은 악기를 매개로 관계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꼭 

합주를 할 필요는 없고, 각자의 연주 취향이 존재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독주에 어려움을 

느끼며 합주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악기 연주라는 가시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매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고착화 될 수도 있는 친교의 관계망을 확장시켰다. 그것이 

완전한 확장은 아닐지라도 반복적으로 집단적 참여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진입장벽의 

높이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교사가 마련한 학생들의 자율적 악기 연습 시간 

동안 아이들은 적당히 딴짓도 하고 나름의 재미를 찾으며 하나의 곡을 완성해갔다. 이와 

같은 공적인 집단적 활동은 자신들이 ‘하나의 반’의 성원이며,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데 기여한다. 

교사는 반복적인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악기 연주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집단적 참여가 발생시키는 효과들을 교육의 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신민아 

교사가 가장 만족한 “작은 음악회”는 마지막 발표회였다. 최초의 “작은 음악회”에는 

독주가 많았다면, 마지막 음악회에서는 특별한 합주가 펼쳐졌다. 분위기는 자유로웠다. 

음악회의 사회는 학생들이 직접 보았고, 연주의 순서도 사회자들이 정해서 미리 

포스터로 만들어 두었다. 책상은 모두 교실 앞과 뒤로 밀어두었고 학생들은 책상 혹은 

의자에 걸터앉아 앞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구경했다. 음악회는 2-3인의 합주곡으로 

시작되었다. 몇 개의 합주곡이 이어진 뒤에는 악기를 잘 다루는 몇 아이들의 독주가 

이어졌다. 그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했다. 아이들은 관객이 있을 때보다 자신들끼리 보내는 시간을 즐겼고, 무대를 보며 

웃거나 박수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은 대규모의 합주 공연이었다. 

각자 다른 악기를 가진 7명이 앞으로 나왔고 한 학생의 지휘에 따라 <사명>이라는 곡을 

연주했다. 연습 기간 동안 아이들은 악기별 악보를 보면서 함께 소리를 맞추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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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신민아 교사는 아이들이 “함께 연주한다는 것의 

기쁨”을 알아간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독주곡을 잘 연주하는 것도 좋은 능력이지만, 

합주는 집단이 맞춰가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소리의 공명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더욱 

높은 수준의 것으로 칭찬한 것이다. 그녀는 <사명>과 같은 어려운 곡을 아이들이 ‘직접’ 

선곡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낸 것을 보며, “작은 음악회”를 통해 일련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신민아 교사의 입장에서 작은 음악회는 이상적 교실의 상태 중 하나이다. 교사는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악기 실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했다. 그것은 교사의 

강압적 요구보다 ‘자율’이라는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생들에게 시간 자체를 

제공하고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 

학생들은 저항 없이 교사의 방향성을 따라온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집단적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연습해 합주라는 성과물을 내놓았다. 교사의 방향성을 토대로 

학생들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실을 맺는 것이 교사가 기대했던 ‘자율’의 

형태였던 것이다. 동시에 교사가 자율을 통해 얻으려는 성과 중 하나는 반의 

친밀감이었다. 교사는 마지막 음악회가 반 학생들이 즐기는 장이 되기를 기대했다. 

익숙해진 아이들은 상황을 어색해하지 않으며, 마지막 음악회를 촬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지었다. 학생이 집단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실의 행사를 

통해 ‘우리는 아람반’이라는 친밀한 느낌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집단적 참여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은 ‘반’의 감각과 연결된다. 

이처럼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비롯해 각종 영역에서 집단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교사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생의 지식과 의지들을 획득할 것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지속적 

개입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교육적 효과이기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놀이 역시 그 효과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거부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학생들은 직접 집단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반의 거리를 좁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일본 교육 상황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Tobin, Hsueh, & Karasawa 2009; Lewis 1995)에서 나타난 또래 사회화에 

대한 믿음과 유사한 장면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 되는 연습”이라는 비유가 제시하듯, 

담임은 늘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고 반의 중요한 문제적 순간이 되면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을 챙겨주지는 않듯이 학생들이 알아서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지만,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왔을 때 분명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의 방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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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을 향한 사랑 

 

스승의 날이었다. 연구자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교사 몰래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가 끝난 뒤 교실에 교사가 들어와 깜짝 파티를 하고, 모두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기로 했다. 그러나 교실에는 인원만큼의 젓가락이나 포크가 없었다. 그 

대안으로 교사는 연구자에게 케이크를 인원수에 맞춰서 25등분하라고 시켰고, 케이크를 

먹을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서라고 했다. 그리고 교사는 한 명씩 자신의 

젓가락으로 학생들에게 그 케이크를 떠먹여 주었다. 부끄러워하거나 웃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무릎을 약간 굽히고 입을 벌려 교사가 집어준 케이크를 받아 먹었다. 

그 당시 연구자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어쩔 

수 없는 방식은 또 다시 교실에 등장했다. 2학기 후반 아이들은 연구자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했고, 그것을 눈치 채지 못했던 연구자는 깜짝 놀라며 아이들로부터 축하 선물들을 

받았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또 젓가락이 없었다. 그냥 손으로 

집어 먹자고 할까 생각하는 연구자에게 교사는 다시 케이크를 26등분하라고 시켰고, 

그녀는 다시 학생들을 줄 서게 한 뒤 한 명씩 케이크를 떠먹여 주었다. 모든 학생들의 

차례가 지나간 뒤에 교사는 더 먹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줄을 서게 했다. 연구자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도 불편하고 교사도 계속 떠먹여 주어야 하니 불편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점심 시간에 교사는 연구자에게 밖에 나가 

크리스마스 기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오자고 제안했다. 이 때 연구자는 하나의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시 불편한 방식이 나올 것 같아서 교사에게 

케이크를 연구자가 사겠다고 한 뒤 직원에게 인원수에 맞게 숟가락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신민아 교사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케이크를 하나 더 사서 하나는 남자 

아이들끼리 먹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 아이들끼리 먹게 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자는 그를 

따랐고, ‘동일한’ 종류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두 개를 충분한 양의 숟가락과 함께 들고 

교실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교실 한 편에서는 신민아 교사와 여학생들이, 다른 편에서는 

연구자와 남학생들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었다. 남자 아이들의 상황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어떤 아이들은 케이크 옆에 달라붙어 열심히 숟가락질을 해댔다. 심지어 두 개의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집어먹는 남자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더러워 

하면서 케이크에 다가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교실 바닥은 아이스크림으로 

더러워졌다. 그 순간 연구자는 케이크 26등분과 교사가 학생들을 떠먹여주던 장면에 

담겨있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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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평등’의 문제이다. 교실의 성원들에게 케이크를 분배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신민아 교사가 선택한 방법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크기의 케이크를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케이크 전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례처럼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몫을 먹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누군가는 더 많은 양을 먹으려 할 것이고,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생긴다. 이에 

관해 신민아 교사는 그것이 평등한 분배를 위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충분한 그릇과 숟가락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사는 불공평한 분배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등한 크기로 나누어 모든 학생들이 먹을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케이크를 떠먹여 주는 장면은 사뭇 상징적이다. 그녀는 

교생 시절 찾아간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보았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면에서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도 그를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함 속에서도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지향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평등은 당연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계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 

지금 다시 교사의 언어에서 부모의 비유가 출현한다. 그에 따르면 한 반이라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미 

새”와“아기 새”처럼 가족적이면서 애정을 담은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즉,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학생을 대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가령, 교사는 종종 다른 반 수업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연구자에게 “우리 반이 

아니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어렵다거나, 아람반 학생들을 더 유도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으나 그녀에게 아람반은 다른 

반보다 특별하며 애정이 담긴 공간인 것이다. 우리 반 학생이 무엇인가 잘못 했을 때 

교사의 마음이 “안 좋은” 것은 단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애정을 담은 감정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담임 제도가 가진 가족적 지향에 

관해 정향진(2014)은 교육에 관한 문화적 모델에 의사(擬似)가족적 가치가 투영되어, 

교사-학생 관계를 부모-자녀 관계와 유사한 마음이 담기는 문제로 규범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즉, 교사-학생 관계를 단순한 행정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얽힌 

관계로 사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2010년대 들어 교사들이 친밀한 

“관계”라는 반의 서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담임-학생 관계가 가족과 

같은 사랑의 형태가 아니면 지탱될 수 없다고 많은 교사들이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수의 교사들은 학기초 반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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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꼭 부모가 되진 않더라도 반은 일종의 “가족”과 같은데, 다른 반에 비해 서로를 더 

배려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기초 처음 만난 교실에서 교사들은 

이런 애정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반’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시도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미 새”가 “아기 새”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다.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숟가락을 주면서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교사가 

반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는 기회의 문제도, 익명적 평등의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평등한 사랑’에 있다. 케이크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먹여주는 장면은 교사의 평등에 관한 

지향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반의 담임 교사라면 학생들이 배척 받지 않게,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골고루 먹이를 주듯이 각자의 몫을 얻을 수 있도록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아 교사가 아람반을 맡으면서 그녀 스스로가 정한 올해의 목표 중 하나는 모든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하교할 때 매일같이 앞문에서 학생 한 

명씩을 안아 주었다. 많은 경우 교사는 여자 아이들과는 포옹을 했고, 남자 아이들과는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했다. 학기초 아이들은 조금 어색해하며 포옹을 했으나 점차 

익숙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하교할 때마다 교사의 품에 안겼다. 그것은 하루의 

자연스러운 마무리 의례와 같았다. 교사는 웃으면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야 잘 가”, 

“사랑해 –야”라고 말하며 학생을 안았다. 그녀는 연구자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했던 일 중 가장 잘 한 일이 학생을 안아주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는 

학생들을 껴안으면서 자신도, 학생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 다른 

교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교사의 포옹은 분명히 케이크의 장면과 맞닿아있다. 교사는 모든 반 학생들을 

안아주면서 육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면, 

신체 접촉은 특별한 동작이 아니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친교적 효과를 발휘한다. 육체적 

가까움은 자신과 상대방의 심리적 가까움 혹은 가까워지고자 하는 시도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포옹은 여기서 자신이 가지는, 가져야 하는 애정을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교사는 자신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사랑을 담아 학생을 대하고 있음을 몸짓을 통해 보여준다. 교사는 그 몸짓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모든 반 학생들에게 포옹을 해주는 것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실제 개인의 

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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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교사는 자신이 모든 학생들 

각각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이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출한다. 교사가 

학생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성원들이 동등한 지위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감정적,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애정의 몸짓 외에도 신민아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일기에 항상 학생에 맞추어 다른 이야기들을 써주었다. 그를 통해 교사는 

단순히 제출한 과제를 읽지 않고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생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사랑은 평등하면서도 개별적인 

것이다.  

