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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창의성이 각광받는 시대에 중요성을 부여받은 예술교육은 그것이 무엇인
지에 대한 진지하고 찬찬한 궁구함 없이 우후죽순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상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술교육이 무엇인가라
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예술교육이 예술과 교육의 만남이기에, 예술과 교육
이라는 두 삶의 형식을 넘나들며 예술가로서의 창작 활동과 예술을 가르치
는 교수 활동을 병행하는 예술강사의 되기 체험을 탐구함으로써, 특히 가르
침의 측면에 주목하여 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는 단초를 모색하고
자 했다.
이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로, 사진작가이자 사진 예술강사인 김선우가 연
구 참여자로 함께 했다. 내러티브는 연구 참여자의 체험을 이해 가능하도록
했으며, 탐구는 연구를 하기보다 연구를 통해 살기를 요청했다. 먼저 김선
우가 사진을 가르치는 예술강사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를 기
술하고, 예술강사로서의 교수 체험을 통해 어떻게 교육과 예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다시 살았는지를 분석하여, 예술강사 되기의 의미를 교육학적으
로 해석하고자 했다. 이것은 결국 삶과 예술과 교육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2011년과 2012년의 예비조사를 토대로
2013년에 다섯 곳의 사진 수업 현장에서 현장연구가 수행됐다. 이로써 다현
장 연구의 특징을 드러내게 됐으며,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하게 된 바는 아래
와 같았다.
첫째, 예술가인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은 어떻게 전개됐는가? 김선
우는 사진작가로서의 창작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예술강사 활동
을 시작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욕구로 인해 선택
한 절충안이었다. 그런 까닭에 초기에 그는 학생들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
그러나 수업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점차 변화를 겪게 됐는데, 그의
변화 과정은 예술강사 되기 체험을 관통하는 네 가지 주제로 드러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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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었기에 그러한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
제리듬이라 명명하고 발견하기, 드러내기, 부딪히기, 변용하기로 기술했다.
‘발견하기’는 학생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관련됐다. 그는 사진을 가르치는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정작 사진을 배우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
았다는 것을 반성하게 됐고, 이러한 반성을 시작으로 학생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됐다. 처음에 그는 학생들을 동질의 집단으로 보았지만, 점차 학
생들 한 명 한 명을 각양각색의 개별자로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
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려 했는데, 이를 위한 방편으로 자신을 학생들에게
드러내게 됐다. 그의 사진 작품을 수업 자료나 소재로 활용한 것은 이러한
‘드러내기’에 속했다. 그는 동일한 교안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학교마다, 반
마다 각기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달랐기 때문이었
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수업 내용을 바꾸거나, 방법
이나 순서를 바꾸거나 하면서 학생들 맞춤형으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계획한 교안대로 수업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갔고, 그러면서 그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나 김선우가 기꺼이 응답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충돌하는 상황도 있
었다. 특히, 예술강사는 이러해야만 한다는 요구 사항이나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부딪히기’로 드러났다.
그가 사진을 매개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외재적인 요인들이 수
업에 영향을 미쳐 그와 부딪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딪힘을 통
해 그는 그의 지향이 무엇인지 더 잘 볼 수 있게 됐다. 즉, 자신을 더 잘
보게 된 것이었다. 그는 학생들과 교육적인 관계로 소통하는 것을 지향했기
에, 이를 방해하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된 틀을 깨고자 했다. 결국 학생들이
라는 타자를 이해하며 타자와의 교육적인 만남을 지향하기 위해 자신의 길
을 찾고자 했다. 이것이 그의 ‘변용하기’였다. 이렇게 사진을 매개로 학생들
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네 가지 주제리듬과 함께 드러났다.
둘째, 예술강사 체험을 통해 김선우는 교육과 예술을 어떻게 새롭게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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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는가? 예술강사로서의 체험은 김선우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변화
란 그가 예술강사 되기 체험을 통해 교육과 예술을 전과는 다르게 보게 됐
다는 의미였다. 그는 예술가의 눈으로 교육을 보게 됐고, 예술강사의 눈으
로 예술을 보게 됐다. 그러면서 예술적 체험을 통해 학교교육에 한정되지
않은 교육의 가능성을 시도해볼 수 있었으며, 교육적 체험을 통해 자기만족
에만 그쳤던 예술 작업 방식을 성찰하게 되어, 결국 예술에서도 대체 불가
능한 타자와의 소통을 지향하며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예컨대, 그는 예술이 갖는 창의성의 의미를 교육에 접목하거나, 가르치기
의 의미를 재탐색하며 교육을 해체하고 재구성해나갔다. 또한 학습자인 타
자와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게 됐는데, 이러한 그의 교육
적 체험은 사진작가로서 모델을 사물화 즉 대상화했다는 반성과 추상적으
로 개념에만 머물러 작업했다는 성찰을 가져와 예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
게 했다. 이렇게, 그는 예술강사 되기 체험을 통해 교육과 예술에 대한 이
해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교수 활동을 통한 그의 학습이었다.
셋째, 예술가인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의 의미는 어떻게 교육학적
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이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예술강사
되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 타자와의 소통 둘째, 타자
지향의 사이-교육 셋째, 보여주기보다 ‘하기’ 넷째, 교육적 주체 되기이다.
교육과 예술은 공히 타자와의 소통을 지향하지만, 예술과 달리 교육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타자는 얼굴 있는 타자이다. 타자가 얼굴이 있다는 것은
윤리적인 책임을 요청하는 일과 관계되며, 그러한 요청에 교수자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김선우의 체험을 통해 밝혀볼 수 있었다. 그는 이
름을 모두 알고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한
명 한 명을 관찰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관계 맺어 소통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러한 그의 모습은 학생들을 얼굴 있는 타자로 존중했기 때문이다. 얼굴은
개개인이 각기 다르기에 얼굴 있는 타자는 대체 불가능한 타자이다. 따라서
교육이 얼굴 있는 타자와의 소통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유일무이한 관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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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의미한다.
그러한 교육적인 관계는 교수자 중심이거나 학습자 중심으로, 다시 말해
교수자와 학습자 중에 양자택일하여 중심을 삼는 방식이 아니다. 교육적인
관계는 타자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또한 중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벗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기를 초월하는 실존적 태도
로 타자를 지향하는 사이의 공간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사이의 공간에서는
중심과 주변이 나누어지지 않기에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쌍방적인 방향
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직적 관계 맺기가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평
적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전형적인
모범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김선우는 그가 사진을 매개로
어떻게 세계와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기보다 하기를 통해 드러내며 학생
들에게 하나의 사례가 됐다. 이렇듯이, 교수자는 무엇보다 행위의 주체자라
는 것이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을 통해 밝힐 수 있었던 점이다.
이와 같은 발견이 가능했던 것은 김선우가 예술강사 되기의 전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왜 교육에 참여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이었다. 이 물음은 그가 왜
예술을 하는지도 묻게 하여,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물음으로 확장됐
다. 즉, 삶과 예술과 교육을 교차하며 발생한 존재물음을 통해 이 연구의
결과가 구성됐다. 요컨대,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는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자신을 초월하며, 타자 지향의 사이-교육이 가능한 사이 공간에서, 보여주
기보다 하기를 실천하는 행위자로서, 교육적 주체가 되는 과정이었다. 이것
은 예술과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을 넘나드는 가르치는 예술가 되기였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바였다. 따라서 예술강사 되기는 정체성이 아니라 삶의 형
식과 관련되며, 이러한 관점이 예술강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한 삶과 예술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주요어 : 예술교육, 예술가, 예술강사, 되기, 교육적 주체, 삶의 형식
학 번 : 201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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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되돌아보면 비록 사범대학이었지만 이름뿐이었고 여느 미술대학과 별 차
이가 없었다. 좋은 미술교사를 목표로 한 교육이 아닌 훌륭한 작가를 위
한 교육이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한참 동안 그림을 그린다
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이며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
한 것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르고 이런 저런 여행
을 통해서 ‘그림 그리는 일’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의
변화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술교육의 목표에도 변화를 가져왔
다. 미술 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학생들
의 인생에서도 미술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윤지혜,
2016: 218).

위의 인용문은 내가 중등미술교사의 학습생애사를 연구했을 때 수집한
자료이다. 여기서 기술된 체험에서 드러나듯이, “좋은 미술교사”를 양성해야
할 사범대학은 “훌륭한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미술대학과 됐 다르지 않았
다. 사범대학이지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창작하는 작가’가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위의 글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
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場)에서 정작 ‘미술이 행복과 상관이 없었다’
는 대목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미술교사”도 “훌륭한 작가”도 결
국 허울뿐, 공히 “그림 그리는 일”이 “행복한 일”과 연관됨 없이, 다시 말해
예술이 삶과 괴리되어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여행”을 통
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 전까지 미술교사로서도 학생들이 미술을 삶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는 고백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것은
미술교육을 포함한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의 교수-학습 활동에 시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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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다. 왜냐하면 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삶과 동떨어져 교육적 의
미는 사라진 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상심(傷心)없이, 예술교육의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성찰은 교육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이 각광받게 되면서, 예
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소위 예술
교육이 창의성 함양에 주요하다고 여겨져,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도 예술교육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행하고 있다. 이러
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예술교육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것은 기존
의 학교교육에서 미술, 음악 등 예술 관련 교과를 다루는 지식 위주의 예술
교육과 다르다. 또한 소수의 전문 예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기량 위주의 예술교육도 아니다. 새로이 등장한 예술교육은 특별한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이가 삶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
지를 강조하는 이른바 “보통 사람을 위한 예술교육”(곽덕주, 2014: 12)이다.
기실, 이러한 취지는 학교교육에서 미술과 음악과 같은 기존의 교과로서
의 예술교육이 지향해온 바와 다르지 않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과로서의 예술교육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에는 역부족이다. 예컨대, 류수진(2010: 124)은 교과로서의 미술교육이 드러
내는 한계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명시한다. 첫째,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틀로 미술 방식을 강요하거나 둘째, 주지교과의 교수법을 그대로 따라 미술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거나 셋째, 낭만주의 시각에서 단순히 정서와 관련
하여 감각과 흥미 위주의 놀이 수준에 머물기에, “미술 교과 자체의 정체성
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가 대두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과로서의 예술교육은
현 시대가 요청하는 창의성 개발에 한계를 드러내며, 창의성은 이제 특별한
예술가만이 지닌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기를 수 있는 역량으
로 간주되기에, 앞서 밝힌 취지를 이루고자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이 나타
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대두된 보통 사람을 위한 예술교육은 적극적으로
예술을 삶 속에 놓고자 한다. 이것은 그동안 예술이 소수의 전유물처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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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삶과 유리되어 있었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이 삶과
연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술교육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아이러니하게
도 답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하게 하는데, 그 질문은
‘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을 이곳저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기에 마치 예술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기실 예술교육의 지향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다분히 의문이다.
따라서 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곳곳
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질문조차 흐리
게 만드는 실정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운동에서 시작하여 후에 예술
이 덧붙여진 양상인데1), 문화를 예술의 범위로 축소하여 한정하는 다시 말
해 문화를 예술과 동일시하는2) 한계를 배태하고 있다. 또한 이 개념을 주
창하는 일군의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이 삶과 맞닿아 있으며 그 접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작용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어떻게 문화와
예술이 삶과 관계하며 교육을 통해 구현한다는 것인지는 간과하고 있는 듯
이 보인다.3) 이러한 상황이기에, 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더욱
1)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은 2005년 제정된「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사실상 정책적으로
형성된 것”(문화관광부, 2007: 22)인데, “애초에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연대 등 문화 NGO단체
에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했던 문화교육운동이 국가의 문화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동연,
2012: 2)이다.
2) 윤여각(2003)도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와 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는 오류에 대해
비판한다.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에는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3조에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전문 예술가의 양성보다는 문화예술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중점”(문화관광부, 2007: 23)을 두고, 그러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창작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개
발하는 평생교육이다.”(성태제 외, 2012: 451)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개 영역 중 하나로 문
화예술교육을 들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것은 다분히 문화의 범위를 예술로
한정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을 일종의 방법으로서 모호하게 뒤섞어 놓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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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씨앗은 나의 체험으로부터 싹트기 시
작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미술 학원을 다닌 적은 없지만 초등학교 때까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그림 그리기는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걱정거리였다. 미술 수업에서 이론은
대개 명작을 중심으로 사조, 작가, 작품에 대해 예컨대 후기 인상파 반 고
흐(V. van Gogh)의 1888년 작 <해바라기>라든지 입체파 피카소(P.
Picasso)의 1937년 작 <게르니카>라는 식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맞
추면 됐지만, 문제는 실기였다. 특히, 숙련도를 요하는 석고상 소묘나 수채
화 그리기는 내가 그림 그리기를 어려운 일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기량을 연마할 수 있을 만큼 기법을 배웠던 것도 아니었다. 더
욱이 일주일에 한, 두 번의 미술 시간에 두, 세 번의 수업으로 한 작품을
완성해야 했기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물은 모종의 기준에 따라 점수로 표기되어 우열이 매겨졌다. 작품만 보
아도 누가 학원 출신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고, 그런 친구들의 결과물이 단
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위와 같은 나의 학창시절 이야기처럼, 예술 교과의 실기와 관련된 그림
그리기와 같은 기량은 대개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익힌다. 따라서 전문 예
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예술 교과 수업에
서 창작 활동은 자유로운 표현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사교육으로 익힌 기량
을 선보이는 일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감상 활동은 정보적 차원의 지
식 습득이 강조되어 외우기와 맞추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작품 자체를
느끼고 이해하는 일련의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탓에, 학교에서 접하
는 교과로서의 예술은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예술이기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기에 어렵거나 쉬운 과목에 불과하기 쉽다.
나는 이러한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에 모종의 의문을 갖게 됐는데, 그 계기
는 대학 때의 한 체험에서 비롯됐다. 당시 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프랑스에서 미술사 수업을 수강했는데, 아래 자료는 미술관에서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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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그 수업의 한 장면을 회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선생님이 한 유화 작품 앞에서 학생들에게 묻는다. “이 작품은 어떤 이야
기인 것 같나요?” 한 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답한다. “인물들의 모습이나
입은 옷, 배경을 보니 그리스 신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포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커스 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
이며 답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시, 선생님의 질문이 이어진다.
“그럼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다른 학생이 작품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
로 가리키며 답한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신하이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림의 가운데에 크게 그려진 걸로
보아 중요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중심에서 멀리 작게 그려져 있어 뭔
가 덜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몸의 방향으로 보아 손에 들고 있는 포도
를 주인님께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더니, 다시 말을 잇는다. “여러분 각자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나는 선생님의 지시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때 나는 ‘그림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라’는 지시는 차치하더라도,
작품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안 해주는 것이 매우 이상했다. 나에게 선생님
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선생님의 설명
을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수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러했기에 왜 아무런 설명 없이 학생들 각자 그림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한 이상함과 이해하지 못
함은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는지, 내 이야기는 어떻게 만드는
지, 왜 설명을 안 해주는지, 왜 한국과 다른지와 같은 질문들을 갖게 했다.
이러한 체험은 결국 나를 변화하게 이끌었는데, 내 이야기를 만들며 내
방식대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게 됐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나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전에, 먼저 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작품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주어지는 ‘설명’에 의존하여
작품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만들며 작품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됐다. 예컨대, 나는 반 고흐의 그림을 볼
때면 붓질 하나 하나에 표현된 유화 물감의 질감에 매료되어 마치 내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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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된 것처럼 정성스레 붓질을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고, 피카소의 그림
을 볼 때면 ‘이 여인은 얼굴선이며 형태가 마치 말(馬)과 같네. 여인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 배경으로 봐서, 이 여인은…’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를 만들며 마치 내가 작품 속의 인물인 것처럼 말이 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의 느낌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덕분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반 고흐와 피카소를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다.
앨런(W. Allen)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2011)에
서는 파리를 여행 중인 주인공이 밤거리를 산책하다가 자정이 되면 1920년
대로 시간을 거슬러 이동하는데, 주인공은 평소 동경하던 헤밍웨이, 피카소,
달리 등 당대 예술가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과 작품 창작 과정의 면면들을
엿보며 그들과 대화하는 상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이야기처럼, 예술가
와 예술 작품을 만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주치는 체험’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창작한 과거의 시공간이 작품
을 대면하는 감상자의 현재의 시공간에 되살아나, 죽은 시간이 살아 있는
시간으로 잊힌 공간이 기억되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예술가와 예
술 작품은 감상자에게 의미를 갖게 된다.
나는 이러한 마주치는 체험에 의해 창조된 나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
기도 하고,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면 스스로 탐구하며
내가 만든 이야기와 실제 이야기를 비교, 대조하면서 다시 마주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이 나는 지식을 주입받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야
기를 만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하여 나에게 감상은 또 다른 창작이 됐다. 따라서 감상과 창작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여 맛보게 된 즐거움과 재미를 통해
예술을 향유하는 수준을 넘어 애호하게 됐다. 이렇게 나는 예술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됐는데, 그러한 체험이 프랑스에서 시작됐기에 나는 왜 한국
에서는 그러지 않았는지에 대해 비교문화적인 눈으로 보며 묻게 됐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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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즉 예술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러한 관
심이 결국 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품게 했다.
그러나 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묻는 일은 단순히 나의 체험으로부터 발로
한 개인적인 필요성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의 예술교육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만능열쇠처럼 간주되는 창의성의 짝패로 각광받고 있
기에, 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묻고 답을 찾고자 모색하는 일은 사회적인 필요
성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
구하는 일은 시의적절하다. 만약 예술교육의 ‘다움’은 묻지 않고 창의성을
위한 ‘쓰임’에만 주목한다면,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창의성 또한 허황된 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기실, 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다움을 묻는 질문은
화수분과 같아서 논리적인 연관에 따라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
하는데, 예컨대 예술을 ‘왜’ 가르치고 배우는지를 비롯하여, 예술의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지, 예술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지, 예술을 ‘누가’ 가르
치고 배우는지 등의 질문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술과 삶의 관
계에 대한 상심으로부터 생기하게 된 이와 같은 예술교육에 대한 ‘뿌리줄기
질문들(rhizome questions)’4)에 잠정적이나마 답하려는 모색의 과정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면밀히 탐
색하여, 예술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궁구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또한 예술교육은 예술과 교육의 만남이기에, 예술교육에 대한 탐구를 통해
종국에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에 닿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앞서 상술한 연구의 필요성으로부터 예술교육이 무엇인가에 답해보고자,
나는 예술교육으로 시행된 수업을 2011년부터 다양한 현장에서 관찰해왔다.
특히 보통 사람을 위한 예술교육의 강조로 인해 기존의 예술 교과인 미술,
음악 등에서 외연을 확대하여 국악, 연극 등 여타의 예술 장르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이 양적으로 증가한 덕분에5), 학교 현장에서 예술교육
4) 질문들은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질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질문을 낳기에,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고자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
1980/2001)가 주목한 ‘리좀(rhizome)’ 즉 ‘뿌리줄기’를 차용하여, ‘뿌리줄기 질문들’이라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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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현상을 보다 폭넓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현장에 있으
면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 질문
은 ‘예술교육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에 국한되는가’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내용’은 국어나 수학이 아닌 국악이나 연극과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소재
를 예술로 삼는 것과 관련된다. 기실, 교육의 소재를 예술로 삼는 것은 기
존의 예술교육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방식이다.
내가 관찰한 바, 새로운 예술교육으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예술 장르가
다양화되고 직접적인 체험6)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 예전과 비교하여 달랐다.
그러나 내용 전달이 중심이고 창작의 과정보다 가시적인 결과가 중시되는
것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국어 대신 국악 또는 수학 대신
연극으로 소재인 내용만 예술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교과로 다루어졌다.
그런 탓인지,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교수자의 가르치는 방식이나 학생들에
대한 태도 등도 타 교과 교수자의 그것과 대동소이했다. 따라서 과연, 예술
교육이 내용적인 측면에만 관련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예술교육에서 내용을 중시하지 않겠
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예술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또는 창작이나 감상 등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예술교육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필
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조용환(2012b: 26)이 “교육의 내용
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가 왜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
듯이, 예술교육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왜,
어떻게 예술교육을 하는지도 두루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5)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영
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8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예술교육은
대개 재량활동,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6) “예술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만 있을 뿐 예술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수반되지 않는다”(윤여각,
2003: 151)는 비판으로 인해, 예술교육에서 체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윤여각(2003)의
지적처럼 예술을 체험하는 활동이 곧 예술을 교육하는 활동은 아니다. 단순히 체험한다고 하여
교육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험이 “교육적으로 다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의 방편이 될 수
있을 뿐”(조용환, 2012b: 2)이므로, 예술 체험 활동이 예술교육적인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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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술교육에 대한 선행연구7) 중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를 찾기란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연구가 예술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교
육의 소재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면밀히 따져보면, 그러한 연구는 ‘예
술교육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예술에 관한’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술을 소재로 하는 것이 예술교육이라는 전제하에, 교
육을 방법적인 수단으로 삼아 내용이 되는 예술을 중심에 둔 양상을 드러
내기 때문이다. 즉, 교육이 중심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예술을 다
루는 것은 예술교육의 일부일 뿐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에, 예술교육
이 무엇인지 해명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관련된 무엇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
게, 왜라는 질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예술교육이 모종의 결
정체로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왜라는 동인(動因)
과 함께 무한히 역동하며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함의하는 바이기도 하다. 기
든슨(Giddens, 2005: 99)이 “실재는 고정되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들
의 상호작용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라고 한 아포리즘을 참조하면, 예술
교육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비로소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예술교육다운 상호작용에 의해
비로소 예술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 터해, 이 연구에서는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주체
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자에 주목할 것이다. 서두에
서 제시한 중등미술교사의 체험이나 나의 프랑스에서의 체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자는 예술교육다운 예술교육을 구성
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술교육을 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학습
자가 삶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예술교육
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 소재가 되는 예술이라고 답한다면,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곧 누가 가르치는가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교수자에 대한 탐구는 예술교육의 실천적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이
7) Ⅱ장 1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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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국 예술교육다움을 궁구하는 일과 깊게 관계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예술교육의 교수자가 아니라 한편 보통 사람
을 위한 예술교육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예술 전공자와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정책과 더불어 등장하게 된 예술강사8)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예술강사는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이면서 예
술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을 병행하는 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예술강사는 학
교교육에서 예술 교과를 가르치는 교수자와 다르고, 기량 위주로 예술을 가
르치는 교수자와도 다르다. 예술강사는 예술과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
지 “삶의 형식(form of life)”(조용환, 2001: 5)9)을 ‘넘나드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이라는 삶의 형식 안에 있던 예술가는 예술강사라는 이름으로 교
육이라는 삶의 형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being)
와는 다르게 예술강사가 되어간다(becoming). 이러한 예술가의 예술강사
되기라는 형성 과정에 주목하여 그 체험을 탐구하는 것은, 예술강사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가르침의 측면에서
예술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교육
은 결국 변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술강사 되기와 예술교육에 대해 정적인 차원에서 이
미 규정되어 있다고 상정된 모종의 정의를 마치 금광을 캐내듯이 발견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술강사 되기의 동적인 구성 과정에 동참하
면서, 이를 통해 발생적인 차원에서 예술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첫째, 예술가가 예술강사로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 둘째, 그러한 체험의 의
미가 무엇인지 셋째, 예술강사 되기의 의미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예술교
육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예술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삶의 형식을 넘나들며 예술과 교육의 만남을 체험한
8) Ⅱ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9) 조용환(2001: 5)에 따르면 여기서 형식이란 ‘삶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준거 틀’이다. 예술이라는
삶의 형식 안에서는 예술을 준거로 삶을 해석하고 실천하며,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 안에서는 해
석과 실천의 준거가 교육이다. 따라서 삶의 형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에 대한 해석과 실천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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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의 되기 체험을 탐구함으로써, 예술강사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
능하게 하고 삶과 예술과 교육이 깊이 연관되는 예술교육다움의 지평을 공
고히 하는 데에 이 연구가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앞서 밝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예술가의 예술강사 되기 체
험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함께 한 연구 참여자는 김선우10)이다. 그
는 전문 사진작가이며, 2011년부터는 창작 활동을 하면서 사진 예술강사로
교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와 함께,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아래
와 같다.
첫째, 예술가인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은 어떻게 전개됐는가? (Ⅲ
장)
예술가는 예술을 매개(mediation)로 교수자의 역할을 부여받아 예술강사
로서 교수 활동을 한다. 김선우는 예술가로서의 창작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예술강사를 선택했다. 이러한 동기로 시작한 예술강사
활동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예술강사 활동의 의미는 변모하게 됐
다. 따라서 그의 예술강사로서의 체험이 어떠했는지를 기술하는 것은 그 체
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서 유의할 점은 교수자인 예술강사의 체험에 주목한다하여, 이것이 학습자
의 체험을 간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디, 교수보다 학
습이 근원적이므로 학습자가 없다면 교수자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교수
자의 체험을 본다는 것은 학습자의 체험을 본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기에
김선우의 예술강사 체험은 사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체험과 함께 기술
될 것이다.
10) 연구 참여자와 현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모든 고유명사는 가명이다. 특히, ‘김선우’라는
가명은 연구 참여자가 정한 것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이름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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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술강사 되기 체험을 통해, 김선우는 교육과 예술을 어떻게 새롭
게 보게 됐는가? (Ⅳ장)
예술과 교육이라는 상이한 삶의 형식을 넘나들면서 예술강사는 교육과
예술에 대해 예술강사 활동 전과는 다른 이해를 하게 된다. 김선우는 교육
을 사회화의 동의어로 여기거나 다분히 학교교육으로 한정하여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술강사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점차 다르게 보게 됐다. 또한 예
술강사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 체험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
게 했고, 예술가로서의 태도를 변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기존에
갖고 있던 교육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게 됐다. 그것은 예술가의 눈으로 교육을, 예술강사의
눈으로 예술을 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교육과 예술을 교차해서 보
았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의 예술강사 체험을 통해 교육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보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과 예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예술가인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의 의미는 어떻게 교육학적
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이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예술강사
되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Ⅴ장)
이 연구에서는 예술가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의 의미를 교육학적으로 해
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을 기술하고, 두 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 그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이 어
떻게 교육과 예술을 보는 그의 눈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게 하는지를 분석한
다면, 세 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서는 기술과 분석을 바탕으로, 그의 예술강
사 되기의 의미를 교육학적으로 해석하여 예술강사 되기가 무엇인지를 밝
혀 보고자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답하는 전 과정은
예술강사 되기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이를 통해 가르침의 측면에서 예술
교육이 무엇인지 궁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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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과정
무엇인가 체험하지 않고 안다고 하는 것은 부박하기 쉽다. 따라서 이 연
구의 주제인 예술교육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체험하기 위해11), 나는 2011년
부터 2012년까지 예비조사를 시행했다. 내가 예비조사를 시작한 2011년 3월
에 때마침 대학 후배이면서 사진작가인 김선우가 예술강사로 활동을 시작
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예술강사 활동을 초기부터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 2년간의 예비조사 기간 중, 매 1학기에12) 김선우의 수업을 매주 특
정한 날에 참여관찰하고 면담 및 현지자료조사를 했으며, 매 2학기에는 참
여관찰은 하지 않았지만 면담과 현지자료조사는 수시로 했다.
나는 예비조사 기간 동안 김선우 외에 다른 예술강사들의 수업도 기회가
닿는 대로 참여관찰했는데, 그 중 박유진과 이희은의 수업은 정기적으로 참
여관찰할 수 있었다.13) 김선우, 박유진, 이희은은 모두 연구자인 내가 “접근
가능한 사례”(조용환, 2011b: 26)로 예비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관계를 맺
고 있던 지인들이다. 당시 김선우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및 지역보건
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유진의
11) 흔히,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조용환, 2011a)라고 말해진다. 왜 연구자를 ‘도
구’에 빗대는지 그 의미는 충분히 알겠으나, ‘도구’라는 용어보다는 ‘매개’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도구로서 수단이 되고, 연구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질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인데, 이와 같은 목적은 연구를 통해 가능하
므로, 연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연구와 세
계를 매개하는, 연구 현장과 학계를 매개하는, 연구 참여자와 독자를 매개하는 등 사이에서 관
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매개’라고 제안하고 싶다. 연구자의 매개
로서의 역할은 김선우가 나에게 “언니가 논문 써서 다른 사름들한테 좀 알려줘.”라고 한 요청
과 공명한다.
12) 나는 대학원 과정에 있으면서 2011년 1학기와 2012년 1학기에 질적 연구 관련 수업의 실습 연
구를 김선우와 함께 했다. 이것이 이 연구의 예비조사가 됐다.
13) 박유진의 수업의 경우,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참여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 연구를 제안하고 박유진이 동의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조강사로 참
여하면서 관찰한 것이었다. 따라서 참여관찰만 했을 뿐 면담이나 현지자료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희은의 수업의 경우, 나의 연구 제안에 이희은이 동의하여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참여관
찰, 면담, 현지자료조사를 모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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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희은의 수업을 비교 연구를 위해
참여관찰했다. 이것은 질적 연구의 철학적 근간인 현상학에서 말하는 “현상
의 다양체를 최대한 폭넓게 깊이 파헤치는 자유변경(free variation)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직관”(조용환, 2013: 5)하고자 한 시도이며 노력이었다.
이러한 예비조사를 거쳐, 이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로 김선우가 함께
하게 됐는데, 이 절에서는 김선우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와 이 연구를 어
떻게 함께 하게 됐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2013년 김선우가 사진을
가르쳤던 다섯 곳의 수업 현장이 모두 연구 현장이 됐는데, 다섯 곳의 연구
현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 연구가 갖는 다현장 연구로서의 특징을 소
개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김선우는 사진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전문 사진작가이다. 그는 한국에서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사진학과로 편입하여 졸업했고, 그 후 프랑스로 건너
가 사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에서 2008년 ‘올해의 젊은 작
가 상’을 수상했고, 유럽의 몇 개국의 초청을 받아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
다. 그는 유럽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싶었지만, 오랜 외국 생활로 지치기도
했고 가족들의 설득도 있어 2009년에 귀국했다.
김선우는 사진작가이지만,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사진작가는 아니었다.
그는 영화에 관심이 더 있었고, 대학도 연극영화학과로 진학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예술을 전공하겠다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나름의 전
략으로 세운 것이 프랑스에 가면 부모의 간섭 없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
겠다 싶어, 불문학과에 진학했다. 프랑스는 영화의 발생지라서 그에게는 안
성맞춤이었다. 불문과 재학 시절 그가 다니던 대학이 프랑스의 한 대학과
자매결연 하여 교환학생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 제도를 통해 드디어 프랑스
에 가게 됐다.14) 프랑스의 대학에 사진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는 골방같이
14) 김선우와 내가 알게 된 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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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동아리방에 찾아가 사진을 찍었고, 거기서 사진집을 많이 보게 됐다.
당시 프랑스에는 영화적인 기법으로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 많이 소개됐는
데,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도 영화적으로 연출하여 사진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한 사진작가를 찾아가 사
진을 배우게 됐고, 한국에서는 사진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사진학과로 편입하게 됐다.
김선우가 영화에서 사진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데, 첫째는 그가 영화 작업의 특성이 그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영화 분야에서 사진 담당으로 참여해 보기도 했는데, 많
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둘째는 위
에서 언급했듯이, 영화적인 기법으로도 사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의 아버지가 취미로 사진을 한 덕에 그는 어렸
을 때부터 사진에 친숙했고, 그의 부모도 사진에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
았다.
김선우는 어린 시절 사진에 매혹당한 두 번의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그를 사진작가가 되게 하는 데에도 크게 작용했다. 그가 사진을 가장 강렬
하게 체험했던 계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동아일보에 실린 미국의 한 사
진작가의 사진을 본 때였다. 그는 작게 실린 사진이었는데도 “위대한 느낌
을 주는 사진을 처음 본 거”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떤 사진을 보면 와!
하는 느낌이 들고 “이거 어떻게 찍었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바로 그
사진이 그랬다. “사진의 아우라”를 느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사진은 그
에게 너무나 강렬했다. 그때 ‘나도 이런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으로 하게 됐다.
김선우가 사진을 좋아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에서 수업 시간에 체험했던 청사진을 통해서였다. 청사진은 감광지 위에 물
체를 올려놓고 빛을 쪼이면, 물체가 있는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 않아 자국
이 남게 되는 사진을 말한다. 그는 청사진의 원리가 신기하고 재밌어, 집에
서든 학교에서든 일 년 내내 매일 혼자 청사진을 만들었다. 그 정도로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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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했다. 이와 같은 사진과의 마주침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가 사진작
가가 되는 데에 기여했다.
프랑스에서 귀국 후, 김선우는 한국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
는데, 그는 그 시절을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잉여적 인간” 같았다고 회상했다.
김선우: 예술가인 내가 예술강사가 되려고 했던 외적인 건 사회일원으로
서의 역할에 대해 인식해서야. 내가 나만을 위해 작업하는 거를
넘어서 말이야. 나만을 위해 작업하고, 내 작업을 누군가 좋아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래서 잉여적 인간 같았거든.
내가 속한 사회에 세금내고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싶었어.

김선우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있어” “잉여적 인간” 같았다고 느꼈던
것은 사진작가로서 “나만을 위해 작업하는” 그의 개인적인 경향성으로 인
해 사회와의 연결을 느끼지 못했던 탓도 있었지만, 그가 “돈도 못 벌고” 있
던 까닭에 소득과 관련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소득을 벌어 세금을 내는 일과 같은 어쩌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에서 배제되면서, 그는 일종의 ‘소외’를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서 소외라고 한 이유는 인간은 ‘세계-내-존재’(Heidegger, 1979/1998)이기
에, 그가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
재의 부재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그는 자신을 “잉여적 인
간”으로 느꼈다. 기실, 한국 사회에서 예술가가 저명하지 않은 이상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
가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도 열악한 실정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장벽은 높다.
예컨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예술가는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은행 적금
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김선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에 ‘예술강사제도’를 알게 됐다. 예술강사 활동은 예술가로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여서, 그로서는 “타협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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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택하게 됐다. 그리하여, 2011년 3월부터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
다. 그가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이 나의 역할도 컸다. 그에게 예술강사제도를 소개한 이가 바로 나이기 때
문이다. 그는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입시 학원에서 6개월간 그
리고 대학에서 1학기 동안 사진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입시 학원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합격시켰냐는 식으로 입시결과에 따라 자신이 평가되
는 것에 염증을 느껴 그만두었고, 대학은 강의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힘 있는 인사들과 꾸준히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싫증
을 느껴 그만두었다. 그렇다고 그가 생계와 같은 현실적인 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술 작업에만 몰두하는 “전업 작가는 기반이 있어야 하고 목숨 걸고
작업만 해야” 하기에, 이 또한 자신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김선우: 진짜 멋도 모르고 [예술강사라는]15) 이 길로 들어선 데에는 언
니16)의 영향이 컸네. 즐거우면서도 버겁고, 아무 것도 아닌 듯
뭔가 있어 보이고…. 솔직히 언니의 연구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
쑥스럽고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창피하지만, 한 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어 설레기도
해. 실수할까봐, 남들이 어떻게 볼까 떨리고 불안한 감정마저 요
즘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 (중략) 암튼, 난 무책임하게도 언니
가 하자면 뭐든 좋아.

2년간의 예비조사 기간 동안 꾸준히 연구가 수행됐고, 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학술적인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참여했던 이는 김선우였다. 특
히, 나는 예비조사를 하면서 다른 예술강사와 비교했을 때 유독 그가 학생
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의 화두가 ‘소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
러한 태도는 더 나은 수업을 하고자 하는 그의 지향에 닿아 있었다. 따라서
나는 그의 태도와 지향으로 미루어 보아, 이 연구의 참여자가 되기에 가장
15) 이하,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삽입한 것이다.
16) 김선우는 대학 선배인 나를 “언니”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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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의 주제인 예술강사 되기는 학습자와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내가 그를 연구 참여자로 선
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가 예술강사 활동으로 자신이
“바뀌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기(being)’가 아닌 ‘되기
(becoming)’를 탐구하고자 하기에,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의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연구자: 이거 교육 프로그램 하는 게 [건축 디자인 일을 하는 예술강사]
언니한테 뭐가 바뀌게 됐냐고 물으면 언니는 실용적인 거를 얘
기하잖아. 건축에도 이게 도움이 되고 회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근데 너는 네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난 궁금한 거야.
그 언니의 대답은 뭔지가 명확해. (중략) 언니가 말하는 게 이차
원적인 평면으로 밖에 안 다가와. 근데 너는 네가 변했다고 하면
사람이 변했다는 게 뭐야? 그게 궁금한 거야 나는. 뭐가 변했다
는 걸까? 그게 뭘까?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언니 얘기는 뭔지 알겠는 거야. 그게 없어, 나를 끄는.

나의 호기심은 다른 예술강사가 아닌 바로 김선우에게로 향했다. 다른 예
술강사의 말은 무슨 의미인지 쉽게 납득이 갔는데 반해, 그의 말은 무슨 뜻
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말이 계속 나를 끌어당겼다. 그에 대한 나
의 호기심은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Curiosity kills the cat.)’라는 속담
처럼, 지나치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푸
코(Foucault, 1984/2004: 23)가 말한 “알아야만 하는 것을 제 것으로 만들고
자 하는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호기
심”에 가까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아
는지 성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의 앎과 알지 못함이 김선우라는 한 인
간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유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나
의 호기심은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존재론적 호기심이었다.
이러한 호기심은 도대체 예술강사가 되는 체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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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변모했다. 김선우의
체험이 궁금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이 연구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김선우를 연구 참여자로 한 것은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기보다 일종의 명령과 같았다. 그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명령이었다. 이것이 내가 김선우를 연구 참
여자로 초대17)하게 된 이유이며, 이 연구가 김선우라는 고유성과 독특성을
지닌 한 명의 사례연구 성격을 지니게 된 이유이다.
연구자: 누가 나처럼 네 수업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또 할 거 같아?
김선우: 아니.
연구자: (웃음) 왜?
김선우: 그게 [연구가] 초반에는 필요했었고, 그리고….
연구자: 지금은 아니야? 안 필요해?
김선우: 그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 아니면….
연구자: 누구냐에 따라?
김선우: 어. 그러기도 하고. 누구냐에 따라 확실히 다른 거 같아. 어설픈
사람이 내 수업에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
는 게 되게 피곤할 수도 있었을 거 같아. 근데 언니는 아는 사람
이고 그리고 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
해서 어떤 나름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신뢰가 있어서 할 수 있지
만, 모르는 사람이 암만 실력이 좋아도 내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
고 그러면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 거 같아.

또한 이 연구의 사례성은 연구 참여자인 김선우뿐만 아니라 연구자인 나
에게서도 비롯됐다. 위의 대화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내가 아닌 다른
연구자였다면, 분명 이 연구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김선우는 나를 다
른 연구자와 대체할 수 없는 연구자로 만들었다. 즉, 그는 나를 연구자로서
17)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를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김선우를 연구 참여자로 ‘초대’했다고 표현하고 싶다. 김선우가 연구 참
여자가 된 것은 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초대에 김선우가 응답한 것이고,
반대로 김선우의 초대에 내가 응답한 것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정한
것만이 아니라 연구 주제가 연구자를 사로잡은 것이기도 하다. 예술강사 활동으로 자신이 “바
뀌었다”는 김선우의 말이 나를 사로잡아, 그의 예술강사 되기가 연구 주제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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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게 했고, 연구자로서 존중했다. 연구자로서의 나의 존재감과
존중감은 그와의 관계에서 생겨나게 됐다. 이로 말미암아, 이 연구가 ‘연구
자’라는 3인칭 주어가 아닌 ‘나’라는 1인칭 주어로 서술되는 것은 ‘내가 연
구자인 바로 이 연구’라는 의미에서 나의 사례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인칭 주어 ‘나’는 내가 체험한 바인 이 연구라는 뜻으로 연구가 갖
는 사례성과 그렇기에 기꺼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윤리를 내포한다.
나는 김선우와 10년 넘게 선후배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그는 내게 익숙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나는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궁금해진
다는 것은 나에게 낯선 느낌이었다. 일상의 맥락이 아닌 연구의 맥락에서
연구자인 내가 연구 참여자로 만난 그는 내가 모르는 그래서 알고 싶은 낯
선 사람이었다. 그가 낯설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술강사인 그의 모습이 새롭
기 때문은 아니었다. 예술가인 그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연구를 하기
전까지 그는 사진작가인 후배였을 뿐, 나는 그가 왜 사진작가가 됐는지 물
어본 적도 없었고, 궁금해 한 적도 않았다. 따라서 그에게 교육은 어떤 의
미이고 교수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예
술은 어떤 의미이고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전
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그는 예술가로서도 낯선 존재였기에, 나는 그와 새
롭게 사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만 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했다는
것은 내가 그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에게 김선우가 낯설었던 것은 일상의 맥락에서 내가 그에 대해
갖는 관심과 연구의 맥락에서 갖는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구
를 통해 나는 이전에 알았던 김선우가 아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를 만
나게 됐고, 이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 결코 몰랐을 그를 만나게 됐다. 예컨
대, 연구를 하고서야 나는 그가 왜 사진작가가 됐는지, 그는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는 과연 김선우를 아
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계속 들었다. 결국,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익숙한 사람
이 다른 맥락에서 관계가 바뀌면서 모르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체험은
‘사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했다. 기실, 연구자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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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와 맺는 관계인 라포(rapport)는 연구 초기에 형성되면 연구의 끝까
지 동일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맺는 관계에 따라 순간순
간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연구자의 섬세한 주의는 연구의 전 기간을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질적 연구는 무엇보다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연구 현장
이 연구를 위한 현장 연구(fieldwork)는 2013년 1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김선우가 그 해에 사진 수업을 한 다섯 곳이 모두 연구 현장이었다. 다섯
곳의 연구 현장은 꿈나래학교, 누리고등학교, 은빛고등학교, 들풀중학교와
학교 밖 프로그램인 사진원정대였다. 각 현장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꿈나래학교는 초등 및 중학교 과정이 있는 경기도 소재 대안학교이다. 사
진 수업은 중학교 과정의 계발활동으로 동아리 사진반에서 학기별로 나뉘
어 시행됐다. 이 학교의 중학교 2학년은 한 학기 동안 해외에서 수학하는
데, 1학기에 2학년을 제외한 1, 3학년 중 사진반을 신청한 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으로 1학년 3명과 3학년 2명이었다. 2학기에는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 참여했는데, 남학생 1명은 1학기에도 참여한 학생이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100분간 이루어졌다. 중학교 과정은 학년당 두
학급, 학급당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학교 규모가 작아 교사들과 전
교생이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김선우는 지인의 소개로 2013년에 꿈나래학교에서 처음 수업을 했는데,
꿈나래학교는 몇 년 전부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사진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꿈나래학교에서 1학기 내내 학생들 때문에 수업이 힘들다고 느껴, 1학
기 수업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담당교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아래의 인용
문은 그때 그와 담당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였다.
김선우: 저는 처음에 학생들이랑 라포르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런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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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여
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서 방법은 바꿔가면서, 어쨌든 학생들하고 해야 하는 거니까, 학
생들에 맞춰서 바꿔 가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밖이었네요.
교 사: 너무 힘들긴 힘드셨나 봐요.
김선우: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애들하고 소
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니까, 저는 외로웠거든요.

담당교사는 김선우가 “너무 잘 하고 계셔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학
생들과 소통이 안 되어 힘들었다는 그의 말이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그가
담당교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교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
함이었다. 다행히 담당교사와의 면담은 학생들의 성격이나 집안 배경, 전반
적인 학교생활 및 태도 등 사진 수업 시간에만 학생들을 만나는 그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면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누리고등학교는 서울 강북 지역 소재 자율형 공립학교이다. 사진 수업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작은 운동장과 연결되어 있는 1층에 위치한 특수반에
서, 매주 금요일 오전 110분간 이루어졌다. 누리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나
특수반은 인지적 지체 장애를 가진 남학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학생은
1학년 3명, 2학년 4명으로 총 7명이며, 학급의 특성으로 인해 보조교사 1명,
대체복무 근무 보조원 1명이 상주했다. 특수반 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원
적학급에서 수업을 듣거나 특수반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데, 특수반에서
는 1, 2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었다.
김선우가 느끼기에 누리고등학교에서도 꿈나래학교에서처럼 수업이 힘들
었다. 그래서 1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누리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도 면담을
요청했다. 특히, 누리고등학교에서는 그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여 수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기에, 이 점을 특수교
사인 담임교사와 의논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걱정과는 달리,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어떤 수업이든 워낙 잘하므로 사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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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도 학생들 덕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줬다.
은빛고등학교는 남학교로 서울 강남 지역 소재 자율형 사립학교이다. 사
진 수업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시행됐고, 동아리 사진반을 선택한 1학년 3
명과 2학년 2명, 총 5명이 참여했다. 자율형 사립학교이고 인문계 고등학교
여서 그런지 사진 수업 시수가 가장 적었다. 1년에 걸쳐 진행된 총 15차시
수업은 시험 및 행사 등의 학교 일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시행됐으며, 수
업은 수요일 오후 110분간 사진반 담당교사의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2학기에는 학교의 요청으로 꿈나래학교에서처럼 은빛고등학교에서도 축
제 기간 동안 동아리 사진반의 전시회가 열렸다. 사진원정대의 전시회는 처
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 두 학교에서는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축제
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담당교사가 김선우에게 전시회
를 열어야 하니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은 전시회를 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더군다나 수업량이 적어 여유 있게 준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결국 전시회는 학교 축제일에 맞추어 열렸는데, 김선우와
나는 전시회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학생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명목상”
의 전시회였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하게 했다.
들풀중학교는 남학교로 서울 강북 소재 사립중학교이다. 사진 수업은 토
요일 동아리활동으로, 매주 오전 135분간 이루어졌다. 참여 학생은 1학년 1
명과 2학년 4명 그리고 3학년 4명으로 총 9명이었다. 사진반 담당교사가 3
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3학년은 모두 담당교사의 반 학생들이었다. 2
학년 학생들은 반은 다르지만 서로 알고 있었으며, 1학년 학생은 학기 중에
사진반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학년은 달라도 무리 없이 잘 어우러져 활동을
함께 했다. 특히, 사진에 재능을 보이던 몇몇 학생들은 초반에 열심히 참여
했다. 그러나 수업이 없는 토요일 오전에 사진 수업이 시행된 탓에 더욱이
필수가 아닌 동아리 수업이라는 탓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매우 불규칙
했다. 늦잠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학원 강의나 가족 여행 등을 이
유로 결석하는 경우도 잦았다. 열심히 사진 수업에 오다가도 이러저런 이유
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김선우는 “조금 나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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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처를 받았어.”라고 했다. 학생들의 출석 빈도가 제각각이다보니 이러
한 상황으로 인해, 수업 진도가 학생들 개인별로 상이하게 됐다.
사진원정대는 한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최한 사업으로 별도의 운
영 기관이 주관했다. 사진과 역사를 주제로, 4월 22일에 있었던 발대식 후
5월 첫 주부터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배
경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함양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운영 기관이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교사 및 기관의 추
천 또는 서류 및 면접을 통한 절차를 거쳐 참여 학생들을 선발했다. 선발된
총 100명의 학생들은 한 반에 12명에서 13명으로 나뉘어 총 8개 반이 구성
됐는데, 각 반은 주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이 담당했다. 김선우는 지인의
소개로 주 강사로 참여하게 됐고, 그의 제안으로 나는 보조강사로 참여했
다. 주 강사는 강의를 전담했으며 보조강사는 주로 학생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는데, 수업 전 혹은 후에 식사를 했기에 학생들의 식사를 챙기는 일도 담
당했다. 또한 매 수업 후,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간략한 일지를 작성
하고 수업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자료로 남기는 일도 담당했다.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은 주중 1회 목요일 120분간의 실내
수업과 토요일 180분간의 야외 출사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사학자 특강
도 1회 있었다. 김선우가 담당했던 6반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의 남학생 4명, 여학생 9명으로 구성되어, 총 13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3명, 3학년 6명, 고등학교 1학년 4명이었다. 이 중, 같은 학교
의 동 학년 학생이 3명 있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장래에 사진 관련 직업을
선택하거나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도 2명 있었다. 이 프로
그램은 주중 수업 12차시, 토요일 수업 7차시를 비롯하여, 8월에는 2박 3일
캠프, 12월에는 전시회로 구성됐다. 이 현장이 다른 현장과 구별되는 차이
점이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둘
째는 교과서와 교안이 제공된다는 점이었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운영 기
관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인 4월에 두 차례의 강사 대상 워크숍을 실시
했는데, 그때 교과서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다루어졌다. 다른 현장에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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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김선우가 수업 내용을 결정하고 교안을 작성했던 반면, 사진원정대에서
는 주어진 교과서와 교안에 따라 수업을 해야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곳의 연구 현장은 학교 안과 밖을 비롯하여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로 다양했으며, 참여 학생들 또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
교 2학년까지 연령대가 상이했고, 인지적 지체 장애학생들도 함께 했다. 아
래의 <표 Ⅰ-1>은 연구의 맥락과 관련하여 연구 현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
히 정리한 것이다.
<표 Ⅰ-1> 연구 현장 개관
학교 및 학교 및 학생
프로그램 프로그램 학년
명
유형
꿈나래
기독교
중
학교
대안학교 1, 3학년
누리 자율형공립 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은빛 자율형사립 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들풀
사립
중
중학교
중학교 1～3학년
사진
원정대

학생 수업
성별/ 유형
인원수
남/6명 계발
여/3명 활동
창의적
남/7명 체험활동
창의적
남/5명 체험활동
남/9명 동아리
활동

수업 요일,
시수, 총 차시
월, 2시수, 총 30차시
16:10～17:50(100분)
금, 2시수, 총 30차시
09:20～11:10(110분)
수, 2시수, 총 15차시
15:20～17:10(110분)
토, 3시수, 총 30차시
10:00～12:15(135분)
목, 2시수, 13차시
기관 운영 18:00～20:00(120분)
중
2학년
토, 3시수, 7차시
기업 후원 ～ 남/4명 방과 후 10:00～13:00(180분)
프로그램 고 1학년 여/9명 자체 역사학자 특강 1회,
프로그램 2박 3일 캠프 1회,
총 22차시

이와 같이, 이 연구는 다(多)현장 연구(multi-sited research)18)로 수행됐
18) 다현장 연구를 뜻하는 영어 multi-sited research에서 현장을 의미하는 site는 장소(pla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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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점이 연구의 특징이었다. 사실, 사진 수업이 시행된 모든 현장을
연구 현장으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다. 다현장 연구이기
에 한편으로는 자료가 풍부할 수 있고 연구를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황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관찰을 수행할 수업의
양이 많아 충분히 자료를 정리하고 잠정적 분석을 한 후에 다음 관찰을 수
행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거의 매 수업에서 동영상 촬
영을 시행했기에 전사(transcription)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방대했
으며19), 다현장의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연구 주제의 초점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었다. 또한 연구 현장이 경기도와 서울의 각 지역에 흩어져 위치
하고 있어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또한 단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우가 수업을 한 다섯 곳을 연구 현장으로 하여
모두 참여했던 이유는 우선적으로 그와의 라포를 위한 것이었다. 앞서 밝혔
듯이, 예비조사 기간 동안 참여관찰은 1학기에만 했고, 2학기에는 참여관찰
은 하지 않았지만 면담은 지속적으로 했다. 면담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선우가 수업이 끝난 후 귀갓길에 으레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수업에
그 의미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 점은 site-specific art라는 용어에서 site-specific을 ‘장소
특정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site와 situation이 공히 라틴어 situs를
어원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Online Etymology Dictionary 누리집 https://www.etymonline.
com/word/site 참조.), site는 현장의 물리적인 장소성보다는 ‘상황성’ 또는 ‘현장성’을 강조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유념하면서, 연구 현장을 소개하고자 했다.
19) 이러한 상황에 처해 나는 연구자의 자료를 대하는 질적인 태도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다. 처
음에 나는 참여관찰하는 모든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촬영하고 빠짐없이 전사하여 문
서화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다섯 현장에서 내가 참여관찰한 모든 수업을 문서화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문서화하지는 못했더라도 내 몸에 자료로 남아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발견하게 됐다. 내가 현장에서 겪은 것은 신기하게도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글을 쓸 때면 관
련된 수업 장면이 떠올랐고, 그러면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 파일을 찾아 문서화했다. 문서화
는 되지 않았어도 몸에 남아 있어 자료화는 됐던 것이다. 즉, 문서화와 자료화는 다른 것이었
다. 이러한 발견은 내가 그만큼 현장에 오래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가졌던
초기의 계획은 일종의 완벽주의적인 강박이었다고 생각하게 됐다. 문서화에 대한 강박은 질적
연구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물론, 연구자는 응당 현장의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생생하
고 두껍게 기술(invivo and thick description)(Saldaña, 2009)하기 위해 가능한 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노력이 단순히 문서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현장 연
구인 덕분에 배울 수 있었다.
- 26 -

서 있었던 일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는 수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수업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는 날에는 낙담하여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는데,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언니랑 얘기하니까
힘이 나네.”라며 다행히도 밝아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곤 했다. 그래서 내가
참여관찰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자연스럽게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2013년 1월에 이 연구를 위해 김선우와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그로부터 예비조사 기간 중 2학기 때 참여관찰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는 말을 들었다. 그가 그렇게 느낀 것은 예비조
사가 그의 예술강사 활동 시작과 함께 진행됐기에 지인이 수업에 항상 있
다는 것이 그에게는 위안을 줬기 때문이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의 말에 놀랐고, 나의 편의로만 참여관찰을 한 것에 대한 자책이 들었다.
그런 까닭에, 윤리적 책임으로 2013년에는 그의 모든 수업 현장을 함께 하
기로 결심하게 됐다. 이것은 함께-겪음을 위한 ‘동행자로서의 연구자’로 자
리매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나의 실천이기도 했다.
다현장 연구는 연구가 진척되어 가면서 현장 간 비교 연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 따라서 이 점이 이 연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 비교는 양적 연구에서의 비교와는 전혀 다르다. 양적 연구에서는
비교를 위해 변인을 통제하는 것을 전제하는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오히려
변인에 주목하면서 맥락을 고려한 총체적인 비교를 수행한다. 따라서 다현
장 연구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연구 현장이 드러내는 독특성을 유
념하면서 현장 간 질적인 비교를 통해 이 연구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었다.

4. 연구의 방법과 절차
이 연구는 예술가가 예술강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그 체험
의 질적인 의미를 ‘열어 밝혀내기’(Heidegger, 1979/1998)를 목적으로 하기
에, 질적 연구의 지평 위에 자리한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론 중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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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로 수행됐는데, 이 절에서는 이 연구가 내러티브 탐구인 이유와 그 특
징을 소개한 후, 연구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내러티브 탐구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월코트
(H. Wolcott)가 제안한 3E인 참여관찰(Experiencing), 심층면담(Enquiring),
현지자료조사(Examining)(조용환, 2012a: 3)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모두 이
루어졌다. 특히, 면담은 초기에는 심층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시간의 흐
름과 함께 심층면담이 되어갔다. 나는 김선우와 첫 번째 면담을 실시한 후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여 면담기록지를 작성했는데, 그 기록지는 나를 적잖
이 놀라게 했다. 이유는 면담을 할 때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아래와 같은
두 가지가 면담기록지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질문만 하
고 김선우는 답만 했다는 것이고 둘째, 나는 물어야 할 질문을 생각하느라
김선우의 답을 경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한 질문들의 다수는 연구를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했던 질문이었는데, 그런 탓에 김선우의 답에서
파생된 질문은 소수였다. 아마도 연구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초보 연구자인
내가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면담이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을 것이
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나는 연구자이기에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에 의한 결과이기도 했다.
첫 번째 면담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수집(collection)’하는 것은 가능했지
만, 나를 불편하게 했고, 그 불편함은 성찰과 반성20)을 가져왔다. 특히 묻고
답하는 방식, 다시 말해 나는 묻기만 하고 김선우는 답하기만 하는 방식이
불편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그도 다분히 일방적이었기 때
문이었다. 한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면담이긴 했지만, 다른 한편 나와
김선우와의 면담이기도 했기에, 불편했다. 즉, 나와 그의 일상적인 대화 방
20) “반성이란 열심히 생각하고, 검토하고, 되짚어 보는 일”(이근호, 2007: 51)이기에 “찾고 다시 찾
고 또 찾는”(조용환, 2011b: 14) 연구(re-search)와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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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연구도 삶의 일부이며,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두 번째 면담부터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그와 대화했다.
김선우: 언니가 연구하거나 애들 대할 때 좋은 점 중의 하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거든. 언니는 디테일한 거를 보고 그 안에서
보석 같은 거를 발견을 하니까.

김선우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말했는데, 그는 수업 후 귀갓길에는 “오늘
수업 어땠어?”라며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자주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하는 때가 많았다. 즉, 나는 묻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답하기도 했
고, 김선우 또한 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묻기도 했다. 또한 묻지도 않았
는데, 이야기를 했다. 즉, 질문과 답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하여
나는 김선우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연구를 수행해 나갔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료가 ‘구성(construction)’(Savin-Baden & Major, 2010)됐다.
김선우는 “언니랑 얘기를 하면서” 또는 “언니 얘길 들으니까”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만큼 나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를 촉발하거나 생성하게 할
때가 많았다. 이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45/2002)가 말하듯이 사고와 언어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와 나는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다. 더욱이 면담기록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줄임표
(…)가 많이 드러나는 것은 할 말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
해서 비로소 생각이 만들어진 것임을 잘 보여줬다. 이렇듯이, 묻고 답하는
일방적인 면담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만드는 쌍방적인 대화를 했
다. 즉, 김선우와 나는 쇼스탁(Schostak, 2006)이 “인터-뷰(inter-view)”21)라
고 강조한, 서로 “세계를 보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실천적 행위를
수행했으며 “한껏 열린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세
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학습과 변화의 과정”(조용환, 2012c: 1)에

21) 인터뷰가 아닌 인터-뷰는 ‘사이(inter-)’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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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면서 상호참여(inter-participation)22)를 실천했다.
김선우와 나는 내러티브 탐구의 심층면담이라는 전 과정을 걸쳐 세 가지
의 공간을 이행(transition)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 공간이란 열
린 공간, 안전한 공간, 창조적 공간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공간이 갖는 특징
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심층면담의 공간으로 형성되는 첫 번째는
‘열린 공간(open space)’이다. 열린 공간에서야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림이란 김선우가 연구 참여에 응하여 자신의 수업
현장을 나에게 열었다는 물리적인 의미의 열림을 뜻하기도 했고, 하이데거
(Heidegger, 1927/1998: 224-225)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임은 더불어 있음
으로서의 현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존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듯이, 그와 내가 서로에게 귀 기울였기에, 그와 나의 실존적인 의미의 열
림을 뜻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안전한 공간(safe space)’으로, 열린 공간이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김선우와 나의 대화는 고백으로 가득했는데, 그것은 이야기
를 전적으로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
찮을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안전한 공간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까닭에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내가 마치 심리 “치료
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만큼, 우리의 대화는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김선우: 나는 지금까지 친구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별 의미 없이 생각
을 했던 거 같아.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렇게 비
중을 두지 않았던 거 같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친구나 가족이
[심리] 치료사 같은 역할을 해줬던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떠올랐던 사람이 언니였어. 언니랑 얘기하다보면
“언니 치료사하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잖아. 치료사가 뭔가 특별
22)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공간에 참여하거나 반대로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공간에 참여하는
식의 일방적인 참여 방식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공히 각자 터하고 있던 자리를 초월
하여 그들 ‘사이(inter-)’의 공간에서 마주치면서 비로소 ‘함께-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한
조어(造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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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있는 거야.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몰랐던 거지. 뻔히 앞에 있는 걸 발견
못한 내가 이상하지만.

세 번째는 ‘창조적 공간(creative space)’이다. 열린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
되고, 안전한 공간이 창조적 공간이 되어, 내러티브가 구성될 수 있었다. 구
성한다는 것은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열린 공간에서부터 안전
한 공간을 거쳐 창조적 공간으로까지 심층면담의 공간이 이행되면서, 면담
의 심도(depth)가 점점 더 깊어졌다. 이것이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참여
자와 연구자가 체험할 수 있는 심층면담의 세 가지 공간의 이행이었다.
창조적 공간으로까지 나아간 이 연구에서는 김선우와 나의 이야기가 섞
이는 정도가 짙어져 누구의 이야기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힘들게 됐다. 내가
한 말을 후에 그가 자신의 말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
였다.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가 되
면서, 그와 나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러티브가 구성되어졌다. 그러했기에 그
와 나는 명확히 구분되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김선
우는 내가 되기도 하고 나는 김선우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인터뷰는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으로 읽어 내는 일”(은유, 2016: 137)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터뷰가 심층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와 나의 삶이 마치 씨실
과 날실처럼 교차했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특히,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자로서의 김선우의 삶과 교육을 연구하는 교
육학도로서의 나의 삶이 교차했는데, 이것은 실천과 이론이 교차했음을 의
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선우의 실천과 나의 이론이 마주치며 긴밀하게 상
호작용을 했다. 따라서 실천과 이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점점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갔다. 김선우는 연구에 참여했던 일이 초보 교수자인 그에게 필
요했던 일이라고 했다. 사실 그는 예술교육을, 더 넓게는 교육을 바라보는
눈인 교육관을 가지고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예술
강사 활동 초기까지만 해도 그에게 교육은 ‘사회화’의 동의어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하면서, 그는 나와 함께 교육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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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교육관을 세워나갔다. 교육에 대한 나의 관점이 그에게 영향을 미쳐
그의 교수 활동에 적용됐고, 그의 실천은 교육에 대한 나의 관점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교차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동떨어져 있지 않
고 함께 있기에 발생한 일이기도 했다. ‘설명’23)이 아니라 ‘이해’를 지향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설명의 영어 ex-planation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자가 ‘밖’
에 있지 않고, 이해의 영어 under-standing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자는 ‘속’
에 있다. 따라서 그 속에 함께 있기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교차되어 양
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정도까지 발생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까
닭에 아래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내가 자신의 “거울” 같다고 여
기게 됐다.
연구자: 너한테 내가 거울 같다. 그 얘기는 많이 얘기했어.
김선우: 거울 말고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울은
내가 한 거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잖아. 반영해주는 건데, 내가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 못하잖아. 그래서 놓치고 가
는 것도 있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못하고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언니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심리적으로 확신을 주는 거 같았어.
23) ‘설명’은 불어로 ex-plication인데 이것을 따져보면, 안으로 접혀있는 주름(pli)을 밖으로(ex-) 펼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형적 의미와 달리, 설명의 용법은 대개 ‘모든 것을 안다’는
전제를 갖는다. 즉, 설명은 모든 것을 알기에 가능한 것이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통제와 관
련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가 설명을 지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질적
연구는 통제(control)가 아니라 해방(emancipation)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방이란
우선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방을 뜻하는 영어
emancipation의 어원에서 찾을 수 있는 emancipare의 뜻을 통해 발견할 수 있듯이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누리집 https://www.etymonline.com/
word/emancipation 참조.) 소유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프롬(E. Fromm)이 <소유냐 존재냐>
(1976/1996)에서 역설한 통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존재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소유적인 관계가 아니라 존재적인 관계를 지향하며, 질적 연구가 ‘이해’를 지향한
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질적 연구자는 모든 것을 안다
는 ‘오만한’ 전문가(expert)가 아니라 일부일지라도 그것을 보았다는 ‘겸손한’ 목격자(witness)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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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의 말처럼, 나는 그의 “거울”이 됐다. 거울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준다는 뜻이기도 하
다. 따라서 나는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만이 아니라 그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비춰줬다. 아래의 그가 쓴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나는 그가 “미
처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는 나를 통해 자신의 체험의 의
미를 (재)구성해나갔다. 이렇듯이,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를 통해 자신이 하
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되어
(Clandinin, 2007; Conle, 1999),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다.
나를 본다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본다는 것.
그것이 객관적이건, 왜곡된 시선이건, 내 맘에 들건, 불쾌하건
나에겐 의미가 된다.
(중략)
지인이 기록한 나의 행동과 말은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
하게 해준다.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든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누군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남다른 것이 있다.(김선우의 노트에서 발췌.)

그러나 나만 김선우에게 “거울”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도 나에게 “거
울”이 됐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서로를 비춰주면서, 보지 못하게
하는 틀을 깨트리려 노력했다. 내가 김선우를 이해하고자 하고 김선우가 나
를 이해하고자 한 것, 그것이 그러한 노력의 한 예였다. 결국, “거울”이라는
은유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과정에서 자신을 보게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통해 자신을 보게 되며,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를 통해 자신을 보게 된다. 즉, “거울”은 연구자와 연구 참
여자가 상호참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선우가 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김선우가 되기도 했던 것은, 반대로 김선우가 그 자신을, 나는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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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더 잘 보게 된 덕분이었다. 첼란(Celan, 2005: 43)의 시구 “내가 나일
때 너이다.(I am you when I am I.)”처럼 그러했다. 이러한 과정을 연구를
통해 겪으면서, 김선우와 나는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김선우와 나의 사례처럼,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연구
를 통해 변화하게 된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학습24)이 일어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는 별개가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관된다.25) 교육과
연구의 상호 연관성이 연구를 더 연구답게, 교육을 더 교육답게 구성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나는 이러한 구성적 특징을 질적 연구의 수행성
(performativity)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수행성이 이 연구에서는 강하게 드
러났다. 다시 말해, 이 연구가 드러낼 내러티브는 연구가 아니었으면 결코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연구의 맥락에서 김선우와 나의 만남을 통해 비로
소 구성된 내러티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 중 내러티브 탐
구로 드러나게 됐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이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적용
된 것이 아니라 연구의 과정 중에 드러나게 됐다. 이것은 일견 학술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을 뜻하는 영어 method의
어원이 길(hodos)을 따라가기 또는 찾아가기(meta)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methodos라는 것을 참조하면26), 이 연구에서는 연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드러나는 ‘연구의 길’을 찾아가다 보니 발견된 방법이 내러티브
탐구였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특정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는 연구자가 이미 나 있는 ‘방법의 길’을 따라간 경우일 것이
다. 이와 달리 나는 방법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연구의 길을 찾아간
것이기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자체가 연구 방법을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에 관한 이 연구가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 방법으로 요청했으
24) 이러한 관점에서, 내러티브 학습(narrative learning)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5)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나아간다’는 뜻의 교학상장(敎學相長)에서 착안하여, 교연상장(敎
硏相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6) Online Etymology Dictionary 누리집 www.etymonline.com/word/metho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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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스미스(Smith, 2002: 190)가 “무엇이 탐구되어질 것인지 마주치
기 전에 적절한 방법을 설정하기란 불가능하다. 탐구되어질 것이 어떻게 탐
구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김선우와 내가 길을 찾으며 체험한 바와 같이,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연구와 삶 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연
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탐구의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Clandinin, 2007;
Conle, 1999), 다시 말해 연구 자체가 되기(becoming)의 과정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현상학적 해석학’을 철학적 기초로 하며, ‘해석학적 순환’을 방법적
원리로 한다. 이러한 특징 또한 이 연구에서 강하게 드러났다. 김선우와 나
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면담을 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든 그와 내가 만
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가 모두 면담을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대화는 항상 수업과 학생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됐다. 그럴 때
면 그는 웃으며 “우린 맨날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경우였다. 한번은 그와 내가 사진전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진 옆
에 붙어 있던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의 문턱
장소에는 고유한 시간의 흐름과 무드가 존재한다.
장소가 바뀌면 시간도 기운도 무드도 바뀐다.
인디아의 전통 마을 입구에는 침묵의 성소가 있다.
외부와 다른 시간으로 넘어오는 ‘시간의 문턱’이다.
이곳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새로운 만남과 세계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이 신성한 ‘시간의 문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어디서나 대체 가능한 획일적 존재로 쓸려가고 만다.
(박노해, 2014: 289)
연구자: 그때 우리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외부와는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 새로운 만남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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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스며들어 간다고 애들이 느껴. 그래야 대체 가능하지 않
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
김선우: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문턱이 없으면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 문
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턱 없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
연구자: 문턱이 있어서 애들이 시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얘기했었
잖아. 시간도. 발도르프 학교 보면, 통과의례 중에 성년식하고 결
혼식하고 그런 것들처럼, 발도르프 학교에서도 꼭 축제를 해. 그
게 어느 시간을 지났다는 그런 의미인 거야. 통과의례도 그렇고.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
런 게 없으면 18세에서 19세가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문턱을 만들어줌으로써 감각하게 한다
는 거지.
김선우: 이제 이해할 거 같아.
연구자: 그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김선우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 매일
여러 선생님을 만나잖아. 여러 수업을 하고. 그런 선생님과 그런
수업과 똑같이 느껴지면 김선우 선생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잖아. 사진 수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고.
김선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숨을 고르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이런
게 일상하고는 다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게 꼭 이
런 문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내 수업에서 나만 하는 것들, 평상
시에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른 존재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같아.
연구자: 김선우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만 가능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
가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게 한다는 게 당연한 거지. 다른 선생님
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김선우: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례적이거나 뭔가 통과의례 같은 느낌이
들기보다는, 나한테는 의미가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바로 얘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였거든. 내가
이 반에서 하든 저 반에서 하든 똑같이 만약에 하는 거였으면,
나는 그렇게는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의례나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했던 거였지.
연구자: 네가 지금 말한 거는, 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대체 불가
능한,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닌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렇게 한 거지. 되게 자연스럽게.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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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모든 일상의 이야기들은 김선우의 수업에 대한
내러티브의 소재가 됐다. 이것은 현상학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일종의 ‘환
원(reduction)’으로 김선우와 나의 관심의 지향(intentionality)이 그의 수업에
있었기에, 모든 이야기는 그의 수업으로 환원되면서 내러티브가 구성되어졌
다. 이러한 환원은 해석학적 순환27)을 가능하게 하는데, 말한 이야기를 ‘다
시’ 말함으로써 체험의 의미를 끊임없이 ‘다시’ 구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프
리만(M. Freeman)이 체험에 대한 진실한 번역은 체험이 이루어지는 상황
에서가 아니라 체험에 대한 내러티브에서 나온다(Clandinin 2007: 132)라고
한 것처럼, 체험의 의미는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됐고, 구성된 의미는 해석
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됐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에서 ‘다시’는
도돌이표와 같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차이
의 반복’(Deleuze, 1968/2004)이다.
콘리(Conle, 1999)는 삶이 곧 연구요, 연구가 곧 삶이라는 것을 내러티브
탐구가 지닌 특징으로 강조하는데, 이것은 이 연구가 단순히 연구‘하
기’(doing research)가 아니라 연구‘살기’(living through research)였다는 것
과 공명한다. 연구살기는 연구를 하는 동안 나의 삶이 그리고 김선우의 삶
이 그 자체로 연구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살아냈고, 이 연
구가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인 이유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자체가 내러티브의 과정이며, 연구로서의 삶과 삶으로서의 연구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살아내기의 의미를 갖는다. “언니의 논문은 그건 내 삶
과 같은 거야.”라는 김선우의 말처럼 말이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그와 나
는 내러티브를 함께 구성해 가며,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동반자이자 동행자였다.

27) 해석학적 순환은 영어로 hermeneutic circle인데, 엄밀히 말해 circle이 아니라 spiral이다. ‘더 나
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에, 원운동이라기보다 나선운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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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내가 연구를 목적으로 현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라는 나의 존재와 관련된 질문을 묻게 했다. 나는 나의 참여가 특별
하게 이루어진 일종의 개입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김선우의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함께 했
다. 물론, 나의 참여를 위해 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었
다.28) 김선우는 “2년 동안 연구해왔고, 지금 다섯 군데 수업하는 데 모두
허락받고 하고 있거든요.”라며 학교와 기관으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를 얻는
데 기꺼이 지원했다. 또한 그는 첫 수업 때마다 그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칠판에 나란히 쓰고는, “수업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선생님이야.”라고 학생
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나의 참여 정도는 현장에 따라 상이했는데, 특히 학교 밖 프로그램인 사
진원정대는 내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복잡했기에 김선우의 제안으로 보
조강사로 참여했다. 아래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내가 현장마다
“학생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역할이 달랐던 거 같아.”라고 했는데, 이처럼 내
가 보조강사라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연구자로서만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즉,
그의 말처럼 “장소에 따라서”, “학생들하고 관계에 따라서” 나는 다양하게
존재했다. 다시 말해, 글레스네(Glesne, 2006/2008: 76-77)의 구분을 빌려 말
하면 관찰자(observer), 참여자로서의 관찰자(observer as participant), 관찰
자로서의 참여자(participant as observer) 등으로 다양했다.29)
28)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적용되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거쳤다. 또한 이
러한 절차적 연구 윤리 준수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을 “염려, 배려, 심려”(Heidegger,
1979/1998)하면서 인간에 대한 윤리적 존중에 터해 연구를 수행했다.
29) 관찰이 보는 자(연구자)와 보이는 자(연구 참여자)의 도식이라면, 참여관찰은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을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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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근데 초반에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참여관찰했을 때.
연구자: 2011년도?
김선우: 어, 그때는 언니 역할이….
연구자: 가만히 있는 거였지.
김선우: 가만히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니 역할이 연구자로
서만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기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연구자,
사진원정대에서는 대놓고 보조강사였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학
생들하고 관계에 따라서. 나하고의 관계는 비슷하잖아. 근데 학
생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역할이 달랐던 거 같아. 들풀중학교 같
은 경우에는 언니가 애들한테 인터뷰를 하거나 뭐를 할 때에 제
3의 연구자라는 위치보다는 잘 어울려서 있는 듯한 느낌이 강했
고 누리고등학교에서는 잘 모르겠어. 내가 볼 여유가 없었어. 언
니가 어떤 위치였는지. 은빛고등학교는 [들풀중학교] 여기보다는
덜 했지만, 꿈나래학교에서는 좀 더 연구자로서 더 강했었던 거
같아. [애들하고 언니하고의] 친밀감은 꿈나래학교나 들풀중이
비슷한데….
연구자: 애들하고의 친밀감?
김선우: 어. 들풀중학교에서는 연구자가 아니라 좀 더 같이 참여하는 사
람의 위치였다면 [꿈나래학교] 여기는 연구자로서 더 많이 있었
던 거 같고. 나와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 나는 이게
다 언니고. 2011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게 다 언니로
받아들여졌던 거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 플러스, 마치 공
동 강사 플러스, 참여자가 될 때도 있었고. 장소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은 달랐던 거 같아.

연구 초기에 나는 시각에만 의지한 좁은 의미의 관찰자였다. 즉, 나는 좌
시하는 ‘관찰자’로서 ‘인식론적 보기(epistemological seeing)’만을 행했다. 그
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현장에 관여하는 ‘참여자’가 되어가면서, 나
는 내가 시각을 넘어 다른 감각으로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나는 현장에 있으면서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며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현
장에서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소리를 느리게 그래서 섬
세하게 관찰했다. 어느 현장에서는 움직임이 최소화되어 한 자리에 붙박여
있곤 했는데, 그럴 때면 경직되고 움츠려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다. 학
교에서의 사진 수업은 크게 정규 수업과 동아리반 수업으로 구분됐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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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수업이 동아리반 수업보다 분위기가 훨씬 경직돼 있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을 관찰할 때, 나는 대개 교실 뒤의 한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느낀 경직된 수업 분위기가 나의 움직임을 제한한 것이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리적인 나의 몸의 위치는 나의 보기를 질적으로 다
르게 만들었다. 예컨대 교실 뒤에 있을 때는 학생들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지만, 교실 앞까지 갈 수 있을 때는 학생들의 표정까지 볼 수 있었다.
지젝(Žižek, 2006/2009)이 말한 ‘시차적 관점(parallax view)’30)과 같이, 나의
위치의 차이가 나의 보기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피부로 느낀 것은 나의 보기를
다르게 만들었다.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라는 고갱(P. Gauguin)의
말처럼, 나는 눈으로만이 아니라 귀로도 그리고 피부로도 보게 됐다. 즉, 시
각에서 확대되어 청각, 촉각으로도 관찰하는 넓은 의미의 관찰자가 되어갔
다. 또한 시각, 청각, 촉각으로 감각들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
이 아니라 공감각적으로 뒤섞여 나의 보기에 작용했다. 이것이 나의 인식론
적 보기에서 ‘존재론적 보기(ontological seeing)’로의 확대이며, 단순히 관찰
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또는 관찰자로서의 참여자인 ‘참여관찰
자’가 갖은 특징이었다. 인식론적 보기가 ‘관찰’을 통해 ‘사실’과 연관된다면,
존재론적 보기는 ‘참여’를 통해 ‘느낌’과 연관된다. 그런 까닭에, 나는 소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의심하게 됐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새
롭게 보지 못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는 만큼이 아니라 느끼는
만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프래들리(Spradley, 1980/2006: 74-78)가 구분한 연구자의 참여 유형을
참고하면, 나의 참여 유형은 현장에 따라 ‘소극적 참여’부터 ‘다소 적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참여는 내가 연구자로 교
실 뒤편에서 이동 없이 조용히 관찰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관찰일지
를 작성하고 동영상 촬영은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했다. 이와 달리, 적극적
30) 시차(parallax)는 천문학 용어로,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천체의 위치가 다르게 관측되는 차이를
뜻한다. 즉, 하나의 천체를 다른 위치에서 보았을 때, 천체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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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김선우의 요청으로 내가 보조강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였다. 이때
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동영상 촬영을 했다. 다소 적극적 참여는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의 중
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어떤 현장은 소극적 참여로만, 어떤 현장은
적극적 참여로만, 즉 한 가지 유형으로 고정되지는 않았다. 위의 대화문에
서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 플러스, 마치 공동 강사 플러스, 참여자가 될
때도 있었고”라는 김선우의 말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의 참여 유형이
변하여 역할이 바뀌기도 했고, 한 현장에서도 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 참여
유형이 유동적으로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다현장 연구의 특징으로 인해
나의 참여 유형을 연구 현장별로 비교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비교를 통해
나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고 구분할 수
있었다. 이것을 연구 현장별로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Ⅰ-2>다.
<표 Ⅰ-2> 연구자의 현장별 참여 유형 및 참여 정도
연구 현장
꿈나래학교
누리고등학교
은빛고등학교
들풀중학교
사진원정대

참여 유형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다소 적극적
다소 적극적/적극적
다소 적극적/적극적

참여 정도
0
0
+
++
++

(++ 적극적, + 다소 적극적, 0 소극적)

참여관찰31)은 월코트(H. Wolcott)가 제안한 3E 중 한 가지 방법이기에
31) 참여관찰은 영어로 participant observation이라 표기되는데, 엄밀하게 직역하면 참여관찰이 아
니라 ‘참여자 관찰’이다. 따라서 아마도 질적 연구 초창기에는 참여관찰이 연구 참여자를 관찰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나의 참여관찰은 소극적인 참여자 관찰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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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위성이 강조되기보다는 내가 체험한 바, 참여관찰은 연구자와 연구 참
여자 간에 ‘공통의 지평’을 만드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바로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공통의 지평을 구성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통’이라는 것이 동일성이 아니라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전제한
다는 것이다. 참여관찰을 통한 상호주관적인 지평에서 면담도 인터-뷰가 되
어 심층성을 확보하게 된다. 김선우의 말처럼 “같은 상황에서 봤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보고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서로의 체험을
나누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보다 생생
히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것이 참여관찰이 갖는 중요성이
며, 참여관찰이 단순히 연구 방법 중 하나로만 환원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서로의 체험을 ‘나눈다’는 것
은 현장에서의 체험이 절대화될 수 없음을 전제한다. 즉, 참여관찰을 했다
하여, 다시 말해 ‘그곳에 있었다’ 또는 ‘내가 보았다’는 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공히 그곳에 있었음에도,
상호주관적인 공통의 지평에서 체험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된다. 김연수
(2013)가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저절로 생긴다고 한 말처럼, 현장에서 시간을 함께 보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사이에서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눈다
는 의미는 교환이 아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한병철(Han, 2016/2017: 115)
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김선우와 나는 체험을 나누며 서로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공동체’였다.
경청은 정보의 교환과는 아주 다른 것을 의미한다. 경청할 때는 어떤 교
환도 일어나지 않는다. 친근함과 경청이 없으면 공동체도 형성되지 않는
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다.
연구자인 나의 적극적인 참여였기에, 참여적인 관찰이라는 뜻의 participatory observation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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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나와 김선우의 함께-보기는 파이크(K. Pike)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연구자의 에틱(etic)한 눈으로만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에믹
(emic)한 눈으로도(조용환, 2011b: 21) 현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반대로 연구 참여자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눈으로도 현상을 본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 교차된 함께-보기는
현상을 엄밀하게 ‘있는 그대로’32)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현상이
란 의식 외부의 물리적인 실재가 아니라 대상과 “의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가리킨다.”(박이문, 2007: 26) 이것이 현상학에서 말하는,
대상인 노에마(noema)와 의식인 노에시스(noesis)의 상관작용이다. 사태 혹
은 “사물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근호, 2007: 41)이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포
착한다는 것은 지향이지 결코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이 가다머(Gadamer, 1960/2000)가 말한 나의 “영향사(effective history)”
안에서 현상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려고 노
력을 기울이는 것은 현상을 보는 나의 눈을 살피면서, 내가 터하고 있는 지
평을 보고, 종국에는 그 지평을 확장하여 전보다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나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요구됐다.
더불어 기존의 앎을 유보할 수 있는 겸양의 태도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실한 애정과 마음씀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필요했다. 이것은 조용환
(2012a)이 질적 연구의 원리로 강조하는 문질빈빈(文質彬彬)의 태도와 공명
하는데, 즉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단히 그 근본을
물음으로써 초월적이고 창조적인 구성과 재구성에 매진”(조용환, 2012d)하
는 것을 의미한다.33)
나는 이러한 태도가 마주침(encounter)에 의해 성취된다고 본다. 기든슨
32) ‘사태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라는 말은 현상학을 창시한 후설(E. Husserl)의 유명한 구
호로 현상학의 근본 모토이다. 여기서 사태는 사물, 현상으로 바꿔도 좋다(박이문, 2007: 24).
33) 이러한 태도 중의 하나가 사전 찾기일 수 있다. 나는 전에는 모르는 말이 있을 때만 사전을 찾
았었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어 온 말도 그 의미를 근원부터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사전 찾기를 끊임없이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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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ddens, 2001/2005: 109)에 따르면 고프만(E. Goffman)은 직접적으로 주
의를 기울일 때 발생하는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작용(focused interaction)”
의 한 단위를 마주침이라고 했다. 여기서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마주침은 연
구 참여자 및 현장과의 마주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험을 담고 있는 자료
와의 마주침도 의미한다.34) 마주침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이기에, 마주침은 독백이 아닌 대화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 참여자와 현장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
니라 그것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가
마주침이다. 바로 이러한 마주침이 이 연구의 원리로 적용됐다.