동시에 평등은 좋은 통제의 도구이다. 평등은 교실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원칙에 깊이 공감하며, 학생들에게 자신이 

편애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킨다. 예를 들어, 

아람반에서 교사는 급식 먹는 순서를 모둠 별로 지정했다. 처음에는 줄 서는 순서대로 

먹게 했으나, 교사가 보기에 이는 “불공평”한 것이기에 요일에 따라 먼저 먹는 모둠을 

설정했다. 동성초등학교에서도 유자은 교사는 학생들의 자리 배치를 “뽑기”를 통해 

결정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친한 친구들끼리 앉기를 원했으나, 교사 입장에서 그것은 

교실 통제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친한 아이들끼리 뭉쳐있으면 자주 떠들고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가 자리를 배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친한 친구와 붙어 앉지만, 또 다른 집단은 흩어지게 되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리를 추첨을 통해 뽑았으며 공평한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흥미롭게도 많은 교사들은 자리 선정에 

있어 추첨이라는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은밀히 분리시킨다. 그럼에도 학생들에게는 지금 자리선정이 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선언해야 교실 운영이 원만하다는 것이다. 공정한 평등의 원칙은 분란을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이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반 내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반학교의 교사들은 자신의 반만 

다른 반과 달리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만약 소문이 난다면 학생들은 

옆 반이 한 특별한 활동을 자신의 담임 교사에게 말할 것이고, 그를 비교하며 ‘우리 

반’에서는 왜 그런 활동을 안 하는지 질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운영은 괜한 

불만의 소리를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안이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 반만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교사들은 되도록 다른 반과 활동의 종류를 맞추거나,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될 때는 학생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경우, 

담임 교사의 자율권이 커지고 교사가 교실 운영 계획을 구성하다 보니 반마다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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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있었기에 반 사이의 비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평등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사랑의 방향이자 교실 운영의 원칙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교육적 지향이다. 학기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족”의 

비유나 공동체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반 학생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큰 

차별 없이 지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언급하는 것은 친밀도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반 성원간의 동등한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문제가 생겨도 개입하지 않고 지켜본다. 

하지만 자율은 평등이라는 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평등의 상황이 깨졌거나 깨질 

가능성이 있을 때 교사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자신이 가진 어떤 틀을 

가시화시키는 국면이 찾아오는 것이다.  

 

<상황 8> 2013. 5. 7 태원초등학교 아람반 3묶음 미술 시간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은 카네이션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고, 교사는 잠시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족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소현: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민철: 우식이 같은 애 태어나면? 자폐아 낳으면 어떻게 해요? 

기범: 자폐아가 뭐에요? 

(5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고, 신민아 교사의 표정이 굳어짐) 

교사; (낮은 어조로 민철에게) 야. 너 남아. 개인 상담이야. 선생님이 그런 생각 

뜯어고쳐주겠어. 

그 당시 우식이는 교실에 없었다. 잠시의 침묵이 이어진 뒤, 교사는 학생들에게 우식이를 

다른 아이들을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라고 강조했다. 

 

Ⅲ장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식이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서툰 아이이다. 그는 

타인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감정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37 대신 그는 자신의 재미에 몰두한다. 

37 가령, 과학시간에 연구자는 우식이와 한 조가 되어 실험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와 승연이는 

손에 직접 닿으면 피부가 벗겨지는 이산화망가니즈(MnO₂)를 조금씩 삼각 플라스크에 흘려 

보내고 있었다. 우식이는 아까부터 한 번에 잔뜩 이산화망가니즈를 부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해했고, 결국 승연이에게 이산화망가니즈를 뺏어서 모든 양을 삼각 플라스크에 

부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손에 이산화망가니즈가 많이 묻었는데, 그때 우식이는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구자가 분노를 참고 현재 상태와 감정을 직접적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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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로의 몰입이 지속적으로 주변 친구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많은 아이들은 우식이의 

장난에 괴로워했다. 아이들의 눈에 우식이는 충분히 이상한, 나이에 맞지 않는 존재였고 

일부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우식이와 거리를 두고 놀리거나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상황 8>에서도 민철이는 우식이를 “자폐아” 취급한다. 교사의 임신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우식이 같은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느냐면서 적절하지 않은 농담을 던졌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사의 표정은 바로 무섭게 변한다. 교실에서 나와서는 안될 

종류의 발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직접적인 언어와 위협적인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지금의 발언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민철이의 농담은 학생들의 동등한 

지위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똑같이” 

대하라는 점이다. 반의 성원이라면 서로를 감싸고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은 절대적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자신과 달라 보이더라도 같은 반의 학생이라면 

“관계에서 포용해 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신민아 교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우식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주 “저는 

정말로 우식이가 좋아요”라고 말했다. 우식이가 잘못을 해도 일방적으로 혼내기보다 

아이의 말을 듣고자 했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자주 우식이와 함께 놀고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교사는 다른 아이들도 우식이에게 받는 감정적, 육체적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식이에게도 많이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로의 노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교사와 우식이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실에 남아 “행동교정노트”를 작성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는 학생에게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했고, 

잘한 지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보상을 주었다. 그리고 항상 포옹과 함께 사랑의 표현으로 

우식이의 일과는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는 평등한 사랑에 관한 자신의 교육적 틀을 선명하게 

가시화시킨다. 교사는 많은 경우, 또래의 문제들을 집단적 경험 속에서 깨닫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이다. <상황 8>과 같이 “부모”가 개입할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같은 

반의 성원이라면 친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그녀의 교육적 지향에서 매우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에 대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관계에서 포용”한다는 

통해 표현하고 나서야 우식이는 표정이 굳어졌고 연구자에게 사과를 했다. 아이는 한동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관련된 약을 복용했으나,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식이는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뇌의 영역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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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는 이미 한 반의 구성원이라면 서로를 보듬고 최소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그를 위해 신민아 교사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우식이를 챙긴다. 

이와 같은 교사의 태도는 나머지 아람반 학생들에게 차별대우 혹은 편애로 읽히지 

않는다. 소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이를 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은 평등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이지, 문제가 되는 편애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담임 교사가 보이는 감정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행동교정노트”를 작성하며 

지속적으로 우식이의 행동을 관리하는 모습은 교사가 이 교실의 소외된 사람이 누구라도 

놓지 않겠다는 자신의 지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특정한 평등의 

형태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를 조정하는 존재는 교사이다. 교사가 지향하는 아람반은 

‘평등한 사랑의 교실’인 것이다. 

 

2. 반 친구관계의 분화와 그 양상 

 

앞서 교사가 추구하는 ‘반’의 이상적 모습과 그 관계적 특징에 관해 검토했다면, 

이제는 교실의 또 다른 관계 축인 아이들 관계망의 분화와 거기에 담긴 관계적 지향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일반적인 친구집단 분화의 유형과 비교 사례로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 나타난 분화를 서술한 뒤, 아람반에서 분화가 출현하는 

양태를 점검하겠다. 

 

1) 분화의 가능성: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 

 

학교의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다른 아이들이 자신과 어떻게 같은지, 혹은 

다른지 가늠해본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돌출된 범주들만이 아니라 일상의 무수한 

요소들이 대상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키, 몸무게, 얼굴의 생김, 점의 위치, 목소리의 

질감처럼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비롯해 취향, 공부에 대한 관심, 성격처럼 

시각적 정보는 아니나 동시에 시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고프만(1983)이 말하듯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보여주고자(give)하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발산하며(give off), 의식적으로 탐구하는 만큼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간파한다. 아이들은 함께 놀면서, 혹은 가만히 바라보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과의 교집합 혹은 교집합으로 가정되는 조각들을 맞춰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말과 몸짓을 관리하고자 시도한다. 아이들은 

교실 생활은 일종의 “사회 생활”이라고 말한다. 즉, 자신이 남을 보는 것만큼 ‘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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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들에 둘러 쌓여있으며, 일정한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과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학교는 아이들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적 연행(performance)에 

뛰어드는 무대이다. 아이들은 무대 위에서 속으로 느끼는 것들을 항상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은 자신이 파악한 바를 토대로 누군가에게 더 친밀도를 드러내려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미와 매력을 전달하는 동시에 어떤 부분은 숨기기도 하면서 

교실이라는 사회적인 장에서 자신의 연망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는 유지하되, 부정적일 수 있는 소문들은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아이들은 분명히 이 관계의 몸짓들이 일종의 연극임을 인지하고 있다. 

아이들은 표면적 친밀함이 실제의 친밀함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많은 정보들은 “믿을 수 

없”다고 연구자에게 설명한다. 일상이 연극적이라는 고프만의 선언(1983)에서 아이들의 

학교라는 무대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관계의 몸짓들 속에서 아이들은 무대의 

주요한 가치들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들을 탐구하며 내가 있을 곳,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선을 찾는다.  

그리고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공유하며 뭉치고, 누군가와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적 역동 속에서 또래 집단의 분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반의 상황에 

따라 또래 집단의 분화 양상은 크게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로 구분38해서 살펴볼 수 

있다. 수직적 분화는 집단의 분화 기준이 위계적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평적 

분화는 분화가 위계성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개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집단과 타인의 집단에 관해 일정한 가치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가치 평가가 

교실 전체적으로 공유되고 특정한 위계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절을 통해 연구자는 또래 집단의 분화 양상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아이들의 인식을 

서술하겠다. 

먼저, 수직적 분화와 그에 관한 아이들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젠더, 계급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주들이 아이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하지만 차별과 

분화의 기준은 그보다 미세하다. 가령, 선소영(2013)의 한국 중학생 친구관계 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한 위세 및 분화의 기준 중 하나는 ‘외모’였다. 외모나 성격과 같은 

요소는 통계적으로 잘 잡히지는 않지만 일상의 아이들에게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다. 쉽게 언어화되지는 않더라도 어떤 ‘느낌’들을 아이들은 갖고 있고 그 

가치평가가 전체적으로 공유되면서 위세 및 권력과 연결될 때 수직적 분화가 출현하는 

38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라는 개념은 황익주(2008)가 논의한 사회분화(social 

differentiation)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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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중학생의 사례만큼 선명하게 어떤 기준이 자신들을 묶고 가르며 

힘을 발휘하는지를 서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아이들은 이미 수직적인 분화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다. 연구자가 방문한 두 

초등학교의 아이들 대부분은 3, 4학년 때부터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경험을 했으며, 

주로 5학년이 되어 “피라미드”와 같은 위계적 힘을 느꼈다고 말한다. 수직적 분화와 

위세에 대한 감각을 어느 정도 갖고 중학교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실에서 친구 집단이 수직적으로 분화될 때, 누가 주로 힘을 획득하고,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래 관계에서 힘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가 세 보”인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만든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와 같이 

표현했다. 상대적으로 “하층”에 위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상황파악을 

못한다”, “눈치를 너무 본다”, “매력이 없다”와 같이 표현했다.  

지금의 진술들은 분화 자체가 수평적이기보다 수직적 가치판단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이 특정한 개념을 이용해 가치의 척도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느낌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또래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활발하며, 분위기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 수 있다. 즉, 교실이라는 

무대에서 또래 관계의 장면에 능숙하다. “피라미드”의 상층에 위치하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이 있고, 자신의 행동과 언어가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익숙하며 그것을 활용할 줄 안다. 그에 반해 하층에 속하는 아이들은 

조용하고 서툴다. 또래 관계의 장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있다 해도 

관계망에서 위세를 갖는 자원 역시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행동할 때 눈치를 계속 본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느끼게 만든다. 이와 같은 가치 평가는 

교실 성원들에게 공유되고 규범적으로 작동하며, 친구 집단은 위계적 힘을 갖고 

분화한다. 

 

<인터뷰 12> 2013. 7. 10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 진영과의 인터뷰 

(5학년 때의 반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던 중) 

진영: 자기들[잘 나가는 애들은] 인기 많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요.  

연구자: 그러면 그 12명 12명, 한쪽은 좀 인기가 많고 잘 생기거나 이쁘거나? 

진영: 생김새가 아니라, 운동 잘하고, 성격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붙임성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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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한쪽엔? 

진영: 그러니까, 어, 메이저랑 마이너가 있었어요. 

연구자: (웃음) 메이저랑 마이너가 있었어? 

진영: 네. 다른 한쪽은 쉬는 시간만 되면 밖에 나가는 애들, 다른 애들이랑 놀려고. 

그런 타입이었어요. 반에서는 거의 인기 많던 애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반에 가서 다른 친구랑 놀고 그랬어요. 