5. 연구의 범위와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연구는 김선우라는 한 사진 예술강사를 연구 참여
자로 하여, 그의 예술강사 되기의 의미를 교육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내러
티브 탐구라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수행됐다.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의 성
격을 지니는데, 여기서 사례연구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방법적
선택으로서의 사례연구이다. 기실 모든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이다. 둘째, 전
형적 사례로서의 사례연구이다. 셋째, 독특한 사례로서의 사례연구이다. 둘
째와 셋째의 사례연구의 구분은 조용환(2011c: 3-4)에 따르면 ‘일반화를 지
향하는 사례연구’와 ‘일반화에 무심한 사례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전형적 사례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이며, 독특한 사례연구는 일반화
에 무심한 사례연구이다. “전자는 전체, 모집단, 범주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
34)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월코트가 제안한 3E에 마주침(Encounter)을 부가하여, 4E여야 한다고 본
다. 그가 제안한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가 형식적인 기법적(technical) 차원에서만
수행된다면 질적 연구의 질은 담보될 수 없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를 ‘하다’와
연구 참여자와 현장 그리고 자료를 ‘마주친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연구를 수
행하면서 체험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마주침의 원리(logic)가 3E에 공
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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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편으로 여건상 사례연구를 선택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사례의 특수
성, 유일성, 희귀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례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징인 방법적 사례연구이면서, 김선우라는 한 명
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독특한 사례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 사례들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여 일반화에 이르
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즉, 이 연구는 일반화에 무심한 질적 사례연
구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에서는 “근원적이고 발생적인 존재물음을 하지
않고 존재자의 질서, 주어진 세계와 문화의 질서에 안주하여 이루어지는 모
든 문적인 연구”(조용환, 2011b: 17)와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또한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 연구를 포함한 문적 연구가 한 명을 연구 참여
자로 하는 이 연구를 “개별 단위의 산술적으로 축소된 사례연구”(조용환,
2011c: 3)라는 관점으로 일반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연구의 한계
로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한정된 범위라 할지라도 연구 참
여자의 체험의 의미를 밝히려는 진실한 노력을 지향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이 오히려 이 연구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질적 연구에서 사례란 n=1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조용환
(2011c: 3)이 역설하듯이 “주체는 세계를 표현하고, 세계는 주체를 인도한
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분절되거나 고립된 사례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라이프니츠(Leibniz)의 단자론(monadology)을 계승한 들
뢰즈(Deleuze, 1988/2004: 15)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각 물체는 하나의
세계를 담고 있다.”고 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사례가 갖는 독특성35)
을 통해 세계를 향한 보편성을 모색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연구자는 ‘사례가 무엇인지(What is a case?)’보다 ‘이것은 무엇의
35) 들뢰즈(Deleuze, 1968/2004: 26)에 따르면, 독특성(singularité)은 보편성(universalité)과 짝을 이
루고, 특수성(particularité)은 일반성(généralité)과 짝을 이룬다. 따라서 독특성은 특수성과 구별
된다. 독특성은 ‘특이한 것(le remarquable)’과 관련되며, 특수성은 ‘범상한 것(l’ordinaire)‘과 관
련된다. 따라서 독특성은 특수성과 달리, 교환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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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인지(What is this a case of?)’를 지속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베커(H.
Becker)의 말(Ragin & Becker, 1992: 6)에 따라, 김선우라는 사례가 예술강
사 되기의 사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김선우의 독특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연구가 예술강사라는 보편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를 실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른 예술강사들을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36) 아래의 자료는 그때, 다른 예술강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
한 것이다.
내가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했다. 쉽게 시작
했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사실, 예술 전공자가 교육의 장에 들어가
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나 시작한 이후, 오히려
아이들부터 치유를 받았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소통하고 표현하게
되었다.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고, 아이들 모습을 통해 인
간의 자연스러움을 이해하게 되어, 어른들까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내 작
업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육 활동이다. 나도 내가 쓴 글을 예로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도 있다. 예술가인데 작품을 보는 관객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처럼 소통이 중요하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서 교육 활동을 한다. 글 한 줄 쓰고 되게 기뻐하는 아이를 보았다. 아이
들이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볼 때, 나도 기쁘다. ‘내가 하고 있
는 게 맞나?’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무언가
있는 것 같다. 교안을 짜는 게 작품 활동을 하는 거와 같다. 지속적인 창
작 활동이기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내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교육 활동에서 작업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
람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기에 내 작업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 아이들
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보면서 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인정하게 되
고, 나 자신도 인정하게 된다. 내가 한 일로 아이들이 변화하고 그 덕분
36) 나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맞이하여 2016년 5월 25일(수)에 개최됐던 ‘현장이야기마당 마음
탁자’라는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참여했다. 그 프로그램은 ‘예술가-교육자 병행은 선택? 필수!’라
는 주제로 ‘예술가에게 문화예술교육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예술가와 교육자, 두 가지 정체성
을 모두 느끼는 예술강사들의 진지한 스스로의 이야기 마당‘이라는 내용이었다.(세계문화예술교
육주간 누리집 http://arteweek.kr 참조.) 따라서 나는 다른 예술강사들을 만나 그들의 체험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이 연구의 보편성 확보와 타당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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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을 느낀다.(연구노트에서 발췌.)

위와 같은 다른 예술강사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김선우의 체험과
도 공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독특한 사례연구인 이 연구가 보편성의
배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에서는 예술 장르 중 사진이라는 한 분야에만 주목하기에, 이 점으로 말
미암아 이 연구를 통해 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교육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자칫 성급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김
선우는 사진작가로 1인이 작업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종합 예술인 연극의
경우는 대개 집단으로 작업하기에 연극 분야의 예술가는 김선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의 장르적 속성이 갖는 상이함
이 예술교육에서의 교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사진 분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 이 연구를 통해 과연 예술교육을 궁구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예
술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것을 ‘결과’로 단정하여 항구적인 답으로 제언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예술교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과정’을 김선우와 함께 열어 밝힘으로써, 잠정적이나마 예술교육이 무엇
인지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 예술교육다움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지닐 부족한 부분은 질적 연구 공동체에 향후의 연구 과제로 제
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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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사회에서 예술교육이라는 이
름으로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규정되어 소통되는지를, 다시 말해 예술교육
이 드러나는 문-화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문화가
아니라 ‘문-화’라고 한 것은 조용환(2012a)이 자세히 밝히고 있는 문질빈빈
(文質彬彬)의 원리에 입각하여 질(質)에 해당하는 어떠한 현상이 예술교육
이라는 문(文)적인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해체하여 모색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상으로부터 현상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다시 말해 질이
모종의 질서를 얻어 문-화된 것에 주목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문만을 탐구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질과의 관계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기
존의 문을 해체하고 더 나은 문의 재구성을 시도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도로, 먼저 1절에서는 예술교육의 전체적인 지형 위에서 예술교
육의 외연을 고려하면서 예술교육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후, 2절
에서는 예술교육의 문-화를 수행하는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예술강사라는 교수자의 체험을 통해 예
술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해 보려는 시도이므로,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교수자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예술강사에 주목하는 이 연구의 위치를 명
확히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이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예술교육의 내포를
명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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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교육의 다차원성
이 절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된 예술교육을 살펴보는 것을 초점으로
하므로, 국내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양상을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양상이란 첫째,
예술에 대한 접근 둘째, 예술을 통한 접근 셋째, 예술을 위한 접근 넷째, 예
술로서의 접근으로, 이 네 가지 접근 양상이 각각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첫째, ‘예술에 대한(about) 접근’은 예술과 관련된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다. 따라서 대개 예술가의 생애 및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예
술 작품의 개요 및 특징 등에 대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술가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함으
로써, 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이와 같은
접근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도 가
장 폭넓게 그리고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이러한 접근에 속하는 선행연구는
특정한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 위주의 지도법을 다루는 연구(민경훈, 2012)
이거나, 예술 장르별 특징적인 요소, 예컨대 음악의 경우 박자, 장조, 음표
와 같은 소리와 관련된 개념을 전달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연구(정진원,
2012)가 주를 이룬다. 이 접근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술에 대한 특정한
지식이 교수자의 설명에 의해 제시되고, 지식을 통해 예술을 학습할 수 있
다고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에 대한 학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사도구 개발에 초점을
두는 연구(박은영, 2012)도 있다.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예술에 대한 접근은
대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의 형태로 기량을 익힐 수 있는 지식을 다루
는데, 예컨대 바이올린, 플루트, 오카리나, 색소폰 등 교양이나 취미로 악기
를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양상(한수정,
2011)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둘째, ‘예술을 통한(through) 접근’은 예술의 기능 및 효과에 주목하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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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다. 주로 예술교육의 효과를 창의성 증진, 정체성 구축, 예술치료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혜진(2012)은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형태를 적용
하여 음악 창작 프로그램 및 지도안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수업에 실제 적
용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며, 홍승연(2011)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후, 다문화교육을
위한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체성 구축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
하에 다문화권의 악곡 지도안을 제시한다. 이에스더·홍정은(2012)은 저소득
층 아동들이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규정한 후,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과 후 예술치료 프로그램 설계에 초점을 둔다.
이상의 효과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교육과정의 혁신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되기도 하는데 태진미
(2011)는 미국에서 시행된 예술통합교육 사례를 들어 수학 성적과 읽기 점
수 간의 연관성 및 컴퓨터 중독이나 학교폭력 개선과 연관하여 예술교육의
효과를 제시하면서 그 중요성을 주장한다. 저자는 예술과 타 교과와의 접목
을 통한 예술통합교육의 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예술을 도구적 수단으로 활
용함으로써 예술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은 하나,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현장에서 예술교육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주장을
피력한다. 또한 장민정·김지현(2012)은 교과와 교과 간의 접목을 통합이라
보고 음악과 무용이라는 둘 이상의 예술 교과 통합 지도안을 제시하며 통
합적 교육이 학생들의 예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저
자들은 예술교육의 효과를 예술을 향유할 잠재적인 소비자 양성으로 보고,
예술교육을 장차 적극적인 문화산업의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
는 이득과 연결하여 제시한다.
셋째, ‘예술을 위한(for) 접근’은 전문 예술가 양성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
기실 예술이란 그것을 수행하는 예술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존재 가능하
다. 따라서 예술가를 양성하는 일은 곧 예술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문 예술가 양성을 위해 영재 판별에 주목하는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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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김현남(2011)은 국내외 전문 발레 학교의 영재 선발 평가기준 및 방
법을 정리, 분석하여 무용 영재로서의 공통된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한국의
무용영재 선발 학교 및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한 이보슬(2011)은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각요인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무용가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김순정(2010)은 전문 무용수 양성을 위해 국
외의 선진 교수법을 고찰한 후 한국에 접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문
예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을 위한 접근은 특정한 엘리트를 대상으
로 하는 전통적인 기량 위주의 예술교육을 전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술교육에 접근하는 세 가지 양상이 주요하게 나타나
는데, 상술한 양상별 주안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예술교육의 주요 세 가지 접근 양상 및 주안점
접근 양상
예술에 대한(about) 접근
예술을 통한(through) 접근
예술을 위한(for) 접근

주안점
예술 관련 지식(작품, 역사, 악기 등)
예술의 기능 및 효과
전문 예술가 양성

예술에 대한 접근은 예술에 대한 특정한 내용을 지식 차원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개 예술을 고급문화로 상정하여 예술 작품 감상을 위주로 교양
을 갖춘 감상자를 양성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감상은
교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되기에 규정된 방식의 감상법만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예술가의 의도라고 제시되는 특정한 틀에 입각하여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예술 작품을 기표(signifier)로 예술가의 의도를 기의
(signified)로 상정한다면 기표와 기의가 일대일 대응으로 고정된 의미만 가
능하다. 예컨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의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5
지선다형 객관식 문항 중 정답 하나를 찾는 방식과 같다. 이것은 여타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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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기에, 예술에 대한 접근은 감상 활동 자체가 창작 활동이 될 수 있음을 간
과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예술에 대한 접근에서 감상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의 편에서 화
석화된 정보를 지식으로 얻을 뿐, 감상자의 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에 감
상자의 삶과 존재는 소외되기 쉽다. 예컨대 부조리극으로 알려진 베케트(S.
Beckett)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감상하고 그 작가와 작품 정보를
‘획득(acquisition)’한다 하여, 그것이 곧 감상자가 자신의 삶의 부조리성에
깊이 ‘참여(participation)’하게 됨으로써 전보다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럼으로써 행복해진다는 것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술이
의미의 해석과 가치 판단의 대상이라면, 예술에 대한 해석이 감상자의 삶과
연관되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감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것은
예술에 대한 앎을 넘어 예술이 삶과 연관되는 것, 다시 말해 예술은 인식론
적(epistemological) 차원을 넘어 존재론적(ontological) 차원에 닿아야 함을
의미한다. 바르트(Barthes, 1973/2002)가 고정된 의미의 닫힌 공간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의미의 생성이 무한히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텍스트’
를 강조한 것은 작품이 아닌 텍스트로서 예술을 만나야 함을 강조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 작품이 아닌 예술 텍스트로써 말이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술에 대한 접근에서는 작품 감상 능력뿐만 아
니라 악기 연주법이나 그림 그리는 법 등 기량 위주의 특징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문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양과 취미를 위한 것임
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
여하지는 못한다. 여전히 입시 위주의 그늘 아래 기법을 답습(踏襲)하는 방
식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어떤 분이 아마추어로 그림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학원에 가요, 그러면
선 연습부터 시키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선 연습은 입시, 우리나라의 기
형적인 입시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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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기를 보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연필로,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만 남아 있는데, 석고 데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넓은 면을 고르게 만들어
야 해요. 그러면 선이 필수에요. 그림을 배우러 간 사람은 입시와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선을 배워요. 배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선을 배우
면 단점이 뭐냐 하면 선에 개성이 없어져요. 선이 나름대로 개성인데, 입
시를 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 연습을 시키는 거죠(윤지혜, 2016: 209).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마추어는 불어 amateur로 그 어원은 사
랑하는 사람을 뜻한다. 전문가라는 뜻의 영어 professional이 물질적 대가를
전제하는 사람인데 반해, 아마추어는 순수하게 그저 좋아서 대가 없이 하는
사람이다.37) 따라서 아마추어에게는 기량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애호
가(愛好家)로서 예술에 대한 사랑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취미로 예술을 배운다고 해도
관습의 틀에 갇혀 흉내내기에 그치기 쉬우므로 예술에 대한 사랑은 왜곡되
고 은폐되기 쉽다. 이 점이 예술에 대한 접근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예술을 통한 접근은 리드(H. Read)가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1943/2007)에서 예술을 교육의 기초이며 모든 이는 예술가라
고 강조하는 것과 달리, 예술을 협소한 의미에서 수단으로 활용하는 성격을
띤다. 최근 국가가 정한 창의인성교육이라는 취지 아래 창의적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예술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접근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술을 통하면 학업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고, 창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인성교육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이 수단으
로 활용되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관점으로, 여기서는 예술에 대한 접
근에서 중시된 감상 활동보다는 창작 활동이 강조된다. 직접적인 활동이 실
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극을 통해 자기 표현
력을 키우고, 합창을 통해 인성을 키우며,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교폭
력을 예방한다는(김수현, 2012) 식이다. 그간 입시 위주의 체제에서 유용성
을 인정받지 못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예술교육이 최근 학교폭력에 대
37) Online Etymology Dictionary 누리집 https://www.etymonline.com/word/amateu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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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방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다분히 예술교육의 기능과 효과에 주목
하여 예술을 도구적인 수단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학자 호블(E. A. Hoeble)은 <에스키모 사람들의 노래 시합>이라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에서 “축제 때 마치 운동시합처럼” 싸움을 하는 에
스키모를 소개하는데, 그들은 분쟁을 “노래 시합”을 통해 해결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고 다시 형평을 찾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한국문화인류학
회, 2006: 227-234)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것이 함의하듯이 학교폭력이
빈번히 회자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 학교폭력 때문에 예술교육
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술적 행위는 그 자체가 폭력성을 해소하
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을 도구적 수단으로만 보고 취
하는 방식은 예술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며, 결국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
다. 이 점이 예술을 통한 접근이 드러낼 수 있는 한계이다.
전통적인 방식인 예술을 위한 접근은 기량이 탁월한 소수의 엘리트를 전
문 예술가로 양성하는 데 집중된다. 예술 특화 중등학교를 포함하여 예술대
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까지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 양성이 주목적이기에,
여기서는 예술이 전경(前景)에 부각되고 교육은 배경(背景)으로 후퇴되는
양상으로 드러나기 쉽다. 왜냐하면 ‘기량이 탁월한 전문가’로서의 예술가가
되는 예술적인 지향이 중시되다 보니,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자 하는 교
육적인 지향은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 예술가 양성을 목적
으로 한다고 교육적인 지향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아래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누가 연주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기계적으로
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학습생애사에 따라 동일
한 곡도 다르게 연주하도록 가르친다는 차이코프스키 음악학교 선생님의
모습은 예술을 위한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
며, 어떠한 모습이 교육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아노 레슨을 했던 선생님에게 나는 왜 같은 곡을 학생들에게 다르게
연주하도록 하는가, 물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같은 곡이라 해서 학생들에
게 똑같이 가르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백 년 전 만들어진 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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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년 동안 모든 연주자들이 똑같이 연주하는 상황을 당신이라면 받아들
일 수 있겠는가? 모든 학생들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좋
아하는 빛깔과 음식도 다 다르다. 선생은 각각 다르게 성장한 학생들이
제 개성에 맞도록 그 곡을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열 명의 학생이 한 곡을 연주할 때 각기 다른 열 곡의 음악이 탄생한다
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아주 쉽게 얘기해주었지요(곽재구, 2011: 144).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가 드물다고 할 정도로, 전문 예술가 양성을 목적
으로 기량이 중시될 때 드러나는 현상은 대개 효과적이라고 인증된 동일한
교수법으로, 저명한 예술가를 재현할 것이 요구된다. 창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방이 아니라 복사하듯이 모사에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한 반복으로 그칠 때, 교육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어떠한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이 예술을 위한 접근이 가질 수
있는 한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술교육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인 예술에 대한, 예술을
통한, 예술을 위한 접근은 다분히 도구적 연관 관계로 예술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과 차원을 달리하여 의미적 연관 관계에서
예술을 포착하는 접근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접근은 슈타이너(R. Steiner)
가 1919년 독일에서 주창한 발도르프(Waldorf) 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넷째, ‘예술로서의(as) 접근’이다. 슈타이너는 “교육은 예술이다”라고
말하기에, 특히 이 접근에서는 예술교육이 아닌 ‘교육예술’이라고 규정된다.
교육예술은 “교육 과정 자체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시민문화네
트워크 티팟, 2005: 41)로, “‘예술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갑자기 지성에 호
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의지의 힘과 감정의 힘을 아이로
부터 끌어낸다는 뜻”(子安美知子·上松佑二, 1988/2003: 83)을 지닌다. 여기서
“아이로부터 끌어낸다”는 것은 조용환(2012b: 20)이 말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스스로 학습의 필요를 찾게 해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조에 터해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교육이 인
간 존재를 일깨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술처럼 이루어지도록 구성되
- 55 -

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따라서 모든 교과 내용에 예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데, 예컨대 그림 수업이 별도로 있다기보다 모든 수업에서 그림을 그리는
식이다(子安美知子·上松佑二, 1988/2003: 81).
이렇게 예술로서의 접근은 예술이 갖는 특징을 교육에 접목하면서 예술
의 의미를 따진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예술에 대한, 예술을 통한, 예술을
위한 접근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술로서의 접근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38) 그러나 예술로서의 접근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긍
정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하여 교육예술이 예술교육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술로서의 접근은 교육이 예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이 교육이라는 것까지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이 교육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예술이 곧 교육은 아니다.39) 따라서 예술로서의 접근
은 면밀한 검토 없이 예술과 교육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므로, 이 점이 한
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편, 예술로서의 접근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접근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예술을 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술에 대한, 예술을 통한, 예술을 위한
접근이 공히 수업의 ‘소재’로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예술을 보는 반면, 예술
로서의 접근은 수업이 수행되는 ‘행위’로서 ‘방법적 측면‘에서 예술을 보는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구분되는 두 가지 차원과 예술교육에
대한 네 가지 접근 양상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Ⅱ-1>과 같다. 이 그
38)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예술교육도 교육예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병호(2011: 53)는
“진짜 예술교육은 교육 자체가 예술이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예술교육을 넘어서 교육예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9) 이것은 예술로서의 교육에서 ‘–로서의’에 해당하는 영어 전치사 ‘as’에 주목하면 쉽게 알 수 있
다. 예컨대 학생으로서의 나(I as a student)에서 학생(student)은 나(I)를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한다. 나의 부분적인 속성이 학생이지 나의 전부를 학생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나=학생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년이며 여성이고 가족 구성
원으로서는 장녀이며 등등 수많은 속성들이 나를 구성한다. 따라서 예술로서의 교육은 교육이
지닐 수 있는 부분적인 속성이 예술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교육을 예술로 환원할 수
는 없기에, 교육 전체를 드러낼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닌다. 요컨대 교육=예술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예술로 대표되는 예술로서의 교육이 예술교육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예술인
예술로서의 교육은 교육과 예술의 닮음(교육≒예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교육다운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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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 예술교육의 다차원성을 드러낸다.

<그림 Ⅱ-1> 예술교육의 다차원성
지금까지 예술교육이 드러나는 현상을 예술에 대한, 예술을 통한, 예술을
위한 그리고 예술로서의 접근이라는 네 가지 분석 틀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로써 예술교육의 본바탕, 즉 예술교육의 질(質)을 밝혀냈다고 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예술을 수업 내용으로 하면 모두 예술교육인가 둘째, 예술을 수업 내용으로
하지 않는 타 교과 수업도 예술적으로 행하면 모두 예술교육인가라는 질문
들이 그것이다. 나는 이러한 질문 모두에 ‘아니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
예술교육은 예술을 수업의 내용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방법
적 측면은 예술적이지 않으면서 예술을 내용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을 예
술교육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교육예술과 같이 내용적 측면은 상관
없이 방법적 측면만 강조하여 예술과 같은 수업이면40) 모두 예술교육이라
고 할 수도 없다. 예술 교과가 아닌 타 교과를 예컨대 수학을 예술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하여 예술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주로 한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양상의 분석을 토대로,
40) 아이즈너(Eisner, 1991: 215-217)는 “가르치는 일은 예술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수업의 특징
을 예술성으로 보는 논의는 이혁규(2013)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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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이란 내용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방법적 측면에서도 모두 예술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연구의 이론적 틀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이기에, 예술교육에서 가
장 흔하게 발견되는 내용적 측면에서만 예술이 다루어지는 현상은 온전한
예술교육이 아니라고 비판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용을 포함하여 방
법으로서의 예술 또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내용이 무
엇을, 방법이 어떻게와 관련된다면, 과연 내용과 방법을 ‘누가’ 가르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용과 방법은 누가 실천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2절에서는 예술교육의 교수자에 대해 예술강사에 대
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예술교육의 교수자: 예술강사에 대한 선행연구
예술교육에 참여하여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자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
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범대학에서 미술교육,
음악교육 등을 전공하고 임용고시를 거쳐 학교교육 안에서 중고등학생들에
게 예술 교과를 가르치는 정교사 둘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회화과,
피아노과 등 특정 예술 장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전문 예술가 양성을
목표로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 혹은 시간강사 셋째, 사교육인 학원에서 취미
로 예술을 배우는 아마추어에게 혹은 전문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엘리트에
게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자 다섯째, 스승과 제자 관계의 도제교육 형태로
예술을 전수하는 교수자 그리고 여섯째, 학교나 사회시설 혹은 평생교육기
관에서 예술강사라는 명칭으로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자 등이다. 위에서 언
급한 예술교육의 교수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 정교사인 예
술 교과 교수자에 대한 연구는 현직 미술교사의 전문성에 주목하거나(김미
남, 2016; 김선아, 2005), 예비 무용교사의 전문성에 주목하는(박지숙, 2009)
등 교수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교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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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는 무용학원 강사의 삶에 대한 연구(배체연, 2015)가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수자는 예술강사이기에, 예술강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가 국악 분야를 필두로 시행했던 강사풀제
(문화관광부, 2007)는 2006년에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확대됐는
데, 예술강사는 이 사업을 통해 학교 및 사회기관에 파견되어 예술을 가르
치는 교수자를 칭한다.41) 예술강사라는 명칭은 가장 널리 사용되나, 전문예
술교육가(김병주, 2011; 이주연, 2012), 가르치는 예술가(양은아·석지혜,
2010), 예술가교사(서울문화재단, 2014; 임미혜, 2014) 등으로 불리기도 한
다. 예술강사의 영문명은 국내에서는 예술교육 수행 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에 통일되어 Teaching Artist(TA)로 쓰이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건너 온
용어이다. 부스(Booth, 2009/2017: 37)에 따르면, 이 용어는 1970년대 초 뉴
욕 소재의 링컨 센터 예술교육원(Lincoln Center Education)의 던바(J.
Dunbar)가 당시 학교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가리켜 ‘자원전문가(resource
professional)’라고 불렀던 것을 Teaching Artist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공식
화됐다고 한다. 이것은 교수 활동을 하는 예술가라는 뜻으로, 예술가에 방
점이 찍힌다. 이와 달리, 영국에서 사용되는 Artist Teacher는 “예술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이자 예술 활동을 동시에 하는 예술가로, 예술가보다는 예술
교육자로서의 능력에 더 확실한 자신감”(이주연, 2012: 276)을 드러내며, 교
사에 방점이 찍힌다.
예술강사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예술강사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연구 둘째, 예술강사
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제도에 관한 연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제도인 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해
예술강사의 인식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김경림, 2012; 황혜원, 2008)이
거나, 예술강사의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를 연구(김
이정, 2011)하는 등 제도나 제도의 효과성에 주목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예
41) 학교 예술강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8개 예술 분야의 관련 학과 졸업
자로, 일정한 선발 과정과 사전 연수를 거쳐 학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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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강사제도의 실태를 제시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연
구(김광중, 2017; 김성훈, 2013; 이은영, 2015)이다. 특히, 김광중(2017)은 예
술강사의 고용 처우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한다. 예술강사 제도에 주목하는 이와 같은 연구는 대개 제도와 실태를 소
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한 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제도 이전에 예술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제도
의 정당성을 전제로 하여 제도의 효과성에만 주목하는 특징을 갖는다.
제도와 관련된 연구 외에,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김상
희, 2010; 김형숙·남기현, 2014; 임미혜, 2014). 이러한 연구 중, 김상희(2010)
는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예술가와 예술교육가”로 나누고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구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형숙·남기현(2014) 또한 예술강사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문제로 보고, 예술강사의 명확한 역할과 정체성 규명을
강조한다. 앞의 두 연구가 예술강사의 이중적 정체성, 즉 예술가이면서 예
술강사인 정체성을 문제시하여 양자택일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임미혜
(2014)는 예술강사를 “예술가교사”로 지칭하면서 예술가 더하기 교사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함께 지닌 “혼종적 자아”로 볼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모두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예술가와 예술강사로 구분하
는, 다시 말해 정체성을 고정된 실재로 보는 관점을 공히 전제한다. 또한
예술가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예술
강사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는 예술강사가 예술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험하는지
는 주목하지 않는다.
예술강사의 체험에 주목한 연구로는 “가르치는 예술가”로 거듭나는 과정
에서 예술가의 학습 경험에 주목한 양은아·석지혜(2010)가 돋보이는데, 저
자들은 예술가가 가르치는 예술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교육이 매개되면서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 작업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와,
결국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성숙하는 계기로 발전”됨을 밝
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인 김선우의 체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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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드러나는 바이다. 그러나 양은아·석지혜(2010)의 연구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으로 다시 쓰는 ‘예술’에 방점을 찍는다. 즉, 교육적 체험이
어떻게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주목하면서 예술가의 측면에 무게
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김선우가 예술강사가 되어가는
체험의 의미 그 자체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갖으며,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
체험이 예술 활동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체험이 어떻게 교
수 활동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시 말해 교육과 예술이 공히
상호 매개가 되어 교육에서 예술로 그리고 예술에서 교육으로의 쌍방향에
서의 작용에 주목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예술강사에 대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예술강사의 체험에 주목하여, 그 체험의 의미를 구성함으로
써 예술강사를 통해 예술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구하고자 한다. 기실,
국가의 정책적인 개입으로 인해 직업군으로 등장하게 된 예술강사는 엄밀
히 말해 체계적으로 양성된 교수자는 아니다. 그러나 교과 시간에 예술을
가르치는 정교사보다 동아리활동이나 창의적체험활동 등 활동 시간에 예술
을 가르치는 예술강사가 교수자로서의 자율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강사는 학교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이 갖는 한계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더 예술교육다움을 실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가가 예술강사로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에서 겪게 된 깊은 체험을 통해
예술강사가 되어가는 그 변화의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학교교육에서의 교
과로서의 예술교육과 예술 교과를 가르치는 정교사의 교수 활동 측면에서
도 함의를 모색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다음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함께 한 김선우의 예술강사로서의 교수
체험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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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술강사로 ‘살기’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강사로서 그가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이 장은 예술강사로 살아낸
그의 체험을 기술하는 데에 주로 할애될 것이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와 함
께 하면서, 그의 예술강사 되기가 모종의 운동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감지
할 수 있었다. 연구 초기에, 나는 그러한 운동성이 일정하게 반복하여 드러
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간의 관찰과 면담으로 미루어 보아, 운동성이 어
느 때는 상승하다가도 어느 때는 답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예컨
대, 그는 수업에 대한 열의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보이다가도, 학교라는 제도적 관행과 학생들의 무반응을 맞닥트린다고 여길
때면 상승선을 타던 그의 열의와 관심은 시들해져 어느 정도 일정 선에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가 이러한 상승과 유지를 반복하면
서 초, 중, 후기라는 시간의 구분에 맞추어 계단식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운동성을 아래의 <그림 Ⅲ-1>과 같이 그래프
로 나타내는 시도를 했다.

<그림 Ⅲ-1>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그래프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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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가 진행되어 가면서, 나는 위와 같은 시도가 김선우의 예술강
사 되기를 드러내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직선 그래프로 그
린 2차원의 도식이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왜 그러했을까? 나는 그 이
유를 고심한 끝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다. 첫째는 내가 예
술강사 되기를 일종의 발달 단계 모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김선우가 비록 정체기를 겪어 계단식 패턴을 그리더라도 종국에는 시
간의 물리적인 경과에 따라,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그가 예술강사로서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둘째는 내가 예술강사 되기를 통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주목하고자 ‘이기(being)’가 아니라 ‘되기(becoming)’
를 핵심어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정보다는 결과에 무게 중심을
두고 포착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고 그 성패 여부가 명확히 파악 가능하므로,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예
술강사 되기가 성대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
대와 전제는 실제 김선우의 체험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나의 기대
와 전제를 고스란히 담은 것에 불과한 위의 <그림 Ⅲ-1>은 그의 체험을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물론, 앞서 밝힌 기대와 전제는 내가 결코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
었다. 나는 질적 연구를 지향하기에, 질적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판단중지’
를 연구의 전 과정에서 매 순간 실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따라서 어
떤 기대와 전제도 미리 갖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위의 <그림
Ⅲ-1>이 잘 드러내듯이, 나는 발달심리학 이론과 상통 가능한 선입견에 부
지불식간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한 편견에 근거하여 어느새 판단하고 있었
다. 그렇게, 물밑에 은폐되어 있던 나의 선입견과 편견은 현장에서 연구 참
여자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판단과 비로소
마주치게 됐다.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된 나는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발달 이론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다고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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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는 내가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의 선입견과 편
견 그리고 판단은 현장과 연구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
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었다.42) 이렇듯이, 질적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판단
중지는 실천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연구자 홀로 달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현장과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을 마주치게 하여
‘판단’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것을 ‘중지’하게 하여, 최대한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볼 수 있도록 연구자를 돕는다. 즉, 현장과 연구 참여자 덕분에 연
구자의 판단중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김선우는 나의 판단을 비롯하여 그것에 기반을 둔
기대와 전제를 여지없이 드러내어 가차 없이 무너뜨렸다. 그렇게, 그는 나
의 판단중지를 적극 도운 셈이었다. 한때, 나는 그가 수업에 점차 익숙해지
고 능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차근차근 예술강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
하며 흐뭇해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그
는 “나는 예술가!”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아니, 예술강사가
42) 나의 선입견과 편견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김선우뿐만 아니라 현장의 학생들 덕분이기도
했다. 연구 초기에 나는 관찰한 학생들을 소위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산만한’ 학생, ‘선생님 말
대로 하지 않는 반항적인’ 학생 등으로 모종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곤 했다. 나는 ‘그’ 학생들이
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지, 왜 선생님 말대로 하지 않는지 묻지 않았고, 또한 수업에 집중하
지 않으면 왜 산만하다고 하는지, 선생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왜 반항적이라고 하는지 의심하
지도 않았다. 그저 쉽게 그렇다고 단정하고는 ‘그런’ 학생이라고 범주화(categorizing)하고 유형
화(stereotyping)했다. 그러나 관찰이 참여관찰이 되고 그 횟수가 늘어가면서, 나는 학생들을
점차 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됐다. 관찰한 양이 관찰의 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러한 새로운 보기를 ‘절적 보기’라고 칭하는데, 연구자의 ‘질적 보기’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를 의미한다. 첫째, 연구자가 자신의 눈에 덧대어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무엇인지 직시하며 그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판단중지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 안에서 총체적으로 연관 지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질적 보기는 ‘있는
그대로’ 보려는 연구자의 실천적 의지와 부단한 노력을 요청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보
기를 지속적으로 묻고 의심하며 정성들여 찬찬히 ‘다시’ 보기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한 반복적
인 보기를 통해, 비로소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다행스럽게 질적으로 볼 수 있
게 되면서, 부끄럽게 학생들을 성급히 판단했음을 성찰하게 됐다. 그러한 부끄러움이 나를 겸
허하게 만들었으며, 나는 연구 참여자들을 질적으로 보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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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예술가라고? 왜 앞으로 잘 나가다가 뒤로 돌아가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술가라
는 그의 정체성에 대한 단언이 예술강사로서는 성장이 아닌 후퇴의 징후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선우는 내가 또 다른 기대와 전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내가 느낀 혼란의 기저에는 아래와 같은 기대와 전제가 숨어있었
다. 첫째, 그가 예술가에서 예술강사로 명확하고 극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체험할 것이라는 기대와, 바로 그것이 그의 예술강사로서의 성장이라는 전
제가 있었다. 둘째, 그가 예술가가 아니라 ‘나는 예술강사!’라고 스스로 정체
성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그의 예술강사
되기라는 전제가 있었다. 즉, 예술강사 되기를 ‘A에서 B로’와 같이 ‘예술가
에서 예술강사로’라는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정체성의 전환이라고 본 나의
판단43)과 그 뒤에 은폐되어 있던 나의 선입견과 편견은 그에 의해 적나라
하게 밝혀졌고, 그 안에 기생하던 기대와 전제가 무너지면서 혼란으로 드러
나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면서, 나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김
선우의 자리에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현상하는 그대로 보고자
더욱 노력하게 됐다.
그렇게 하여 마주친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는 간단명료하게 2차원의 평
면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복잡다단한 다차원의 입체와 같았다.44) 그
것은 클랜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의 은유인 ‘3차원적 공
간’에서 시간과 장소,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 그의 삶이 직선 그래프로 그려
질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운
43) 앞의 <그림 Ⅲ-1>에서 예술강사 활동 시작 전에는 ‘예술강사=0, 예술가=100’이었던 것이 예술
강사 활동 후에는 결국 ‘예술강사=100, 예술가=0’에 다다를 것이라는 매우 단순한 가정이 이러
한 나의 판단을 잘 말해준다.
44)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관찰
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참여관찰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능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
찰자가 행하는 ‘인식론적 보기’가 아니라 참여관찰자로서 행한 나의 ‘존재론적 보기’는 김선우
의 예술강사 되기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포착하게 했
다. 이것은 이 연구가 예비연구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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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궤적은 연구 초기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직선이 아닌 곡선이었고,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가 항상 ‘더 나은 수업’을 지향하기에 그
운동성이 갖는 총체적인 방향성은 있었지만, 어느 지점에서 시작됐는지 명
확히 가늠할 수 없었고, 변곡점도 명약관화하지 않으며, 언제 그리고 어떻
게 끝맺을 것인지도 예견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그의 예술강사 되기는 마
치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곡선들의 덩어리와 같았다.
요컨대,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는 연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성장하기에 예
측 가능한 ‘발달적 접근’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며 통합적으로 생기하기에 불
확실성에 근거한 ‘발생적 접근’으로 포착 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특
징을 드러내는 그의 예술강사 되기를 ‘리듬’에 비유하고자 한다. 소리가 강
약과 장단, 고저에 의해 그 흐름이 리듬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
서 유의할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리듬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질서
정연하게 드러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패턴을 찾을 수 없
는 무질서 속에서도 그 운동성은 모종의 리듬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었
다.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 1980/2001: 593-594)의 말처럼, 리
듬은 카오스로부터 태어났다. 그들에 따르면, “카오스가 필연적으로 리듬으
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리듬으로 변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또한 카오
스와 리듬은 “둘-사이(entre-deux)”, 바로 거기에서 “카오스-리듬” 혹은 “카
오스모스(Chaosmos)”가 나온다. 이러한 그들의 말처럼, 소위 예술가와 예술
강사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의 “둘-사이”에서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는 발
생했고, 예술가와 예술강사 그 “둘-사이”에서 카오스와 같은 그의 예술강사
되기는 리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리듬은 그의 예술강사 되기를 포착하는
데에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듬은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 들뢰즈와 가타리(ibid.:
596)는 리듬을 박자와 구분하면서 리듬의 특징을 제시하는데, 그들에 따르
면 “박자”는 “코드화된 형식”인 반면, “리듬”에는 항상 “코드 변환”이 잠재
한다. 따라서 박자가 재생산과 관련되는 반면, 리듬은 차이와 관련된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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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을 갖는 것은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듬의 특징으로 말미
암아, 여기서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를 리듬에 비유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는 것은 그의 예술강사 되기가 끊임없이 ‘차이를 발생하는 과정’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될 것이다.
특히,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리듬이 있
었는데, 나는 그것을 그의 예술강사 되기를 드러내는 데에 결정적으로 주요
하다고 보고 ‘주제리듬(thematic rhythm)’이라 명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여
기서 리듬이 아니라 주제리듬이라고 할 때, ‘주제’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론 중 문화기술지에서 활용되는 ‘문화주제
(cultural theme)’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주제란 연구 참
여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되거나 진술되는, 그들의 삶과 문화를 지배하
는 보편적 원리이다(조용환, 2011b: 39). 다시 말해, 문화주제는 “한 문화의
특성을 일반적, 압축적, 반복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서술적 명제이며, 한
문화의 다양한 규범, 제도, 관행들을 통합하는 상위의 원리이다.”(조용환,
1999: 65)
이 연구에서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를 탐구한다는 것은 그에게서 반복
적으로 관찰되거나 진술되는, 그의 예술강사로서의 삶을 지배하고 통합하는
상위의 원리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견, 이 연구에서도 위의 정의
에 따라 문화주제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그러한 가정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문화주제는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차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집단과 개인을 이분법적으로 분리
할 수 없고, 집단에서 떼어내어 개인을 살펴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예술강사라는 전체 집단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원리’를 탐구하기보
다는 한 명의 예술강사인 김선우라는 ‘개인의 차원’에 좀 더 주목하여 연구
참여자의 ‘독특한 원리’를 궁구하고자 한다. 요컨대, 문화주제에서의 주제가
집단의 보편성에 입각한 원리라면, 주제리듬에서의 주제는 개인의 독특성에
입각한 원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주제리듬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를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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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리듬이다.”라는 나보코프(Nabokov, 1969/2010)의 말처럼, 김선우
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술강사가 되어갔고, 그 시간은 그의 예술강사 되
기를 리듬으로 드러냈다. 이 장에서는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를 네 가지의
주제리듬으로 포착하여 기술할 것이다. 여기서 네 가지 주제리듬이란 ‘발견
하기’, ‘드러내기’, ‘부딪히기’, ‘변용하기’45)이며, 이것은 마치 엉켜있는 실타
래와 같은 그의 예술강사 되기를 차근히 풀어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줄
것이다.

1. 발견하기
1) 대상의 부재: “가장 중요한 학생이 없었어.”
김선우에게 예술강사라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기관은 초중고등학
교를 비롯하여 특수 및 대안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46) 또한 이 기관은 사업의 실행 주체인 예술강사에게 정기적으로 연
수47) 기회를 제공하는데, 김선우는 2011년 예술강사로 선발된 후 첫 수업
45) 이러한 네 가지를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김선우의 예술강
사 되기를 리듬으로 보고, 이와 같은 주제리듬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은 하디(T. Hardy)의 소
설 <무명의 주드(Jude the Obscure)>에 관한 한 논문에서 주인공 주드의 “되기의 리듬”을 서
술한 결론의 첫 문장 “주드의 삶은 관점의 편향성에 대한 경험이자, 이 관점들이 역동적으로
부딪히고 침투하고 변용하고 접속하는 삶이다.”(유선무, 2011: 169)에서 착안한 것이다.
46) 김선우가 예술강사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2005년 2월
에 설립됐다.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 분야를 전공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예술강사를 모집하여 선발 후 파견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시초는 2000년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악협회가 시행했던 국악 강사풀제로, 초기에는 민간
단체가 중심 역할을 하다가 기관이 설립되면서, 공공성 강화와 지역 교육청과의 체계적인 협력
을 위해, 이 기관에서 사업을 총괄하거나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업 명칭은 강사풀제였던
것이 2006년에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문화관광부, 2007: 28-29).
47) 연수는 크게 기본연수와 심화연수로 구분됐는데, 기본연수는 예술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
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로 1년차에서 3년차인 예술강사의 현장 적응과 교수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기본연수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방학기간에 1년간 총 60시수,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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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인 2월에 신규 예술강사라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에 참가했
다. 이 연수는 교육학, 전공, 자율스터디로 구분되어 총 30시수로 구성됐는
데, 교육학 시간에는 공통으로 수업 설계 및 계획과 관련하여 교안 작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고, 전공 시간에는 예술 분야별로 나뉘어 시범수업
및 선배 예술강사의48) 수업 소개, 수업 자료와 노하우 공유 등이 이루어졌
다.
이 연수에는 김선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즉 사진을 전공한 후 예술가
로서의 사진 작업과 예술강사로서의 교수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10명의
신규 예술강사들이 참가했다. 이러한 신규 예술강사들과의 만남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선우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
다.
김선우: 마인드맵 작성하는 활동을 했는데 다 한 후에 좀 놀랐어. 나는
예술가인 나와 관련된 것들, 이 사업이 예술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것들 레지던시49), 전시, 그런 것만 적었더라고. (중
략) 나는 그때까지 예술강사로서 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
아.50) (중략) 내 거엔 학생이 없었어. 다른 선생님이 나보다 어
린데, 거기에는 정말 예술강사와 관계된 것들 학생, 학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특히, 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예술강사로서의 나’를 주제로 한 ‘마인
드맵(mind map)’ 작성하기는 김선우가 자기성찰을 하도록 이끈 주요한 계
총 140시수로 시행됐다. 자율적 선택연수인 심화연수는 기본연수를 이수한 3년차 이상의 예술
강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주제별로 세분화되고 특화되어 시
행됐다.
48)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사진 분야는 2010년에 시작되어, 2011년 당시 2년차가 되는 선배 예술강
사가 연수에 참가했다. 예술 분야별로 사업 시작 년도는 상이한데 국악이 2000년, 연극이 2002
년, 영화가 2004년, 무용과 만화·애니메이션이 2005년에 시작됐으며(문화관광부, 2007: 28), 사
진, 디자인, 공예 분야가 2010년에 추가됐다(김상희, 2010: 103). 따라서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총 8개 예술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49) 레지던시는 영어 residency를 음차한 것으로, 예술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와 작업의 용도
로 장소를 제공하고 전시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50) 이하, 자료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 진하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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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됐다. 마인드맵은 “기관, 개인, 특정그룹의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범
주 아래, 자유롭게 떠올린 생각을 나열한 “간단한 맵”이었다. 그가 작성한
마인드맵의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Ⅲ-2>와 같은데, 앞서 본 인용
문의 그의 말처럼 그는 “예술가인 나와 관련된 것들”, “예술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것들”만 나열했다. 그래서 그의 마인드맵은 ‘예술강사로
서의 나’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나’를 주제로 한 것 같았다.

<그림 Ⅲ-2> 김선우의 마인드맵
그런 까닭에, 김선우의 마인드맵은 아래의 <그림 Ⅲ-3>과 같은 동료의
마인드맵과는 대비됐다. 동료의 마인드맵에는 “예술강사와 관계된 것들 학
교, 학생”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김선우가 동료의 마인드맵에서
“초등학생”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에게 큰 의미를 지녔다. 그도 동료처럼
예술강사로 곧 초등학생을 만날 것이지만, 그는 동료와 달리 학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나
는 그때까지 예술강사로서 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라는 그의 고백
처럼, 그는 여전히 예술가였지 예술강사는 아니었다. 동료의 마인드맵과 대
비된 그의 마인드맵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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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동료 예술강사의 마인드맵
김선우는 시범수업에서 “사진의 기술적인 면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계속
제시했던” 다른 동료가 마인드맵에서도 “기술적인 측면만” 나열한 것을 보
고는 예술강사라기보다 “작가주의”로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그
가 동료의 마인드맵과 그의 마인드맵을 비교한 후에는 그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반성하게 됐다. 사진의 기술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것이나 학생을 염
두에 두지 않은 것이나, 예술강사의 자세가 아니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
었다. 그가 예술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면서도 학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
다는 사실은 그에게 꽤나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점을 “잊지 말고 상
기하자는 의미로”, 즉 학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적힌 동료의 마인드맵을 일부러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 그의 마인드맵과
함께 연수 후에도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듯이, 예술강사에게는 ‘학생’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예술가와는
다른 점이다. 김선우는 동료를 통해 이 점을 새삼 발견하게 됐고, 그러한
발견은 그가 기관에 제출한 아래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과는 다른 “마
음가짐”을 갖도록 했다. 그가 “온통 ‘학생들’ 생각뿐”이게 만든 것이었다.
한 달 전, 연수 과정 중에 저는 ‘예술강사로서의 나’를 마인드맵핑하는 시
- 71 -

간을 가졌습니다. 4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중략) 교수 설계와 초등학교
교육의 특수성 등 새로운 지식을 접하며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을 만끽하
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진교육의 이해에 대한 강의 내용과 다른 교수님
의 지시에 전 아무 생각 없이 온갖 생각나는 기관과 그룹을 적기 시작했
습니다. 사진학회, 협회, 센터, 페스티벌, 매체, 레지던시, 재단, 미술관, 사
진학과 대학…. 후에, 동료 예술강사들의 맵핑 결과를 보고 전 내심 충격
을 받았습니다. 전 ‘예술가로서의 나’를 생각했지, 예술강사가 아니었습니
다. 가장 중요한 ‘학생’이 없었습니다 . (중략) 겨우 두 번째 수업이 지났
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학생들’ 생각뿐입니다 . ‘사진으로 무엇을 가
르칠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난 후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가
져갈까?’, ‘어떻게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혹시
한국식 사진교육이 갖는 폐쇄성을 나도 모르게 학생들에게 답습시키지는
않을까?’(김선우의 글에서 발췌.)

김선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인 역할”
이 필요해서, 다시 말해 “일자리”로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했다.51) 여타의
직업과 달리, 예술강사는 그가 예술가로 사진 “작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술강사가 아니
라 여전히 예술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 자신도 “예술가로서의 나를 생각했지, 예술강사
가 아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대목이 의도가 아니었음을 드러냈
다.
김선우에게 “학생이 없었다”는 것은, 우선 그의 관심이 학생이 아니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그에게 학생은 부재(不在)했다. 그러나 학생을 “가
장 중요하다”고 여길 만큼, 그에게 학생은 관심의 지향이기도 했다. 즉, 위
의 발췌문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이 없었다”라는 그의 말은, 그가 학생의
부재를 통해, 결국 학생의 존재(存在)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
리고 학생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가르치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연결
51) 김선우가 예술강사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정
책 사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됐다(김상희, 2010: 103). 즉, 이 사업의 목적은 예
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이 외에도, 예술 전공자 및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
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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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그렇기에 그가 “온통 ‘학생들’ 생각뿐”이게 된 것이었다.
김선우는 예술강사로 선발되어 활동하기 전, 입시학원에서 사진학과 진학
을 목표로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
에게 사진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는 예술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입
시학원과 대학에서 가르칠 때와는 달리 학생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떻
게 사진을 가르쳤는지를 되돌아보게 됐다.
김선우: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잘 찍고 싶다고 하잖아. 사실 그렇게 막연
한 대답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잘 찍은 사진이라
고 생각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모두가 다
잘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찍
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거나하지, 연구는 없어. 내가 걔네들이
필요한 것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학원 같은 경우는 입시용으로
많이 나오는 자료가 있어. 입시할 때는 면접관이 물어보는 게 뻔
해. 그런 걸 모아가지고 입시용 겸 알아야 될 것을 보여 주는데,
나도 그랬지만, 별 감흥이 없지, 그런 거 보고…. 동기화도 되지
도 않고. 물론 아닌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근데 창조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빠르게 시스템하다 보니깐 그
런 게 많았고. 대학 같은 경우도 전공 수업은 좀 다르겠지. 내가
했던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많다보니깐, 나는 그래도
학생들한테, 일일이 원하면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접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걔네들을 보
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전체가 있는데, 수업하는데 진행을 못
할 정도로 못 따라오는 애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도와줬지.
애들이 뭘 배우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배려,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

위와 같은 김선우의 성찰과 반성은 비단 입시학원과 대학에서의 그의 수
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보기
에 대개의 사진 수업은 어디에서 가르치느냐와 상관없이 “누구를 가르치느
냐”를 고려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연구”없이, 즉 학습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배려” 없이, 소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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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내용을 모조리 담은 “바이블”과 같은 정본(正本, 定本)을 누구나
“다 똑같이” “익히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래서 흔히 교수자가 “자신이 배
운 거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한 방식에
서 대상은 중요하지 않았다. 김선우도 그렇게 사진을 배웠다.
김선우: 근데 사진은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도 그렇고, 누구를 가르치느
냐를 따지지 않고, 다 똑같이 가르치는 것 같아. 어디를 가도, 사
진학원을 가도 그렇고, 센터를 가도,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아. 바
이블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익히면 된다고 생각하지. [배우는]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
아.

김선우는 예술강사로 활동한 첫 해에 주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초등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가르칠 때와는 생판 다르다는 것을 첫 수
업시간에 깨달았다.”
연구자: 초등학생 수업은 처음 하는 거잖아. 두 번 수업 후에 뭐가 달라
진 게 있는 것 같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입시생들도 가르쳐
보고 대학생들도 가르쳐봤잖아.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는 거 같아?
김선우: 기본적으로 달라진 건, 내가 생각하는 사진교육이 훨씬 구체적
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 같아.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나 이야기에 대한 소견을 애들한테 소개해준다는 느낌
이었어. 사진학원이나 그런 쪽에서 일반적으로 코디네이터 같은
용어를 많이 쓰거든. 왜냐면 사진은 배웠지만, 전공은 했지만, 사
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 게 아니잖아. 한국에 있는
사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자기가 배운 거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느낌이 강했지, 이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바꿔서 효율
적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생
각은 못했던 거 같아. 나도, 확실히….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도
그랬고 대학교 애들도, 그냥 나 알고 있는 거 전달해 주고, 조금
이나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필요하면 그때그때 말했는데,
교육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초등학교를 해 보니깐
교육이라는 필요성이 생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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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는 초등학생과 수업을 하면서, 그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대상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의 눈높이를 조절하면서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게 됐다. 그가 보기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과 달
리 “초등학교 애들은 너무 어렵거나 애들이 원하지 않는 거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게 바로바로 표가 나므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초등학생에 맞게 “자꾸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김선우의 구분에 따르면, 가르치는 ‘내용’에만 중
점을 두고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의 사진교육이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코디네이터”이다. 이와 달리,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대상’에 맞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이고 좋은 방향”의 사진교
육이며, 이것이 예술강사가 하는 일이다. 따라서 아래의 인용문에서처럼, 김
선우는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예술강사로서, 사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을 건네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매개자로서 마치 “거름망처럼” “누구를 가
르치느냐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비유컨대, 찻잎 거름망
으로 먼지를 걸려낼 수는 없기에, 무엇을 걸러 낼 것인지에 따라 거름망이
달라져야 하듯이 말이다.
김선우: 나는 전달자가 아니라, 나는 뭔가 거름망처럼 대상에 따라 뭔
가 바뀌어야 하는데, ‘교육하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안다고 해서, 아는 걸 가르쳐주는 게 교
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하고,
대상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누
구를 가르치느냐에 따라….

아래의 <그림 Ⅲ-4>는 수업에서 관찰된 김선우의 모습인데, 그는 교탁과
칠판 쪽에만 서 있지 않고 자주 교실을 왔다 갔다 하며 학생들을 둘러보았
다. 그럴 때면 그는 ‘학생들 쪽으로 상체를 구부정하게 기울여’ 학생들의 대
화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자연스레 말을 걸거나 혹은 ‘한쪽 무릎을 꿇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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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낮추며’ 학생들과 실제 눈높이를 맞추곤 했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은
사진 수업 중에 잠깐씩 불쑥 들어와 ‘팔짱을 끼고 꼿꼿이 서서 학생들을 내
려다보던’ 담당교사의 모습과는 대조됐다. 따라서 그의 모습은 그가 학생들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 하는, 즉 학생들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그림 Ⅲ-4> 수업 중 김선우(맨 우측)의 모습52)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김선우의 관심은 그가 연수에서 접한 이론이나 지
식을 수업에서 실제로 적용하려 한 시도와 연결되기도 했다. 예컨대, 연수
에서 강의를 한 교수가 초등학생에게는 “만화 캐릭터를 물어보면 다 해결
된다”고 하여, 그는 초등학교 수업에서 만나는 “애들마다 만화 캐릭터를 물
어보기도” 했다. 또한 인지적 지체 장애학생 수업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
상의 이해’라는 연수를 특별히 신청하여 받기도 했다. 가르치는 대상이 초
등학생인지 또는 장애학생인지에 따라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그가 대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이론과 지식이 실제 수업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초등학생에게는 “만화 캐릭터”가 만능해결사라고 했지만, 그가 물어
본 “많은 애들이 만화 캐릭터에 관심이 없었다.” 그나마 특수교육 관련 연
52) 윤리적인 고려로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본 자료를 변형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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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한 것은 장애학생과 수업을 처음 해 보는 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됐다. 그러나 사례에 등장한 학생들과 그가 가르치는 학
생들은 장애 정도가 동일하지 않기에, 연수에서 들은 사례를 그의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었다. ‘초등학생은 이러하다’거나 ‘장애학생에게는 이렇
게 해야 한다’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이 실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김선우는 대상에 맞게 수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
으나, 대상을 특정하게 집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즉, 초
등학생 또는 장애학생이라고 뭉뚱그려 일반화할 수 없다는 관점을 갖게 됐
다. 또한 이론과 지식보다는 그가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떠한
지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그는 전체 학생을 위한 한 명의 예술강사가 아니
라 “눈과 귀 그리고 입이 학생 수 만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가 가르치는 대상은 일반화된 집단으로서의 학생이 아니라, 개별자로서의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이었다.

2) 석현이와의 만남: “학생 한 명 한 명과 일대일로 만나는 거.”
2013년 다섯 현장에서의 사진 수업이 모두 끝난 후, 나는 김선우에게 소
회를 물으며 일 년 동안 기억할만한 “감동스러운 순간”이 있었는지를 물었
다. 그때, 그는 꿈나래학교에서 사진반에 “석현이가 2학기 때 다시 온 거”를
그 해를 통틀어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으로 꼽았다.
연구자: 감동스러운 순간도 있었어? 애들하고?
김선우: 감동스러운 순간? 되게, 다 자잘하게 좋았던 순간들이 있긴 한
데, 자잘했던 거는, 누구냐∼ 꿈나래학교에서는…. 석현이가 2
학기 때 다시 온 거, 유일하게. 나는 석현이가 가장 하기 싫어한
다고 생각했는데…. 이메일로 자기가 찍은 사진 다시 보내달
라고 계속 (웃음) 연락을 했는데, 보내줬는데 또 보내달라고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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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학교에서의 수업은 동아리 사진반에서 이루어졌는데, 학기별로 나
뉘어 운영됐다. 1학년 석현이는 1학기에 사진반이었고, 학생들 중 “유일하
게” 2학기에도 사진반에 들어온 학생이었다. 석현이가 2학기에도 사진반을
선택하리라곤 김선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1학기 내내 석현이
가 보여준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석현이가 학생들 중 가장 사진에 관
심이 없고 사진 수업을 “가장 하기 싫어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석현이가 2학기에도 사진반을 선택했다.
꿈나래학교에서의 수업 첫 날, 김선우는 다른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학
생들에게 나를 간단히 소개했다. 그의 소개 후, 나는 학생들에게 연구와 연
구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구두로 연구참여동의를 구했다. 그때, 한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모든 현장을 통틀어 유일하게 참
여하지 않겠다고 한 학생이었다. 바로 석현이었다. 석현이의 불참의사에 따
라, 나는 석현이를 제외하고 관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석현이가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두
번째 수업에서 석현이는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바꾸었다. 그리고는
학생들 중 제일 먼저 ‘연구참여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석현이는 연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설명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나서야, 비로소
참여를 결정한 것 같았다.
김선우: 오늘 수업 초반에 석현이랑 훈경이는 이름이 기억나는데 다른
애들은 기억이 안 나서, 석현이한테 “석현아, 훈경이랑 다른 친
구 이름이 뭐지?”하고 물으니까 “유재랑 기원이 형이요.” 그러면
서 “선생님,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석
현이는 첫 시간에 선생님한테 강한 인상을 줬거든.” 그랬더니,
웃으면서 되게 행복해 하는 거야.

위의 인용문에서 김선우가 한 말처럼, 석현이는 첫 수업에서부터 학생들
중에서 “강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한 석현이에 대한 초기 인상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다. 석현이는 말이 많았고, 과장이 심했으며,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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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석현이는 “반기문 총장 조카”라고 하면서 “하버드유치원 나오고, 서울
대초등학교 나오고” 꿈나래학교에 온 것이라고 했다.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느낌 있는데∼.”라거나 “난 천재야!”라며 자화자찬했
다. 김선우가 야외 촬영을 위해 “이제 찍으러 나갈 거야.”라고 하면, 석현이
는 마치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처럼 양팔을 치켜들고 박수를 치며 크
게 환호했다.
이러한 석현이는 김선우에게 모든 현장을 통틀어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자주 하는 독특한 애”였다. 수업에서 반응이 없는 듯이 보이는 학생들은 적
어도 다른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석현이는 말과 행동이
과도하고 유별나서 처음에 그는 석현이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
다. 석현이의 그러한 모습은 사진 수업에서만 유달리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담당교사가 “너무 적극적”이라고 평할 정도로, 석현이는 활발한 성
격이 지나쳐 자주 교사의 주의를 받았다. 어느 날은 석현이가 “오늘, 교무
실 세 번 갔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석현이의 행동은 곧잘 장난으로 여겨
져 교무실에 불려가 자주 꾸중을 들었다. 석현이는 또래나 선배에게도 환영
받지 못했다. 사진 수업에서 카메라 수가 모자라 학생들이 두 명씩 짝을 이
루어야 했을 때, 석현이는 3학년 “기원이 형이랑 할게요.”라고 했지만, 기원
이는 “아니요, 훈경이랑 할게요.”라며 거부했다. 여학생들은 학년을 막론하
고 거의 석현이의 말에 핀잔으로 응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김선우는 첫 인상 때문에 석현이의 이름은 바로 기억했지만, 대개 학생들
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워낙 이름을 쉽게 기억하지 못하는 탓
도 있지만, 예술강사는 한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 파견
되어 수업 시간에만 학생들을 만나기에, 이름을 기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었다. 더욱이 수업하는 학교나 학급 수가 많고 수업 횟수가 드물게 있는 경
우라면, 이러한 물리적인 조건에서 이름을 기억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
다. 그런 까닭에, 예술강사 활동 초기에 그가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부
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특히, 학생 수가 40명에 달하는 수업에서는 눈에
띄는 소수의 몇몇 학생들의 이름만 불렀다. 만약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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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때면, 내게 다가와 조용히 “저 학생 이름이 뭐지?”라고 묻곤 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첫 수업도 아닌데 학생들에게 직접 이름을 묻는 것은 좋지 않
다는 것을 그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김선우의 고백에 따르면, 사실 그가 학생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근본적
인 이유는 학생 수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가 수업에 “일주일에 한번만 간
다는 거에 안도를” 하여 이름을 외우는 데에 “별 노력을 안했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석현이의 표정에서 그가 느끼게 된 것처럼, 학생들의 이름을 알
고 부르는 것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는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 노력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구상을 했다”면, “올해 목표는 애들 이름을 다 외
우는 거”가 그의 신년 다짐이 될 정도였다. 즉, “교안”이나 “교수법”보다 ”
애들 이름을 다 외우는 거“가 목표가 된 것이었다. 그가 전에는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호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
지만”, 어쩌면 이것이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을 고려하는 것보다 우선적으
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었다.53)
꿈나래학교 학생들은 2학년 때 해외 연수를 가는데, 연구가 진행됐던 당
시 해외 수학 중인 2학년을 제외한 1, 3학년 학생들이 총 36명으로 소규모
였다. 학생 수가 적어 모든 교사가 전교생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꿈나
래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그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
다. 그런데 석현이는 김선우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놀라워했다. 아마
도 그가 다른 교사와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 동아리 수업에서만 보는데도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에 놀라웠을 것이다. 특히, 다른 학생의 이름은
모르는데 자신의 이름은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석현이는 갑자기 김선우에게 “선생님 이름 인터넷에서 쳐봤는데, 안 나오
던데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왜 찾아봤는데?”라는 그의 질문에 석현이
는 “평가”라고 덧붙였기에,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유명한지 “평가”할 목적
53)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 후, 나도 학생들과 김선우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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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석현이는 그의 이름을 검색했고, 그 결과 이름이 검색될 만큼 그가 유
명한 예술가는 아니라는 것을 석현이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보였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석현이가 그의 이름을 검색할 정도로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을지
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됐기 때문이었다.54) 석현이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웃으면서 되게 행복해”할 정도로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
기에, 그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볼 만큼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석현이는 그에게 관
심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사진을 배우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 사진반이지만 석현이는 사
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석현이는 애니메이션반
을 신청했는데, 인원 초과로 사진반으로 배정된 것이라고 했다. 석현이는
수업 시간에 주로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창밖을 힐끔거리다
가 뜬금없이 김선우에게 “선생님, 축구하면 안 돼요?”라고 묻거나 “축구하
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자주 했다. 어떻게 하면 축구를 할 수 있을까 호
시탐탐 기회만 엿보는 것 같았다. 석현이는 쉬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창가에
서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학생들을 구경했다. 만약 축구반이 있었다면 당
연히 축구반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석현이는 축구를 좋아했다. 석
현이는 야외 촬영 시간이면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
곤 했다. 김선우가 “사진은 찍었어?”라고 물으면 석현이는 “네!”라고 당당히
대답하거나 “찍을 거예요∼.”라고 너스레를 떨며 축구하는 것을 멈추고는
54) 다른 현장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꿈나래학교에서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런 탓인지, 내가 먼
저 말을 걸지 않으면, 내게 다가오는 학생들은 없었다. 그러나 석현이는 달랐다. 김선우가 학생
들에게 내가 박사과정에 있다고 말한 이후에 석현이는 내가 교실에 도착하면 큰 소리로 “박사
님 오셨다.”라거나 “교수님 오셨다.”라고 했다.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나를 가리키며 “교수님한
테 추천장 받아야 돼.”라고도 했다. 나는 석현이가 “하버드대”나 “서울대”를 호의적으로 언급하
는 모습을 보았기에, 처음에는 석현이의 말을 통해 “박사”나 “교수”가 석현이에게 중요하게 작
용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 다르게 생각하게 됐는데, 석현이가 하는 말이 나를 향
한 일종의 인사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석현이의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왜냐하면 석현이의 그 말이 내가 그 교실에 있음을, 즉 현장에서의 나의 존재를 유일하
게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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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히 카메라를 들었다.
1학기 때 운동장에서 사진 촬영 중인 다른 학생들을 기다리다가, 나는 석
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혼잣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또 한 번은
야외 촬영 후 교실로 들어가다가, 석현이가 비슷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듣
게 됐다. 그래서 그때는 석현이에게 왜 집에 가기 싫은지를 물어보았다.
석 현: 아∼, 집에 가면 또 엄마 잔소리∼, 공부 안한다고∼. 집에 가면
학교에 가고 싶고, 학교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고.
연구자: 그럼, 어디 가면 좋을 거 같아?
석 현: 찜질방이요.
연구자: 찜질방이 좋을 거 같아?
석 현: 저 혼자 편안하게….

위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집이 피난처이고 집에서
는 학교가 피난처지만, 결국 학교도 집도 석현이에게는 편안한 곳이 아니었
다. 그 이유는 “공부” 때문이었다. 석현이는 학교는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했고, 집에서는 “낙이 없는데 엄마, 아빠 보면 낙이
전멸”이라고 했다. 석현이는 사진 수업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라는 주제
에 “맨날 축구만 하는 학교”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 학교는 “공부를
잘 하는 애만” 갈 수 있는데, 석현이는 “공부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
르쳐주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석현이는 “공부”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담당교사에게 듣기로는, 석현이 어머니가 석현이를 “성에 안 차 한다”고
했다. 석현이가 기대에 영 못 미치자 석현이 어머니는 갑자기 지방의 기숙
학교로 전학을 결정했다. 그래서 5월 초에 석현이는 작별인사까지 하고 학
교를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돌연 석현이 어머니의 계획이 바
뀌어 전학을 가지 않는 것으로 번복됐다. 담당교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석현이가 수업에 더욱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2학기에도 석현이는
“집에 가기 싫다”는 하소연을 했고, 2학년이 되면 학교 방침에 따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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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가기에 “빨리 호주에 가고 싶다”라고 하며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김선우는 수업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진은 찍지 않는다”라는 것만
강조했을 뿐, 학생들에게 특별히 하라고 강요하거나 하지 말라고 제재하지
않았다.

<사진 Ⅲ-1> 축구를 주제로 한 석현이 사진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는 조건만 만족되면, 석현이가 야외 촬영 시간에 축
구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김선우는 석현이의 축구
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알기에, 석현이에게 축구하는 친구를 순간포착 기능
으로 찍거나 또는 축구공에 초점을 맞춰 접사 기능으로 찍는 등 축구를 주
제로 한 사진 촬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여 석현이는 위의 <사진
Ⅲ-1>55)을 찍게 됐다.
김선우는 석현이가 촬영 시간인데도 사진을 찍지 않고 있을 때면 “그 애
가 지금 찍고 싶은 게 아니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면서, 석현이
가 사진을 찍고 싶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그는 어떠한 강요도
55) 현지자료 중, 연구자가 촬영한 사진 자료는 <그림>으로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
작품 및 김선우의 사진 작품은 <사진>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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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석현이를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좋고 나쁜 거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모습 그대
로를 “지지해주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대하고자 했다.
6월에 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각자 정한 주제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김선우가 유재와 함께 교실 밖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 지훈이가
김선우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에 나는 그의 행방을 알려주기 위해 유재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석현이는 약간 서운하다는 말투로 “유재랑만 데이트하
시고….”라고 했다. 그렇게 석현이는 1학기 후반 즈음부터, 학기 초와는 다
른 모습을 보였다.
김선우: (석현이가 접사렌즈가 장착된 김선우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
을 보며) 석현아, 그걸로 초점이 안 맞는데∼.
석 현: 초점 맞았는데요?
김선우: (석현이 쪽으로 다가가, 찍은 사진을 보고는) 어! 진짜 맞았네.
선생님도 모르는 기능을 네가 알아냈네!
석 현: (웃으며) 그럼, 저에게 돈을 좀만…. (중략) (김선우에게 카메라
작동하는 것을 보여 주며) 이렇게 하면 되고∼.
김선우: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발견했구나!
석 현: (사진을 다시 찍은 후, 김선우에게 보여 주며) 좀 더 잘 찍을게
요.

김선우는 고가의 장비임에도 개인 소유의 고성능 카메라와 렌즈를 종종
가져와 학생들이 직접 다뤄 볼 수 있게 했다. 7월 초에 한 수업에서 석현이
는 그의 카메라를 이리 저리 작동해 보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찍은 사
진 중 몇 장은 다른 학생들에게 접사 사진의 좋은 예로 소개되기도 했다.
위의 대화문에서처럼 석현이는 그의 말에 “돈을 좀만” 달라며 신소리를 했
지만, “좀 더 잘 찍을게요.”, “노력해볼게요.”라며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석
현이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사진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던 석현이가
차츰 관심을 보인 것이었다.
석현이가 사진반에 다시 들어온 2학기에는 수업 태도가 좀 더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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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이는 김선우를 자주 쳐다보며 그의 말을 듣는 등, 1학기와 비교하면 훨
씬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1학기에 사진반이었던 학생은 석현이가
유일했기에, 석현이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아직 모르는 내용을
이따금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석현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뿌듯해
하는 것 같았다.
2학기에는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사진반 작품을 교내에 전시하기로 계획
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이 전시회 출품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어느 날 석현이는 교실 천장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가 천장
의 판넬 홈에 샤프심을 꽂기 시작했다. 석현이는 곧 여러 개의 샤프심을 꽂
고 나서는 천장을 사진 촬영했다. 그리고는 그렇게 찍은 아래의 <사진 Ⅲ
-2>를 매우 흡족해하며 전시회 출품작으로 결정했다. 특히 천장을 찍은 사
진이여서 그랬는지, 석현이는 작품을 공중에 매달린 방식으로 전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는 전시장인 복도 천장에 액자를 매달기 위해 온갖 방법을
궁리하며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

<사진 Ⅲ-2> 석현이의 전시회 출품작
그러나 천장에 매다는 것이 쉽지 않자, 결국 석현이는 위의 사진과 또 다
른 사진의 액자 두 개를 복도와 층계참을 구분하는 철문 위에 테이프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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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달았다. 그리고는 석현이는 계단 쪽으로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왔
을 때, 처음 보게 되니까”라며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걸어올 동선까지 확인
하면서 매달아 놓은 액자의 위치를 점검했다. 그런 후에는 “아, 완벽하다.
이 성취감!”이라며 만족해했다. 그렇게 하여 전시된 석현이의 출품작 ‘천장
사진’의 전시 모습은 다른 학생들이 액자를 창가에 놓아두거나 창문에 붙여
전시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래서인지, 전시회를 보러 온 학생들이 석
현이의 사진을 가장 먼저 보았다. 그만큼 매달려 있는 액자가 눈에 뜨였다.
김선우는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석현이가 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지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석현이의 행동이 이해됐던 것
은 아니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처음에는 석현이가 샤
프심을 꽂는 것이 “쓸 데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사진 찍기가 아니라 그
저 “놀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김선우: 얘가 자꾸 샤프심 꽂는 거에, 처음에는 되게 짜증이 났어. 왜 저
렇게 쓸 데 없는 짓을 할까. 처음에는 변명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걸 사진 찍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 이거를 꽂
는 거에 대해서 쓸 데 없는 게 아니었다고. 내가 섣불리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 뭘 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다는 변명을 할
때가 있어. 놀기 위해서. 공 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했는데 막상
공 가지고 놀고 싶은 건데, 선생님한테는 변명으로 사진 찍기 위
해서 하는 거라고 하고. 내가 안 보고 있을 때는 공놀이하다가
보면 사진 찍는 척 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얘도 그런 건가
그랬는데….

석현이의 사진은 “사진적으로” 볼 때, 전시회에 출품할만한 작품은 아니
었다. 만약 석현이가 어떻게 사진 촬영을 했는지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물
인 사진만 본다면 도대체 무엇을 찍은 것인지, 왜 찍은 것인지 충분히 의문
이 생길 수 있는 사진이었다. 더욱이 천장에 샤프심이 꽂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지 않으면, 샤프심이 사진에서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러나 석현이
는 샤프심을 천장에 꽂고, 사진을 찍고, 프린트를 하고, 액자를 만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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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위해 작품을 설치하는 모든 과정에서 열심이었다. 그때만큼 석현이의
표정이 신나하면서도 진지했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초반과 달리 석현이가
“나중에는 몰입하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기특”했다.
김선우: 석현이 마음이 보였어. 석현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은지. 내 추
측일 수도 있지만, 걔한테는 그거 자체가, 완전히 얘한테는 완성
되고, 프라이드까지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얘가 이걸 하면
서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연구자: 전시를 하게 하면서?
김선우: 어. 그게 확인되는 방식, 걔한테는.

위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선우는 사소한 시도에서 부터 전시회
출품으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석현이 마음이 보였어.”라고 했다.
사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석현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그 사
진이 석현이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그가 본 것이었다. 그래서 그
는 “사진적인” 기준이 아니라 “석현이 마음”을 우선시하여 석현이의 사진을
존중했다. 석현이가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 사진은 전시회 출품작이
되기에 충분했다. 또한 석현이가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전시회 준비를 하
는 모습은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전에 일차
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 그의 표현으로는 자신이 “완성되는
느낌”을 위한 것이었다.
2학기 수업이 종료된 후, 석현이는 김선우에게 연락하여 “찍은 사진을 보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또한 프린트된 사진조차 챙기지 않았던 1학기 때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다. 더욱이 석현이는 “호주에 가서도 사진을 찍겠다”고
했다. 이러한 석현이의 변화된 모습을 체험했기에, 아마도 김선우는 사진반
에 “석현이가 2학기에 다시 온 거”를 “감동스런 순간”으로 기억할 수 있었
을 것이다.
김선우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야?”라는 나의 질문
에 “학생 한 명 한 명과 일대일로 만나는 거.”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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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서 ‘꿈나래학교 학생’이 아니라 “바로 그 애”인 ‘석현이’를 만나고자 노
력한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석현이와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하고 싶다
는 바람으로 석현이의 “마음”을 보려했다. 물리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진
정으로 석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김선우가 석현이를 만나게 된 것처럼, 그는 모든 현장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일대일로”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 멀리서
보면 학생이라는 한 덩어리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 “한 명 한 명”이 동일
하지 않고 제각기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동아리 수업에서
는 “애들이 숫자가 적어졌는데도 더 많게 느껴지게” 됐다. 즉, 학생이라는
집단으로 보면 40명인 학급은 학생 수가 1명이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5명인
동아리는 학생 수가 5명이기에, 하나의 집단으로 본 40명의 학급보다 개개
인으로 본 5명의 동아리가 그에게는 학생 수가 더 많게 느껴졌다. 학생 수
가 물리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심리적으로는 “더 많게 느껴지게” 된 것이었
다.
김선우가 개개인으로 보게 된 학생 “한 명 한 명”은 그에게는 “정말 모르
겠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알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학생들
을 알고 싶었지만, 학생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초기에는
그가 학생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던 탓도 있
었다. 그래서 그는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보려고 더욱 노력하게 됐다.
그가 학생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만남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가 학생들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2. 드러내기
1) 시작은 나: “내 거가 좀 더 애들한테 와닿더라고.”
누리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확정된 후에도 김선우는 특수반에서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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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소속 기관을 통해 학교를 선택할56) 당시,
누리고등학교는 특별한 사항 없이 일반학교로만 명기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이점으로 그 학교를 선택했다. 그런데 첫
수업이 시작되기 며칠 전 그가 담당교사에게 확인 차 연락했을 때, 인지적
지체 장애학생 1, 2학년 통합반인 특수반에서의 수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
다. 그렇게 그는 갑작스레 장애학생과 처음으로 수업을 하게 됐다.
누리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현장의 학생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첫 수업에서부터 유난히 눈에 띤 학생은 1학년 환이였다. 환
이는 사진 촬영은 했지만,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찍고 싶은 대로만 찍었다.
김선우는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으로 각자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만들어
가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를 위해 스케치북을 활용했다. 따라서 스케치북은
단순히 사진을 붙여 보관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 학생들이 사진을 배치해
보고, 사진에 제목을 달아보는 등 “레이아웃”을 해 보기 위해 활용됐다. 또
한 아래의 <그림 Ⅲ-5>에서 좌측과 같이 사진을 붙인 후 그 위에 글이나
그림을 추가하거나 또는 우측과 같이 여러 장의 사진에서 오려낸 부분을
조합하여 콜라주를 하는 등, 사진 촬영 이외의 추가 활동을 위해 활용됐다.