 

진영이는 5학년 시절의 친구 관계를 “메이저”와 “마이너”로 설명한다. 반에서 

“메이저”는 운동을 잘하고 활발하며, “마이너”는 조용하며 좁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 

진영이의 말에 따르면 “메이저”는 “메이저”끼리 뭉쳐 놀았고, 그 나머지는 “마이너”로 

뭉치기보다 여러 개의 집단 혹은 개인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 진영이의 사례에서 

“메이저”가 “마이너”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함께 다니지 않는 것으로 집단 분화는 

충분하다. 진영이와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은정이는 이를 “맘 맞는 애들끼리 놀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이 찐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메이저”들은 자신들끼리의 집단 관계망을 고착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직적인 

분화가 심화된 것이다. 반의 주요 활동은 “메이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반의 주요한 관계망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마이너”는 자연스럽게 교실 또래 

관계의 주요한 장면들로부터 멀어진다. <인터뷰 12>에서 “메이저”는 자신들의 교실 

안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그 공간이 자신들의 무대이기에 편하며, 다른 곳에 갈 

필요성 자체가 없다. “메이저”는 그 반의 관계망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크게 거리낌이 

없다. 친구 집단이 위계적으로 분리되어 반은 주도권을 잡은 아이들의 공간이 된 것이다. 

반대로, “마이너”에게 반이라는 공간은 자신들의 주요한 무대가 아니다. “마이너”는 학교 

생활을 위해 어떻게든 “메이저”의 축에 들어가고자 그들의 가치 및 논리를 지향하려 

시도하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예를 들어, 진영이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 

“메이저”에 들어갔음을 고백했으나, “메이저의 메이저”는 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활발해지려고 노력하고 위세를 가진 아이들과 친구가 되려 하고 장난도 치면서 위계를 

갖는 가치들을 좇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들은 자신과 유사한 지향을 가진 

다른 친구들을 찾아간다. 교실에 있으면 소외되고 눈치가 보이기에 자신에게 맞는 

친구들을 찾아가 별도의 학교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편한 공간이 이 교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은 반의 “피라미드”에서 낮은 위치에 있음을 깨닫는다. 

평판의 저하는 공간의 축소와 맞닿아 있다. 결국, 반 친구 관계의 분화가 행위자의 교실 

활동에도 영향을 행사한다. 이처럼 연구자가 만난 초등학생들 대부분은 친구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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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으로 분화될 때 어떤 종류의 느낌을 갖게 되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수평적 분화의 경우, 각 집단 그리고 개인들이 내부적으로 일련의 가치 평가를 하고 

있더라도 집단 간 특별한 위계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찾아간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은 수평적 분화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4월에 이미 여자 

아이들의 집단은 분화된 상태였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 아이들은 큰 

집단적 의식 없이 함께 논다면, 여자 아이들은 친구 집단 분화와 자기 집단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집단은 보통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들은 이 때 4명의 인원이 가장 

이상적인 집단의 형태라고 강조했다. 수학 여행, 소풍 등 학교 행사를 비롯해 자기들끼리 

놀 때에도 집단 인원이 홀수일 경우에 짝을 짓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돌아가며 짝을 짓는다 해도 누군가는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에 처음부터 짝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집단 친목 및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짝수인 6명의 인원 역시 

문제가 있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 모두 비슷한 친밀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녀들은 경험적으로 ‘4명’의 인원이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한 

친구 집단의 형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은 각각의 특징이 있었으며 본인들은 그것을 취향과 성격의 차이로 설명했다. 

가령, 집단은 크게 아이돌을 좋아하는 집단 A, B,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집단 A, B로 

구분될 수 있었다. 대체로 동일 집단 내에 속하는 성원들은 자신들이 같은 애니메이션, 

혹은 아이돌을 함께 좋아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아기자기”하고 “여자애”다운 것을 즐긴다면, 

“쟤네”는 다른 방식으로 놀며 성격도 우리와 다르다는 식이었다. 아이들은 각 집단의 

특징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를 

확인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타집단과의 비교가 위계의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았다. 6학년 3반에서 한 집단의 

특징 혹은 가치들이 다른 집단에서 지향되지는 않던 것이다. 아이들은 각자의 집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열의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직적 분화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은 특정한 가치를 또래 관계의 주요한 위세의 기준으로 식별한다. 

이때 위세를 가진 집단은 교실을 장악하고 힘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평적 

분화의 경우 각 집단의 특징 및 가치는 서로 위계를 갖지 않으며,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위계적 힘을 행사할 수도 없다. 5학년 때의 진영이처럼 다른 집단을 동경하거나 

위세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교실에서 집단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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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며 각자의 구역을 차지한다. 

교실의 아이들은 집단 밖의 아이들과도 소통하기는 하지만 주로 수업이나 과제처럼 

공식적인 행사와 연결된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집단 밖의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상대가 자신의 짝이나 앞, 뒤에 있을 때이다. 그 외의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하교 등 학교 생활 전반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와 친한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몰려갔고, 

그녀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장난을 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기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여러 친구들과 친하고 집단을 넘나드는 것은 종종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교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확실한 자신의 집단이 필요한데 

집단을 넘나드는 아이들의 소속은 모호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뒷담”을 다른 곳에 알릴 

수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내의 단결력과 친밀함이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행동이 연극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의 안정적 생활을 지향한다.  

 

<인터뷰 13> 2013. 7. 12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 나은과의 인터뷰 

나은: 일단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간에 불신감이랄까 그런게 있고. 애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에요. 

연구자: 앞담화 뒷담화 이런거? 

나은: 네. 얘가 지금 나한테는 칭찬하지만 뒤에 가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얘가 

정말로 날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분화 상태에서 개인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집단자체가 무너지는 경우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현지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아이돌을 좋아하는 집단 B가 와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B집단 내부에서 아이들 사이에 

서로 몰래 “뒷담을 까는” 일이 생겼고 일이 커지면서 관계 전체가 틀어져버렸다. 이에 

대해 교사와 아이들은 처음부터 취향과 성향이 맞지 않는 친구들이 함께 다니면서 

생기게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들의 논리에 따르면 교실 내에서 집단 분화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이고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집단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집단이 와해된 것 역시 자신들에게 적합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종의 또래 

사회화의 ‘성장통’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녀들에게 이는 심각한 학교 생활의 문제였는데 생활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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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반에서 집단이 이미 나뉜 상태에서, 아이들은 다시 다른 집단에 

들어가려고 애쓰거나 혼자가 되어 1년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 결국 B집단의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계기로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가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에게 

“애니메이션은 별 관심 없어요”라며 아이돌을 좋아한다던 정화는 “이제 보고 

있어요”라며 애니메이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나루토>를 보면서 그 집단 친구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알고 보니’ 자신과 놀던 친구들은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를 안 

해서”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며, 공부를 잘 하는 친구 집단과 성격도 맞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화가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교실에서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 자신의 

연망을 확보하려는 작업이다. 학기 초반에 많은 관계 양상은 결정되며 그에 따른 생활 

양식이 1년 동안 지속된다. 3반의 경우, 반에서 여자 아이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각각의 

집단으로 구축되어 있기에 집단 없이는 반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집단에 자신의 자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위치를 

점하는데 실패한 아이들은 교실 밖 친구를 찾아 떠돌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와 같은 수평적 분화의 상태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의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반이 어떠한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모습을 그려보게 시켰다. 그 중 수현이와 나은이의 그림이 

연구자에게는 흥미로웠다. 수현이의 그림에서 반 아이들은 몇 개의 집단으로 독립된 

상태로 존재한다. 각 집단은 소통하기보다 분리되어 나름의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때 분리된 집단을 연결해 하나의 ‘반’이라는 형태를 부여하는 존재는 

교사이다. 반의 관계도에 교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반에서 모든 아이들이 소통할 

필요는 없고 서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집단을 이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나뉘어진 집단은 반이라는 형식적 형태로 묶일 필요가 있으며, 교사가 없이는 

하나의 ‘반’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현이의 그림은 교사가 반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며 학생들을 통합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끈으로 연결하려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분화된 성원들에게 우리가 같은 반에 속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 것이다. 나은이의 그림에서 분화의 형태는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녀의 그림에서 반은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구획된다. 반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차이로 나뉜다. 그리고 남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기술하지 

않았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다시 취향 및 성격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세 집단  

124 

 



 

 

 

<그림 9> 수현이 그린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의 관계도 

 

 

<그림 10> 나은이 그린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의 관계도39 

 

39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은이가 남자와 여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기호를 반대로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일반적 의미와 반대로 “♂”가 여자, “♀”가 남자를 지칭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나은이의 그림에 담임 교사의 실명이 적혀 있었기에 연구자가 임의로 그림을 수정하여 

“자은”으,로 고쳐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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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범위를 확보하고 있다.  

나은이의 그림은 에반스-프리차드가 탐구한 누어(Nuer) 정치 체계의 “분절의 원리” 

(segmentary principle)(1940)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40 그는 누어인들이 분절과 통 

합이라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누어’를 구축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렇지만 에반스-

프리차드가 제시한 분절의 원리는 누어 사회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보편적인 정치적 조직 원리의 문제를 건드린다. 학교에서도 분절의 원리는 작동하고 

있다. 가령, 교사가 반을 조직할 때 사용하는 짝-모듬-분단-반-학년이라는 단위는 

누어의 분절 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성원에게 모듬의 의미가 중요한 순간은 

동일한 종류의 모듬과 비교될 때이며, 분단의 문제가 될 때 모듬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 형태를 이용해 교사는 학생을 분리 및 통제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원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반이라는 감각을 심어주고자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리는 반의 분절 원리는 교사가 구조화하는 반의 분절의 원리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나은이의 그림에서 전체는 반이며 1차적 분절의 기준은 취향 집단이고 

2차적 분절의 기준은 성별이다. 교사가 구획하는 단위들은 형식적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그림 11> 에반스-프리차드가 제시한 누어의 집단 분절의 원리(Evans-Pritchard 1940: 144) 

40 그는 누어인들의 정치 구조에서 한 정치적 단위가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특정한 관계적 구조 

속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즉, 성원에게 Z1이라는 단위가 부각되는 순간은 Z2라는 동일한 

종류의 분절체와 대응할 때이다. Z1과 Z2가 분리되기 보다 Y2라는 정치 단위로 연합하는 순간은 

Y1가 대립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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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생활 단위인 것이다. 그림을 토대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교실에서 많은 관계의 

원칙들은 나은이가 제시한 분절과 통합의 선들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자신이 1차적으로 

속한 또래 집단은 생활의 기반이며 자신이 그 집단에 속했다는 의미는 다른 여자 아이들 

집단과의 지속적인 비교 속에서 가능하다. 그녀들의 세계에서 남자는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동시에 그녀들은 자신들만의 취향이나 활동 방식을 구축해가며 “우리”의 감각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피구를 하거나 수학 여행 숙소 배정과 같은 특정 행사나 문제가 

있을 경우,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에 대항해 뭉친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반과 

대항할 경우, 자신들이 6학년 3반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느끼며 감정 이입한다. 통합은 

동시적인 것이다.  

대립과 분절의 논리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를 설명해준다. 