<그림 Ⅲ-5> 스케치북을 활용한 추가 활동의 예
56) 학교 선택권은 예술강사에게 있는데, 예술강사의 전년도 평가 점수에 따라 학교의 선택 폭이
결정됐다. 상위 점수를 받은 예술강사가 학교 선택 시 우선권을 갖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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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환이는 스케치북을 활용하는 추가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수업
에서 휴대용 프린트기가 처음 등장한 날, 2학년 호재는 사진 촬영 후 곧바
로 교실에서 프린트하는 것이 신기했는지 학생들의 사진을 모두 자신이 프
린트하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호재가 프린트를 도맡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호재는 프린트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책상에
앉아 “다음!”을 외치며 차례차례 프린트를 해주었다. 그런데 환이는 자신이
직접 프린트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단짝인 지웅이가 프린트하는 것을
호재에게 맡기자, “자기 사진은 자기가 뽑아야지 왜 남을 시키냐”면서 지웅
이에게 계속 핀잔을 주었다.
환이는 사진 촬영과 프린트하기 이외의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항
상 고개를 반쯤 숙인 채 책상을 응시하며 가만히 앉아있었다. 김선우는 그
러한 환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 그가 보기에 환이는 그
의 말에 반응이 없었고, 환이의 무반응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환이의 사진을 칠판 앞에 가져다 놓고 모든 학생들이 보게 했는데, 그
의 행동은 환이가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보였
다. 그러나 환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환이는 “말도 없었고 뭔가 의사 표현
을 한다거나 사진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발표한다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환이가 스케치북에 사진을 붙이지 않았기에 추가 활동이 이어지지 않자,
처음에 김선우는 환이에게 사진을 붙이자고 권유하기도 하고, 붙이지 않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그러나 환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환이의 모습은
일견 그의 수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탓에 그는 환이가 왜 그러
는지 그 이유를 여러모로 궁리하게 됐다. 도대체 알 수 없는 환이를 조금이
나마 알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수업 시간에는 환이를 좀 더 세심
하게 관찰하게 됐고, 수업 직후에는 주로 환이를 화제로 하여 나와 의견을
나누게 됐다. 그러자 시나브로 환이의 행동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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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는 수업이 끝나면, 프린트한 사진을 차곡차곡 정리하고는 자신의 사
물함에 넣어두었다. 김선우가 칠판에 환이의 사진을 가져다 놓았을 때도 수
업이 끝나자마자 사진을 가져와서는 사물함에 넣었다. 환이는 수업이 시작
되면 사물함에서 사진을 꺼내 와 책상 위에 고스란히 두었다. 수업이 거듭
될수록 프린트한 사진은 쌓여 갔고, 매 수업 시간마다 환이는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세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환이가 사진을 매우 “소
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환이는 사진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 즉 사진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 스케치북에 사진을 붙이거나, 사
진 위에 그림을 덧그리거나, 사진을 오리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환이는 사
진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스케치북을 활
용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처음과는 다르게 보게 되자, 김선우에게 환이가 사진을 대하는 모
습은 “자기가 찍은 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보여 나쁘지는 않았다.” 그는 환
이가 “그러는 게 그 애가 보여줄 수 있는, 그때는 그게 전부였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환이가 그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환이에게 스케치북에 사진을
붙이자고 권유하거나, 붙이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하지 않았다. 그는 환이
가 참여하지 않는 활동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환이가 하는 그대로
최대한 존중했다.
그 대신, 김선우는 환이가 참여하는 사진 촬영과 프린트하기와 관련된 활
동을 환이에게 제안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나눠
주는 일을 비롯하여, 프린트기의 전선을 콘서트에 꽂아 놓는 일을 환이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프린트된 사진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환이에게 요청했다. 환이는 이러한 그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환이는
카메라를 나눠주는 것은 물론, 수업이 끝나면 수거도 하며 카메라를 살뜰히
챙겼다. 또한 프린트기의 전선을 연결해 놓는 것은 물론, 프린트기의 기능
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다루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아래의 수업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이는 김선우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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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답을 하기도 했다. 또한 사진의 제목을 정하거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등, 사진 촬영과 프린트하기 이외의 다른 활동에도 점차 참여하면서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김선우: (환이에게) 이야기 만들기 했는데, [발표하는 거] 괜찮아?
환 이: (고개를 젓는다.)
김선우: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환 이: 싫다는 거.
김선우: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는 거 싫어?
환 이: 네.
김선우: 안타깝다∼. (자리를 이동한다.)
환 이: (‘이야기 만들기’ 활동을 위해 김선우가 나눠준 종이에 이름을 적
는다.) (중략)
김선우: (다시 환이에게 다가가) 그럼, 지금 이야기해줄래? (의자에 앉아
환이의 눈높이에 맞춘다.)
환 이: (가만히 있다.)
김선우: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환 이: 네.
김선우: (일어나 프린트기가 있는 쪽으로 간다.)
환 이: (‘강아지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다시 본다. 그리
고는 사진의 제목을 쓰는 란에 <개 들고 찍기>라고 쓴다.)

환이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것처럼, 학생들의 말과 행동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를 점차 발견하게 되면서, 김선우는 외견상 보
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됐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을 더욱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됐다. 그가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학생들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하여 그가 좀 더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응답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위의 수업 장면에서 사진으로 ‘이야기 만들기’를 발표하는
것을 환이에게 권유했을 때, 환이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서 기분이 상했어?”라고 물으며 환이의 마음을 살폈다. 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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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때가 되기 전에 그가 성급히 발표하기를 권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였다. 이렇게 그는 학생들의 마음을 살폈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
의 말과 행동을 단편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됐다.
“눈앞의 것”만 보았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덕분에,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는 전과 달리
조바심을 덜 내게 되어 “여유가 있어진 거” 같았다.
김선우: 눈앞의 것만 보고는 애들이 반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
로 보니까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진 거 같아.

김선우는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됐지만, 그가 학생들의
말과 행동의 진의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말하고 행동
하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특히, 누리고등학
교에서는 환이가 가장 두드러질 뿐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가만히 있거
나 따라오지 않거나” 해서, 어떤 현장에서보다도 더욱 어렵게 느껴졌다. 그
가 환이뿐만 아니라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학생들의
반응에 적절하게 응답하고자 노력했지만, 학생들과 소통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것은 김선우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그가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그는 하나의 단서를 찾게 됐는데, 그는 그것을 바
로 학생들에게서 찾게 됐다.
김선우: 초기에 사진을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라는 질
문을 하는 거예요. 자료 사진 많이 쓰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안 나오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제가 찍은 사진으로
했더니, 애들이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
평가자: 애들과 관계가 좋으면 좋은 수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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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중반쯤 소속 기관에서 파견한 평가자57)가 누리고등학교 수업을 관
찰한 적이 있었다. 위의 대화문은 그때 김선우가 평가자와 의견을 나눈 내
용이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되면 그날의 수업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여러 사진을 수업 자료로 활용했다. 누리고등학교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료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호재가 보여준 사진이
그가 찍은 사진인지를 물었다. “다른 학교에서는 안 나오는 질문”이었다. 그
는 “아니.”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라는 그
질문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 질문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
법을 찾아냈다. 그 방법이란 그가 찍은 사진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었다.
김선우: 애들에게 내 사진을 보여줬던 게, 내가 사진에 대해서 갖고 있
는 열정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였던 거 같아. 어떤 수업에서는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
연구자: 꿈나래학교나 누리고등학교에서?
김선우: 다른 학교에서도 그럴 때 있어. 들풀중학교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에 맡기는 게 있어서, 내가 별로 관여를 안 하거나 ‘어
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거든.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
는 방법이 내 사진을 보여 주는 거.

김선우는 누리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여타의 현장에서도 그의 사진을 수업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학생들은 다른 작가의 사진보다 그의 사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과 상관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바로
그가’ 찍은 사진이라는 점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로 작용
했다. 그는 그의 사진을 단순히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활용
57) 김선우의 소속 기관은 예술강사의 수업을 학생들, 담당교사, 전문가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전
문가 평가는 기관이 선정한 평가자가 연 1회 현장에 방문하여 수업을 관찰한 후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2학기에 두 명의 평가자가 누리고등학교 수업을 관찰했다. 김선우는 수업 후 평가
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한 평가자는 “애들과 함께 가려는 수업으로 인상적이었다.”는 의견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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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활동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예컨대, 그의 사진을 보
고 학생들이 느낀 감정을 말하거나, 그의 사진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만들
어보기도 하면서 말이다.
아래의 <사진 Ⅲ-3>은 수업 자료로 활용된 김선우의 사진 중 일부인데,
그는 여러 장의 사진을 프린트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는 그 중에서 학생
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서로 관계없는 사진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이야기
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그 활동에서 꿈나래학교 기원이가 선택한 것이
<사진 Ⅲ-3>이었다.

<사진 Ⅲ-3> 수업 자료로 활용된 김선우 사진의 예
기원이는 위와 같이 두 장의 사진을 선택하고는, 아래의 수업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엄마”라는 주제어로 두 사진을 연결하여 간단한 이야기를 만
들었다. 실제로 위의 <사진 Ⅲ-3> 중 우측은 김선우의 어머니가 모델인 작
품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기원이는 “엄마”라는
주제어로 두 사진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했다.
김선우: 기원이 거 보자. 기원이는 이 두 장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 같아?
기 원: 엄마가 안 좋은 전화를 받고, 쓸쓸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봐요.
김선우: 엄마가 바라보는 거랑,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거가 공통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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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네. 시선이라고 해도 되겠어?
기 원: 네.
김선우: 근데, (우측 사진을 가리키며) 우리 엄마인데?
유 재: (한쪽 팔을 베고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김선우의 말에 웃으면서
펄쩍 자세를 곧추 세운다.)
김선우: 우리 엄마가 [왼쪽 사진의 엄마와는] 인종은 다르지만 시선이라
는 공통점이 있네. 우리 엄마가 무슨 전화를 받고 있었을까? 이
런 심각한 표정으로?

위의 수업 장면에서처럼 김선우의 어머니를 찍은 사진이라는 말에 유재
가 자세를 바로 했듯이, 그의 어머니나 남동생이 모델로 등장하는 사진을
보자 학생들은 행동을 달리 하고 눈을 크게 뜨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김선우는 그가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그가 찍힌 사진도 수업 자료로 활용
했는데, 예컨대 누리고등학교 수업에서는 10년 전에 찍힌 그의 사진을 인물
사진 촬영을 위한 자료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그의 과거 모
습을 재미있고 신기해하며, 사진에 대해 활발하게 “그때는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학생들은 그의 사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덕분에 그는 그가 느꼈던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내 사진을 보여 주는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김선우는 그의 사진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왜 찍었는지에 대한 사진
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 그럴 때면 학생들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
며 귀를 기울였다. 특히, 그가 학생들 나이 때인 중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사진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
다. 그래서 아래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시절의 그가 그랬던 것처
럼 은빛고등학교의 준규가 사진공모전 출품을 고려하게 될 만큼 그의 이야
기는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선우: 선생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냥 남산에 있는 절에 쫒아갔다
가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로 상을 받았다. 묻어 놓고
서는 구석에 놨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사진 쪽으로, 사진작가
가 될 줄은 몰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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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규: 아, 그때는 모르셨던 거예요?
김선우: 응.
준 규: 그냥 찍은 거예요?
김선우: 응. 그때는 그냥 집에 카메라가 굴러다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
던 거였어. 근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
준 규: 나도 한번 출품해볼까?
연구자: 그래. 출품해∼.
김선우: 고등학생 대상 사진공모전은 되게 많아.

이렇게 김선우는 학생들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 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학생들과 “같이” 하는 느낌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진과
이야기, 즉 “내 거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발견하게 됐다. “내 거가 좀 더 애들한테 와닿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
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그의 사진과 이야기로 수업할 때, 학
생들과 “통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거” 같았고, 그럴 때는 수업도
더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사진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할 때, 처음에
학생들은 쉽게 “흥미는 보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
는데, 그럴 때와는 대조됐다. 요컨대, 학생들의 흥미가 단순한 차원에 그치
지 않고 깊은 관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한데, 바로 그의 사
진과 이야기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매개가 된 것이었다.
김선우: 내 사진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체험들 있잖아. 그럴 때 애들과
통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거 같아. 근데 상대적으로 기
술적으로 간다거나 그럴 때는 애들이 흥미는 보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게 있었거든.

또한 김선우는 그와 수업을 하는 다른 현장의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수
업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는 들풀중학교 학생들의 사진을 누리고등학
교에서 보여주거나, 꿈나래학교 학생들의 사진을 은빛고등학교에서 보여주
는 등 학교를 교차하며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럴 때면, 누리고등
학교 학생들처럼 “고등학생예요?”, “특수학급예요?”라고 물으며 사진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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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들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사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처럼
김선우와 수업을 하는 또래가 찍은 사진이라는 점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았다.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김선우는 결국 수업은 그와 학생들과의 “만남”이라
고 생각하게 됐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다른 예술강사와의 대화에서 드러났
는데, 그것은 내가 그를 박유진에게 소개했을 때였다.58) 그는 박유진에게
아래의 대화문에서처럼, 수업은 학생들과 “만나는 거”임을 피력했다.
김선우: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느낀 게, 제 거가 좀 더 애들한테 와닿
더라고요 .
박유진: 맞아요. 맞아요.
김선우: 샘플 사진을 자료로 쓰는 것도 그렇고, 제 사진을 쓰는 게, 어쨌
든 만나는 거니까.
박유진: 선생님은 자기 얘기 안 하면서 애들한테 자기 얘기하라고 하니
까.
김선우: 그러니까요. 내 얘기하는 게 할 말도 있고, 애들도 들어줄 마
음이 조금은 생기는 거 같아서….

김선우의 말처럼 수업이 “만나는 거”라면, 수업에서 김선우가 학생들을
만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도 김선우를 만나야 한다. 만남은 한쪽만으
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선우가 학생들을 만나고자 한다면,
학생들 또한 김선우를 만나고자 해야 하며, 학생들이 김선우에게 그들을 드
58) 당시 박유진은 지방의 한 청소년 기관에서 사진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업의 일환
으로 ‘예술가와 함께 하는 특강’에 김선우를 사진작가로 초대하고자 했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김선우를 박유진에게 소개하게 됐다. 김선우는 특강 준비를 위해 사전에 박유진을 만났는데,
가장 먼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박유진은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검정
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라고 알려주었다. 김선우가 만나본적 없는 탈학교 청소년들이었다.
나는 박유진의 부탁으로 수업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는데, 김선우의 특강 전에 할 계획이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어떤지 먼저 보면, 김선우가 특강을 준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김선우는 선뜻 박유진에게 내가 모니터링할 때 함께
참관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가 청소년들을 미리 볼 수 있다면, 그들에 맞게 맞춤형으로 수업
내용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러한 그의 모습에서 일회성 특강이더라도 학습자와
의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그의 정성스런 태도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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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기 바란다면, 김선우 또한 학생들에게 그를 드러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선우가 환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것은 그가 환이
를 만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환이에게도 김선우를 만나는 계
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러한 계기가 그의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마련됐을
것이다. 이처럼, 김선우가 학생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그가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되어, 학생들이 서로가 서
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생기는” 상황에서
야,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는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여 “만나는
거”로서의 수업이 가능하게 됐다.

2) 다양한 나: “그때그때마다 내가 다 다르거든.”
김선우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한 연수에서 “수업 계획안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다. 달리 말해, 계획안 없이 “즉흥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마치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살펴야 될지 아무
것도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것처럼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겁에 질려”
“완벽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에 교안 작성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또한 “애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들이 생각이 나서” 최대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
우를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선우는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수업은 그가 혼자 “미리 걱정한
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가 체험한 것은 “수업 계획안대로
해야 된다”는 연수에서 들은 내용과는 달랐다.
김선우: (연수 프로그램 책자에 적혀 있는 교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
키며) 이 교수님 이야기는 “수업 계획안을 완벽하게 해서, 그대
로 해야 된다.”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상황에 따
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중략)
연구자: 수업을 해 보고 안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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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어. 전에는 겁에 질려가지고…. 완벽한 수업 계획안을 몇 시간을
해서 가져가고…. 근데 첫날 해 보니깐, [수업 계획안] 그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애들이 움직여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변수
가 많은데…. ‘이때 이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났었는데, 그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그
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계획안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는,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 정도, 메시지나
사진적인 테크닉을 가르쳐 주려고 했으면, ‘그거 하나만 짚고 나
가면 그걸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중략) 내가 첫 수업
마치고 나서, [예술강사 모임 인터넷] 카페에 짤막하게 글을 올
렸어. ‘계획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 수만큼 눈과 귀
와 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

위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수업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김선우는 “상황에 따라” 수업 계획안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
로 관건은 ‘계획안’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떠하냐는 “그때그때”의 상황이었
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런 계획이나 교안 없이 수업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는 “완벽하게” “계획대로” 수업을 하겠다는 것은 교안에만 “치중”하
려는 “강박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는 “뭐를 하겠다”는 수업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있는데, 세세한 방법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시간을 고려하며” 수업을 하게 됐다. 또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
하더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계획에 따라 교안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 것이었
다. 그렇게 되면서, 그는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 ”여유가 생기게“ 됐다.
김선우: 완전히 즉흥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야. 근데 완벽하게 계획
쪽으로 치중하지 않으려고. 그게 강박관념이었어.
연구자: 어떻게 하는 게 완벽인데?
김선우: 딱 계획대로….
연구자: 교안대로?
김선우: 나는 계획대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거든. 이를테면, 몇 시
에 일어나서, 뭐하고, 약속은 몇 시에 정하고, 운전은 몇 시까지
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중간에 어머니가 뭐를
- 100 -

시키시면 완전 짜증나는 거야. 그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
히 알면서도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 어떻게 하면 애들이
통제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굉장히 ‘애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
서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애들에 대
한 공부를 하고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말도 안 되고. 1년 딱 해 보
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위의 대화문에서 김선우가 말하듯이, 그는 무엇이든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예상 가능한 것들을 사전에 최대한으로 “통제”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그는 수업도 그
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변수를 통제하여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애들
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했다. 수업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변수가 바로 학생들이므로, 학생들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계획을 세운
다면, 계획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것이 그가
심리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주요한 이유였다.
사실 김선우는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도 그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거
나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관계에 너무 서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저변에 이런 심리가 깔려있구나” 하는 것을 심리학 관련
서적을 찾아 탐독함으로써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그의 사진 작업에서 ”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게 표정”이듯이, 그가 “사진 찍을 때도 표정이나 감
정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면, 원래 심리에는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인간
심리에 대한 그의 관심이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다. 그에게
“애들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심리
학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알게 되면, 학생들의 생각에 맞추어 수업 계획
을 세울 수 있고, 결국 계획대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따라서 심리학이 그에게는 수업을 “완성을 해나가는” 하나의 방도였다.
심리학과 같이, 김선우가 수업을 완성해나갈 수 있도록 도모하는 방도는
그의 체험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하게 드러났다. 아래의 대화문을 통해 드러
나듯이, 그의 관심이 시간의 추이와 함께 변했기 때문이었다. 심리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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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기 전, 그는 교육과정과 교육공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가 소속 기
관에서 받은 연수는 대부분 “콘텐츠기획”과 같은 수업 내용에 대한 것이거
나 “마이크로티칭”59)과 같은 수업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신규 예술
강사인 그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어, 예술강사 활동 초기에 그는 “교안 작
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한 교육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다, 실제 수업을 하면서 점점 “애들의 생각”이 궁
금해지자, 교육과정과 교육공학에 있던 그의 관심이 심리학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었다.
연구자: 처음에 선우한테 교안이나 교수법은 가까이 있었어. ‘이런 게 중
요한가 보다’ 그러고. 그러면서 교육과정이나 교육공학에 관심을
가졌어. 그러다가 학생이 중간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어. “애들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아동심리에 관심을 가졌어.
김선우: 그렇지.

또한 김선우는 예술강사라는 신분으로 담당교사를 비롯하여 연구 주임교
사와 교장 및 기관 담당자와 평가자 그리고 동료 예술강사 등 다양한 사람
들과 관계하게 되면서, 그와 학생들 외에도 수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여타의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특히, ‘예술강사제도’가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예술강사의 수업이 주로 학교 제도 안에서
시행된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여러 이해관계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그는 “사회 구조”와 수업과의 연관성을 주목하게 됐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사회학으로 그의 관심이 다시 이동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와 같이, 김선우의 관심 대상이 됐던 교육과정, 교육공학, 심리학 그리
고 사회학은 공히 그가 전에는 몰랐었던 것을 새로이 알 수 있게 하는 데
에 기여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대상들에 단순히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59) 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이란 학습자의 수, 수업 시간, 수업 내용 등을 축소된 형태로 하
여 수업 시연을 하고, 영상 촬영한 뒤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을 일
컫는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참조.). 이것은 교수법 습득을 목적으로, 흔히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동료를 학습자로 삼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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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게
됐는데, 교육과정, 교육공학, 심리학, 사회학 대학원 진학 시 선택 가능한
전공 학문으로 고려됐다. 그는 관련 학과와 교수를 검색하고, 관련 서적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학문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찾고자 했
다. 만약 한 가지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전공으로 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선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다시금 깨닫게 됐다. 아래
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게는 “지식”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학원에서 “학문”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더 많은” 현장을 선택했다.
김선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하나로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거야. 나
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이게 순수 학문으로 수학이나 영
어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사실 지식이나 이런 거는 그만한 매
력이나 값어치가 없잖아. 사진처럼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 빼고
는. 그래서 사람 찍는 게 좋은 거 같아. 풍경보다는 사람한테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기실, 김선우가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넓게 보는 시각”으로 관점을 변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예술
강사로 활동하면서 학교를 포함한 실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간은 ‘홀로 존재’가 아니라 타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된 덕분이었다. 즉, 전에는 “나만을 위해” 홀로 작업하던 예
술가가 이제는 예술강사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면서, 그의
좁았던 시각이 넓어지게 된 것이었다.
김선우: 카메라의 원리들, 필름, 렌즈, 프레임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것
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근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아까
말했던 거 있지?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을까? 의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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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기서는 테크놀로지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었거든. 내가
교육학에 잡혀 있었던 느낌이 넓어지는 느낌이 생겼었거든, (중
략) ‘예술하는 사람하고 사회학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되게 다
르구나.’ 내가 사회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되게 좁다는 느낌이 드
는데, (중략) 넓게 보는 시각으로 얘기를 했어. (중략) 관점 변화
는 있었잖아. 이런 차이인 거 같아. 난 지금까지 이걸 하나를 가
르쳐주려고 했지, 이걸 다른 거랑 어떻게 연결시켜주어야 할지,
그거에 대한 희망은 없었던 것 같아. 이거는 할 수 있다는 전제
가 아예 없어서…. 그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한 거 같아.

위와 같은 김선우의 고백처럼, 그는 사진의 “고유한 특성이 우리에게 어
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기는 했지만, 사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각각 나
누어 “카메라의 원리들, 필름, 렌즈, 프레임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미시적
으로 보았다.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연결”하려는 것은 염두하지 못한 것이
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사람들과 “연
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됐고, 이러한 성찰은 수업에서도 사진의 “테
크놀로지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떻게 사진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그를 이끌었다.
또한 김선우가 더 이상 학문에서 방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의 관심이 사회학에 머물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다시 이동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2012년에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환경이 넉넉지 못한 결손가
정의 학생들과 수업을 했는데, 그 중 한 학생이 아버지를 여의고 조모와 함
께 살고 있었다. 그 학생이 어느 날 예전에 찍은 ‘아버지의 발’ 사진을 가져
와 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그 학생이 사진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렇게 매개가 되는 사진이 모종의 치유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다 누리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약간 평범
하지 않은” 장애학생들과 수업을 한 후에는 치료와 관련된 실제적인 “공부
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예술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된
강좌를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민간 협회 등에서 수강하며 실습하는 데까
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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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김선우의 관심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교육과정에서부터 예술치료
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심사는 공히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 가고자 한
그의 지향과 닿아 있었다. 그의 관심 대상의 이동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
림 Ⅲ-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Ⅲ-6> 김선우의 관심 대상 이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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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6>이 김선우의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 변화’를 드러
내는 것이라면, 그의 ‘공시적(共時的, synchronic) 변화’는 그가 동일한 시기
에 수업을 한 다섯 곳의 상이한 현장에서 드러났다. 그가 동일한 교안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 그리고 학급에 따라 제각기 “다른 수업이 됐
기” 때문이었다.
김선우: 오늘 사실은 교안이 다른 거였어. 근데, 카메라도 작동을 안 해
가지고 1반과 4반은 전혀 다른 수업이 되었거든. 그러면서 왜
나는 맨날 교안이 교안대로 안 가고, 너무 다 애드리브가 많
아지는 거야. ‘내가 교안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그런 생각도
들다가….

위의 인용문에서 김선우는 수업이 “교안대로”가 아니라 “애드리브”로 된
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까닭은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즉 그가
계획한 교안에는 없는 상황이 수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아래의 인용
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똑같이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어
떤 반은 “눈을 반짝이며” 반응이 좋은 반면, 어떤 반은 “무기력증에 빠진
것처럼” 반응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어떤 반은 되게 재미있게 하고, 어
떤 반은 보여 준 사진을 그냥 똑같이” 하는 등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동일한 학교의, 동일한 학년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수업 내용에
“관심을 갖거나 반응하는 게 다 달랐기” 때문이었다.
김선우: 근데 내가 똑같이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한 반은 너무 힘든 거야.
이야기를 하나 꺼내도 반응이 없고. 반응이나 관심인데, 관심은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일 수 있잖아. 애들이 자기들한
테 익숙한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는 아니잖아. 전혀 모르는 데도
그걸 보면서 눈을 반짝이거나 반응을 해. 근데 어떤 반은 무기력
증에 빠진 것처럼 뭘 보여줘도 반응이 없는 반이 있어. 인원수가
많으면 분위기가 쳐지면서 다들 다운이 돼. 어떤 반은 뭘 보여줘
도 반응이 좋은 거야. 그 반은 수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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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내가 준비한 것을 잘못했나?’ 그랬어. 근데 똑같은 것을 그
다음 반에서 해 봤는데, 거기서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한 차시 수업 시간이 어떤 학교는 50분이고 어떤 학교는 40분인데, 수업
시간이 더 짧은데도 김선우에게는 시간이 더 길다고 느껴지는 학교가 있었
다. 그가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더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급마다도 학생들에 따라 매 수업 상황이
달랐다. 그래서 동일한 수업 내용이더라도, 학생들의 행동이나 반응 정도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 전개되는 순서가 “애드리브”로 달라졌다. 예컨대, ‘접사
촬영’ 수업에서 어떤 학교에서는 그가 카메라의 접사 기능에 대해 먼저 설
명한 후에 학생들이 그 기능으로 촬영을 했다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피사체를 가까이에서 찍는 시도를 먼저 했기에 학생들이 촬영한 후 그 다
음에 그가 그렇게 촬영하는 것이 접사 기능이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선후가
바뀌게 됐다.
이런 까닭에, 김선우는 어느 학교, 어느 학급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에 맞
추어 그가 계획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교안을 각
각 다르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래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안이 동일한 학년이더라도 “반마다 조금씩은 달라”졌다. 각 반의 학생들
에 맞추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교안을 짤 때도 애들이랑 소통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결국, 수업은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인 거
같다”고 느끼게 됐다.
김선우: 예전에는 애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교안을 짰었는데, 애들하고 상
관없이 할 수는 없지만, 애들 발달 과정이나 지식적인 면과 관련
해서 짰다면, 지금은 애들 행동에 따라 거기에 맞추는 거 같아.
연구자: 네가 만날 그 애들의 행동?
김선우: 어, 그래서 반마다 조금씩은 달라.

또한 김선우는 동일한 수업 자료도 학생들에 맞추어 다르게 활용했다. 따
라서 아래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활용하는 자료 사진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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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 가능한
‘작품’이 됐다.
김선우: 언니가 봐도 알겠지만, [자료 사진 보여줄 때] 같은 예를 다르게
쓰고 있거든. (하하)
연구자: 같은 사진을?
김선우: 어.
연구자: 그게 예술 작품의 매력 아니야?
김선우: 근데 그게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으니
까. 그거 머리 쓰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가 잊어 먹어. 똑
같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머리 쓰다가 막….

그러한 과정에서 김선우는 “같은 수업을 한다고 해도 학생 한 명 한 명
이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 반 분위기, 담당교사의 영향력, 매일 달라지는 학
교에서의 사건들이 엮여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따라서 자신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과, 학생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통제 불가능성과 예측 불확
실성을 점차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애들한테 돌아오는 그것도 재미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애들
이 반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재미있다”고 느끼게
됐다.
그러나 김선우는 자신이 현장마다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기서는 저
렇게 했다가”하는 것이 마치 “정신분열”과 같아 “이상한 것 아니냐”며 걱정
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이, 각기 다른 현장마다 달랐던 것은 학생들의 반응
만이 아니었다. 아래의 대화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들풀중학교, 은빛고등
학교, 꿈나래학교, 누리고등학교 학생들의 반응이 제각기 달랐기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도 제각기 다른 모습이었다.
김선우: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거였잖아. 애들이 원하는 걸 찾아주고
싶다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들풀중학교에서는 애들이 자기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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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것을 조금씩 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은빛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뜨문뜨문하니까 그런 거까지 갈
여력이 없는 거 같아. (중략) ‘애들이 이것을 따라와 줄 수 있을
까?’ 하고 해 보는데 따라오는 애도 있고 못 따라오는 애도 있
고, 내가 방법적인 면에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인 거 같아.
들풀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하지 않고, 애들이 원하는 것
을 내가 제시는 해주지만, 내가 쫒아가는 입장이거든. 딸려가는
입장이 아니라.
연구자: 그런 느낌이 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거
라는 거잖아.
김선우: 어 맞아. 처음 제시는 내가 해주는데, 애들이 선택하는 영역이
더 많아지니까 거기서는. 근데 여기 은빛고등학교는 내가 하자는
대로 애들이 잘 따라오니까, 거기다가 애들이 뭘 좋아하고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좀 더 내 마음가짐이 다른 거 같아.
연구자: 분위기가 다르니까.
김선우: 꿈나래학교는 사실 이도저도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내
가 시험 당하는 느낌이야. 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래
서 궁극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 은빛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진교육 아이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소인 거 같고,
들풀중학교 거기는 하나도 틀이 없잖아. 그러다보니까 오고 싶은
애는 오고 안 오고 싶은 애는 안 오고,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하
고 싶은 거, 주제도 아니고 소재 제공해 주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학원에서 애들 지도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야. 애들이 원하는 거 이야기 들어주고. (중략) 누리고등학
교 같은 경우는, 휴∼. 걔네는, 거기도 힘들기는 한데. 이번 주는
색으로 해 보려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너무 사고하는 쪽이 아니라.

김선우는 “가르치다는 표면상 내가 하는 행동이지만, 나 혼자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해 보니까 애들한테 달려 있는 것”임을 체험하게 됐다.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학생들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수업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학생들이 원치 않으면 아무리 즐거운 활동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각기 다른 현장마다 그곳
의 학생들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수업이 되어갔다. 그렇게 수업은 매
우 현장에 의존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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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또한 학생들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이었기에, 그도 매우 현장에
의존적이었다. 그는 각기 다른 현장에서 각기 다른 모습이었으며, 동일한
현장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의 모습은 “차이가 생기게” 됐다. 이것은
“애드리브”라는 그의 표현처럼, 그때그때의 현장 상황에 그가 자신을 적극
적으로 열어 응답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
운 자신의 모습들을 마주치게 됐다. 자신이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3. 부딪히기
1) 주어진 조건: “틀에 가두는 거 같아.”
김선우는 어느 현장에서보다도 누리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교사,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다. 특히 그곳 학생들이 그의 “뜻대로 안 되
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한다거나” 했기에, 그의 고민의 중심에는 늘
누리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그는 수업은 “마법의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김선우: 이게 교안이 잘 만들어지면 누구든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거에 맞는 어
떤 특정한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상은 안 맞을 수도 있
고 되게 다양한데, 사람들은 교안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마법의 공식처럼.
연구자: 마법의 공식?
김선우: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을….
연구자: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거에 가장 절정이 누리고등학교
였던 거야?
김선우: 여기서 그런 고민이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
연구자: 애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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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애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
데, 학교 입장에서는 내가 방치한다고 보는 거고. 약간,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 같아. 아마, 또 언니랑 여기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거 같아.

누리고등학교에서 사진 수업은 1, 2학년 인지적 지체 장애학생들이 모인
특수반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이었고, 담당교사의 말처럼
학생들의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았지만, 드러나는 양상은 학생마다 각기 달
랐다. 김선우는 장애학생들과는 처음 수업을 하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하며
수업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언제나 그의 예측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가 강사인 사진 수업이라는 동일한 조건임에도, “애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학생들이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이 각
기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는 교안을 “마법의
공식”처럼 여기는 것을 의심하게 됐다. 수업을 하면서 그가 체험한 바, 동
일한 교안의 내용을 각양각색의 학생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
은 마치 학생들에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잘 만든 교안이 좋은 수업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그렇기에 잘 만
든 교안은 누구에게나 통용 가능하다는 식의 교안에 대한 일종의 맹신은
현장에서 쉽게 발견됐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학교 밖 프로그램인 사진원정대가 그러했다. 여타의 현장과 다
르게, 사진원정대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기업
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모든 재원은
후원 기업을 통해 확보됐고, 운영은 기업과는 별도의 한 기관이 담당했다.
운영 기관이 사회공헌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사진원정대와 같은 프로
그램을 제안하고, 선정이 되면, 전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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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김선우는 수업 내용, 방법, 자료 등 수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스스로
구안했다. 그러나 사진원정대에서는 예외였다. 운영 기관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교과서가 있었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차시별로 수업 내용이 정해져 있었고, 야외 촬영을 위한 출
사 장소도 촬영 주제와 함께 정해져 있었다. 사진원정대는 총 8개 반으로
운영됐는데, 반별로 촬영 장소가 시간차를 두고 겹치거나 혹은 약간 상이했
을 뿐, 그 외의 모든 내용이 어느 반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졌다.
8개 반의 담당 강사들은 운영 기관이 연구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교과서
의 진도에 맞게 차시별로 분담하여 교안을 작성하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로 수업 자료를 만들었다. 완성된 교안과 자료는 모든 강사들에게 공유됐
고, 교안 작성을 담당한 강사는 다른 강사들이 교안대로 수업을 할 수 있도
록 해당 차시 수업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선보였다. 이러한 수업 시연이 강
사들을 비롯하여 운영 기관 실무자들이 “슈퍼비전(supervision)”이라는 이름
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주된 이유였다.60)
<자료 Ⅲ-1> 사진원정대 공통 교안의 예
주제
목표

‘우리’ 역사에서 ‘나’의 역사 찾기–기록사(記錄史)
1. 역사적인 기록 자료를 통해 조상들의 기록 방식을 알고, 전통과 문
화의 전달 과정을 알 수 있다.
2. 과거와 현재의 기록 방식을 비교할 수 있고, 사진과 같이 현대
사회의 사용이 용이한 기록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3. 기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대의 비교적 용이한 기록 방법을

60) 사진원정대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보완점을 수시로 강사들과 운영 기관이 공유”한다는 목적으
로 8개 반의 담당 강사와 운영 기관의 대표 및 실무자들이 슈퍼비전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이
회의는 월 1회 개최됐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과 초반에는 강사들의 수업 시연이 주된 내
용이었다. 또한 반별로 발생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운영 기관과 해결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
러다 수업 시연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던 중반에는 8월 캠프가, 후반에는 12월 전시회가
회의의 주요 안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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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준비
(5분)

활동
(35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 자아성찰과 가치 측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
강사
학생
▷ 기록하는 삶이 아름답다? 기록(記錄)이란? ▷ 나의 일상을 기록
- 이번 주 우리는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방법을 떠올려보
합니다. 기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로 기 고, 왜 그 방법을 사
록하는 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용하는지 적어 발표한
(중략)
다.
- 여러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록하나
요? 그렇다면, 나는 내 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는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록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그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이
야기를 나눠봅시다.
▷ 기록의 역사 알기
▷ 교과서에 제시된
-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그림과 사진에서 보이
기록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러 는 모습을 그대로 표
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 기록을 했 현한다.
을까요? 그 기록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요? 교과서의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 그래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대답 중에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목적으로 활용했던 그
들의 ‘문화’들도 있었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
지 못했지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던 생활양식
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하략)

위의 <자료 Ⅲ-1>은 일괄적으로 주어진 사진원정대의 교안인데, 이처럼
수업의 주제, 학습 목표 및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강사가 학생들에게
해야 하는 말이 마치 연극 대본처럼 명시되어 있었다. 즉, 강사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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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까지 예측하고 계획한 교안이었다. 사진원정대는 주중 실내 이론 수업
이 주 1회, 토요일 야외 출사 수업이 월 2회로 이루어졌다. 김선우는 사진
원정대 외의 다른 현장인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와 학생들 간 그리고
학생들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수업이 잘 된다는 것을 체험했
다. 그래서 그는 사진원정대에서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하는, 서로를
알게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는 것이, 그게 먼저인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각기 다른 학교 출신의 남녀
학생들이 한 반에서 8개월 동안 활동하는 프로그램이기에, 학생들이 서로
친해지는 것이 그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다.
김선우는 실내 이론 수업 시간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앉아서 듣기만 하
는 정적인 방식보다 몸을 움직이는 동적인 방식이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사진 이론을 먼저 접하기보다 실제 촬영을
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설명하는 이론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에 학생들이 직접 해봐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들로 인해, 실내 이론 수업 시간임에도 그는 학생들과 근처 공원에 나가 사
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
고, 체험을 통해 사진의 실제를 접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서와 교안에는 없는 그래서 다른 반들은 전혀 하지 않은 활동
이었다.
이처럼 김선우가 사진원정대에서 제공하는 교과서와 교안대로 수업을 하
지 않았던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다. 아래 대화문의 원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원 지: 근데 선생님이 중간에 ‘이런 수업하고 싶다’는 문자 보내라고 했
잖아요. 수업 어땠냐고, 첫 수업 끝나고. ‘이렇게 수업했으면 좋
겠어요’라고 문자하라고.
연구자: 어떤 수업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달라고? 원지가 어떤 문자 보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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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 애들이 이해 못하는 거 같은데, 넘어가시는 거 같다고.
연구자: 맞아 맞아. 너무 어렵다고. 맞아 맞아 생각난다. 맞아 원지.
원 지: 그랬어요.
연구자: 그걸 반영해가지고 선생님이 교과서대로 안 했어.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서.
원 지: 교과서 별로인 거 같아요.
연구자: 다른 조는 교과서 다 따라서 했는데. 여기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고, 선생님들은 수업 있을 때만 가서 수업만 하시니까.
원 지: 그래서 오히려 교과서 안 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게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수업을 하는 선생님보다 출사를 나가시는 선생님이
훨씬 더 좋았어요.

김선우가 첫 수업부터 교과서와 교안에 없는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실내에서 이론 수업으로만 이루어졌던 첫 수업이 끝날 즈음, 그는 학생들에
게 “오늘 수업이 어떠했는지, 앞으로의 수업은 어떠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을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것은 그가 학생들의 반응에서 무엇인가 탐탁
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업에 반영하
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귀갓길에 고등학교 1학년 원지
가 “교과서의 내용이 어려워 이해를 못하는데, 진도는 나가는 것 같다”는
의견을 휴대폰 문자로 그에게 보냈다.
사진원정대의 첫 수업은 “사진 발명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한다.”라는 학
습 목표 아래, 교안에 따라 사진의 역사가 주로 다루어졌다. 교과서와 교안
에 언급된 대로, “1822년 최초로 프랑스의 발명가 니세포르 니에프스가 이
미지를 고정시키는 데 성공하고, 그러한 기술을 헬리오그래피라고 명명하면
서 사진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언급됐는데, 원지는 첫 수업부터 “엄청 갑자
기 프랑스 사람 나오고 그래서 넋 놓고 있었다”고 했다. 김선우가 보기에도
교안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어렵고 사진의 맥락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
다.”
김선우: (쉬는 시간이 되자, 진영에게 다가가) 어려워?
진 영: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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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선: (김선우에게 다가가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제 머리로
안 돼요.
김선우: 몸으로 하면 돼.

더욱이 위의 수업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론 수업 시간에 보이는 학생
들의 표정과 말은 수업 내용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했다. 김선
우는 “너희가 안 찍어보면 몰라.” “찍어보면 다 알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며 직접 촬영해 보기 전에 이론만으로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
하다고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수업 내용이 그에게도 “와닿지 않았
다.” 따라서 그는 자신도 “왜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교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할 수는 없었다. 자신도 “왜 해야 하는지 모르
는 것을 학생들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원지의 의견도
반영하여, 교과서와 교안대로만 수업을 하지 않게 됐다. 그러한 변화에 원
지는 김선우가 자신의 “의견도 반영해 주신 거 같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과서 안 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게 좋았던 거 같
아요.”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다른 반은 안 하는 거”를 그의 반에
서는 하게 됐다.
그렇다고 김선우가 교안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반은 했다
는데 우리 반은 왜 하지 않아요?”라고 묻는 학생도 있었고, 하나의 프로그
램 아래 여러 반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방식이었기에 완전히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교안이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위주로 제시되어있
는 것과 달리, 그는 관련 주제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접근했다.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맥락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취
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는 차시별로 수업의 주제를 유지하는 선
에서 개괄적으로만 교안을 적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이 만든 교안
으로 자신이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감이 안 온다”고 말하듯이 그
에게는 매우 낯선 일이었다.
김선우에게 학습 목표는 “왜 적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되게 딱딱하다
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봐 온 많은 “교사들은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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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지, 거기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저 습관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
정하고, 수업이 시작되면 칠판에 자동적으로 학습 목표를 써 놓을 뿐이었
다. 사진원정대 강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학습 목표를 문제 삼아 질문하는
강사는 아무도 없었다. 이와 반대로,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보기에 사진원정대는 교안에 명시되어 있는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주입
하려는 거”와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의아해하며 슈퍼비전 회의 때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학습 목표가 학생들의 흥미와 상관없는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추상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다른 강사들과
운영 기관 실무자들은 그가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 특히,
운영 기관 실무자들은 점점 그의 질문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선우: 사진원정대는 애들에게 무언가 주입하려는 거 같은데, 학습 목표
를 보면 애들이 모른다고 하고 거기에 도덕적으로 주입하려는
거 같아. 애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무시하는 거지.
미, 추 같은 것도 미와 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
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미일 수도, 추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사실 다 만들어진 건데, 뭐는 찍
을 수 있고 뭐는 찍을 수 없다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
고,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사진원정대의 5차시 수업은 ‘미추(美醜)’를 주제로 한 내용이었는데, 교안
의 골자는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었다. 교안
에 명시되어 있는 학습 목표는 아래의 <자료 Ⅲ-2>와 같았다.
<자료 Ⅲ-2> 사진원정대 5차시 교안에 명시된 주제와 학습 목표
주제
목표

아름다움, 미(美)의 스펙트럼을 찾아서
1. 예술적 관점에서 미의 변화를 보며, 시대에 따라 아름다움의 조건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변의 자연, 사람, 사물, 행동 등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나만의 미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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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은 전체 수업을 준비, 활동, 마무리로 나누어 세 단계로 제시했는데,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미와 추의 동의어를
찾아보고 “깊이 파묻힌 눈과 납작한 코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아프리카 기
니의 미인대회” 사례를 통해 “나라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소
개한 후, 두 번째 활동 단계에서 서양의 예술 작품과 건축물을 예시로 들어
“고대, 중세, 근현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 단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이란 제목으로 학생들이 “모든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
해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글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것이었다.
김선우는 교안의 내용으로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
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교안에는 “미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
고 설명되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딱 정해져 있는” 외부의 절대적인 기준
이 여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미의 기준은 “나에게 무슨 의
미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즉 상대적인 내부의 기준이 작동 가
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교안에는 10분간의 세 번째 마무리 단계에서만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5차시 수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50분의 수업을
관통하는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교안에 따른 수업이 분절적인 세 단계를
마치 벽돌 쌓기 하듯이 한 단계씩 거쳐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접근을 취한
다면, 그의 수업은 하나의 주제에서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오는 접
근을 취한다고 볼 수 있었다. 즉,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의 여부가 미의 기
준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부터 마치 거미줄처럼 방사형으로 수업 내용이
파생되어 나왔다. 따라서 교안이 ‘수직적 구조’의 수업을 전제한다면, 그의
수업은 ‘수평적 구조’로 드러났다. 그렇기에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 1980/2001)의 용어를 빌려 대비해 본다며, 교안은 수목적이고 김
선우의 수업은 리좀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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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Ⅲ-3> 사진원정대 5차시 교안에 제시된 미(美)의 동의어
예쁜, 귀여운, 기분 좋은, 매력적인, 상냥한, 사랑스러운, 유쾌한, 황홀한,
조화로운, 신기한, 섬세한, 우아한, 훌륭한, 웅장한, 굉장한, 숭고한, 예외적인,
멋진, 경이로운, 환상적인, 마법 같은, 감탄스러운, 정교한, 호화로운, 화려한,
최고 등

그렇기에, 교안에 따른 수업과 김선우의 수업은 다른 모습이었다. 이 둘
의 차이는 학생들이 미와 추의 동의어를 찾아 발표하는 5차시 수업의 첫
번째 활동에서부터 드러났다. 교안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들이 발표할 것이
라고 가정한 ‘미(美)의 동의어’는 위의 <자료 Ⅲ-3>과 같았다. 이것은 일반
적으로 미와 관련하여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추상적인 형용사들의 나열이었
다. 그러나 김선우의 수업에서 실제 학생들이 발표한 미의 동의어는 이것과
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나한테만 해당되는” 아름다움도 가
능하다는 것을 수업의 처음부터 언급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의 반 학생
들에게 미는 “김태희”, “원빈”, “톰 쿠르즈” 등 연예인이기도 했고, 옆에 앉
아 있는 친한 “수현이 형”이거나 “여자 친구”이기도 했으며, 먹기 전에 설
레게 하는 “치킨”이기도 했다.
김선우: (PPT 화면을 보며) ‘미와 추의 동의어’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
있어. 너희 교과서에 보면 78쪽에, 미의 동의어가 뭘까? 한번 찾
아봐. 사전적인 의미만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
의 미는 어머니다 ’ 그렇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한번 짧게 지금 써보는 시간을 가질게.
호 준: (김선우에게) 저 수현이 형 이름 썼어요.
김선우: 수현이 형 이름 썼어?
수 현: (호준이에게) 지우지마∼.
김선우: 다 썼니? 한번 발표해볼까? 이번에는 예슬이부터 돌아가면서 자
기가 쓴 것 중에 대표적인 것만 두, 세 개씩 얘기하기로 하자.
어떤 걸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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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슬: 김태희요.
김선우: 예슬이는 왜 김태희가 아름답다고 했어?
예 슬: 딱 봐도 예쁘니까요. (중략)
윤 진: 저요? 어∼ 치킨. 아름다운 거에 치킨.
김선우: (놀란 목소리로) 치킨? 치킨 진짜? 왜?
윤 진: 먹기 전에, 설레요. (학생들 박수치며 웃는다.)
소 라: 대박!
김선우: 치킨을 보면 그게 아름답다고 느껴져?
윤 진: 네. (중략)
김선우: 수현이는? 아름다운 거?
수 현: 김태희랑요. 일단 김태희 적고.
소 라: 네 여친 적었지?
수 현: (고개를 숙였다가 들며) 제 여자 친구요. (학생들 웃는다.)
김선우: 김태희가 예뻐? 여자 친구가 예뻐?
수 현: (단호한 목소리로) 여자 친구가 예쁘죠.

이처럼 학생들이 발표한 미의 동의어는 바로 “우리 안에서” 찾은 것이기
에 자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것이었다. “김태희”처럼 몇몇 학생들
에게 공통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각기 다른 동의어를 발표했다. 그렇기
에 학생들은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학습 목표의 요지인 ‘미의 기준은 절대
적이고 완전하며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김선우가 설명으로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다음 활동으로 서
양 예술 작품과 건축물의 예시 자료를 보았을 때는 아래의 수업 장면에서
소라처럼 생각할 수 있었다.
김선우: (PPT 화면을 가리키며) 에펠탑 처음 생길 때 사람들이 흉물스
럽다고 다들 반대했다는 거 알지? 근데, 지금은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오는 랜드 마크가 되었
잖아. (중략) 선생님도 저기 여러 번 갔었는데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거는 좋아하는 사람과 갔을 때 아름답다고 느꼈지, 평상
시에는 그냥 구조물.
소 라: 근데 저희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더라도.
근데 맨날 저기 있는 사람은 맨날 보는 거니까. 아름답다고 느끼
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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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그치.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 (중략)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준 것도 있는 거 같아. 저게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대표하
는 상징물로 쓰이기 때문에. 근데 시대에 따라서 그 당대에는 저
것을 아름답지 않거나 반대의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지. 이거는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의 미의 기준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 저기에 가보지 않거나 직접 보지 않으면 남이 어떻다하는
평가까지 같이 ‘그런가 보다. 파리의 에펠탑은 아름답다’라고 그
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 같아. 지금 시
간에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뭔지 찾아보도록 할게.

이렇듯이 역사적으로 미의 기준이 바뀌어 에펠탑처럼 흉물에서 랜드 마
크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고 여
기더라도 그러한 평가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아름
답다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이해했다. 또
한 수업의 마지막 활동은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에 대한 짧은 글쓰
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아래의 <자료 Ⅲ-4>는 우진이가 쓴 글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미와 미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고하면서 이해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뜻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아래 정민이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나의
미”, “두 사람만의 미”, “특정 집단만의 미”가 가능했다.
<자료 Ⅲ-4>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에 대한 우진이 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남들이 뭐라 해도 나의 미이고
두 사람만이 생각하는 미는 두 사람만의 미가 되고
특정 집단 모든 사람들이 미라 생각하면 특정 집단만의 미가 된다.
그래서 미는 뭐라 할 수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다.

사진원정대의 전체를 기획한 운영 기관 실무자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와 주제를 소개하는 강사 워크숍에서, 차시별 교안의 제목과 학습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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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면서 “추상적인 것이 멋있는 거 같아요.”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교과
서와 교안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다. 예컨대, ‘진정한 행복의 의미 찾기’가
활동 주제로 명시되어 있는 식이었다. 또한 운영 기관이 소개한 사진원정대
의 취지는 참여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
상을 보는 시야를 확장하여 자아정체성과 세계관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
도록 지원함으로써 인문학적 지식을 쌓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 창의적 미
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선우는 이러한 취지나
목적, 그것에 따라 짜인 주제 등이 아래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애들
이 자기한테 중요한 거”가 아니라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거”라
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의 프로그램에 정작 학생들은 없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점이 그를 힘들게 했다.
김선우: 애들이 원하는 사진이랑 애들이 자기한테 중요한 거를 채워 넣
는 게 중요하지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거를, 애들이
보지도 않는데 그런 거를 해야 하는 게 너무 버겁다고 얘기했더
니 [운영 기관] 팀장이 그거 다 알고 (중략)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업한테 돈을 받으려면 이 교과서로 하든 말든 그건 강사 선생
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형식상 이렇게 만들어
야 된다는 거야. 이건 진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야.
연구자: 그럼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왜 묻고 회의를 왜 해? 다 기업이 원
하는 대로만 하지.
김선우: 그러게 말이야. 회의도 우리 의견 듣는다고 오라고 한 거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기네는 노력을 했다 그것만 있으
면 되는 거 같아.
연구자: 진짜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선우: 내가 열불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각자 다 핸드폰 보고, 나랑 1반 선생님만 둘이 갑론을박하고 그
랬어.

김선우는 운영 기관에서 제시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문제시하며, 항
상 ‘왜’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사진원정대가 기업 후원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은 그의 ‘왜’라는 질문을 쉽게 무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운영 기관
- 122 -

실무자들은 그의 문제의식과 의견에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할 수 없는 모든 근원적인 이유는 후원 기업 때문
이었다.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어떠한 시도도 해 보지 않은 채,
그저 후원 기업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렇게 사진원정대
의 모든 것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후원하는 기업이 원하느냐의 여부
에 따라 결정됐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더 나은 수업을 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2) 어긋난 방향: “목적이 너무 달라.”
김선우가 예술강사로 학생들에게 사진을 가르치게 된 계기는 그가 사회
의 구성원이라고 느낄만한 변변한 “일”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
회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 그러한 욕망은 그가 소속
된 기관의 예술강사로 선발되기 위해 면접을 보았을 때, “대학에서도 강의
한 적도 있고 경력도 좋은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하게 했다. 그러나 그때의 그의 대답은 예술강사로 가르치
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미보다는 사진과 관련된 일을 특정 기관에 소속되
어 하고 싶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그에게 사진 수업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
는 일은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 형
태였기 때문이다. 그러했기에 그에게 사진 수업은 수업이 아니라 사진에 방
점이 찍혀 있었다. 따라서 사진이 예술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에서도 여전
히 목적이었다.
김선우: 보면, 내가 이거를, 애들을 가르치고 사진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목적이 다른 데에 있었던 거야, 나도.
연구자: 뭐? 예술강사로서 그런 거?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거?
김선우: 내가 후회됐다는 게, 애들을 만나는 거가 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애들을 더 보지 못했다는 게 후회가
되었거든. 애들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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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학생이 아니라…. 애들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네
들한테 와가지고, 거만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얼마나
폭력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건
데.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 것 중에 많
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가 연애를 하는 게 사랑을 하는 건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분간 못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하거
든. 그런 종류였던 거 같아.
연구자: 아∼ 사랑하는 거에 취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아니라?
김선우: 어.
연구자: 그럼, 너는 예술강사라는 이런 역할에 좀 더 그랬던 거 같아? 애
들과 만나다 그거 보다?
김선우: 그거가 좀 더 나한테 와닿지 않았던 거지. 애들과 나의 만남이기
보다는 내가 원래 사진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사진을 가지고 뭔
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교육의 형태였기 때문에, 내가 교육에 크
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게
학생이라는 존재를 별로 인정을 안 했던 거 같아.

위의 대화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선우는 사진이 목적의 자리를 점한
채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는 점차 학생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서, 수업은 ‘학생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만남’이 아닌 ‘사진’을 목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는 사실이 학생들에게는 “폭력적”이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태도를 반성하고
후회했다. 그에게 “폭력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이었다는
뜻이다. 그는 사진원정대 첫 시간에 “프랑스에서 공부했다”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그러한 소개는 꼭 필요한 내용도 아니었고 더욱이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는 있어도 학생들에게는 다분히 자랑처럼 여겨져 거만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수업을 통해, 그
의 생각은 이전과 다르게 점차 변화하게 됐다. 그러한 생각의 변화와 함께
아래의 인용문에서처럼 그의 수업에서 사진이 갖는 위치도 점차 변화하게
됐다.
김선우: 얘가 사진을 안 찍었으면 나와 그런 대화를 나눌 이유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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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발견한 것을 누구한테 보여 주거나 남길 수가 없잖아. 근
데 사진을 하니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거지. 그냥 흘러가버릴
수 있는 거를, 놓칠 수 있는 거를 붙잡아서 그걸 가지고 매개
로 쓸 수 있는 거지. 사진 자체가 대단한 거는 아닌 거 같고,
그거를 만들어 낸 애가 대단한 건데, 그거를 증명해 낼 방법이
없잖아. 내 안에 되게 많은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밖
으로 끄집어내서 누군가한테 내보일 수 있는 그게 없잖아. 말 같
은 경우는 되게 많이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뭐로 표현될 수 있
고, 그런데 반해서 사진은 되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도 뭔가 장
애 없이 얘기가 나눠질 수 있으니까 .

김선우의 수업에서 사진은 처음에 점했던 목적의 자리에서 점차 물러나
게 됐다. 대신 사진은 그와 학생들 간의 대화를 매개하는 수단의 자리에 위
치하게 됐다. 이것은 사진을 매개로 사진을 찍은 사람과 보는 사람이 쉽게
“얘기가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사진이 갖는 장점 덕분이기도 했다. ‘목적
에서 수단으로의’ 사진의 위치 변화는 그가 사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
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됐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그는 자신이
“매체 중심이었다가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며, 그의 중심이 ‘사
진’에서 ‘학생들’에게로 이동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교육의 장에서 그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매개하는 수단
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진이 전면에 대두되거나, 혹은 사진과 관련된 다른
조건이 목적이 되는 현상은 현장에서 빈번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특히, 사
진원정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사진원정대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
래의 대화문에서 주영이가 고백하듯이 거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카메라 때문에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다고 참가 동기를 밝혔다. 이
유인즉, 사진원정대가 학생 모집 때부터 단 한 번의 결석 없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고급 사양의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 카메라를 부상으로 수여한다는 것을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
은 조건은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외적 동기가 되어, 타 학교의 또
래 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든지,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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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다른 동기가 있더라도, 순식간에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심지
어, 사진 찍기에 관심이 있다든지, 사진을 잘 찍어보고 싶다든지 등과 같은
사진과 관련된 내적 동기가 발로하더라도, 이 또한 금세 빛을 바라게 만들
어 버렸다.
연구자: 이 프로그램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참가?
주 영: 학교 선생님이 추천.
연구자: 주영이를 불렀어?
주 영: 부른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해서, 제가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연구자: [반 학생들 앞에서] 전체적으로 말했어?
주 영: 네. 근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연구자: 왜?
주 영: 사회적 배려 층이 해야 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
시 불러서 된다고 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연구자: 근데 왜 할 생각을 했어?
주 영: (헤헤헤) 카메라 (헤헤헤)
연구자: 카메라 준다고?
주 영: (흐흐흐) 네 (흐흐흐)
연구자: 우리 너무 솔직하다. [카메라 때문에 참가했다고] 원지도 그랬어.

학생 처지로는 소유하기 힘든 고가의 DSLR 카메라를 사진원정대에 출석
만 하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은 학생들에게 만연해 있는 욕망이었
다. 그래서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조건인 출결 사항에 학생들은 매우 민
감했다. 운영 기관도 출결 사항을 꼼꼼하게 관리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수
학여행과 같은 학교의 공식 일정으로 사진원정대에 결석을 해야 한다면, 반
드시 합당한 결석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담당교사의 서명이 날인된 공식
문서를 운영 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보조강사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이러한 문서를 수합하여 운영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사진원정대 수업 초기에 원지는 출결 문제로 김선우와 마찰을 빚었다. 원
지는 1차시 수업 때는 다음 날이 중간고사라 시험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
로, 3차시 수업 때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라면서 결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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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인정해 달라고 그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 기관의 지시에 따라
증명 서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그는 전할 수밖에 없었고, 카메라를 포기
할 수 없었던 원지와 실랑이를 하게 됐다. 그가 한 반을 담당하는 주강사이
지만 그에게 최종 결정권이 없었기에, 결국 운영 기관 실무자와 원지가 전
화통화를 한 후에야 1차시 수업은 출석하는 것으로, 3차시 결석은 약국에서
약을 산 영수증을 제출하여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합의됐
다.
김선우: 수업은 누가하는 걸까?
수 현: 우리.
김선우: 어. 여기 와서 사진 배우고 카메라 받는 거 결과는 똑같을지 몰
라. 그렇지만 과정, 과정이 살아있는 걸 느끼면서, 과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원지가 내일 시험이라 지난주까지 계속 고민
했거든. 성적도 중요한 거잖아. 너희의 행복과 관련되는 거니까
너희가 의견을 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

1차시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원지를 시작으로 출결 사항이 문제가 되
자, 위의 수업 장면에서처럼 김선우는 1차시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전체 학
생들에게 원지의 예를 소개하면서 결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판단은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정리하여 말했다. 그러나 학
생들이 스스로 카메라를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결석은 하더라도 카메라는 받고 싶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
으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결정권을 강사에게 떠
맡겼다.
원지는 “윗사람이나 책임자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선우
가 자신의 요구에 즉각 답변을 주지 않고 “글쎄”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
자, 그에 대해 “솔직히 뭔가 막 엄청 열의에 넘쳐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
다”는 인상을 가지게 됐다. 그런 탓에, 원지는 “처음에 선생님 별로 안 좋았
어요.”라고 고백했다. 후에 그가 원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 방식을 변경
하는 모습에서, 또 출사 수업에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알고 엄청 멋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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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예요.”라며 원지가 그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됐지만 말이다.
출결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김선우에게도 골칫거리였다. 다른 강사들과
운영 기관 실무자들이 슈퍼비전 회의 때마다 “맨날 애들에게 카메라를 주
느니 안 주느니, 결석을 엄벌하게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게 막 감정적으로 상해져서”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었다. 사진원정대가
학교 밖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학생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운영 기관은 카메라를 부상으로 하는 조건부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만, 이것
은 수업이 강사와 학생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는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
사진원정대는 5월에 시작되어 12월에 학생들의 전시회로 마무리됐다. 전
시장을 대관하여 2주간 개최된 전시회는 후원 기업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들의 부모, 가족 및 친구들을 포함하여, 일반 관람자들에게도 프
로그램의 결실을 공개하는 기회였다. 특히, 전시회의 개막식은 후원 기업의
사장이 참석하는 자리여서 운영 기관 실무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
다. 마치 전시회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사진원정대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것
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8월에 캠프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자, 학생들의
사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다. 그것은 그동안 학생들이 촬영
한 사진 중에서 전시회 출품작을 선택하려다 보니, “너무 비슷한 사진이 많
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래의 <그림 Ⅲ-7>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사체를, 비슷한 카메라 기능에, 비슷
한 구도와 각도로 촬영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 반
에서도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던 것은 물론, 이 반과 저 반에서도 비
슷한 사진이 많았다. 예컨대, 고궁의 기와에 있는 동물 형상의 조각상 사진
은 어느 반을 막론하고 “그 사진 되게 많던데”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실내 수업 때는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매 차시 활동이 정해져 있고, 실외 수업 때는 일정한 장소에서 “미션”이라
는 형태로 촬영 주제가 동일하게 주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학생들의 사진
촬영이 어느 정도 규제된 탓이 컸다. 종종 학생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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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속담처럼 “한 애가 뭘 찍으면 따라서 찍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개는
“찍을 게 없어요!”라는 진영이의 하소연처럼 한정된 장소에서 주어진 주제
로 촬영을 하도록 상황을 통제한 결과였다. 그러했기에 촬영된 사진들의 변
별력이 낮았다.61)

<그림 Ⅲ-7> 학생들의 사진 촬영 모습
전시회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여 주는 사진원정대의 대미였기에, 운영
기관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신경을 많이 썼다. 4반 강사는 사진원정대에2012
년에도 참여했고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으며, 대학에서도 사진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강사는 전시회 출품작이 될 만한 사진을 촬영하겠다는 목적으
로, 12명의 4반 학생들 수만큼 사진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데려와 학생들
을 일대일로 지도하는 특별 수업을 했다. 특별 수업 후, 그 강사는 슈퍼비
전 회의에서 4반 학생들의 사진이 “평상시에는 저의 색깔만 묻어났는데” 특
별 수업에서 “일대일로 여러 명이 하니까 12명이 각각 다 달랐다. 그렇지만
가르쳐준 대학생들의 스타일이 묻어난 거 같다”고 했다. 이 말은 한편으로
누가 강사인가와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하는 것이 학생들의 사진에 색깔이
나 스타일을 다르게 묻어나게 할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드
61) 이러한 모습은 달빛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과 대비된다. 달빛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데 되게 다 다르거든.”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사진원정대와는 달리, ‘무엇
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라는 선택권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있었기에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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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냈다. 즉, 4반 강사가 학생들과 일대다로 수업할 때는 강사 1명의 색깔이
12장의 학생들 사진에 동일하게 드러났는데, 대학생들이 학생들과 일대일로
수업할 때는 대학생들 12명의 스타일이 12장의 학생들 사진에 각각 다르게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의 사진인데,
왜 강사와 대학생들의 색깔과 스타일이 묻어나는지 또 왜 학생들의 색깔과
스타일은 묻어나지 않는지와 같은 의아함과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김선우는 4반 학생들이 그 전에 촬영한 야경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다
똑같았어. 개성이 없고.”라고 평한 적이 있었다. “평상시에는 저의 색깔만
묻어났는데”라는 4반 강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더욱이 4반에서는
학생들의 전시회 출품작을 모두 학생들이 아니라 강사가 정했다. 그 강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아직 볼 줄 모른다는” 이유
에서였다. 김선우는 4반의 출품작을 보고 “애들 사진을 선택하는데, 선생님
입김이 세서 선생님 스타일이 나온 거지, 애들 스타일이 나온 게 아니었다”
고 평했다.
“색깔”이나 “스타일”은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진 촬영을
할 때나 전시회 출품작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기
회를 누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촬영되고 선택된 사진을 과연 학생들의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겉으로는 학생들의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사진이 아닌 것에 가까웠다. 학생들의 개성은 사라지고 강사의 그림
자만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제각기 다른 학생들의 얼굴에 동
일한 표정의 가면을 일제히 씌운 것과 같았다.
김선우: 다른 반은 사진을 다 선생님이 골랐다는 거야.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묵살 당했는데, 나는 끝까지 애들이랑 같이 골
랐어. 나도 ‘이게 사진교육일까?’ 그 생각을 해. 다른 반 선생님
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애들이 아직 볼 줄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좋은 사진을 전시에 걸어야지 하면서.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애들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
진을 찍은 만큼, 선택하는 능력도 대부분은 가지고 있고, 그래
서 내가 봐도 좋은 사진을, 애들이 또 그 사진을 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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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 강사가 전시회 출품작을 선택한 기준은 학생들의 사진 중에서 그 강
사가 보기에 “제일 좋은 사진”이었다. 좋은 사진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강
사’가 ‘볼 줄 모르는 학생들’을 대신하여, 강사의 기준에 맞추어 출품작을
선택했다. 그렇게 학생들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제일 좋은 사진
이 선택됐다. 그 강사에게 ‘좋은 사진’은 곧 사진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찍은 사진’을 의미했다. 이것은 전시회에서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거를
선택해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과 밀접하게 닿아 있었다.
김선우는 학생들에게 “너희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긴 사진은 훨씬 더 감
동적이거든”이라고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출품작을 선택하기를 독려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선택하고, 그 후에 선택된 사진을 그가 확인했다. 위
의 인용문에서 그가 한 말처럼, 대개 학생들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처음 선택한 사진이 거의 출품작으로 최종 결정됐다. 희정이와 예슬
이만 제외하면 그러했다. 희정이와 예슬이는 김선우와 의논한 후, 처음에
출품작으로 선택한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변경했다. 아래의 <사진 Ⅲ-4>는
희정이가 처음에 선택한 사진이었다. 희정이는 “페트병에 비친 빛이 예쁘
다”는 이유로 그 사진을 처음에 출품작으로 선택했다.

<사진 Ⅲ-4> 희정이가 출품작으로 선택한 첫 번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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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는 희정이가 선택한 ‘페트병 사진’을 보고 바로 어떤 의견을 제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희정이가 찍은 모든 사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
보더니, 다른 사진을 희정이에게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람자에게 사진이 어
떨지 생각해 볼 것’을 부탁했다.

<사진 Ⅲ-5> 희정이의 최종 출품작 ‘틈새로 비치는 빛’
희정이는 김선우의 제안을 받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첫 번째 ‘페트병
사진’으로는 자신이 빛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
모를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는 김선우가 제안한 위의 <사진 Ⅲ-5>을 최
종 출품작으로 결정했다. 최종 출품작은 희정이가 처음 선택한 사진처럼 빛
을 표현한 사진이었다. 그래서 사진을 변경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었다. 예
슬이에게도 희정이에게처럼 김선우가 다른 사진을 제안했고, 그렇게 하여
예슬이의 출품작도 변경됐다.
김선우: 예슬이가 원래 다른 사진을 전시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다른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전시하는 사진을 바꿨었거든. 그게 마음에 남
았었어.
연구자: 희정이 말고? 예슬이도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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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예슬이도 그랬어.
연구자: 네 마음에 남았다고? 신경 쓰였어?
김선우: 나는 계속 사진교육 마인드가 남아 있어서 잘 찍은 사진에 대한
내 기준이 있는데, 애들이 뽑은 사진이 아니라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진, 그런 거에 더 치중을 해서, 그러고 나서 전시를 했
을 때, 애들이 그 사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이, 뭔가 아쉽다
는 느낌을 받았었거든.
연구자: 보여줄 때, 있어 보이는 사진이어야 된다라는 게, 사진교육적인
마인드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김선우: 사진교육한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처음
에 찍은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고, 그걸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의 완성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
소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좋은 사진이지만, 뭔가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었거나, 자기는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말로도 설
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좀 더, 나는 모르고 찍
었는데 다른 사람은 거기서 뭔가를 발견해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내 역할이 그 애가 모르고 찍었는데 거기
서 뭔가를 읽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흥미로운 요소가 있으면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사진교육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김선우가 희정이, 예슬이와 의논하면서 “끝까지 애들이랑 같이” 출품작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는 학생들의 처음 선택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았던
것에 계속 마음을 썼다. 전시회에서 희정이와 예슬이가 전시된 사진을 보고
충만하게 만족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그가 받아서였다. 만약 희정이와 예슬
이가 처음 선택한 사진을 전시했더라면, 전시회에서 “뭔가 아쉽다는 느낌”
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이 전시회 이후에도 그를 놓지 않았다. 위의 대
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진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학생들에
게 제안한 그의 개입은 학생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일이 예술강사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찍은 사진에 대한 내 기준이 있는데, 애들이 뽑은 사진이 아니라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진, 그런 거에 더 치중을” 한 결과이기도 했다. 결국,
그도 그러한 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원지가 선택한 아래 <사진 Ⅲ-6>의 좌측도 김선우가 보기에 전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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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할 만한 사진은 아니었다. 전시회에는 학생별로 세 장의 사진이 전시됐
는데, 좌측 사진은 원지의 다른 출품작인 <사진 Ⅲ-6>의 우측과 비교해 보
더라도 구도나 초점면에서 “잘 찍은 사진”은 아니었다. 그러나 원지는 전시
하기를 원했고, 결국 전시회 출품작이 됐다.

<사진 Ⅲ-6> 원지의 전시회 출품작
원지는 전시회 개막식에 부모님과 동생들을 대동하고 참석했다. 전시회를
둘러 본 원지의 가족들은 원지의 출품작에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원지 어머니는 전시장에 있던 김선우와 나를 찾아와, 원지가 사진원정대를
매우 재미있게 참여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한복집인데, 사진을 찍은 줄도 몰랐어요.”라며 뿌듯함을 드러냈다. 그제야
원지가 왜 그 사진을 출품작으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사진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한복집을 찍은 사진이기에, 사진을 찍은 원지에
게도 사진을 보러 온 어머니에게도 ‘의미 있는 사진’이었던 것이다. 기술적
으로 ‘잘 찍은 사진’은 아니었더라도 말이다. 내가 원지에게 “어머니가 한복
집 찍은 사진 정말 좋아하시던데.”라고 하자, 원지는 “그걸 노린 거죠.”라며
웃었다. 그리고는 전시회가 끝나면, 그 사진을 액자 그대로 한복집 벽면에
걸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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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희정이나 예슬이처럼 네 말대로 사진을 바꿨어. 근데 선우가 그
거에 마음이 쓰였다는 거는 네가 다른 사진을 전시하자고 했을
때 왜 그 사진을 하자고 했는지 애들에게 설득력은 없었던 거
같아?
김선우: 그때 되게 시간이 촉박한데다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애
가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선택했는지는 더 주
목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연구자: 그래서 마음에 걸렸어?
김선우: 그래서 다음에는 전시를 하면 애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끝까
지 찾아서 그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김선우는 전시회에서 희정이와 예슬이를 보고 또 원지와 어머니를 보고,
어떤 사진을 전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출품작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생각했다. 결국, 그는 희정이와 예슬이, 원지가 선택한 사진에 대해 자신이
고민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됐다. 위의 대화문에서 그가 말
한 것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거”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관람자와 나누고 싶은 사진을 전시하는 것
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원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전시회에서 관람
자인 어머니와 나누고 싶은 사진이라면, 그것으로 ‘한복집 사진’은 출품작이
될 조건에 충족된 것이다. 학생들이 선택한 사진이 설령 그가 보기에 “사진
적으로” 잘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그 사진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
를 표현하며 나름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으로 그 사진은 출품작이 되
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의 한 장르로서 사진의 우수성이 출품작을
선택하는 기준의 전부는 아니며, 전시회는 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람자와의 만남, 대화, 나눔을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4반 강사가 대학생들을 데려와 특별수업을 하고 학생
들의 출품작을 모두 강사가 선택한 일은 전시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작동
한 논리에 포획된 결과였다. 김선우가 그러한 4반 강사의 행동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희정이와 예슬이에게 다른 사진을 제안하여 출품작
을 변경한 일은 분명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에게도 같은 논리가 작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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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진원정대의 전시회는 후원 기업에게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선보여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운영 기관은 더욱
‘보여 주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성과
에 만족해야 재정적인 지원이 유지되어 차후년도에도 사진원정대의 존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운영 기관의 욕망이 전시회와
관련하여 강하게 작동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출품작은 성과를 보이기 위한
전시회라는 목적에 충실히 부합되어야 했다. 결국, 전시회는 학생들을 위해
서라기보다 기업을 위한 것에 가까웠다.
전시회가 사진 수업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현상은 비단 사진원정
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현장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
시회는 흔히 작업 과정은 생략된 채, 그럴듯한 사진으로 결과만을 나열하는
‘보여주기’ 식이 되기 쉬웠다. 따라서 전시회는 사진 수업이 있기에 가능하
게 된 일종의 수업의 확장된 형태라기보다는, 반대로 전시회를 위해서 사진
수업이 있는 이유가 성립되는 식이었다. 따라서 전시회 출품작의 질은 곧
사진 수업의 질을 대변하는 것과 같았고, 수업의 질은 곧 강사의 질을 대변
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학생들의 출품작이 훌륭하다면, 학생들이 훌륭해
서라기보다 강사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인식됐다. 아래의 대화문에서처럼,
꿈나래학교에서 전시회를 본 담당교사가 김선우에게 한 칭찬처럼 그러했다.
교 사: 선생님 너무 멋져요.
김선우: 애들이 다 한 거예요.
교 사: 선생님이 하신 거죠.
김선우: 아니에요. 애들이 다 했어요.

김선우는 사진 수업이 카메라나 전시회, 학교나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목적과 수
단이 주객전도된 상황을 그가 전복하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외재적인
욕망이 강하게 작동하는 자장 안에서 그가 그러한 영향력을 피할 수도 없
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들이 충돌됐고, 그것은 일종의 압박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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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힘들게 했다.

4. 변용하기
1) 성장으로서의 변화: “균열이 생긴 거 같아.”
김선우는 다섯 현장 중에서 꿈나래학교와 누리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을 가
장 힘들어했다.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가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꿈나래학교가 대안학교이고 누리고등학교는 특수반이라는 특징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근원적인 이유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드러
나듯이, 그가 학생들과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
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비롯됐다.
김선우: [학생들과의] 관계는 없고 물질만 있는 듯한 느낌인 거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 온 것만 보는, 내가 사진보다 못한 느
낌이 들었어.

김선우는 “애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니까, 외로웠다.” 사실,
이 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현장에서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였
다. 그러나 그 두 학교에서 학생들과 단절된 불통의 느낌이 강하게 두드러
졌다. 그런 탓에 그곳에서의 수업이 힘들었다. 그러한 힘듦은 결국, 학생들
이란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전부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김선우는 지인으로부터 꿈나래학교에서의 수업을 의뢰받았을 때, 대안학
교이기에 가능할 것이라며 수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역시 일반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무래도 대안학교 학생들은 좀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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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꿈나래학교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그
가 수업 의뢰를 수락한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은 수업 초기부터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김
선우는 꿈나래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 보기는커녕, 아래의 인용문
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일반학교에서보다도 더 수업이 힘들다고 느꼈다.
그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진심으로 안하
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학생들은 “하기 싫은 것은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억지로 하는 거”로 보였다.
김선우: 여기 애들은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 같아. 대답도 잘하고 그
런데, 그게 성의가 없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지난주부터 들었거
든. 2차시 수업에서. 근데 오늘도 그랬어. (중략) 왜 그런지 모르
겠는데…. 여기 애들은 독특한 뭐가 있는 거 같아. 진심이 없다
고 할까? 따뜻함이 없다고 할까?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여기가
내가 느끼는 피로도가 더 해.

꿈나래학교에서 김선우가 기원이의 사진을 보고 “감정이 안 담겨 있는
거 같아. 너는 어때?”라고 물었을 때, 기원이는 심상하게 “그래요.”라고 답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가 “얘들아, 다음 시간
에 뭐할까?”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그저 “놀아요.”라고만 답했다. “교과가
아니잖아요.”라는 훈경이의 말처럼, “다른 수업보다” 심적 부담이 없기에 사
진 수업에서는 그저 놀 수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학생들은 사진과는
상관없이 놀고만 싶어 했다. 그러다가도 김선우의 카메라나 노트북을 보고
는 대뜸 “이거 얼마예요?”라고 묻거나 “간지다! 나도 사고 싶다.”, “그립감
쩔어!”62)라든지 “우리 반은 첨단장비가 있어서 좋아요∼.”라며 장비와 기자
재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
62) ‘간지’는 느낌(感)의 일본어 かんじ에서 파생된 일본어투 용어로 ‘간지다’는 느낌이 좋다, 멋있다
의 뜻으로 쓰인다. ‘그립감’은 영어 grip의 음차에 한자 感이 합쳐진 용어로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을 뜻한다. ‘쩔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짐작이나 예상을 뛰어넘어 대단하다
는 뜻을 속되게 이르는 동사이다. 간지, 그립감, 쩔다 모두 비표준어이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www.korea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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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김선우의 질문에 대답은 곧잘 했다. 그러나 그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을 묻는 거야.”라고 강조함에도, 그가 보기에 학생들
은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 “영혼 없는 대답”만 하고, “교과서에 있는 대
답”만 하는 것 같았다. 또한 발표 시간에 “그 다음, 누가 해볼래?”라고 물으
면, 학생들은 바로바로 손을 들고 망설임 없이 칠판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애들이 자기가 신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업에서든
발표는 으레 하는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거 같았다. 발표하는 학생에
게 집중하지 않았고, 서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마치 한명씩 발표를 모두
해야만 수업이 끝나는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빨리 해치우고자 하는 것
같았다. 더욱이 발표를 “먼저 하면 추가 점수 있나요?”라고 묻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거 해주면 이거 한다는 식”으로 보였다. 그렇게 발표는 형식일
뿐이었다. 그래서 멀리서 언뜻 보면 학생들이 대답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므
로 강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
까이서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선우: 저번에 지훈이에게 보여줬던 거는 가까이에서 찍은 물방울이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를 찍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찍거든.
학생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기 원: (종이를 접기 시작한다.)
김선우: 재미없니, 기원아?
기 원: (고개를 숙인 채) 아니요.
김선우: 너희가 그러면, 선생님이 맥이 빠져. 너희가 선생님한테 이야기
를 해주면 선생님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딴 짓하고 그러면, 맥이
빠져버리는 거 같아.
유 재: (학교 텃밭 가꾸기를 위해 잡초를 뽑아야 한다며 갑작스레 담당
교사에게 불려갔다가 교실에 들어와서는 석현이에게 가서 말을
건다.)
김선우: 사진 수업 재밌어?
지 훈: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네.
김선우: 진짜로?
지 훈: 재미가 없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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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선생님은 재미가 없어지려고 해. 왜 그런 줄 알아? 선생님이 여
기 와서 너희랑 같이 하는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되게 아쉬워.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거든. 그냥
카메라 줘서 너희들이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걸
해 보고 싶은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돼.