행위자들은 상황에 맞추어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규정하고 그 조직 단위가 

‘우리’라는 의미를 획득하며 실재화된다. 그러나 그 원리가 언제나 동일한 수위로 모든 

단위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이벤트가 어떤 단위의 국면에서 주로 

발생하며 ‘우리’라는 집단의 구축에 기여하는지에 달려있다. 에반스-프리차드는 이에 

관해 형식적 통일성(formal unity)의 문제를 논의(1940)한다. 그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정치적 단위들은 낮은 수준의 정치적 단위들에 비해 형식적 통일성을 취하고 있다. 1차적 

단위는 사람들이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실질적으로 

응집되어있는 생활의 공동체이다 일상적으로 접촉도가 높기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누어’라는 부족 전체는 

특별한 관계적 이벤트의 발생을 통해 상상되지 않으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정치적 

단위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단위가 형식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특별한 

상상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의 일상에 소속 단위와 정체성을 

상정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위의 문제는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이들은 수평적 분화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으며, 분화의 기준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통합될 수 있는지 

감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느껴지고 상상되는 순간들이다. 즉,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조직은 반보다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이다. 물론 아이들은 매일같이 반에서 다양한 성원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수업과 같은 공적인 행사를 함께 하기에 ‘3반’을 느끼는 것은 ‘누어’를 느끼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교사가 구축하는 교실의 정치적 단위들은 

형식적이지 아이들에게 중요한 단위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은 처음부터 따로 노는 것으로 가정되며, 두 단위가 합쳐서 반이 되는 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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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여자 아이들끼리 뭉치는 것 역시 특별한 순간이지, 가장 일상적인 

‘우리’에 관한 감각은 아니다. 수평적 분화는 학기초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1차적 또래 집단 속에서 학교에서의 시간을 보낸다. 수업이라는 

공적인 장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교실이 함께 하는 경험을 자주 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그/녀들은 반 전체를 자신의 중요한 집단으로 상상하기보다, 1차적 또래 

집단을 학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로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반’이라는 공동체의 

유령은 이따금씩 출몰하며 교사에 의해 지탱된다.  

지금까지 연구자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친구 관계의 분화의 가능성과 그에 관한 감각을 

살펴보았다. 아이들은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의 상황에 대해 감각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친구 집단이 분화되는 것은 당연한 친교의 문제로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우리’라는 활동의 준거점을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잡게 되며, 그에 

따라 반이라는 공동 생활의 집단은 다소 형식적인 틀로 위치한다.   

 

2) 분화를 둔화시키는 보완적 작동: 아람반의 경우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는 학년이 시작되면서 바로 여자 아이들의 수평적 집단 

분화 상태가 출현했다. 그에 비해 태원초등학교 아람반의 경우 수직적 분화도, 수평적 

분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아람반의 아이들은 “같이 논다”, “파가 갈리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설명했다. 그/녀들은 “우리반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 것 같다”고 연구자에게 이야기했다. 물론, 반 아이들 간에 친밀한 

친구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관계들이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처럼 

생활의 기본단위가 되지는 않았다. 친밀한 관계가 집단의 고착화된 분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람반 아이들이 과거 또래 집단 분화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며, 다들 그 감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본인들이 

아람반에서 집단이 잘 나뉘지 않는 경험을 특징적 양태로 잡아낼 수 있었다. 여기서는 

또래 집단이 분화되지 않는, 혹은 분화가 둔화되는 상태가 아람반에서 출현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몇 가지 요소들을 검토한다. 이는 앞서 논의된 바를 종합하는 과정이다.  

우선, 놀이의 형태가 아이들의 관계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Ⅲ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아람반에서 쉬는 시간에 주요하게 펼쳐진 활동은 정형도가 높고 이름이 있는 

놀이들이다. 놀이는 정해진 틀에 맞추어 진행되며 규칙은 복잡하지 않다. 활동에 

접근하기도, 재미를 획득하기도 용이하다. 놀이가 놀이라는 사실은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에 따라 많은 아이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놀이판에 쉽게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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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함께 노는 경험을 자주 했다. 학년 초부터 분화된 집단으로 노는 것보다, 쉽게 

참여하고 반 아이들끼리 함께 노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것이 일종이 교실 

생활의 패턴이 되어 습관적으로 익숙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람반이라는 

특정한 장에서 노는 방식 자체를 학습한다. 더불어, 함께 노는 경험 자체가 일종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계망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또래 집단이 경직화 되는 것을 

보완한다. 교실에서 지속적인 생활의 기본 단위가 분화된 또래 집단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 형태가 비의도적으로 함께 노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면, 교사가 구축하는 

수업 및 “이벤트”들은 의식적으로 함께 하는 반을 가시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아람반에서는 수업을 비롯해 교실의 성원들이 함께하는 교실의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혁신학교에서 학년 계획은 동학년 담임 교사들의 합의하에 조직되며, 각 반별 

계획과 행사는 담임의 재량에 맡겨진다. 교실 운영의 자율권이 교사에게 주어지고, 

학교가 다양한 행사를 지원함에 따라 교사는 반 단위로 함께 움직이는 행사들을 자주 열 

수 있었다. “작은 음악회”, “숲체험”, 1박 2일 캠프 등 일련의 행사들은 아이들에게 반이 

형식적 테두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생활의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아람반에서 진행된 수업들 역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감각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집단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했고, 이 때 편성된 모둠은 많은 

시간을 함께 움직이는 수업의 단위이다.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기보다 다양한 교실의 

성원들과 같은 조가 되어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관계의 고착화를 일시적이나마 

완화시킨다. 더불어 “나도 선생님”과 같은 역할극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을 자신으로부터 동떨어진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 주도적 수업에 집단적 참여를 하면서 교실의 성원들은 함께 

수업이라는 장에 연루된다.  

이처럼 아람반에서 수업과 놀이의 장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반이라는 

정치적 단위에서 ‘함께’ 한다는 감각이다. 자신과 친한 친구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학교 

생활의 전반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관한 행동 및 사고의 

범주에서 ‘아람반’이라는 형태가 끊임없이 개입해온다. 본인들이 한 반에 속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만한 이벤트들이 자주 배치되면서, 반이라는 틀은 형식적 통일성을 

갖는 데에서 나아가 더 감각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동성초등학교에서도 위의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그렇지만 혁신학교에서 담임 

교사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고 반 차원의 자율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그 기제들이 

형식적이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많은 편이었다. 결국 교실 생활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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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우리’를 설정하는 문제와 맞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람반에서 또래 집단이 분화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다룬 보완적 요소들은 통합이라기보다는 또래 관계 분화의 과정을 둔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놀이는 놀이이며, 공동의 경험은 공동의 경험일 뿐이지 그것들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마법의 단어는 아니다. 놀이라는 가상적 틀이 현실의 관계들로 환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들은 함께 놀 수 있는 것이지 모두 친한 것은 아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며 관계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분명하게 서로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간다. 아이들은 함께 놀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깨닫기도 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을 느끼기도 한다. 1학기 동안 

분화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것은 위의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작동하면서 관계망의 

고착화를 둔화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화의 갈등은 2학기 수학여행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수학여행에서 그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부딪히면서 또래 간의 갈등과 

분화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3. “다같이 놀자”: 분화의 역동적 운동 

 

2학기에 접어들어 아람반 학생들이 세운 교실 생활의 목표는 “다같이 놀자”였다. 

여기에는 교사의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신민아 교사는 연구자에게 학생들이 더욱 

“우수”해졌다며, 교육의 “꽃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의 모습이 교사가 

지향하는 서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아껴주는 평등한 사랑의 교실이라는 이상에 부합하던 

것이다. 아람반에서의 일상은 교실의 성원들이 함께 논다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해준다.41  

그러나 교사가 기대하던 ‘아름다운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교실에서는 관계의 누적 

속에서 본격적인 분화의 양상들이 출현한다. 이번 절을 통해 연구자는 2학기 수학여행을 

기점으로 아람반 여자 아이들 사이에 나타난 분화 양상을 중심으로 교사-학생 관계 

그리고 또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 서술한다. 이 관계의 운동성이 왜 

출현하는지 포착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반’이라는 사회적 장에서 어떤 것을 감각하고 

지향하는지 그 역동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 관한 질문이다. 

41 동시에 이는 학급 구성의 시대적 변화와 맥을 함께한다. 과거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던 

시기에는 또래 집단의 분화는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두 함께 놀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이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조금 

더 또래 관계의 형태에 관해 요구를 할 수 있는 인구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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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남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아이들과 놀며 배타적 관계에 대한 의식이 

선명하지는 않았고, 연구자의 자료가 주로 여자 아이들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힌다.  

 

1) 공적인 권위와 평등의 관리자 

 

수학여행에 가기 전 신민아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여행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라며 “내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수학여행은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42  그러나 수학여행은 교사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람반의 여자 아이들은 같은 방에 모여 싸움을 벌였다.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아이들 

사이에서 주로 분위기를 이끌던 보라가 여자 아이들을 불러모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아이들이 좋고 싫은 이유를 이야기하며 그간 쌓였던 감정들을 폭발시켰다고 한다. 여자 

아이들은 연구자가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채, 울기도 하고 소리를 높여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이동하는 버스에서 아이들은 누가 우리반에서 인기가 좋은지, 

이쁜지, 누가 “찐따” 같은지 순위를 매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교사는 마이크를 잡고 크고 낮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친구들 사이에 분란 일으키려면, 

친구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려고 수학여행 온거냐?”와 같이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민아 교사가 그리던 이상적인 수학여행은 2박3일 동안 함께 자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보듬고 더 알아가는 집중된 공동 경험의 장이었다. 교과서의 지식보다도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이다. 교사가 기대한 수학여행은 

아람반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교육의 장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수학여행은 2박 

3일 동안 반 친구들과의 접촉의 밀도가 증폭하는 장이었다. 교사의 기대와 달리 

아이들은 서로 다투고 서열을 매기며 비교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학여행 새벽의 숙소는 

교사의 개입이 없는 은밀한 시공간이었고 아이들은 그간 할 수 없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었다. 그 과정에서 좋음과 싫음, 같음과 다름이라는 관계의 선과 권력의 분배 

상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때 아이들은 또래끼리 모인 자리에서 누가 이야기의 

방향성을 규정하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했을 것이다.  

한편 버스 안에서 시간은 많지만 할 것이 없던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재미들을 찾아 나선다. 그 중 하나가 순위를 매기는 놀이였다. 연구자에게 아이들의 

42 수학여행에는 연구자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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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의 잡담은 특별한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여자 아이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교사에게 두 장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적 지점으로 식별되었다. 

동등해야 하는 교실의 성원 사이에 순위를 매기는 것은 교사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녀의 교육적 지향에 어긋나는 차별과 수직적 분화의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서열을 나누는 것은 아이들을 하나의 위세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다른 평가와 대우를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리고 서열을 나누는 행위의 주체들은 

대부분 그 서열의 우위를 점한다. 교사가 보기에 주도권을 가진 아이들이 서열을 매기며 

우위를 점하는 순간 소외된 아이들이 발생하며 수직적 분화가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 이후 아이들의 분화는 심화되었다. 아이들은 

기존에 친했던 관계들끼리 집단화되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교사는 여자 

아이들 사이에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먼저, 신민아 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 일부를 불러 화해의 시간을 가지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감정의 골이 좁혀지지 않자 교사는 아람반의 모든 여자 아이들을 불러 

“다모임” 43을 실시했다. ‘남자’인 연구자는 “다모임”에 참여할 수는 없었으나 교사에게 

이후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여자 아이들에게 많이 화를 

내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했다고 한다. 교사는 수학여행에서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던 보라에게 서열을 매기거나 그룹 짓는 

것을 그만두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그녀는 다른 여자 아이들에게 

각각 남의 말에 너무 상처를 받고 예민해하지 말고, 너희끼리만 놀지 말고, 친구들에게 

관심도 갖고 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교사는 따로 분리되기보다 ‘같이’ 놀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 뒤 

교실은 다시 이전 아람반의 모습처럼 함께 “경도”를 하며 원만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신민아 교사는 연구자에게 보라 같은 “성향을 가진 애들을 눌러줘야” 다른 

아이들이 “기가 살아”난다고 설명하면서, “보라가 하는걸 보면서 이 교실에는 너보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평소 교사는 아이들의 활동을 자율에 맡겨두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지만 교사의 한계점을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지향하는 ‘틀’을 

가시화시킨다. 이 경우에도 교사는 먼저 아이들이 ‘알아서’ 분쟁을 해결해 함께 지내는 

상태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자정작용이 실패하자 교사는 직접적으로 

43 “다모임”은 태원초등학교에 존재하는 일종의 토론 시간으로 교실의 중요한 논제가 있을 때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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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개입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녀는 공적인 분쟁 조정의 장으로 

“다모임”을 개최한다. 여기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서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과 쌓인 

감정들을 털어놓고 공동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지금의 논제를 ‘일부 여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람반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키고 확인시킨다. 편을 가르고 분열을 촉진하는 일부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에 모두가 소속되어 있으며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라는 교사의 충고에는 ‘개인’으로 

지내기보다 교실의 성원으로서 반 전체의 관계를 조망하고 관여하라는 당위적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 때 “다모임”이라는 장면에는 일정한 권력의 위계질서가 함축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수학여행에서 보라가 아이들을 불러모은 장면과 신민아 교사가 “다모임”을 진행한 

장면은 상당히 닮아있다. 두 장면에서 의사소통의 구조는 동일하다. 보라와 신민아 

교사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모두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해보자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의 판을 열었던 보라와 신민아 교사이다. 보라와 교사는 

일종의 성토의 장을 열고 자신이 느끼는 나머지 성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두 장면의 

차이는 판의 권력을 한 학생이 갖고 있느냐 교사가 갖고 있느냐이다. 주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 역시 이에 관해 느끼는 감정도 다르다. 아이들은 

연구자에게 수학여행에서의 경험을 “니가 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지 기분이 

나빴다고 설명한다면, “다모임”은 교사의 당연한 역할로 간주했다. 오히려 이런 공동의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여기서 교사는 동일한 이야기판의 구조에서, 이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 즉 교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의 학교 

성원이 서열을 가르고 차별하는 것은 문제적이며, 그런 판을 그냥 놓아두면 학생들 간의 

수직적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교사는 “다모임”의 자리에서 보라를 

비판함으로써 또래 사이에서 목소리가 큰 아이들을 “눌러” 학생들의 동등한 수준을 

맞추고자 한다. 그녀의 말대로 이 교실에 진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도권을 가진 

학생이 아닌 ‘교사’라는 역할임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교사는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가 갖고 있는 공적인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이상적으로’ 교실의 유일한 수직적 분화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또래 간 수평적 분화는 반의 관계망에서 우열 없이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수직적 분화는 평등을 지향하는 교실에서 

용납되기 힘든 차별과 위계화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수직적 분화는 교사의 권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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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제시한 벌칙: 모두 손을 잡고 이동하기 

 

문제가 된다. 교사라는 공적인 존재가 수행해야 하는 주도권을 학생이 취하고 교사가 

개입할 여지를 잃게 된다면, 교사라는 역할에게 가정되는 권위를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민아 교사는 수직적 분화의 위험을 감지하고 이 교실의 

진정한 ‘힘’의 위치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 때 교사의 공적인 힘이 수행하는 바는 바로 학생들 간의 평등한 상태를 관리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는 “다모임” 이후 여학생들에게 특별한 벌칙을 

수행시킴으로써 이를 확인시켰다. 그녀는 반성 차원으로 여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다 함께’ 손을 잡고 다니게 했다. 실제로 아이들은 급식실을 

향하거나 쉬는 시간에 놀러 갈 때, 한 명씩 모두 이어서 손을 잡고 이동을 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손잡고 다니기의 벌칙이 함의하는 바는 크다. 그녀는 직접적 

언어로 차별 없이 함께 해야함을 설명하는 동시에, 벌칙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환기시킨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친밀성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 퍼포먼스는 일종의 이상적 교실의 관계를 상징한다.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은 친한 

친구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육체적 수단인데 반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동하게 함으로써 육체적 친밀함의 경험을 강제하는 것이다. 불편할 수도 있는 경험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분리된 집단 혹은 개인을 넘어서 함께 하는 공동의 

‘반’이라는 것, 함께 하는 것은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사이 좋게 

이동하듯 차별 없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고자 한다. 그녀는 학생들이 함께 

하는 친밀한 퍼포먼스를 거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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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친밀성을 강제시키는 벌칙은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충분히 따르지 않으면 시킬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그렇지만 아람반의 교사에게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힘’은 강압적이기보다 일상적이면서도 친밀한 권위로부터 나온다. Ⅱ장에서 

다루듯 수업 시간을 비롯해 교사는 혁신학교의 재량권을 활용해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긍정했으며, 학생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었다. 학생들은 교사를 “민주주의”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획득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친절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동시에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물론 교사와 학생이라는 역할 자체에서 교사는 이미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친밀한 

주도권을 통해 교사는 자신의 교실 운영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고, 자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할 때 큰 불만 없이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교사가 

가진 힘을 토대로 그녀는 이 교실의 공적인 권위자가 자신이며, 교사가 지향하는 바가 

차별 없이 평등하고 우애로운 교실이라는 것을 밝힌다. 공적인 권위로 강해진 벌칙은 

사랑과 평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어떤 교육적 지향을 가지며, 어떻게 

그를 보장하고자 하는지 파악한다. 어떤 일을 교사가 할 수 있는지, 혹은 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관한 기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가령, 학생들은 공적인 권위자가 보장하는 

평등성의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 특히, 교실의 관계망에서 약자에 속하는 아이들은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그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아이들은 주로 또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을 일기 혹은 상담과 같은 은밀한 

통신망을 이용해 교사에게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학생들이 가진 

교사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상황 9> 2013. 12. 20 태원초등학교 아람반 실과 시간 전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다정, 해리, 수정은 칠판에 분필로 낙서를 하고 있었다. 해리가 수정의 

이름을 칠판에 쓰고 ‘ㅇ’을 ‘ㅎ’으로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수정의 이름에 연결했다. 둘은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멀리서 가윤이는 기분이 상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과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다음 시간에 수면양말을 이용한 인형 만들기를 

할 것이라며,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정, 해리, 수정에게 학생들에게 양말을 

나누어 주라고 말했다.  

세 명은 아이들에게 양말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는데, 양말의 색깔과 문양이 다양했다. 

색깔은 빨강, 파랑, 검정이 있었고 문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문제는 이 양말을 

나눠줄 때 발생했는데 일부 아이들이 먼저 나와 대부분의 파란 양말을 가져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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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들이 파란 양말을 선호했지만 파란 양말은 금새 사라졌고 남은 양말을 그 세 

명이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던 가윤이는 조금 굳은 

표정으로 “야 나도 파란 양말 줘”라고 말했고 해리와 다정이는 “이제 없어”라고 말했다. 

가윤이는 계속 앉아서 그 둘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왜 니네 맘대로 나눠줘, 니네는 니네 

갖고 싶은거 다 갖고”라고 따지듯이 말했다. 그러자 해리와 다정, 그리고 조금 뒤에 서 

있던 수정이는 한동안 곤란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서 있다가, 해리가 “우리는 그냥 나눠 

준거야”라고 어이없다는 눈빛을 하며 말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파란색 양말을 

교환하러 해리에게 가져다 주자 해리가 가윤이에게 양말을 건네며 “그럼 이거 너 

가져”라고 말을 했으나, 가윤이는 “됐어”라고 기분이 상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다. 

주변에 가윤이와 친하게 지내던 보라와 소현이의 표정도 좋지는 않았다. 그 뒤에도 

가윤이는 계속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지네들끼리 갖고 싶은거 갖고 우리는 왜 이딴거 

줘’”라고 말했다..  

다정, 해리, 수정은 한 편에 모여 자기들끼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야 우리는 

진짜 우리 가지고 싶은 것도 안 갖고 애들한테 나눠줬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진짜 우리는 우리 좋아하는 것도 포기했어”, “우린 그냥 양말 쌤이 나눠주래서 준건데”, 

“‘나는 검정색이 이쁜 것 같은데 그냥 이거(빨강색) 한다고”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셋은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다정이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으로 “아! 그러지 말고 실과쌤이 나눠주게 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해리가 2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눈을 크게 뜨면서 “아 그래 우리 다시 걷자”하고 

일어섰다. 그 순간 연구자는 “그냥 됐어, 이런건 그냥 지나갔구나 하는게 나은거야’라고 

말하고 그 셋을 가만히 있게 했다. 

 

사건은 양말이라는 사소한 사물을 두고 발생한다. 가윤이는 한 때 친했던 해리와 

수정이가 자기를 제외하고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는 모습에 기분이 상한 상태였다. 이 때 

세 명의 아이들은 실과 교사의 말에 따라 학생들에게 양말을 분배하기 시작했다. 양말은 

좋은 트집의 대상이었다. 양말의 색깔과 문양이 균일하지 않고 다르기에 결코 

케이크처럼 동일하게 분배될 수 없었고 배분을 학생이 맡으면서 분쟁의 소지는 더욱 

커졌다. 그렇기에 가윤이는 아이들의 배분을 공정하지 못 하다고 차별적인 문제로 쉽게 

지적할 수 있던 것이다. 여기서 가윤이는 “니네”와 “우리”를 갈라서 표현한다. 양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가윤이 개인의 감정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문제로 선언된다. 

“니네”가 공정하지 못 하게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차별’하고 피해를 준다고 상황을 

만들어간다. 가윤이는 불쾌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와 “니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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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구분한다.  

이 때 심각하게 고민하던 세 아이들의 해답은 흥미롭다. 자신들이 분배했던 양말을 

걷어 분배의 역할을 다시 교사에게 돌리는 것이다. 왜 아이들은 교사가 양말을 분배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 자체가 교실의 장에 존재하는 

공적인 권위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상황 9>에서 “니네”와 “우리”의 분화는 

심화된 양상을 보이고, 아이들 스스로는 현재의 불만 사항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배분을 맡았던 세 명은 그녀들이 아무리 사욕을 부리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했다 

하더라도 가윤이는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따라서 대안은 현재의 

상황을 공정하게 해결해줄 존재를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권위를 구하고자 했다. 즉, 학생들보다 우위에 있는 공적인 권위를 가진 교사가 

분배를 수행한다면, 아이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자신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공권력에 

의한 분배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학생들은 누적된 

경험을 통해 교사가 다양한 색깔의 양말을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교사가 케이크를 26등분하고 조 배치를 무작위 선출하며 균등하게 짜던 모습 

속에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선택의 열쇠를 교사가 갖고 있고, 그를 수행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여기서 일종의 순환적인 기대와 공적 권력 수행의 구조가 발생한다. 