위의 수업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선우는 “같이 하는” 수업을 하고 싶
다고 호소했지만, 학생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는 학생들
이 “사진에서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냥 대충하
고 있으니까 그들을 더 모르겠는” 그래서 그들의 “진심을 모르겠는” 느낌이
었다. 그러다보니 자꾸 학생들을 그의 의도대로 “시키게 되는 것 같아” 마
음이 좋지 않았다. 더욱이 5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끼리 “같이 할 수도 있을
텐데도 혼자 한다고 하고”, “석현이보다 내가 더 잘 찍는다”고 하는 유재처
럼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줄도 모르는 걸 보면서” 그는 학생들
에게서 “차가운 느낌이 들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런 탓에, 수업이 시작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는 “아직 이 공간이 낯설다”고 느꼈다.
결국, 김선우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기대했던 수업이랑 약간 달랐어.”라
며,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너희 학교에서는 다른 결과, 다른 반
응이 나와서 그게 뭘까 궁금하기도 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또한 “지난
시간에 잘 안 되었던 이유가 너희들과 관계가 없었던 거 같아서 그랬던 거
같아.”라며 학생들에게 소회를 밝혔다.
누리고등학교 학생들도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활동을 하고 발
표도 안 하고 해서” 김선우는 “다음 활동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겠
다.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그에게 누
리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은 “매번 갈 때마다 처음해 보는 느낌”이 들었다. 매
차시 수업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 맥이 끊
기는” 느낌이었다. 이러한 느낌은 그와 학생들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관계가 불연속적으로 분절되기에 “매번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새롭
게 관계를 시작해야만 했다. 그래서 수업 또한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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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졌다. 그런 탓에, 전체적으로 수업에서 “발전의 느낌”이 들지 않았다.
한 차시 수업에서조차 “각 활동들이 연계가 되지 못하고 각각 활동이 떨
어지는 느낌”이었고, 학생들과 “같이 한다는 느낌이 아니야. 따로따로. 애들
도 따로따로” 하는 느낌이었다. 김선우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연결성이 없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면 그는 “마음도 안 좋고
울컥하는” 때가 자주 있었다. 그는 “선생님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진
이 좋은 거 같아.”라고 피력했지만, 학생들은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할 뿐, 서
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지 않았다. 그런 탓에, 그에게는 “소통이 됐다는 생
각이 안 들거든. 애들은 그냥 한 것뿐인” 거였다.
김선우: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 같이 하는 체험이 없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고. 내 얘기도 듣지 않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니까.

위의 인용문에서 김선우의 말처럼, 그는 이러한 현상이 수업에서 “같이
하는 체험이 없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가 없어서 나타나는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바람
처럼 되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고 그의 질문에 무슨 말이든 대
답은 하기에 표면상 강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좋은 수업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학생들이 “눈을 마주쳐도 초점이 없고 말을 들어도 깊이 듣는 것
같지 않기에” 이면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해 볼 사람 있어?”라는 질문에
“안 해 볼래요.”라고 답하는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모로 궁리했다. “애들
을 모르겠는” “애들의 코드가 안 읽혔기에” 더욱 고민했다.
누리고등학교의 교실은 모든 현장을 통틀어 물리적인 환경 조건이 가장
좋았다. 특수반 교실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여타의 교실과는 여러모로
다른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교실은 작은 운동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
어 야외에서 사진 촬영하기에 용이했다. 또한 교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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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룻바닥이었고, 교실의 구성을 그린 아래의 <그림 Ⅲ-8>과 같이, 책상 배
열도 일렬이 아닌 ㄷ자형이었다. 그 덕분에 다른 어떤 현장보다도 안락하다
는 느낌을 주었고, 그래서 수업하기에 안성맞춤으로 보였다.

<그림 Ⅲ-8> 누리고등학교의 교실 구성도
특수반은 1, 2학년별 담당교사 2명, 보조교사 1명, 대체복무 근무 보조원
1명, 총 4명이 맡고 있었다. 사진 수업 시간에 보조교사와 보조원은 항상
교실에 있었고, 담당교사들은 주로 교무실에 있었다. 담당교사들은 수업 중
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며 불쑥 교실에 와서는 잠깐 학생들을 돌아본 후에
다시 교무실로 갔다. 보조교사는 학생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선생님
한 분 내려오셔야겠어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라며 교무실에 전화
를 걸어 담당교사를 호출하곤 했고, 학생들이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선생님 내려오신다. 정신 차려!”라며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곤 했다.
담당교사가 교실에 들어오면, 지웅이는 가장 먼저 “선생님∼, 이거 보세
요.”라며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앞 다투어 지웅
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 그렇게 학생들의 시선이 김선우에게서 담당교
사에게로 금시에 옮겨갔다.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는
“이거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나 이거 맘에 들어.”라며 평가를 겸한 칭찬을
했다. 또는 학생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적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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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앉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수업 태도가 나쁘다며 혼을 냈다. 그러한
담당교사의 말과 행동은 학생들을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개입이었지
만,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학생들이 김선우의 말보다
담당교사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누리고등학교에서 2학기 때, 아래의 대화문에서 드러나듯이 김선우는 외
투도 벗지 않은 채 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잠깐 머물다
곧 떠날 ‘손님’처럼 보였다. 그만큼, 위의 <그림 Ⅲ-8>에서 본 것처럼 교실
은 좋은 환경 조건으로 물리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그곳의 분위기는 그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지는 않았다. 보조교사와 보조원, 담당교
사들이 그가 불편하다고 느끼게끔 하는 일이 잦았다. 그들은 “이거 찍어!”
라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자주 강제했고, “똑바로 앉아!”라며 태도를
문제 삼아 학생들을 자주 혼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가 보기에 학생들에게 사진 찍을 피사체를 정해주는 것은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혼낼 만큼 학생들의 태도가 나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개입은 그가 느끼기에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기에 충분했고, 그러
한 분위기는 점점 더 짙어져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김선우: 언니랑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맨날 내가 겉옷
벗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 언니가 그랬잖아. 그때 어디였더라?
누리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느 날 겉옷을 다 입고 수업을 했었다
고.
연구자: 응. 목도리도 다 하고.
김선우: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나의 지금 마음은 무얼까?’ 그걸 생각
해.
연구자: 금방 떠날 것 같은. (중략)
김선우: 내가 겉옷을 입고 수업을 할 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그
날 무의식적으로도 뭔가 나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수
도 있었을 거 같아.

누리고등학교 보조교사는 “이런 애들 말 다 들어주면 끝이 없어요.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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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라고 단호히 말했다. 꿈나래학교 담당교사도 학생들이 “선생님 간을
봐요. 그래서 잘못하고 그러면 혼내야 돼요.”라고 간단히 말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미 잘 알고 그래서 익숙하다는 듯이 학생들은 이러하다고 확언
했고, 그에 따라 조언했다. 그러나 김선우는 학생들이 왜 이러한지 도무지
모르겠기에 낯설기만 했다. 그래서 그는 교사들의 조언과는 달리 끊고 혼내
는 단호하고 간단한 방법 대신에,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알아가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김선우가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하여 무턱대고 친해져야 한
다는 당위적인 의미는 아니었다. 그는 예술강사로 활동하는 중에 한 기관에
서 실시한 ‘예술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래의 인용문에
서 알 수 있듯이 교실 수업 상황에서 친한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요구
되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김선우: 화요일 강사를 보며 배운 게 있는데, 나는 ‘저런 강사는 되지 말
아야지’ 하는 거였어. 그 강사가 우리한테 수업 시간이 2시간 반
인데, 이 2시간 반 동안에는 25년간 친했던 사람들처럼 하자고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서 해야지, 25년간 친했던 사
람들처럼 이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야.

그래서 김선우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
춰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고 싶었다. 그것은 마치 들풀중학교
사진반에서 3학년 민국이와 인범이가 1학년 태우를 처음 만났는데도,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서로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면서 사진을 매개로 자연스레
친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학생들 사이에 그와 같은 일
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특히, 꿈나래학교와 누
리고등학교에서는 그 가능성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는 학생
들을 알고자 그래서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김선우: 근데 사실은 애들하고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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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과 나와 나이 차이도 있고 내가 동갑내기와도 쉽게 잘 어울
리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더구나 애들하고 어떻게 소통해
야 되는지 그게 더 막막한데. 사진을 통해서 그것도 사진에 관심
없어 하면 더더욱 어렵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진짜 막막하거
든. (중략) 교안에 어떤 것을 할 거고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을 교안에 엮어내는 데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근데
나는 전자에 시간을 더 많이 쏟은 거였지. 그걸 애들하고 어떻
게 연결해야 된다거나 애들의 관심사와 연결하는 게 더 중요
하다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중략) 내가 노력하는 거에 무책
임한 게 원인일 수도 있고.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김선우는 학생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이 수업에서 무
엇을 다룰 것인가하는 수업의 내용만 중시했지, 학생들의 관심사를 수업 내
용으로 연결하는 것은 간과한 탓이라고 반성하게 됐다. 따라서 그는 학생들
의 성향이나 “기호에 대한 파악을” 한 후 “애들의 관심사와 연결”하여 수업
내용을 구상하고자 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은 거 같아.”라
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가 학생들의 반응을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기에 도출하게 된 시도였다.
김선우: 분명히 누리고등학교에서는, 나중에는 다른 학교에서 좋은 시너
지를 내긴 했지만, 막상 누리고등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애들 수
준에 맞춘다거나 애들의 관심이 너무 달라가지고 애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내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지 반응을 보는 게 다른 일반학교와는 너무 달
랐었거든. [누리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게 유사한 게 꿈나래
학교와 조금 비슷하긴 했는데, [그래서 누리고등학교나 꿈나래학
교에서 애들의 관심이나 반응] 그런 거에 맞추어서 수업을 하려
고 했던 게 [다른 일반학교와] 조금은 달랐던 거 같아.

그래서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김선우는 꿈나래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관심
을 갖는 것에 맞추어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을 바꾸게 됐다. 학생들이 먹을
거 이야기만 하는 것에 착안하여, 음식 사진 촬영을 통한 ‘광고 만들기’를
수업 내용으로 한 것이 하나의 예였다. 또 ‘접사 촬영’ 수업에서는 “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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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 걸 모르게 찍는 건 어때?”라고 학생들에게 제안하고는 아래의 수
업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촬영 후에 무엇을 찍은 것인지 팀별로 대항하여
맞추는 게임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곳 학생들의 경쟁적인 성향에 잘
맞는 방법이었다. 그 덕분에, 기원이는 “이겨버리자!”며 경쟁의식에 불타 여
느 날과 달리 사진 촬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기원, 지훈 팀의 접사 사진을 석현, 유재 팀이 보고 무엇을 찍은 것인지
맞출 차례이다.)
유 재: (김선우의 가방을 가리키며) 이거죠?
지 훈: 아니야.
기 원: (정답이 아니라는 의미로) 땡! 저 카메라 상자야.
석현, 유재: 아∼.
지 훈: 그래도 너희 사진이 더 쩔어.
(김선우가 석현, 유재 팀의 접사 사진을 기원, 지훈 팀에게 보여준다.)
기 원: 구멍.
석 현: 어떤 구멍?
기 원: 어….
유 재: 땡! 자동차 키 넣는 데요.
지 훈: 와!
기 원: 대단한 애들이야.
김선우: 이렇게 보니 되게 색다르지? 이렇게 찍어보니까 평상시에 사진
찍는 거랑 뭐가 달랐어?
지 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기 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요. 어려웠어요. 머리를 많이 써서
요.
석 현: 재밌었어요.
유 재: 두뇌를 많이 썼던 거 같아요.
지 훈: 재미있었어요.

누리고등학교에서는 철민이가 사진 수업인데도 “동영상 찍는 거”를 해 보
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진을 연속으로 여러 장 찍은 후 연이어
붙여 피사체가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편집 기법으로 ‘사진으
로 동영상 만들기’ 수업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누리고등학교에서는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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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애들 집중력이 짧은데 2교시 100분을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런 까닭
에, 만약 학생들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그리는
것으로” 활동이 직접적으로 사진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수업 내용을 학생들
에게 맞추고자 했다. 이렇게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현장의 수업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그 덕분에, 그는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면서 “철민이가
반응을 했던 거, 애들별로 뭔가가 조금은 그래도 달라졌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수업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았다. 김선우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고, 하고 했지만, 그 순간순간 느
꼈던 것을 가지고 다음 수업에 반영하기는 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같아.”라고 되돌아보게 됐다. 그 이유
를 아래의 인용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수업 내용을 그의 의도가 아니라
학생들에 맞추어 바꾼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정작 학생들이 무엇을 체험하
는지는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상
황에서 그나마 철민이가 의견을 냈기에 그것을 실마리로 하여 수업을 한
것이었지만, 개별 학생이 원하는 것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것이
“무책임한 거”라고 반성하게 됐다. 그가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진짜 그런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김선우: 동영상으로 했던 게 철민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잖아. 근데
철민이 이외의 다른 학생들은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확
실하지 않았었는데 내 목적은, 내 관심사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더 활동을 하는 데 몰입할 수 있을까였
던 거 같아. 근데 그게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진하고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사진이랑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고 사진
으로 동영상 만들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는 거는 아
니었지만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열심히 해놓고 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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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고 있는지를, 내가 무슨 결과가 나올지를 다 계산해놓고 나
서 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래도 중간 중간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다고 크게 이상한
길로 간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좀 다른 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애들한
테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애들한테 뭐를 주
고 있을까를 관찰하거나 발견하지는 못했던 거 같아. 그게 내
활동들의 연결고리들인데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했었기 때문에
딱히 왜 동영상을 했고 뭐를 했고 학생이 한 명이 그렇게 원했
다하지만, 그 걸로는 되게 무책임한 거잖아.

김선우는 사진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 ‘자기 것만 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로 확장되기를 바
랐다. 그가 바라는 ‘함께 하기’는 가시적으로는 수업에서 공동작을 만드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꿈나래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협력해서 찍기가 안 돼서
학생 한 명씩 관심사에 따라” 일대일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5
명 학생들의 관심사가 제각각 달랐기에 5명의 수업 내용도, 진도도 제각각
이었다.
그러나 들풀중학교와 은빛고등학교에서는 함께 하는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사실, 두 학교에서도 학생들 개인별로 “자기가 뭐 하려는 게 강
해서 처음에는 각자 했다. 그러다 같이 하기 시작했다.” 들풀중학교에서는
‘라이트 페인팅(light painting)’ 수업 때, 바닥에 엎드려 모델이 된 태우와
암흑 속에서 손전등을 붓으로 삼아 모델인 태우에게 빛을(라이트) 비추어
그림을 그린(페인팅) 민국이,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인범이 그리고 조
명을 비춘 김선우, 그렇게 모두 참여하여 하나의 작품을 함께 창작했다.63)
그렇게 하여 탄생된 공동작이 아래 <사진 Ⅲ-7>의 좌측이었다.
63) ‘라이트 페인팅’ 공동작을 창작할 때, 민국이는 나를 몇 번 힐끗 쳐다보더니 다가와서는 작은
손전등을 건네며 “선생님, 이거 들고 계세요. 선생님도 뭐 있으셔야죠.”라고 했다. 민국이는 유
일하게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내가 신경 쓰인 모양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도 모델에게 라이트를
비추게 됐고, 이로써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동작 창작에 함께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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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Ⅲ-7> 들풀중학교(좌)와 은빛고등학교(우)에서의 공동작
은빛고등학교에서는 전시회를 준비하던 수업에서 김선우가 자료 사진을
보여 주며 공동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학생들이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그래서 모델이 될 교사와 학생들을 섭외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촬
영 후, 편집하여 위 <사진 Ⅲ-7>의 우측과 같이 ‘교실 풍경’을 주제로 하나
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렇게 하여, 학생들은 공동작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
서 “같이 하는 체험”을 통해, 그의 표현처럼 “우리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를 체험하게 됐다.
그러나 김선우에게 ‘함께 하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작을 창작하
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가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
던 것은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하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수업을 함께 하기
란 그와 학생들이 공히 참여하여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바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
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함께 하기는커녕, 그
는 학생들의 말과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유도 알 수 없어 소통
이 안 된다고 느끼는 때가 잦았다. 그럴 때는 그가 수업을 혼자 “일방적으
로 다 준비해야” 해서, 결국 “내가 너무 내 의도대로 해서, 내 의도가 강해
서” 수업이 “설교처럼” 되어갔다. 그러한 수업에서는 “내가 리드하는 느낌”
인데도 오히려 “내가 없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그가 전적으로 혼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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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힘들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보기에 “애들도 힘들어 했던 거” 같았다.
그런 까닭에, 김선우가 취한 선택이 수업을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계획대로 수업을 할 수도 없고 학생들의 반응을 예
측하기도 어렵기에 빚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애들마다 다 다른데 그
때마다 내가 하는 방법들이 목표가 없이 순간적인 애드리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마치 “하루살이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도 그에게는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따라서 그
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수업이든 혹은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맞추는 수업이
든 그가 “내가 없는”, “내 모습이 아닌” 일종의 ‘소외’를 느끼기는 마찬가지
였다.
김선우: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애들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내 모습
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내가 행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김선우에게 수업의 중심이 자신과 학생들
중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어느 쪽이든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애들이 원하는 거를 해야지, 선생님들이 원하거나 사회가 원하는 거
는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했고, 그래서 “애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시발점으
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맞추
는, 즉 학생들 중심으로만 수업을 하는 것은 자신이 “끌려가는 느낌”이 들
어 불편했다. 김선우가 ‘자기 중심’에서 그의 의도대로 학생들을 끌고 가거
나, 반대로 ‘학생들 중심’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학생들에 끌려가는 것
은, 양쪽 모두 ‘일방적인’ 수업의 모습이었다. 그는 강사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즉 ‘쌍방적인’ 수업을 지향했다. 그가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든 학생들 중심이든 쉽게 일방적인 수업이 된다
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연유로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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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었고 그쪽에 치중해 있던 사람이었던” 그가 학생들의 마음이 알고 싶
어졌다. 소통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학생들의 마음을 살피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래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살피
게 됐다.
김선우: 내일 또 뭐하나? 그게 뭘 가르치나 그게 아니라, 내일 나는 무
슨 마음일까 그런 거 같아.
연구자: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네가 애들을 보는 마음이 어떨까?
김선우: 어, 요즘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없는 말을 자꾸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
연구자: 잔소리 같은 거?
김선우: 잔소리도 그렇고, 허울 좋은 얘기들, 입에 발린 말.

김선우는 “내가 마음이 좀 억눌린 상태고 ‘이 녀석들 왜 이래?’하고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면 수업이 안 되는 거 같아.”라며 자신의 마음을 살
폈고,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학생들의 마음과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점
차 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보는 그의 관점이 변
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수업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이유가 학생들이 반응
이 없는 탓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봄으로써 역지사지의 태도
로 학생들의 마음을 보게 되고, 또한 “내가 상대방과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은 그대로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따
라서 그게 변한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생각의 전환을 겪게 됐다.
그래서 김선우는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게 보이는 학생들의 행동이 어쩌
면 “방어기제”일 수 있다고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 그는 반응이 없는 것이
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반응이었던 것이다. 그가 “애들의 코드가
안 읽혀.”라고 한 것처럼 ‘자극 S에는 반응 R’이라는 도식으로 그가 독해
가능한 “코드”에 맞게 학생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기에, 즉 학생들의 반응이
그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기에,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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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과는 다르게 보게 되자, 그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드는 모습
을 에너지가 넘쳐 “다이내믹하다”고 보게 됐다. 전에는 그런 행동이 그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라는 그의 말처럼, 비슷한 상황을 다르
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그에게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김선우는 자신과 행동이나 말이 ‘비슷한’ 학생들은 납득할 수 있
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쉽게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런 탓에, 그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진을 매개로 한다고 하지만, 사진을 좋아하는
석인이나 얘기를 좋아하는 준규는 괜찮지만 다른 아이들한테는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선생님이 아닌 거 같아.”라고 반성하게 됐다. 그가 석인이나 준규
처럼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표현하는 학생들하고만 소통을 하려 했다는 것
이었다. 그러한 반성으로 인해 그는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그래
서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의 인용문에서 드
러나듯이 학생들이 “사진 찍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했다. 찍은 결과인 사진
만 보면 학생들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찍는 과정을 함께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통은 불통을 출발점으로 하며, 같음이 아니라 다름
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김선우: 애가 어떻게 찍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겠어. 그걸 보면 그 애
가 사진을 찍는 역동을 알 수 있을 거 같아. 뭐 때문에 사진을
찍고 싶은지를 알 수 있을 거 같아. 나는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찍을 대상을 찾는 편이거든. 수업 할 때도 머리로 먼
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각적으
로 찍거나 발로 [돌아다니다가] 우연적으로 찍는 사람들도 있어.
[은빛고등학교] 석인이와 준규는 아마도 나랑 비슷한 거 같아서,
그래서 그 애들이 어떤지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나랑
다른 방식으로 찍는 애들, 즉흥적으로 찍거나 그런 애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힘든 거 같아.
그래서 애들이 찍는 과정을 보면 나랑 달라도 어떤 부분을, 그
애만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해줄 말이 없는 거 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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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과적으로만 얘기를 하게 돼. 석인이가 그 꽃을 [며칠 전부
터]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었다는 말을 안했으면 [왜 꽃 사진을 찍
은 것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런 과정을 알면 사진이 다르게 보
이니까 애들이 사진 찍는 과정을 봐야 할 거 같아.

김선우는 사진이라는 결과물보다 찍는 과정에 더 주목하게 되면서, “겉
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 사람 상황 안에서 어
떤지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애들이 뭘 하든 단편적으
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고 반성하게 됐다. 그 결과, 그는 “같은 사람을 보
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관계도 달라지는 거”를 체험하게 됐
다. 따라서 “지금은 내 안경으로, 내 잣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같아.”
라며 자신의 변화를 보게 됐다. 그러면서 그와 학생들과의 관계도 점차 달
라지게 됐다.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하는 새로운 보기는 김선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
운 이해를 가져왔다. 그가 수업이 힘들고 학생들과의 관계에 서툰 것이 “내
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약하거나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지나가려면 겪어야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게 됐다. 그의 부족
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
는 자신도 다르게 보게 되어, “마음은 편안해지는 거” 같다고 느끼게 됐다.
김선우: 나는 지금까지 예쁜 도자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 같아. 그 도자기
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그릇에 균열
이 생긴 거 같아.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넣고 싶기도 했고
그릇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기도 했고. 연금술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재련을 하기도 하고 다시 굽기도 하고 연금술로 다른
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거를 변화를 시켜야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하거든. 예
쁘고 단단하지만 아무 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은 쓸 수는 없잖
아. 나는 그러기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무너뜨리고, 그런
게 힘든 일이긴 하잖아. 엄청 힘든 과정이어서 대부분은 그걸 겪
지 않고 건너 띄거나,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가 어떤 과정
을 겪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래.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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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회일 수 있는 거지.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선우는 새로운 보기가 가능하게 된 자
신의 변화 과정을 “연금술”을 비유로 들며 “예쁜 도자기”에 “균열이 생긴
거”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이 “예쁘지만 작은 그릇이었을 때”는 타자는
“방해요소”라서 타자를 “내 기준에서 평가한다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잘못
된 게 아니라 감당이 되는 거 같아. 그런 과정인 거 같아.”라고 했다. 즉,
타자의 다름을 그의 “평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됐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균열”이 생기는 것은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선우는 그
과정에서 그가 감지한 “요동치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싫었
다.” 그러나 그는 “이런 걸 겪지 않으면 평범하고 밋밋한 느낌으로 사는
거”라고, 또한 그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고 보게 됐다. 그는 “마치 동양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연금술이
그런 의미”라면서, 자신을 “담금질하고 제련하고 갈고 닦는” 것과 같은 “이
런 과정을 겪는 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에게는 타
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균열”과 같은 “변화”가 곧 “성장”이라는 것
이었다.
결국, 김선우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 너무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를
새삼 깨달아. 되게 어려운 거 같아.”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가 가르치는 일
을 하면서 타자와 만나 “균열”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배우며 성장했음을 발견하게 됐다. 또한 자기
자신에 “균열”을 내며 학생들을 이해하고자 한 그의 노력은 은빛고등학교
마지막 수업 때 그의 수업이 다른 수업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내
질문에 준규와 성재가 입을 모아 “함께 한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종국에
는 학생들에게 가닿게 됐다. 그렇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라는 그의
지향이 그의 성장으로 인해 구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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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길 찾기: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사진원정대는 ‘사진’과 ‘역사’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전체 내용이 짜여 있었다. 사진이 핵심이기에 역사는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
만, 주로 실내 이론 수업에서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고 역사를 주제
로 했기에, 고궁이나 박물관과 같은 곳이 야외 출사 장소로 정해졌다. 학생
들 중, 유일하게 사진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참가한 학생이 있었
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연성이었다. 사진원정대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역사 분야의 몇몇 저명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연성이의 표현으
로는 역사 분야의 “한국 최고봉”인 교수가 자문위원이어서 연성이는 그 교
수를 만날 목적으로 사진원정대에 참가하게 된 것이라고 동기를 밝혔다. 또
한 프로그램 중 6월에 역사학자 특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연성이는 그 날
을 손꼽아 기다렸다. 연성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역사학자가 되는 꿈을
가졌다. 항상 역사 교과 성적이 가장 좋았고, 역사학을 전공으로 대학에 진
학하는 것이 목표였다. 연성이의 역사 지식이 상당하다는 것은 역사를 다뤘
던 실내 이론 수업에서 종종 드러났는데, 연성이가 수업을 주도할 정도였
다. 역사 부분도 다뤄야 해서 부담을 느꼈던 김선우로서는 연성이 덕분에
수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그저 다행이었다.
그러나 역사를 주제로 할 때의 적극적인 모습과는 비교되게, 사진을 할
때의 연성이는 대체로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총 22차시 수업으로 구
성된 전체 프로그램이 절반 정도 완료됐을 무렵, 연성이는 “사진을 찍는 게
되게 재미있다”면서 “점점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다 8월
에 있었던 1박 2일 캠프를 전환점으로 하여, 역사에서 사진으로 연성이의
관심이 확연히 이동했고, 그것이 수업에서 가시화됐다. 강사들은 매 차시
수업 후 수업 일지를 작성하여 운영 기관에 제출했는데, 수업 일지의 ‘학생
수업 태도’ 란에 김선우가 작성한 연성이에 대한 기록은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 기록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Ⅲ-1>인데,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연성이의 사진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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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해져 급기야 장래희망이 역사학자에서 사진작가로 바뀔 정도였다.
<표 Ⅲ-1> 김선우가 수업 일지에 기록한 연성이의 수업 태도
차시 일자 수업 구분
1

5/2 실내 이론

3
4

5/16 실내 이론
5/23 실내 이론

6

6/13 실내 이론

7

6/22 역사학자
특강

8
9

6/27 실내 이론
7/18 실내 이론

10
12

7/27 야외 출사
8/3 야외 출사
캠프
/사진작가
8/17 작업실
방문
8/22 실내 이론

13
14

‘학생 수업 태도’ 란의 연성이에 대한 기록 내용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으나, 사진의 역사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음. 이날은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
고, ‘당구’라는 취미를 발표할 때는 즐거운 표정을 지
음.
흐릿한 사진과 흔들리는 사진을 잠시 헷갈려 함.
야외 촬영을 즐거워함.
막내 학생들을 챙김. 아직 이름은 몰라 ‘친구’라고 부
르며 연락처를 물어봄. 캠프에 대한 관심이 많음. 장
기 자랑을 위해 힙합 댄스를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를
함.
특강 후반에 조금 힘들어 했지만, 꿈이 역사학자라
그런지 강의를 경청함. 자진해서 18세기 문화적 배경
에 대해 질문하고, 000 교수님을 만나 즐거워함. 마
음이 들떠 있었는지 사진 촬영에는 집중을 못했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알고 있는 지식도 다양함.
의궤 및 기록 문화유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공
유함.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많아 자기가 찍힌 사진을 좋
아함.
친구들과 어울려 단체 사진 찍으며 즐겁게 촬영함.
조별 대표로 나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모델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000 작가님
의 작품과 카메라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임.
남학생들과 장난스런 모습으로 티격태격하지만, 수업
과 사진에는 진지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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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9
21
22

8/31 야외 출사 사진에 관심이 많아 다양하게 시도해 봄.
사진 공모나 사진원정대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으며 사진에 대한 열의를 보임. 원래 역사학자가
9/5 실내 이론 꿈이었으나 사진작가로 바뀌었음. 눈이 안 좋아 초
점 맞추기를 어려워하고,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으
나, 최근 들어 가장 열심히 하고 있음.
10/5 야외 출사 다양한 피사체를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며 노력함.
시간이 지날수록 남다른 노력을 보임. 초반 사진에
10/10 실내 이론 비해 촬영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나 표현하려는 의
지가 많이 보임.
야외 출사 평소 존경하는 작가를 만나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
임. 상대적으로 촬영할 때는 집중하지 못함. 그래도
10/19 /사진작가
작업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던 듯이 적극적으로
방문 질문을 함.
10/31 실내 이론 사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활동도 열심히 함.
11/14 실내 이론 스스로 촬영한 사진과 쓴 글에 만족도가 높음.

연성이는 사진원정대 참가로 인해 역사학과에서 사진학과로 진로를 변경
했을 뿐만 아니라, 김선우의 평으로는 사진 실력도 많이 발전됐다. 아래의
대화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연성이가 스스로 평하기에도 초기에는
“되게 못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력이 점점 나아져 10월에 있었던
이태원에서의 야외 출사 수업부터는 “제대로” 찍게 됐다.
연 성: 초점도 하나도 안 맞고 다 이상한 거 밖에 없어요.
연구자: 초반기 때? 그때 사진 보면 어때?
연 성: 그때 사진보면 되게 못 찍었다는 생각이…. 내 흑역사.64) 제대로
찍은 건 이태원 이후부터.
연구자: 아 거의 후반기, 그때 이후부터 감 잡았어? 연성이가?
64) ‘흑역사’는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뜻하는 명사로 비표준어. 국립
국어원 우리말샘 누리집 https://opendict.korea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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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성: 네. 그때쯤부터.

내가 사진 실력이 향상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연성이
는 “하나를 찍을 때 노출이나 기능을 다양하게 해 보면서 는 거” 같다고 답
했다. 그리고는 “그것도 그렇지만, 사진이 좋아졌어요.”라고 덧붙였다. 연성
이는 사진이 좋아져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뭐를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겠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라며 자신의 변화를 말했다. 사진이 좋아지자, 실력
이 향상됐다고 했다.

<사진 Ⅲ-8> 김선우가 소개한 연성이 사진
이태원에서의 야외 출사 수업 후 그 다음에 있었던 실내 이론 수업에서,
김선우는 이태원에서 찍은 학생들의 사진 중에 몇 장을 선별하여 전체 학
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 그는 “선생님도 이렇게 찍은 거 처음 봐!”라고
하면서 위의 <사진 Ⅲ-8>을 소개했다. 그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에 대해서는 “빛이 밝은 거와 어두운
거가 톤이 부드럽게 그러데이션 되는 게 잘 산 거 같아.”라며 간단한 평을
덧붙였다. 그 사진은 연성이가 찍은 것이었다.
연성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사진이 “인정받는다”고 느껴 기분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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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순간이 전체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연성이에게 “가
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남게 됐다.
연구자: 연성이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
연 성: 제 사진 보여줄 때요.
연구자: 아, 거의 후반기?
연 성: 네.
연구자: 왜?
연 성: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연구자: 선생님이 좋은 사진이라고 뽑은 거라서?
연 성: 인정받는다는 게 좋았어요.

연성이는 사진원정대와는 별도로 10월쯤 한 시민단체에 소속된 ‘청소년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다. 사진원정대가 끝난 후에도 “고3 전까지는” 그 동
아리에서 사진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었고, 사진학과 진학
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김선우는 연성이가 사진학과로 진로를 변
경하겠다고 했을 때, 연성이에게 “역사는 어떻게 하고?”라고 물었다. 연성이
의 대답은 “그거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였다. 역사는 ‘잘 하는 것’
이지, ‘하고 싶은 것’은 사진이라고 했다. 김선우가 기록한 위의 <표 Ⅲ-1>
에서 볼 수 있듯이, 연성이는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한 관
심과 하고 싶은 사진을 접목한 것인지, “패션 사진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
다. 사진원정대의 마지막 날 나는 연성이에게 사진이란 무엇이냐고 물었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제 연성이에게 사진은 매우
중요하게 됐다.
그러나 연성이 어머니는 사진으로의 진로 변경을 반대했다. 이유는 연성
이의 역사 성적이 전교 상위 1% 안에 드니 역사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유
리하다는 점, 그리고 갑작스런 연성이의 변화가 변덕이라고 여긴 점, 더욱
이 사진 전공이 장래 직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연성이는 “반 년
동안 계속” 어머니를 설득했고, 그러한 노력에 어머니의 반대가 “좀 수그러
들었다.” 그러다 12월 전시회에서는 “잘 찍었어.”라는 칭찬을 어머니로부터
- 159 -

듣는 정도까지 인정을 받게 됐다.
사진원정대가 끝난 후, 연성이는 김선우에게 동아리가 주최한 사진 전시
회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알려왔고, 한 고등학생 힙합가수의 앨범 작업을 했
다면서 사진을 보내왔다. 그는 연성이가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마
음”은 알았지만, “근데 얘가 자기가 좋아서 찾아다니고 전시하고 앨범 재킷
찍었다고 알려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얘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상상조
차 못했거든.”이라며 놀라워했다.
김선우: [연성이] ‘얘가 뭔가 캐치하는 능력이 빠르구나!’ 그 생각은 잠깐
들긴 했는데, 얘가 계속 이 길로 나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
었거든. 언니말대로 나는 그거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보지는 못하는 거 같아.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다거나 내가 어떤
영향력을 애들한테 주고 있다는 거를 생각은 못했던 거 같아.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선우는 그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연성이가 사진원정대가 끝
난 후에도 사진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한 거는
걔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건데”라면서, 연성이의 변화를 순전히 연성이의
공으로 돌렸다. 그러나 연성이가 사진을 좋아하게 되고 사진에 열성을 가지
게 된 데에는 그가 미친 영향도 컸다. 왜냐하면 아래 인용문이 드러내는 일
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성이는 노출이나 구도 등 사진의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진의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도 그에게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었다. 연성이는 “남들이 정해놓은 주
제에 맞춰서” 흔하게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결
국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법을 그에게서 배
웠다. 그러한 과정에서 연성이는 사진과 친하게 됐고, 사진을 좋아하게 됐
다.
김선우: 어버이날 컨셉에 맞춰서 사진 찍는 건데 [연성이] 얘가 남들이
정해놓은 주제에 맞춰서 사진을 찍느라, 정작 자기 생각 없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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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사진을 찍는 거야. [찍힌 사진에 가족
모습이] 그냥 화목해 보이는데 [사진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별로 화목하지도 않고 되게 피상적인 느낌의 사진, 그냥 부모,
자식이 나왔지 거기에서 아무 것도 안 느껴지는 사진을 찍어서
그것에 대해 [연성이와] 한참 얘기를 하고 다시 찍은 걸 보여 달
라고 해서 두, 세 번 얘기해서 그중에 사진을 골라서 전시를 했
었던 거였거든. 그 다음에 [연성이가 나한테] 사진을 보내고 “선
생님 어때요?”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감을 못 잡
다가 점점, “네 생각에는 부모님이나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해? 지금 네가 찍은 사진에 그게 보여?” 얘기했는데, 안 보인다
는 거야. 뭘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네 어
머니를 찍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어머니를 찍었어. “그 중에서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 보여 주고 싶은 느낌이야?” 그랬더니, 어
머니의 따뜻함이래. “그중에서 어떤 사진이 제일 그렇게 느껴
져?” 그랬더니, 딱 하나를 고르더라고. 그게 내가 보기에도 괜찮
은 사진이었거든.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다른 가족을 찍을 때도
처음 찍을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김선우는 학생들과 사진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그
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
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학생들을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을 “도와
주는” 자리에 위치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는 학생들이 주도하고 자신은 그들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간과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기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미치
는 힘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영향력이 상호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앞의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성장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의 변화를 도왔다.
특히, 김선우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를 “따라서” 하는 학생들
의 모습에서 잘 드러났다. 그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따라서 찍거나,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그러했다. 아래의 대화문에
서 볼 수 있듯이, 연성이는 자주 그가 한 말을 자신의 말인 냥 “똑같이” 했
는데, 연성이처럼 학생들은 그의 행동과 말을 모방하면서 사진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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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모방하는 것은 과거 그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도 그의 “선생님들”을 따라서 하면서 사진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리하여, 사진을 배우는 학생이었던 그와 그에게 사진을 가르쳤던 “선생님
들” 그리고 이제는 사진을 가르치는 그와 그에게서 사진을 배우는 “학생들
이”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여 모방을 통해 교차되게 됐다. 그는 이러한 교차
를 연성이에게서 자주 발견하게 됐고, 연성이에게서 사진을 배우던 자신의
옛 모습을 가장 많이 보았다.
김선우: [학생들인] 다른 사람이 어떤 걸 했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거 같
아. 연성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껴지는 게, 연성이한테 내 모습
을 제일 많이 보거든. 그래서 쟤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한 얘기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근데 그거
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거 같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 [그
렇게 하면서] 입을 떼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연구자: 네 얘기를 연성이만 들은 게 아닌데, 연성이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건 자기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건 걔가
선택한 거니까, 걔가 그쪽으로 뭔가 있으니까 너의 얘기 중에 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한 거겠지.

연성이는 사진으로의 진로 변경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빨리 설득할 요량
으로 “당장 대회 같은 데에 나가서 뭔가 보여 주려고 그렇게 조급해했다.”
김선우는 연성이가 진로를 바꿀 만큼 사진에 “그 당시에는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얘를 응원해주는 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런데 좋아하니까” 연성이가 사진을 좋아하니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방
법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그는 생각 끝에, 연성이보다 사진이라는 길을 먼
저 간 선배로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 “뭐가 나한테 중요했는
지 얘기해줄 수 있는 정도”밖에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남이 중요한 게 아
니라 자신이 중요하다”는 말을 연성이에게 강조했다. 그 말이 그가 연성이
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다.
사실 그 말은 김선우가 연성이에게 한 것이었지만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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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그가 자신에게 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연성이에게 그 말을 하
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상기시켰다. 그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말이었기 때
문이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연성이처럼, 그도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른 점이라면,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이 연성이에
게는 사진이고 그에게는 수업이라는 것이었다. 연성이가 사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 “조급해한” 것이나 그가 낮은 수업 평가 점수를 받고 “상처
받은” 것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남이 중요했기에 초래된 결과였다.
자신이 중요했다면, 조급해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었다. 아래의 인용
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선우는 그것을 “흔들린 거”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연성이에게 강조한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는 말은 중심
을 잃고 흔들린 연성이와 자신에게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흔들
리더라도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었다.
김선우: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 고, 내가 연성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
수업을 한 건 아니지만 나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떤 잣
대로, 점수로 수치화돼서 평가가 되니까 상처받는 건데, 그거 보
면 나도 남한테 인정받고 보상받기를 원했었나봐. 내가 흔들린
거지.