아이들은 교사가 평등을 지향하며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동시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것이 교실의 중요한 지침임을 확인시키고 보장하고자 시도한다. 결국 

교실의 공적인 존재가 보장하고 관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양말을 걷는 것을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상황 9>에서 그녀들이 가진 기대는 교사가 일상적으로 가진 힘과 그를 토대로 

수행한 일들로부터 출현한다. 그를 통해 학생들은 이 교실의 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포착한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다. 일단 교사의 논리가 어떤 

것이지 파악이 된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공적인 권위자가 평등과 우애로움을 중시하며 그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그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황 10> 2013. 12. 11 태원초등학교 아람반 졸업사진 촬영 

졸업사진 단체 촬영을 할 시간이 되어 모든 6학년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다. 각 반은 

남자 2개조, 여자 2개조 총 4개조로 나뉘어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다. 아람반의 신민아 

교사는 아이들이 같이 찍을 친구를 두고 싸울 것 같아서 체육 시간에 평균대를 나눠 

137 

 



 

했던 인원대로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다른 아이들은 큰 불만이 없었는데 민철이는 

자신이 우식이랑 같은 조라는 사실에 싫은 티를 내고 있었다. 민철이가 우식이를 옆에 

둔 채 대놓고 같은 조 친구들에게 우식이랑 같이 찍어야 되냐며 짜증을 내보았으나 옆에 

있던 시완이는 “그냥 찍어. 그래도 같은 반이잖아”라고 말했고, 기범이는 따지는 어조로 

“야, 너는 왜 그걸 대놓고 말하냐, 우식이가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해, 그냥 찍어. 

쌤(연구자) 이거 언어폭력이에요”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민철이는 정말 불만에 가득 차 있었기에 연구자는 신민아 교사에게 민철이와 우식이가 

따로 찍을 것을 제안해 보았다. 결국 교사와 민철이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민철이는 

연구자 앞에서 말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펼쳤다. 민철이는 평균대를 

할 때 ‘원래’의 같은 조에는 우식이가 아니라 명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 관계는 

조금 더 복잡했으나 결국 교사는 민철이의 의견을 존중해 둘을 다른 조에 배치했고, 

민철이를 포옹하고는 미안하다며 사과의 표시를 했다. 

 

오래 전부터 민철이는 우식이를 매우 싫어했고 틈이 나면 우식이를 괴롭혔다. 그런 

그에게 한 학년을 마무리하며 기록을 남기는 졸업 사진을 우식이와 함께 찍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식이와 찍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는 없었다. 앨범 촬영의 원칙 자체가 공정하기 때문이다. 신민아 

교사는 졸업 앨범 그룹 짓기를 학생들에게 맡겼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과 친한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으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분명히 소외될 것이었다. 빠르게 촬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교사 입장에서는 차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방안으로 무작위 순서로 배치했던 평균대 그룹 짓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최소한 함께 찍는 6명 안에는 자신과 친한 친구들이 섞여 있을 

것은 분명했다. 민철이 역시 교사가 어떤 생각으로 인원 배치를 제안했는지 인지하고 

있기에 쉽게 저항을 할 수는 없었다. 대신 민철이는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 아이들에게 같은 반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교사의 지향은 일정하게 각인되어 있던 것이다. 

문제는 연구자가 담임 교사에게 민철이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발생한다. 연구자는 

민철이가 분노하며 졸업사진을 찍기보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사에게 이야기를 전달했으나 문제 해결 과정은 예상 외의 국면을 

마주한다. 담임 교사는 민철이에게 직접 우식이와 사진을 찍고 싶지 않냐고 물었으나, 

민철이는 자신의 감정 상태와는 별개의 차원의 대답을 한다. 민철이는 평균대 그룹 짓기 

원칙의 오류를 지적한다. 원칙대로라면 자신은 우식이와 함께 사진을 찍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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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관찰되는 것은 논리의 퍼포먼스이다. 이는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 민철이는 자신이 교사를 상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알고, 그 

장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말하기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대로 자신의 마음을 말할 경우, 

민철이는 자신이 우식이를 차별하며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신 민철이는 교사가 항상 아이들에게 해왔던 것과 비슷한 

방식의 논리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민철이는 교사가 제시한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에 불만을 갖는 것이 된다. 자신은 친구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철이가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은 그가 교사에게 

어떤 종류의 논리가 중요하며 통용되는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민철이는 지속적으로 교실의 장에서 교사라는 공적인 권위자가 보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봐왔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함 감정을 서술하는 것을 꺼려했으며, 교사의 

논리를 빌려와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자 시도한다. 교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학생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나 오히려 학생은 교사에게 통할 것으로 예측되는 

방법을 파악하고 그를 활용하고자 했다. 

정리하면, 이번 절에서는 교사가 어떤 순간에 학생들에게 개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지 확인하면서 공적인 권위가 보장하는 평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수직적 

분화는 평등하고 우애로운 교실이라는 이상형에도, 교사의 권위에도 문제적이다. 

그렇기에 교사는 자신이 가진 친밀한 주도권을 활용해 아이들의 평등한 관계를 

조정하고자 시도하며, 학생들에게 함께 보듬으며 생활할 것을 강조한다. 아이들은 공적인 

권력이 함축하는 교실의 권력 구조와 그것이 보장하고 관리하고자 시도하는 논리의 

형태를 학습한다. 결국, 특정한 평등의 형태가 공적인 권위로부터 비롯되며 그것을 

파악한 아이들은 필요에 따라 그를 호출하며 활용하고자 한다. 

 

2) 우리는 아람반?: 관계의 분화와 그 역동 

 

교사의 제재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는 모르나, “다모임” 이후 여자 아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특히 “경도”가 유행하면서 아이들은 분리되기보다 섞여 지내며 

기존의 긴장된 관계가 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분화되지 않던 상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며, 다시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분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교실의 행위자들이 ‘반’에 대해 

갖고 있는 이상적 지향의 충돌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계망의 운동성을 분석하고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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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고자 한다.  

분화되었던 관계망이 다시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보라가 많은 아이들의 “뒷담을 

까”거나 다른 아이를 왕따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자 아이들끼리 다시 

정보가 교환되면서 그녀들은 분노했고 보라와 친했던 친구들도 보라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보라와 친했던 승연이의 생일날 그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황 11> 2013. 11. 20 태원초등학교 아람반 승연이의 생일 파티 

하교시간 신민아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늘은 승연이의 생일인데 생일파티에 우리 반 

학생들 모두를 초대했다고 하며, 빨리 끝마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하여 일부 

개인적 사정이 있던 아이들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승연이의 

집을 찾아갔다. 승연이의 집은 아람반 학생들로 가득 찼고 우리는 치킨, 떡볶이, 피자, 

김밥 등을 먹고 케이크의 촛불을 끄며 승연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 일부 아이들은 휴대폰 게임을 하고, 다른 아이들은 승연이의 방을 구경하며 함께 

사진을 찍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얼마 안 가 심심해진 아이들은 나가서 놀자는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풋살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밖으로 이동한 아이들은 함께 놀지 않았다. 태민, 명수 등 

남자 아이들은 한창 즐겨 하던 캐치볼을 했다.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에게 “야 같이 

놀자”라고 말했으나 남자 아이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공을 주고 받으며 자신들만의 

즐거움을 추구했다. 여자 아이들은 풋살장 한 편에 뭉쳐 팔짱을 끼고 앉아 휴대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셀카”를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것을 돌려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때 여자 아이들의 화두는 “A”였다. 아이들은 보라를 “A”라고 칭하면서 

은밀히 배척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보라를 보면서 귓속말 혹은 작은 목소리로 “야 A 

남자들이랑 논다” “A 귀여운 척해”와 같이 소근거렸다. 이 때 보라는 여자 아이들 틈에 

끼지 않고 남자 아이들이 공을 주고 받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던져볼래”라고 말하며 

어딘가에 끼어보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한편에서 우식이는 아까 승연이의 집에서 다른 

아이가 하던 휴대폰 게임을 관심있게 보다가 자신의 휴대폰에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몰두하고 있었다.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각자 학원을 가거나, 승연이의 

집에 돌아가 조금 더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많은 여자 아이들의 “카카오톡”(이하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승연이의 방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걸렸다. 그녀들은 거실에 있느라 함께 찍지 못했던 아이들을 합성해서 

사진에 붙여 넣었지만, 보라는 그 단체사진에 합성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보라는 

아이들이 합성한 사진에 직접 자신을 붙여 넣어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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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파티는 친구 관계망을 확인하는 동시에 구축하는 중요한 사교의 장이다. 

흥미롭게도 그런 사교의 장에 승연이는 아람반의 모든 학생을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논리적 이유가 있었다. 우선, 수학여행 직후 또래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 아영이가 자신과 친한 몇 친구들만 생일파티에 초대했다가 초대받지 않은 

아이들에게 발각되면서 악평을 받은 선례가 있었다. 당시 초대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들은 왜 초대하지 않았는지 화를 내며 분리의 선을 

명확히 그으려 시도했다. 실제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그녀들은 자신들이 같은 ‘반’의 

성원으로 초대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승연이의 경우, 다시 아람반의 

여학생들이 뭉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호오를 반영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분쟁을 

일으키는 동시에 자신의 평판을 낮추는 일이 될 수 있었기에 모두를 초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또한, 승연이의 선택에는 교사의 교육적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아이들은 이 

교실에서 ‘함께’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당위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가장 적절한 처신의 방식으로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함께 하는 생일파티에서 아이들은 실제로는 함께 하고 있지 않았다. 모든 

아이들이 공동의 일에 참여하는 순간은 밥을 먹고 축하하는 형식적인 장면뿐이다. 그 

외의 장면들에서는 아이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움직인다. 재미를 찾아 다니던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에게 함께 무언가 하자고 제안했지만, 남자 아이들은 캐치볼이라는 

자신들의 재미로 몰입한다. 우식이도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신났지만,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다시 혼자 하는 휴대폰 게임이다. 분명히 대부분의 아람반 아이들이 함께하지만, 

각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미는 다르며 그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 

또한, 여자 아이들은 보라를 배척한다. 아이들은 보라를 “A”라고 은밀하게 칭하며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비난한다. ”A”의 행동은 남자들에게 꼬리치는 모습으로 

해석되며, 아이들은 귓속말과 같은 형태로 뒷담화를 공유하고,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들은 보라에 관한 뒷담화를 나누면서 다시 하나의 안정적 집단으로 뭉치는 것이다. 

그리고 보라를 제외한 나머지 여자아이들의 집단성은 “카톡” 프로필 사진(이하 

“프사”)으로 연행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함께 생일 파티를 즐겼다는 사실을 사진을 

통해 전시한다. 이 때 사진은 단순한 집단 사진이 아니다. 함께 사진을 찍지 않았던 

친구들까지 합성해, 모두 동일한 사진을 “프사”로 설정해 두는 것에는 ‘우리는 친한 

친구들이며 그 범위는 여기까지’라는 포섭과 배제의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다. 그녀들은 

“A”라는 적에 대항해 뭉친다. 그간 보라가 여자 아이들 관계의 주도권을 가졌던 

만큼이나, 아이들은 그 위계를 부정하고 집단적 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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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언어로 보라를 배척하기보다 간접적이며 은밀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구축한다. 개인의 평판과 교실 분위기를 고려해 모든 인원이 초대되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함께 한다는 형식적 형태만 취할 뿐 실질적으로는 차별과 개별적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승연이의 생일파티 장면은 교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어긋난 

광경인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보라를 따돌리는 상황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어떻게든 여자 

아이들의 관계망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던 보라는 결국 교사에게 ‘SOS’를 요청한다. 

보라는 교사에게 개인 면담과 일기를 통해 아이들과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에 따라 교사는 따돌림을 주도하던 몇 아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배척하지 말고 ‘함께’할 것을 당부한다. 교사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던 

아이들은 보라를 끼워주기 시작했고 한 동안 교실은 함께 지내는 분위기를 유지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 다시 분쟁이 발생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여자 아이들의 

집단은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2학기에 접어들어 아람반 여자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분화와 미분화의 상태를 

반복한다. 여기서 사건의 발전 과정은 일정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즉, 또래 관계가 

충돌하게 되면서 아이들 간 차별의 언어와 수직적 분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기가 

생긴다. 이 때 수직적 분화의 열세에 놓인 아이들은 교실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교사에게 일종의 구조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상황을 살피던 담임 교사가 개입한다. 

개입은 주로 반 여자 아이들 전체를 소집하는 다모임의 형태를 띠며, 교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반의 동등한 성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함께 배척하지 말고 지낼 것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의 관계 양상을 방관하지 않는 공적인 

평등의 관리자임을 드러낸다. 교사가 가진 친밀하지만 강력한 주도권을 토대로 일련의 

중재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다시 함께 놀며 분화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계의 누적 속에 그녀들은 교집합의 일치와 불일치를 경험하며 다시 분화한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몇 회에 걸쳐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아람반에서는 수평적 

분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보다 훨씬 역동적인 관계적 

움직임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람반 아이들의 관계적 운동은 리치(Leach 1954)가 연구한 카친(Kachin)에서의 사회 

구조 변화 과정과 유사한 면모를 나타낸다. 카친 사회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이상적 

사회적 상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봉건적이고 위계가 명확한 샨(Shan)족의 정치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무정부주의적이며 평등주의적인 굼라오(Gumlao) 체제이다. 하지만 실제 

카친 사회의 정치 체제는 굼사(Gumsa)라는 절충의 체계로 설명되는데, 리치는 굼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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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적 양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체의 일시적 모습이지 

고착화된 하나의 형태는 아니라고 본다. 리치에 따르면, 굼사는 때로는 샨에 가까우며 

때로는 굼라오에 가깝다. 샨을 지향하는 굼사의 체계에서는 귀족 출신 추장의 독재가 

이상적 형태이며, 굼라오의 체계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다. 그러나 카친 사회는 확연한 하나의 극단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샨과 

유사한 위계화를 추진하기에는 추장에게 충분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산처럼 

행동할 때 그의 지지 기반은 상실된다. 반대로, 굼라오라는 평등으로의 지향은 친족간 

혼인 규칙(mayu-dama)으로 인해 평등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리치는 

굼라오와 샨을 양극단의 유형으로 상정하고 카친 사회가 두 개의 이상적 형태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진동한다는 정치 모델의 가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리치는 행위자들이 

생각하는 이상태와 현실 사회 구조의 관계를 포착한다. 그의 논의에서 사회 관계적 

변화는 사회 외적 요건으로 설명되기보다, 성원들의 윤리적 지향과 갈등에 따른 내부 

구조의 과정에 의해 설명된다. 

아람반에서도 카친 사회와 유사한 두 가지 의지와 욕망이 작동한다. 하나는 “우리는 

아람반”이고 “다같이 놀자”라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차별 없고 우애로운 한 반의 

모습이다. ‘평등한 사랑의 교실’이라는 이상적 유형은 교사가 지속적으로 제시한 반의 

양태이다. 그를 위해 교사는 자신이 가진 친밀한 권위를 이용해 한 반이 함께 하는 

공적인 이벤트를 자주 마련했다. 수직적 분화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에 개입하고 

최소한 차별이 없도록 조정하고자 시도했다. 함께 하는 평등한 교실이라는 이상태는 

교실이라는 장의 공적인 논리로 우위를 점한다. 여기서, 교사와 학생이 각각 다른 의지를 

가졌다고 이원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다. 학생들 역시 반복되는 놀이 상황을 통해 함께 

한다는 감각에 익숙해졌고,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수직적 

분화 발생시 열세에 놓이는 아이들은 “함께 해서 좋다”, “파가 안 갈려서 좋다”고 

분화되지 않는 아람반의 상태를 서술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는 

평등한 교실은 이상적 양태로 인식된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공적인 논리와는 반대로, 자유롭게 친구관계를 구축하고 

싶은 분화의 의지가 있다.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성향과 마음이 맞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과 더 긴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같은 반이라고 해서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 자기와 잘 맞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누군가는 놀이 자체가 주는 재미에 몰입하며, 누군가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에 더 

중요한 방점을 둔다. 양자는 때에 따라 충돌하며 갈등을 유발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 집단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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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욕망도 함께 하는 것이다. 동성초등학교 6학년 3반의 아이들처럼 학교라는 연행의 

무대에서 안전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시간의 누적 속에 

아이들은 갈등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분화를 지향한다.  

하지만 양자는 함께 충족될 수 없으며,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기도 어렵다. 교실의 

성원들이 함께 우애로운 상태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이다. 행위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에서는 모든 반의 성원과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미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친밀할 수 밖에 없으며,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마다 불편하게 

부딪힌다. 반대로, 반에서 자신과 친밀한 친구 집단하고만 늘 함께 할 수는 없다. 

반이라는 형식적 테두리에서 아이들은 원하지 않아도 같은 반 아이들을 마주하고, 

수업을 비롯한 공식적 활동을 함께한다. 그리고 분화와 그에 따른 수직적 차별이 심화될 

경우, 교사라는 공적인 평등의 조정자가 개입해 상태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한다. 담임은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단위를 ‘반’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교사-학생 관계가 강제하는 학교의 구조적 역할에서 학생은 어느 

정도 교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교실 성원들이 함께 한다는 가치가 개인의 

자유로운 친구관계에 대한 지향보다 공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아이들은 두 가지 이상태를 모두 인지하고 희망한다. 현실에서 두 가지의 

모습은 동시에 혼재하나, 그 중 하나의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다. 이는 아람반만이 아닌 

많은 교실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사회적 관계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교실들은 두 이상적 모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 교사의 지향이 평등하고 우애로운 

교실이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권위를 발휘할 수 있을 때, 현실의 교실은 함께하는 

교실이라는 이상태에 가까워진다. 아람반의 경우, 교사가 혁신학교에서 부각된 담임 

교사의 재량권을 활용해 학생들로부터 주도권을 획득하였고, 그를 토대로 학생들을 

자신의 지향으로 강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 가까이에 있지만 교사-

학생 관계의 수직적인 힘은 더욱 선명해진다. 자율적인 교실에서 오히려 교사의 공적인 

힘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던 것이다. 반대로 교사의 힘이 형식적이고 아이들에게 잘 

통하지 않는다면, 교실은 친밀한 친구 집단에 따른 수직적, 수평적 분화라는 형태에 

가까워질 것이다. 교실을 구성하는 교사-학생 관계라는 권위의 축이 약해지고, 동등해야 

한다고 가정되는 또래 관계에 위계와 권력이 출현한다. 

결국, 교실의 내적 과정에 따라 각 교실의 행위자들은 상이한 국면을 마주하며 그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현실과 이상을 비교한다. 가령, 태원초등학교 빛돌반과 동성초등학교 

3반 아이들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을 종종 이야기했다. 

반대로 아람반의 경우, 지속적인 분화의 진자 운동 속에서 아이들이 관계의 변화에 따른 

144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새로운 분화가 찾아올 때, 아이들은 이전과 같은 

유형으로 분화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분화되어 고착화된 수평적 분화보다 더욱 유연한 

분화의 운동성을 보인다. 

 

<인터뷰 14> 2013. 12. 20 태원초등학교 6학년 아람반 해리, 다정과의 인터뷰 

해리: 차라리 옛날에 파가 심하게 갈렸던 때가 더 나았던 거 같애요. 그땐 서로 

째려보지도 않았는데. 서로 신경도 안 썼는데. 전 다정이랑도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는게 아니라, 차라리 파가 심~하게 갈렸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서로 신경 안 쓰니까? 

해리: 안 쓰기도 하고, 믿을만한 친구가 있잖아요. 파가 갈리면. 근데 지금 상태로는 

맨날 싸울 때마다 저랑 같이 있는 애들이 맨날 달라요 

다정: 여깄잖아.  

해리: 너는 아니지. 그럼 저는 힘든 거에요. 적응하기가. 차라리 쭉 같은 애랑 다니면 

편한데. 이럴 때 싸울 때는 얘랑 같은 편이었다가, 저럴 때는 얘랑 같은 

편이었다가. 

다정: 맞아. 그건 좀 골치 아퍼. 

해리: 차라리 쭉 같은 파여서 다른 세계에 살아온 것처럼 살고 싶어요. 

 

해리는 분화의 진자 운동 속에서 그녀가 느낀 피로도를 서술한다. 해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하고 ‘진짜로’ 믿을 사람이 계속 변한다는 점이었다. 고착화된 친구 

집단 분화가 해리에게 담보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망이다. 하지만 

아람반에서 출현한 관계들의 운동 속에서 해리는 누구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모든 인원이 함께 화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와 같은 

이상적 상황은 현실 관계의 다양한 양태 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렇기에 해리는 

차라리 확실히 “싸우고” “다른 세계”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해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우리”의 기준은 반이 아니라 명확하게 분화되어 안정적인 ‘긴밀한 

친구집단’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 교실에서 그렇게 확실히 분화될 수 없음을 

인지한다.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교사로부터 친하게 지내라는 

중재를 받기 때문이다. 일은 더 커지고 피곤해질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리는 

교사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연행한다. 

그녀는 이 ‘반’이라는 사회적 장에서 ‘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승연이의 생일파티처럼 실질적으로는 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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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연행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해리는 자신이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대놓고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다고 진술한다. 그녀의 논리에서 같은 반 

친구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즉, “차별”하지 않고 싶어도,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다가는 더 안 좋은 평판과 

결과가 돌아오기에 차별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호오에 따라 같은 반 친구를 눈에 띄게 

다르게 대하는 것은 같은 반 아이들에게도, 교사에게도 문제 대상으로 지적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해리는 교실에서 우위를 점하는 지향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이라는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적정한 행동을 연행하고자 한다. 동시에 그녀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논리를 

연행하면서도, 사적으로 더 마음이 가고 긴밀한 친구들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의 관리가 아니다. 분화된 안정적 집단을 

갈망하는 동시에, 그녀는 “경도”를 할 때의 즐거움을 선명하게 말한다. 해리에게 

“경도”는 정말 즐거웠던 순간으로, 반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은 단순한 연행이 아니라 

지향되는 가치이기도 한 것이다. 즐거웠던 경험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두 가지 

방향으로의 의지는 상황에 따라 행위자들의 마음에 공존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가 다룬 교실의 내적 역동은 교실의 행위자들이 ‘반’과 ‘우리’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자 그에 답하는 과정이다. 아람반에서 아이들은 관계망의 진자 운동 

속에서 ‘우리’의 준거점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한다. 아이들의 삶에 반이라는 형태가 

형식적이기보다 실질적인 생활의 중요한 단위로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아람반’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실의 자율적 재량을 잘 

활용한 담임 교사의 힘과 함께 하는 놀이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교사는 “다같이 놀” 

수 있는 “우리는 아람반”이라는 집단의 감각을 강조했던 것이며, 일상적 놀이 상황이 그 

지향을 자연스럽게 뒷받침했다. 하지만 함께 하는 평등한 사랑의 교실이라는 이상적 

지향만큼 각자의 재미와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역시 존재한다. 아이들은 

분화된 또래 집단으로의 ‘우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녀들은 각 지향이 교실이라는 

장에서 점유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공적인 논리를 끌어와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고, 특별한 친구관계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관계망은 큰 분화의 역동을 

보인다. 더불어, 아이들은 교실이라는 사회적 장에서 교사라는 공적인 관리자가 지향하고 

보장하는 평등을 인지하며, 그 역할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바를 학습하고 있다. 아이들은 

담임 교사와 학생이라는 역할이 담지하는 관계의 구조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 구조가 

형식적인 것뿐인지, 실질적 힘을 획득하고 있는지 역시 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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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 초등학교 ‘반’ 체제의 구성에 관해 탐구했다. 학교는 계급, 

젠더와 같은 사회적 범주들이 재생산되는 중요한 ‘무대’로 취급되었지만, 그 무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직조되는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라는 장 자체의 내적 

구성 원리와 작동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무대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교실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어떤 특정한 힘들이 

출현하는지 질문했다. 연구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학교를 경험하는 1차적 단위인 

교실로부터 ‘반’이라는 사회적 장을 구축하는 원리들과 그에 따른 행위자들의 관계적 

역동을 분석했다.  

‘반’은 한국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수-학습의 단위이자 생활의 단위로 한국 

학교의 특징적 양상을 함축하고 있다. ‘반’이라는 교수-학습의 장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주요한 관계의 축이 존재한다. 하나는 교사-학생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반 

친구관계이다. 이때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것은 행위자들이 맺는 개별적 관계들이 

아니다. ‘반’이라는 장을 구성하는 교사-학생 관계와 반 친구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는지 확인하고, 그 두 가지 관계의 축이 상호적으로 어떻게 접합되어 작동하는지, 

그 관계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반’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구조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출현하는지, 반을 구축하는 관계망의 양상을 탐색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람반”이라는 혁신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혁신학교는 최근 한국 공교육 변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혁신학교는 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학습의 다양화라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공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이다. 일반 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혁신학교에서는 개별 학급 단위의 자율적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반’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일종의 교육적 실험의 장에서 ‘반’이라는 체제가 함축하는 관계의 

구조가 더욱 힘을 획득하며 부각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변화가 교실의 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교실의 내적 작동 양상과 관계적 

특징들이 선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 동시에 연구자는 일반 공립초등학교 교실에서의 

비교 연구를 진행해 양자의 유사성과 차이를 토대로, 한국 학교 반 체제가 구축되는 

특징을 보고자 했다. 

연구자는 각 관계의 축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지 일상적 활동으로부터 확인하고, 

교사-학생 관계와 또래 관계가 서로 연루되어 하나의 교실을 구축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먼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수업의 장과 반 친구 간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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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는 놀이의 장을 각기 분석하여 각각의 장에서 어떤 행위적 유형들이 나타나고, 

그 특징들이 각 관계의 축에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탐구했다. 

여기서 수업은 일종의 연행의 문제로 다루어지는데, 연구자는 교사가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구축되는 관계의 

양태에 주목했다. 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수업의 중요한 연행자로 참여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는 한국 공교육의 변화 추세와 맞물리는데 일방향적인 가르침보다 학생들을 

수업에서 직접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들고자 수업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시∙공간적 활용, 

게임 틀을 통한 관심 유도, 자율적 집단 과제의 부여 등 교사는 다양한 전략을 이용해 

반 학생들을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자 노력한다. 학생은 단순히 수업을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수업이라는 연행을 함께하는 성원으로 호출된다. 이와 같은 교사의 

노력은 자율적 참여 학습에 대한 교육적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반’의 성원이고 이 시공간에 연루되어 있다는 감각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고자 하는 시도이다.  

학생들의 자율적 수업 참여를 긍정하면서 교사는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간다.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긍정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합리적 권력 

행사를 느끼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교사의 말을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교사로서의 

위치는 견고해지며, 그를 통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권위 혹은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교사는 자신이 학생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비가시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되면 교사는 직접적인 통제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힘을 

가시화시킨다. 이 교실의 공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한편, 쉬는 시간에 아람반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놀이는 정형도가 높으며 

이름이 있는 놀이들이다. 일반 공립초등학교에서 10분의 쉬는 시간 동안 순간적이고 

이름없는 놀이들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면, 혁신학교에서 30분의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은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정형화된 놀이들을 주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놀이들은 이름없는 놀이들과 달리 개인의 메타적인 상황파악 능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아람반에서는 일반 공립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놀고, 쉽게 놀이의 판에 

참여하는 양상이 출현한다. 정형도가 높고 이름이 있는 놀이는 학생들이 교실의 

관계망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더 많은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아람반의 아이들은 반 친구관계에 있어 

함께 놀고 분화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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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놀이가 친구 관계를 넓히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놀이는 놀이이며 중요한 것은 재미이다. 친교의 효과는 놀이에 따라오는 것이지 놀이 

전체로 환원될 수 없다. 아이들은 각자의 재미를 찾아 놀이에 참여하며, 각자의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놀이라는 틀은 쉽게 깨질 수도 있다. 또한 함께 노는 것이 꼭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함께 놀기도 

하지만, 이 틀 안에서만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점 역시 인식한다. 아람반에서 

쉬는 시간의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함께 한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친구 관계망에 놀이가 발휘하는 힘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교사-학생 관계와 반 친구관계는 독립적인 동시에 ‘반’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 얽혀서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교사는 반의 성원들이 모두 동등하게 대접받으며 서로 

보듬는 ‘평등한 사랑의 교실’을 꿈꾼다.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는 그와 같은 교육적 

지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학생들 역시 이를 이상적 모습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아람반에서는 교사의 교육적 지향과 놀이가 빚어내는 효과가 맞물려, 친구 집단의 

분화가 더디며 큰 불화 없이 함께 노는 시간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관계의 축적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과 맞는 친구들과 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다. 반 친구들 모두와 

함께 논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상이며, 아이들은 자기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안정적인 

집단을 구축하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평등한 사랑의 교실’은 공적인 가치로 지향되는 

바이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을 계속 ‘우리’의 단위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그에 따라 교실의 성원들은 두 가지 지향 사이에서 움직이며 관계적인 역동을 

보인다. 아이들 사이에 수직적인 분화와 긴장의 순간이 찾아오면 공적인 권위를 가진 

교사가 개입한다. 그전까지는 학생들의 행동을 긍정하며 자율적으로 놓아주는 

교사이지만, 평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반하는 순간 교사는 친밀한 주도권을 토대로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다함께” 놀 것을 강조한다. 이 관계의 진자 운동 

속에서 아이들은 반이라는 체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교사가 가진 공적인 

힘이 무엇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게 된다. 교실의 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우리’의 단위가 어디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본 연구는 한 집단의 내적 작동 원리와 그 관계적 양상에 집중함으로써 한국 교육에서 

‘반’ 체제가 가지는 특징이 구축되는 바를 분석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학교 외부적 

요소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내적 과정이다. 반이라는 장 자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분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특정한 메커니즘을 가진 역동의 

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 교실의 내적 작동 양상과 관계적 역동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교육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결부되어 있다. ‘반’이라는 조직은 단순한 행정적 단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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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성원들이 함께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공적인 지향이 강조되어 특정하게 직조되는 

단위이다. 연구자는 반에서 성원들의 공동성을 긍정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우리’로 반을 

소환하며, 그를 토대로 교수-학습의 장 자체가 구축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와 같이 

한국 교육의 장 자체가 구축되는 방식과 그것이 갖는 힘과 방향성을 인지하는 것은 최근 

공교육을 살리자는 노력들이 ‘반’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성찰의 지점을 

제공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의 대상이었던 혁신학교는 일련의 교육적 실험의 

장으로 ‘반’ 단위의 자율적 재량권을 부각시키고, 교사와 학생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대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계급적으로 중산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다른 계급적 배경에서 펼쳐지는 

학교의 역동이 함께 검토된다면 한국 ‘반’체제가 가지는 특징과 그 관계적 양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반이라는 공간에서 1년 동안 교실의 성원들은 지속해서 자신이 위치할 ‘우리’란 

무엇인지 찾고 있다. 이것은 ‘우리’라는 기획에 대한 질문이다. 교실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중요한 ‘우리’의 소재는 ‘반’이 될 수도 있고, 친밀하게 분화된 친구 집단이 될 

수도 있다. 나를 둘러싼 무엇이 활동의 중심이 될지는 교실이라는 장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국면으로 출현할 것이다. 본 연구가 반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지 그 원리들을 

논의했지만,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질감은 늘 새로운 진행형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여전히 행위자들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과연 한 반이라는 교실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아이들은 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는가? 교사에게 반이란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람반’이었던 것인가. 관계적인 역동 

속에서 교실의 행위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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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deals with the making of “ban”(class) system as a social and pedagogical unit in a 

Korean elementary school. “Ban,”a basic teaching-learning class unit,implies distinctive socio-

cultural aspects of Korean schools. There are two pivotal axes of relationship that construct “ban”: 

one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the other among classmat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the two axes are constructed and interrelated. In other words, I attempt 

to analyze the principles of making “ban” and the relational dynamics involved with those 

principles. 

For data collection, I conducted an anthropological fieldwork in a “hyeoksinhakgyo”(reformed 

public school) in Seoul. “Hyeoksinhakgyo” is a relatively new attempt to reform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Korea: it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2000s with the adoption of new 

educational styles that emphasize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students as well as the 

diversification of teaching methods. In “hyeoksinhakgyo,”“ban” is a significant unit for 

education as it is granted greater power and autonomy in class management. In this experimental 

setting, the relational structure implied in “ban” system has become more salien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mpact of “ban” system on students and teachers, in order to highlight the 

relational structure and dynamics of “ban” more clearly. Specifically, I did participant 

observation in a sixth-grade classroom called “aramban”(“aram” class). As for comparison, I also 

conducted the same kind of observation in a general public elementary school. 

First, I analyze the class time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Second, I pay attention to the break time to observe the interaction among classmates. By 

exploring daily practices in “ban”, Itry to find out how each axis of relationship is built on certain 

kinds of behavior patterns.  

During the class time, the teacher utilizes multiple strategies such as the application of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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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and the autonomous group task to encourage students’ participation.The teacher believes 

that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would be greatly helpful for the students not only to 

deepen the knowledge of school subject, but also to make themselves easily involved in “ban”. 

She expects her students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and communality. As those strategies are 

proved to be successful, students feel that they are free and respected. At the same time, the 

teacher acquires “intimate authority” from the students. Usually, the fact that the teacher 

continuously controls the students is invisible. However, when a significant accident occurs, the 

teacher definitely exerts her public power to the students. 

At break times in “hyeosinhakgyo,”children’s major activities are plays that have specific names 

and fixed forms. This is contrasted to public elementary schools, where children’s plays are 

unnamed and more flexible. Since the break time in “hyeoksinhakgyo” is as long as thirty 

minutes, children seek stable and continuous activities for fun. These plays require neither 

intimate relations nor one’s communicative competence to realize the delicate change of playful 

situation. Eventually, the children tend to play together regardless of their personal intimacy or 

factional grouping in “ban”. Highly formed and named plays operate as a bridge for the children 

to broaden their classmate relationships. 

Although each axis has an independent spher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classmate 

relationship are simultaneously interrelated, thus engendering further complex dynamics. The 

teacher thinks that students in an ideal “ban”“love each other equally.”She encourages the 

students to “play together” without discrimination. Although students readily agree with the ideal 

of playing together, it turns out to be an imaginary one. The students want to construct close and 

stable peer groups. Nevertheless, the mandate “to love each other equally”is pursued as a 

significant public value. If any differentiation or discrimination among the students occurs, the 

teacher intervenes and regulates classmate relationship by exercising her intimate public authority. 

The teacher repeatedly requires the students to recognize “ban” as a basic unit of “us”. Thus, 

there are two poles of will in this class: will to play together and will to differentiate in line with 

peer groups. Agents in the classroom illustrate a pendulum movement between the two ideals and 

relational dynamics. “Ban” is not an administrative unit, but a socio-cultural sphere that has 

distinctive internal dynamics. It is all about the problem of “us.” 

 

Keyword: elementary school, “hyeoksinhakgyo”(reformed public school), “ban”(class), 

 classroom, teacher-student relationship, classmate relationship, lesson, play 
Student Number: 201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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