김선우는 연말이 되면 소속 기관으로부터 그의 수업에 대한 평가 점수를
고지 받는데, 그의 평가 점수는 전체 예술강사 대비 “하위 10%”에 속했
다.65) 누리고등학교에서 일 년간의 수업이 마무리되기 얼마 전, 그는 평가
결과를 받게 됐는데, 담당교사의 평가 점수가 매우 낮았다. 누리고등학교는
그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하며 수업을 한 곳이었기에, 평가 결과가 쉽게 납득
65) 총 평가 점수는 학생만족도 점수, 담당교사 점수, 수업 계획안 및 수업 일지 점수의 합산이었
다. 평가의 목적은 “건설적”으로 수업의 질 향상에 있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술강사의 학교 배
치와 수업 시수 배정에 있었다. 상위 점수를 받은 예술강사가 학교 선택과 수업 시수 확보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선우가 보기에, 이러한 평가 방식은 “예술가들
한테 학교 현장에서 예술교육을 하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는 무색하게 하고, 점수에 따라 “예
술강사를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을 드러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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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더욱이 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그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납득이 가는 이유라면 마지막 수업에라도 반영하고 싶었기 때
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담당교사에게 평가 점수에 대해 문의하게 됐는데,
담당교사는 그가 “애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누리고등학교에서 담당교사와 보조교사는 “빨리 해!”라며 학생들에게 활
동을 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시를 잘 따랐다. 모든 수
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하는 보조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대신하는 경
우도 많았다. 가위로 사진 오리기를 할 때나 스케치북에 사진 붙이기를 할
때, 보조교사는 자주 학생들을 대신해서 했다. 어떤 때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도, 서둘러 대신하곤 했다. 교사들은 “엄청 잘 찍었어.” “아, 진
짜 훌륭하다.” “어, 멋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더욱이 학생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습관적으로 하
는 칭찬으로 보였다.
그러한 교사들의 말과 행동과는 대조되게, 김선우는 학생들에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애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다 어느 정
도 해놓고 완성만 하게 하는 게 애들한테 큰 의미가 있을 거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하게
했다. 또한 아래의 인용문에서처럼, 그는 만약 어떤 학생이 하기 싫다고 하
면, 당장은 하지 않게 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김선우: 동기화를 하기 이전에 애들한테, 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
고, 자기와 안 맞으니까 싫어하는 애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애들이 진짜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놔두려고. 나는 해줄
수 있는 거는 계속 제공해주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주는데
[애들의] 관심을 끄는 거를. [그렇지만] 하라고 이제 안 시키려
고. 애들이 와서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놔두는
게 나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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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선우가 이러한 태도를 초기부터 보였던 것은 아니었다. “예술은
마음이 동해야지 하는 거”임에도, 학생들을 하라고 “시키는” 자신이 모습을
성찰하게 되면서, 결국 그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전에 “주입식”으로
했다고 반성한 후에 보인 변화된 태도였다. 또한 그가 강요에 의해 사진 찍
는 것을 자신도 싫어하기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
기도 했다. 그가 싫은 것처럼 학생들도 싫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
나 담당교사는 이러한 김선우의 태도를 “애들을 방치했다”라고 보았다. 그
는 학생들을 “기다려 주고 놔두는” 것이었지만, 담당교사는 그가 학생들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보았다.
김선우: 누리고등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내가 방치했다고 느꼈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은 못하는 애들, 내가 동일한 과제를 줬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다고 그 선생님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애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
같아.
연구자: 네가 잘 안 가르쳐줘서?
김선우: 준비를 얘에 맞춰서 준비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연구자: 일대일로 했었어야 하는데 각양각색으로?
김선우: 그 선생님의 마인드라면 종이 사진 인형 오려가지고 그거 가지
고 찍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가위질을 못하는 얘한테는 이거를
오려서 주고, 가위질하는 얘한테는 직접 오려서 하게 해주고, 그
런 방식으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전혀 가위질을 못하는 애는 아니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
세스가 되어 있을 때에는 내가 얘가 가위질만 하게 만든다는 거
는 이미 다 내가 만들어놓고 얘가 가위질을 해서 완성하는 거잖
아. 마치 반제품처럼.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
라 내가 거의 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이미 다 찍어서, 얘가
그 작업만 해서 완성하게 만드는 거잖아.
연구자: 근데 그 얘는 가위질만 못한다면?
김선우: 근데 그 선생님은 얘가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연구자: 가위질을 네가 해줘서 어쨌건 완성을 해라?
김선우: 어. [완성도] 못하고 나는 거의 비슷하게 얘랑, 얘랑 거의 비슷하
게 처음부터 자기가 직접 그려서 하게 하니까…. 내가 근데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방치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얘가 왜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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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연구자: 그거를 안 물어봤다?
김선우: 어. 얘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전날 약을 먹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가위질을 못해서 안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
한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안 한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나
도 에너지가 딸리니까 그냥 “그래, 그럼 하지 마.”했던 그 부분
이 방치인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하게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주고서 완성을 해야지, 그거를 준비를 안 했다는 거를 그
선생님은 방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같거든.

위의 대화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담당교사와 김선
우의 의견이 달랐다. 담당교사는 장애학생이라는 전제에서 활동을 할 수 있
는지와 없는지에 따라 학생들을 둘로 나누고,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는 김선우가 대신해서라도 수업의 결과물로서 “완성”을 해야 한다고 보았
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담당교사는 그가 학생들을 “방치했
다”고 보았다. 이렇게 담당교사에게는 수업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완성”이 중요했고, 그것이 곧 좋은 수업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담당교사가 낮은 점수를 준 이유를 알게 되자, 김선우는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담당교사의 의견을 곰곰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
았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말하는 방치와 내가 생각하는 방치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는 어떤 학생이 활동을 하지 않으
면 왜 그런지 이유는 살피지 않고 그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담당교사와 다른 의미지만 결국 “방치”한 것이었다고 반성하게 됐
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그가 밝히고 있듯이, 학생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승인만 하고 그 이유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러한 의미에서 “방치”했다는 것이었다.
김선우: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수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는
되게 달라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뭐가 옳고 나쁜
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고,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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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는지…. [누리고등학교] 여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선택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얘한테 반제품을 주지는 않을 거 같아.
근데 얘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 같아.

그렇다고 김선우는 담당교사가 “방치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즉 담당교사
의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
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교수자가 ‘보조하는’ 방식이 아
니라 교수자의 설계도에 의해 만들어진 “반제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쉽
게 “완성”만 하게 하는, 그래서 “선생님은 뭐든 다 해줘야하는” ‘돌보는’ 방
식이 그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담당교사가 원하는 방식은 수업을 학
생들과 “쌍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에게는 맞지 않았으며, 그것은 “선
생님이라는 위치가 되게 일방적인 거”로 여겨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을 원하는 것은 비단 누리고등학교 담당교사만은 아
니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 평가를 위해 김선우의 수
업을 관찰한 “30년 경력의 교장 선생님”도 그와 같은 방식을 그에게 요구하
기는 마찬가지였다. 학교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이 공통적으로 그러했다.
김선우: 애들이 사진 찍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 그거 할 때
애들 능력에 맞춰서 해야 할 걸 나누어서 주잖아. 그 교장 선생
님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가 밑그림을 하고 애들한테 분담을
해주는 게 더 낫다고. 근데 나는 잘하든 못하든 애들이 한다는
게 중요하거든. 일단은 찍고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애들끼리 의논
하고 하면서 작품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데, 그 선생님은 내가 다 정해주라는 거야. 그 과정에서 ‘왜 우리
가 이렇게 하는지’, ‘이전에는 각자 찍었는데 같이 하려니까 잘
안되는구나!’ 같은 것도 애들이 느끼고, 자기네가 그 상황에서 문
제점을 발견하고, 다른 팀한테 자기들이 겪은 문제점을 말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볼 때는 우왕좌왕하고 작품도 완성
도 안 되니까, 내가 밑그림을 다 그리라는 거야. (목소리가 격앙
되며) 그럼, 애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부품만 조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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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가 다 완성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김선우가 학생들의 활동 ‘과정’에 주목했다면, 교사들은 활동 ‘결
과’인 작품 “완성”을 중시했다. 그는 “완성”만을 강조하는 “이런 구조가 만
들어진 게 문제인 거 같다”고 비판적으로 보았지만, 바로 그러한 구조가 그
가 학생들을 “방치했다”라고 보게 하는 이유가 됐고, 결국엔 그의 평가 점
수를 하위권에 속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 그는 “나름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잣대로, 점수
로 수치화돼서” 낮은 점수로 부정적인 평가가 “반복되니까 화살이 나한테
오는 거 같다”라고 느끼게 됐다. 그가 시도하는 방법이나 노력, 최선은 틀
린 것이라며, 교사들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하라고” 그에게 명령하는 것 같
았다. 그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받는 느낌이 너무 싫었다.”
그러나 김선우는 그러한 강요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데도”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라면’이라는 가정하에 그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조언을 수
용하려 했다. 예컨대, 그는 친근감의 표시로 학생들에게 반말을 하기도 했
는데, 한 평가자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니까 교사랑 똑같다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남이 볼 때 반말로 얘기하는 게 안 좋으니, 애
들한테 존댓말을 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자가 내세운 학생들에게 존댓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탐탁하지 않았지만, “한번 해 보자 하고, 그러면 더
나아지는지 그래서 이번에 계속 존댓말로” 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발
견하게 된 것은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나 표정”으로 학생들과 얼마나 소통하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였
다. 더 나은 수업은 단순히 존댓말을 사용한다고 담보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표정이나 행동과 같
은 비언어적인 표현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서 그는 학생들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따라서 그는 학생들의 미세한 표정, 작은 행
동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렇게 소통하
는 것에서 그가 학생들과 함께 “있는 이유”를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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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옛날에는 애들이 “선생님 좋아요. 재미있어요.” 같은, 말로 하는
걸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분위기나 표정이나 그런 걸로 [학생
들이] 이해가 되는 거 같아. 우리 반 애가 끝나고 안 가고 미적
거리는 게, 그런 분위기가 뭔가 오고가는…. 옛날에는 애들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일방적이라고 느꼈던
게, 말로 오고가는 게 있는 게 선생님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거
든. 내가 물었는데 애들이 대답을 안 하면 ‘나를 무시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무슨 감처럼 다른 이유가 보이는 것 같아.
애가 하고는 싶은데 생각 중이라거나, 살짝 웃는 거에서 좋아하
는 걸 안다든지 그런 거, 내가 있는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 같
아.

따라서 김선우는 학생들의 비언어적인 표현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것은 그가 모든 현장의 수업 일지를 수업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던 것에
서 점차 “애들 한 명 한 명 관찰 일지처럼” 쓰게 될 정도로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된 덕분이기도 했지만, 아래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가 학창 시절에 겪은 “비슷한 경험”을 참조하면서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
력한 덕분이기도 했다. 그렇게 과거의 학생이었던 그의 모습과 현재의 학생
들의 모습이 다시 교차됐다.
김선우: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는 거 같긴
해, 예전보다.
연구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애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왜,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네가 좀 더 물어보고? 근데 확실히 하기 싫다고 하는 애
를 억지로 하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
이 있는 거잖아. 그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 같아? 네가 진짜
그렇게 해 봤더니, 애들한테 강요를 해서 했더니,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아니면 선우가 학생일 때, 네가 너무 그런 게 싫어
가지고?
김선우: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근데 그게 나의 경험인 거잖아. 애들의
경우를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반응을 할
때를 더 잘 아는 거 같아. 애들이 지금 싫어하는 표정인지, 좋아
하는 표정인지,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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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거 같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선우는 담당교사나 전문 평가자의 조언을 수용하
려 했지만, 그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예술강사에
게 필요하다며 연수에서 줄곧 소개됐던 “마이크로티칭”이나 예술강사가 갖
춰야 한다며 줄곧 강조됐던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도 지겨워. 선생님들마
저 로봇으로 만들려는 거 같아.”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에게는 정작 “사람은
다 빠져버린” “기술적인 코칭”으로 보였기 때문이었고, 시선은 “애들을 다
보라든지, 애들에게 존댓말 써라”와 같은 조언도 예술강사들을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가 보기에는 “맨날 하는 레
퍼토리”에 불과했다.
그래서 김선우는 자신이 직접 부딪히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길은 그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비록 그의 방식이 교사들이 보기에는 “그게 세련된 방법으로, 아니면 되게
일관된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지만” 말이다. 또한 그의 방식은
사전 계획이나 준비한 대로가 아니라 실전에서 “카오스처럼 혼란스러운 상
태”에서 “수정”을 거듭하기에 “불확실”하지만, 결국 더 나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따라서 그는 “선
생님은 인격적으로도 완성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즉 “예전에는
나를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바뀌게 됐다.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렇
게”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그의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게 됐다. 그 덕분에 김선우는 학교나 기관의 “교육관이나 가치관”에, 즉
외부적인 요인에 “줏대 없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와 같이 “뚝심을 키워야” 한다거나 “심지를 굳혀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김선우: 내가 점수를 못 받고 나서 기분이 되게 나빴었잖아. 자존심이 무
너졌었잖아. 근데 그렇다면 내가 기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수
업을 했었던 건가? 그게 아니었잖아.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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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뚝심을 키워야 하는 거 같아.

또한 아래의 대화문에서 드러나듯이 김선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흔
들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학생들과의 “상호작
용”과 “관계”라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됐다.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김선우: [누리고등학교에서] 이 선생님의 어떤 가치관이 내 수업이나 애
들한테 자꾸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애들이나 내 수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관심인 거지. 그
선생님이 내 수업에 대해서 방치라고 생각하는 거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관심은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아마도….
연구자: 어딜 가나 있을 거라는 거지? 학교라면?
김선우: 어. 교육관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거가…. 다른 사람들과 같
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뭐로 기준을 삼아서…. 근
데 [그런 교육관이나 가치관] 그게 애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수업에서의 관계는 아닌 거 같아.

따라서 김선우는 그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과 친밀한 “상호작용”
이 가능한,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
그가 “이제는 발을 띠어야 하는구나.”라며 사진원정대를 그만둬야겠다고 결
정하게 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사진원정대는 학교 밖 프로그램임에
도 또 다른 학교의 형태를 띠고자 했고, 더욱이 프로그램의 특성 상 학생들
보다는 후원 기업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 반의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그러한 이
유에서였다. 물리적으로 학생 수가 많으면, 그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관
찰하며 학생들과 깊게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장애가
문제는 안 되니까, 장애학교는 개별학습이잖아. 그래서 더 나은 거 같아.”라
며, 수업하는 학교 수를 대폭 줄여 장애학교 딱 한 곳에서만 수업을 하겠다
고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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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사실 내가 [예술강사 활동] 이걸 하길 참 잘했다고 느끼는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나마 연성이나 그런 애들을 보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들을 만났겠어? 그 생각을 하면 또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선우가 예술강사 활동을 “하고 싶어지
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은 그가 만난 연성이와 같은 학생들이었다. 이처
럼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위해서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했던 처음
의 동기와는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제 그에게는 기관에 소속되어 번듯한 일
자리로 하는 예술강사 활동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학생들과의 만남이 그
가 사진을 가르치는 가장 큰 동기가 됐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내가 진짜
교육하고 싶으면, 학생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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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술강사로 ‘다시’ 살기
지금까지 Ⅲ장에서 살펴본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를 드러내는 ‘발견하
기’, ‘드러내기’, ‘부딪히기’, ‘변용하기’라는 네 가지 주제리듬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드러냈다. 그것은 첫째, 하나의 주제
리듬이 드러날 때 마치 단독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주제리
듬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발견하기가 주제리듬으로 드러날
때, 이것은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주제리듬보다 강도(intensity)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드러내기, 부딪히기, 변용하기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발견하기와 비교했을 때 여타의 주제리듬은 강도가 약해 두드
러지지 않은 것뿐이었다. 즉, 강도의 차이로 인해 두드러지진 않을지라도
모든 주제리듬은 잠재적으로 늘 함께 있었다. 또한 이미 살펴보았듯이, 네
가지 주제리듬은 각각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일화66)를 통해
기술됐지만, 그렇다하여 하나의 주제리듬이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발견하기가 김선우의 예술강사 활동 초기에만 있었던 것
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변용하기가 초기에는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즉, 네 가지 주제리듬은 단절되어 개별적으로 있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언
제나 공동으로 혼재된 채 있었다.
둘째, 주제리듬은 시간의 물리적인 선후에 따라 순차적이고 필연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곡선이 순환되거나
역순환 되는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교차되어 주제리듬이 발생하게 됐다는
점이다. 즉, 앞서 네 가지 주제리듬은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를 총체적으
로 관통할 수 있는 내러티브 구성을 위해 차례로 기술됐지만, 그렇다하여
66) 일화란 밴 매넌(van Manen: 1990/1994: 159)에 따르면 “가려져 있는 의미를 드러내” 주며 “독
자들로 하여금 연구자가 연구하는 현상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가 어떻게 전유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이근호, 2007: 56) 생생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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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주제리듬이 순차적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먼저의 주제리듬은 다음의
주제리듬을 발생시키는 데에 긴밀하게 연결되긴 하나, 먼저와 다음의 순서
가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곡선은 왜 교차되게 됐을까? 김선우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규정되는 예술가와 예술강사라는 두 정체성의
‘사이’에서 예술강사로 되어갔다. 그 ‘사이’에서는 A 또는 B(either A or B),
즉 예술가 또는 예술강사 중의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A이면서 B(A and
B), 즉 예술가이면서 예술강사라는 혼종된 정체성이 있었다. 그러한 ‘사이’
에서 그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두드러질 때는 예술강사의 정체성은 상
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반대로 예술강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할 때는
예술가의 정체성은 약했다. 또한 예술가와 예술강사의 정체성이 시너지 효
과를 드러내기도 했다. 즉, 예술가와 예술강사라는 정체성은 혼재되어 있으
면서 어느 쪽이 더 드러나느냐에 따라 서로 갈등-상생하는 긴장이 있었는
데, 그것은 강도의 차이였지 하나의 정체성만 남고 다른 하나는 사라지는
소멸은 아니었다. 따라서 예술가와 예술강사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차이를
갖고 드러나다가, 두 정체성이 교차되어 만나는 지점들이 발생했다. 바로
그러한 교차점67)에서 주제리듬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예술가와
예술강사의 경계가 모호한 ‘사이’의 지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예
술가와 예술강사의 드러난 강도의 차이가 있었기에 주제리듬이 발생하게
됐다.
67) 리듬은 흐름을 나타내기에 다분히 동사(動詞)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
기를 리듬에 비유한다는 것은 ‘예술강사 이기’라는 명사적 사고에서 ‘예술강사 되기’라는 동사
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데에 적절하다. 그런데 주제리듬은 흐름을 나타내는 리듬 곡선의
교차점에서 발생한다. 흐름에서는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체험의 소용돌이 속에 놓
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을 살펴본다는 것은 흐름 속에서 부유하
다가도 잠시 발을 딛고 서서 그 체험이 무엇인지 보고 그 의미를 찾는 일이다. 그러므로 동사
이기만 한 리듬과 달리, 주제리듬은 동사이면서도 명사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동사(리듬)
와 명사(주제)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는 엄밀히 말
해 리듬보다는 ‘주제리듬’으로 포착되기에, 동사보다는 ‘동명사(動名詞)‘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
합하다. 요컨대, 되기의 영어 becoming이 동명사인 것처럼,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를 드러내
는 주제리듬은 동명사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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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여 발생하게 된 네 가지 주제리듬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두드
러진 강도의 차이가 있었다. 요컨대,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를 드러내는
네 가지 주제리듬은 그가 예술강사로 살아가는 총체적인 체험 속에서 뒤섞
여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해, 상호 의존하고 침투하며 착종되어 있다가, 강도
가 높은 주제리듬이 특정하게 부각되면, 그 주제리듬을 축으로 다시 조합되
고, 조율되어, 조성이 바뀌면서 다양한 변주(variation)가 있었다. 마치 풍경
에서 무엇을 전경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배경이 달라지듯이 말이다.
주제리듬이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김선우의 예술
강사 되기 체험이 내러티브로 구성됐기 때문이었다. 즉, 김선우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체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했
다. 그러한 반복은 비유컨대, 실마리를 찾아 실타래의 실을 풀었다가 다시
감는 것과 같았다. 그가 “차이가 생기는 거 같아.”라고 말한 것처럼, 그때와
지금, 거기와 여기가 교차되면서 반복은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서로 다른 이야기는 연결되어 하나의 내러티브로 구성될 수 있었다.
이것이 그가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예술강사로 ‘다시’ 살아낸 과정이었다.
여기서 그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예술가로서 예술적인 체험을 통해 ‘예술
가의 눈으로’ 교육을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고, 예술강사로서 교육적인 체
험을 통해 ‘예술강사의 눈으로’ 예술을 다시 보게 됐다는 뜻이다. 즉, 예술
강사 되기의 과정 속에서 그는 예술강사로서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이야기
를 통해 체험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그가 이전에 보았던 교육과 예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그의 ‘다시’ 살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살펴볼 김선우의 예술강사로 ‘다시’ 살기는 첫째, 그의 ‘교육’68)
의 해체와 재구성 둘째, 그의 ‘예술’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나뉘어 분석될 것
이다. ‘교육’의 해체와 재구성을 다룰 1절은 예술강사로서의 그의 변화와 성
장을, ‘예술’의 해체와 재구성을 다룰 2절은 예술가로서의 그의 변화와 성장
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로써 결국,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는 그에게 학
68) 김선우가 보는 교육과 예술로 그 의미의 범위를 한정하기에, 작은따옴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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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노정이었음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1. ‘교육’의 해체와 재구성: 예술가의 눈으로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과 활동 초기에, 김선우는 교육에 대해 다분
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학창시절을 통해 체험한 “교육”
때문이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그는 “한국의 사진교육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김선우: 한국의 사진교육에 대한 반감이 있었거든. 내가 배운 사진이
나…. 어떤 선생님은 항상 사진을 보고 “이 사진 좋죠?” 어떤 선
생님은 “사진은 발로 찍는 겁니다.” 그런 주장만 하시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연구자: “발로 찍는 거죠?”가 무슨 말이야?
김선우: 막 돌아다니라고, 내가 그런 반감 때문에 나는 돌아다니지 않겠
다고 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 나는 알아야지 사진 찍는다
고 알아야지 보인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 지금은 그 선생님 말
이 알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변했지만….

김선우가 사진교육에 반감(反感)을 갖게 된 이유는 그가 보기에 “판에 박
힌 사진작가로서의 롤 모델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
한 주입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가졌던 “사진에 대한 애
정”을 “반감”시켰다. 그래서 그는 학창시절에 “하라는 거 반대로만” 했다.
김선우: 처음 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노출 수치를 막 외우게 하거든. 그게
이해가 없이,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외우게 시켰어. 그런 것 때문
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애정이 반감이 되는 거야. 나
는 내가 가르치는 얘들한테는 적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김선우가 예술강사로 선발되고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할 무렵,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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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던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가 보기
에, 예술교육을 주장하는 대개의 사람들이 “예술을 교육을 위해 써야 한다”
고 했기 때문이었다. 즉, 예술을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고, “나는 예술가!”라며 정체성을 공고
히 했다. 그는 “예술에서 교육을 뺏으면 좋겠어.”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예
술과 교육은 상충됐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김선우는 그가 예술
강사로 교육의 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래의 대화문에서 드러나듯이 점차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
는 여지를 볼 수 있게 됐다.
김선우: 언니랑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그거가 달라. 내 마음 속에 예전에는 뭔지도 모르게 불
만에 가득 찬 게 많았어. 처음에 언니한테 나는 교육이 되게 싫
다고 그랬었던 거 같아. 싫은 게, 다 뭉뚱그려져서 그냥 싫은 거
야. 그런 분위기만 조금만 나도 싫은데, 언니랑 얘기하면서 이게
세분화되고 어떤 거가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좋고, 내
가 교육 일을 하는 거는 뭔가는 좋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
좋은 거는 간직하게 되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 [교육이] 활발
하게 일어나는 일을 하고, 그런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
는 거야. (중략) 지금은 어떤 게 좋은지 분간이 되고 좋은 거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나한테 명확해지고 그렇게 하
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는 아직 서 있진 않지만 뭐가 없는 상황에, 예를 들면 돈이나 목
적의식 있는 기관에서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가 분리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 거라면 나의 마음
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느낌이 생기는 거 같아.
연구자: 교육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돼서 그런 거라는 거네?
김선우: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가 언니랑 얘기하
면서 [교육의 좋은 점과 내가 교육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점
이] 그게 뭔지 분리가 되는 거지.

김선우에게 이 연구에 참여한 것은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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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된 계기가 됐다. 이것은 예술강사 되기에 대한 그의 체험을 내러티브
로 구성해가면서, 그의 체험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을 반복한 덕분이었
다. 그러한 반복을 통해, 예전에 그는 교육을 “뭉뚱그려서” 보았다면, 이제
는 “세분화”해서 볼 수 있게 됐다. “뭉뚱그려서” 볼 때는 그저 “불만에 가
득” 차 있었는데, “세분화”해서 보게 되자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의 좋은 점
들이 드러나게 됐다. 차이가 생긴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교육의 “좋은 거”
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을 하고 그런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
게 됐다.
이렇듯이, 내러티브 구성을 위해 체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그
렇게 함으로써 체험을 살고 다시 사는 반복은, 들뢰즈(Deleuze, 1968/2004)
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재현의 재생산에 그치는 ‘헐벗은 반복’이 아니라 해
석의 지평을 넓혀 의미의 차이를 생성하는 ‘옷 입은 반복’이었다. 따라서 여
기서 ‘다시’는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며, 차이의 생성이 반복됨을 의미한
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김선우의 ‘교육’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틀을 넘어 창의성을 향해: “너희들 마음대로”
예술강사 활동을 하면서 김선우는 늘 고민을 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
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느낀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했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
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민은 그가 교수자로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면해야 하는 내재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성격을 달리하여, 둘
째는 그가 사진을 가르치는 예술강사로서 하지 말아야 하거나 또는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민은 예술강사인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는 조건과 관련된 외재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내
재적인 사안과 외재적인 사안을 아래의 대화문에서와 같이, “수업”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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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것들”이라고 구분했다.
연구자: 그동안 네가 수업을 해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대면하게 되는
거 같은데….
김선우: 어. 내가 받은 교육과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 나는 수업 하나
만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 신경 쓰고 눈치
보게 되니깐,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아.

김선우의 구분처럼 외재적인 사안은 “수업”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이지
만, 그가 외재적인 사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신경 쓰
고 눈치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수업”에까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업”과 관련된 내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아 힘이 들지만 그래도 기꺼이 고민을 감당하는 반면, “그
이외의 것들”과 관련된 외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 자체를 괴
로워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생각과는 여러모로 충돌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위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내재적인 사안에 대한 고민은 “내가
받은 교육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 “내가 받은 교육을 답습하지 말자”라는
그의 지향과 맞물리는 것이지만, 외재적인 사안에 대한 고민은 그의 지향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았다. 즉, 그가 학습자로서 학창 시절 학교에서 체험한
“교육”을 교수자로서 그가 답습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그렇다면, 외재적인
사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기에, 그가 어려움을 느끼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결국 외재적 사인인 “그
이외의 것들”이 어떻게 내재적 사안인 “수업”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도
록 하자.
김선우가 예술강사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 기관이
신규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를 이수해야 했다. 연수를 수료한 후
에야, 첫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연수에서 아래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
듯이, 우선적으로 학교라는 제도에 맞는 “양식”을 익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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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연수 프로그램 책자에 쓰여 있는 이름을 가리키며) 이 교수님이
사진교육 관련해서 정부에 말하는, 교안 작성하고 그런 것을 기
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많이 하셨는데, 장학사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행정적인 룰들, 계획서 짜고 그런 일도, 그런 일이 굉장
히 힘드셨대.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하는데, 학습 목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교안 짜는 거] 하는 데 시간이 되게 오
래 걸렸어.
연구자: 학교에서 쓰는 용어로 쓰는 게?
김선우: 어. 장학사나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양식을 맞추는….

사진 예술강사가 학교에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로, 사진은 국
악, 연극, 영화, 무용 등의 분야보다 늦게 시행됐다. 김선우에 따르면, 사진
분야가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사진학과의 대학교수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
데, 대학인 고등교육 기관에서 사진을 가르칠 때와는 달리 초중고등학교에
서는 기관에 맞는 “용어”로 “행정적인 룰”을 따라야 해서 “학교 제도권 안
에 있는 양식을 맞추는” 데에 많은 힘을 쏟아야했다고 한다. 그렇게, 제도
권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사진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구축됐고,
그도 그것을 따라야만 했다.
김선우가 따라야 하는 학교 제도권의 “양식”이란 단순히 그가 작성해야
하는 수업계획서인 교안이라는 서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양식”은
학교에 맞는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 ‘수업 내용’을 적합
하게 계획하는 것과도 관련됐다. 이러한 “양식”은 그에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제시되어,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았다.” 즉, 학
교의 “양식”은 곧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과 연결됐다. 그래서 수업 내용
이 금지 사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아래의 대화문에서
드러나듯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학교 밖의 “야외에 나가서 찍
는 것도 하지 말라”고 제한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주
제”는 아예 애초부터 “하지 말라”고 제한됐다.
연구자: 직접적인 수업 관련된 내용도 그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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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어, 문제가 될 것들, 예를 들어 야외에 나가서 찍는 것도 하지
말라, [학교에서] 지원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연구자: 안전 문제 때문에?
김선우: 어, 안전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주제나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 얼굴 못생기게 해서 찍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애들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굴욕
사진 그런 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애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셨어.

위의 대화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업 내용에 대한 금지 사항은
학생들에게 “안전 문제”와 같은 물리적인 “상처”나 “굴욕 사진”과 같은 심
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피하고자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은 첫 수업 시작 전부터 김선우에게
제시됐기에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를 “처음부터 숨 막히게 해
서 답답”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마치 정답처럼 정해져 있어, 더 나은 답
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선우: 이를테면, 내가 그때 [교안에] 썼던 거 하나가, 애들이 사진을 찍
을 때 V자나 웃으면서 찍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못생기게 찍어보는, 예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사진 찍
어보는 그런 계획을 썼었어. 내가 표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데, 교수님이 안 된대. 그런 상황이 되면 부모님들이 싫어하신대.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되가지고…. 또 예를 들면, 가족사진을 찍
는 거는 하면 안 된대. 결손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았어. 막상 내가 학교 나가니깐, 지금은
그 교수님들이 말하셨던 것에서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 하는
범위가 생기긴 하는데, 그때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
라” 하는 게 많아서, 이 교수님들이 초등학교에 나가서 직접 강
의하시는 게 아니니깐…. 처음부터 숨 막히게 해서 답답했었어.

또한 금지 사항은 연수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제시됐다. 김선우가
예술강사로 활동한 첫 해,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청각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담당교사는 시청각실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쓰레기 나오는 건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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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부했다. 시청각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이기에, 청소의 책임소지
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초등학생인 “애들이 지저분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담당교사의 금지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듯이, 금지 사항은 학교에서 무엇이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학교의 “양식”
의 측면에서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수업의 측면에서는 마치 ‘구더
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속담처럼, 수업 내용에 있어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작용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이 외재적인 사안의 전부는 아니
었다. 금지 사항과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도 있었다. 요구 사항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술강사의 ‘행동 지침’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평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먼저, 학생들을 대하는 태
도와 관련된 예술강사의 행동 지침을 살펴보면, 그것은 대개 “단편적인 것
으로 화법이나, 멀리 쳐다본다거나, 애들을 고루 쳐다본다거나, 손동작을 어
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다 통괄해서, 애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식으로 요
구됐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 지침에 대해 김선우가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매뉴얼
처럼 제시됐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예술강사의 태도와 관련된 행동 지침은 두 가지의 요구 사항과
연관됐는데, 첫 번째는 ‘수업을 재미있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수업에
서 학생들의 동기 부여가 중요하므로 흥미 유발을 위해 수업을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래서 김선우도 아래의 대화문에서처럼 고민하기도
했다.
김선우: 전에, 나는 마술을 배울까? 레크리에이션 수업을 들어볼까? 그랬
는데….
연구자: 애들 재미있게 해주려고?
김선우: 그러고 나서, 누가 수업을 하는 것을 보는데, 완전 퍼포먼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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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TV] 예능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저건 교육이 아
닌 게 딱 보였거든, 내 생각에. 그래서 그 생각은 접고…. 그런데
흔들리기도 했어,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것
은 아니었는데, 어려운 길은 가기 힘드니까, 그냥 간단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구나 하는 게 보여 가지고….

학생들의 동기 부여는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김선우가 보기에 “마
술”이나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것은 선택하기 쉬운 간편한 방법일 뿐 수업
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학생들의 동기나 흥미를 지속시
키기는 어려웠다. 수업 내용과 연결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단순한 재미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가 보기에는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사
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에 재밌기도 하겠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의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발
견하는 일은 “마술”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선택하는 일보다 “어려운 길”이
지만 말이다.
예술강사의 태도와 관련된 행동 지침의 두 번째 요구 사항은 ‘규율을 따
라서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학교 제도에 맞게 “규율을 잡아서” 학생들을
대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예컨대, “군대처럼” 학생들을 “줄 맞추게 하고 눈
감게 시키는” 등 “규율이 엄격히”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담당교사가 김선우
에게 학생들이 “말 안 들으면” “벌점”준다고 “협박”하라고 하거나 “지정좌
석으로” 해서 “말 안 듣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
는 “그러기가 싫었다.” 그래서 담당교사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규율이 심한” 교사에게 익숙해진 학생들은 김선우가 교사와는
“다르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규율을 내
세우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심하다 싶으면 “너희들 계속 이러면 교실로 돌
려보낸다. 이러면 선생님이 준비해 온 거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큰 소리
를 치며 규율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때서야” 규율에 길들어진 학생들
이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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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수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에게 작동했고, 그것은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하지 마라!”고 할 정도
로 그의 태도를 바꿔놓기도 했다. 그는 학교에서 “규율”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의식적으
로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규율”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다르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고등학교 담당교사는 그가 “규율
을 잡아서 학생들을 집중하게 해야 하는데 풀어주었기” 때문이라면서 “애들
을 방치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그가 요구된 행동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
는 것은 곧 부정적인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됐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업을 재미있게 하라’ 및 ‘규율을 따라서 하라’는
등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예술강사의 행동 지침과 관련된 요구 사항
이 있었다면, 평가와 관련된 요구 사항도 있었다. 이것은 아래의 대화문에
서 알 수 있듯이, 촬영한 사진부터 수업 태도까지 학생들을 ‘평가하라’는 요
구였다.
김선우: 담당 선생님께서 애들을 상, 중, 하로 평가해 달라고 하시는 거
야. 근데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거긴 학생 수도 많아서 카메라도
둘이 하나로 하고 모둠 활동으로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 평
가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나한테는 평가라는 게, 되게 어
려운데…. 내가 대학 강의할 때도 그게 가장 어려웠거든. 평가는
공정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사진 찍히는 애도 중요하고 사진 찍
는 애도 중요한데 누구한테 점수를 더 줄 수도 없고, 구도가 좋
다고 좋은 사진이라고 점수를 더 줄 수도 없고, 뭐가 기준이 될
수 있냐는 거지. 형빈이는 오늘 보니깐 연기를 잘 해. 근데 사진
은 좀 못 찍어. 내가 만약 ‘사진은 못 찍는다’라고 평가한다면,
나중에 그걸 형빈이가 보고 ‘아, 나는 사진 별로구나’하면서 사진
과 멀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 학교에선 뭐든지 다 평가를 하는
거 같아. (중략)
연구자: 뭐를 평가하라는 거야? 사진을 평가하라는 거야?
김선우: 사진도 그렇고, 애들 태도도…. 근데 사진은 활동하는 거라서, 사
실 얌전한 애들보다 장난기 많은 애들이 자꾸 시도하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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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찍거든. 근데 뭐를 기준으로 평가하냐는 말인지….

김선우는 “평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그러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
이지 못했다. 그에게 평가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학생들
의 사진을 평가한다는 것이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즉 학생들이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나, 또는 사진에 대해 “중요한 피드백을 하
기 위한 방법으로”, 즉 학생들이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표
현할 수 있게 조언을 하는 계기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애들을 줄 세우
고, 점수 주고” 하는 식의 서열화를 위한 것이라면 “평가를 할 수가 없어.”
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그러한 요구 사항을 따를 수가 없었다.
김선우는 서열화를 위한 점수화된 “평가”를 요구하는 교사를 보면 “예술
교육을 왜 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었다. 더욱이 그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당부하기에,
그의 생각과 그러한 “평가”를 하라는 요구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김선우: 너희들이 그림을 볼 때, 사진을 볼 때, 이게 100점짜리, 10점짜리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건데, 나는 내가 좋
아서 사진 찍은 건데, 이걸 점수를 매길 수가 없잖아. 그치? 그
러니깐 너희들이 다른 사진 볼 때도 내 사진을 찍을 때도 당당
하게, 다른 사진 볼 때도 존중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학생들의 사진을 평가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평가
하라는 요구도 김선우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말처럼, 사진을 찍는다
는 것은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다른 수업에서라면 산만하게
행동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사진 수업에
서는 오히려 추천할 만한 수업 태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보기
에 학교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학생들의 사진과 수업 태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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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가 평가와 관련된 요구 사항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평가 결과로 인해 섣불리 판단하여 “사진과 멀어질 수 있
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즉, 잘못하면 “평가”가 학생들의 잠재성을
차단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김선우에게 제시된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과
“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그 정당성이 확
보됐지만, 그가 보기에는 오히려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금지 및 요구 사항을 그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
다. 닮고 싶지 않은데도, 어느새 “다른 교사처럼 되어가는 거 같아”라고 느
끼게 됐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학생들을 통해 인식하면서 성찰하게 됐지만, 다른 방도를 찾
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너희들 마음껏 뛰면서 놀아라!”고 했
는데 “체육선생님”은 운동장에서조차 학생들에게 “왜 떠드나!”고 혼을 냈기
에, 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애들이 장난
치고 떠들고 그러는 게, 애들다운 건데”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조용히 해
라.” “자리에 앉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선우: 애들한테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조용
히 해라.” “자리에 앉아.”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 생각해 보니, 맞
아. 선생님은 그런 말하기 싫으니 되도록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
들한테 말은 했는데…. 사실 사진이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앉으
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조용히 해라.” 하는 것도 다른 반
수업에 방해될까봐, 그게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지. 사실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 거 괜찮은데, 다른 반 수업에 신경 쓰
이니까…. 지난번에 애들한테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받고 밖에 나
가게 했는데, 너무 조용해서 가봤더니 옆 반 선생님께 혼나고 있
더라고….

김선우는 예술가가 된 것이 “틀을 깨고자 하는 이탈적이고 체제에 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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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게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그가 예술강사로 학교라는 제도 안
에서 “룰이나 시스템”을 따르도록 금지되고 요구받다보니, 점점 그것에 맞
추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갔고, 스스로도 그렇게 변한 자신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가 받은 교육과는 다르게 하고 싶
은데”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외부적 환경 및 조건 안에서 “다르게” 시도
하며 신조를 지키기란 녹녹치 않았다.
김선우가 따라야 하는 금지 및 요구 사항은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
은 아니었다. 그것은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금지 및 요구 사항과도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금지 및 요구 사항을 잘 따라, 결국 지켜야 하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 규율이나 규범”이었는데, 그가 잘 지키고 있는지의 여
부는 바로 학생들을 통해 판가름이 났다.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학
생들도 “제도나 시스템, 규율이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시된
금지 및 요구 사항을 잘 따라야만 했다.
물론, 김선우가 “제도나 시스템, 규율이나 규범”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그가 수업에서 다양하게 시
도해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었다. 즉, 외
재적 사안이 내재적 사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제도나
시스템, 규율이나 규범”이 학생들에게는 “원래 애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을 시간이 지날수록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 예술교육으로 달성
해야 한다고 사회가 주창하는 창의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금지하거나 요구하고, 금지나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혼
내는 일은 학교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선우가 보기에 학생
들을 혼내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혼내는 일로 인해 만들
어진 분위기가 이후의 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
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더욱이 사진 수업은 학생들이 “느낌을 말하
는 수업”이기에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만약 그가 학생
들을 혼내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기가 죽어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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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표현하기는커녕 아무 말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업 자체
가 되지 않았다.
김선우: 내가 큰 소리로 혼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아무것
도 못하잖아. 다른 수업 같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기 죽어도
수학문제 풀고 그럴 순 있지만. 느낌을 말하는 수업인데, 애들
이 기가 죽어서 아무 대답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수업이 되겠어?
목요일도 애들이 기가 죽어서 대답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
이 안 되더라고. 결국, 10분 정도 남았는데 교실로 돌려보냈어.
내가 이번에 소리 지르고 혼내고 그랬으니깐, 애들이 ‘아, 이 선
생님도 까다롭구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유롭게 안 하고 그
럴까봐….

김선우는 사진 수업을 “느낌을 말하는 수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래의 수업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김선우: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이 사진은 뭐야?
학생들: 사과.
김선우: 사과지? 근데, 어떻게 보여? 사과가?
지 은: 비 맞은 거 같아요.
김선우: 어, 물방울이 있어. 그리고 또?
현 지: 이슬이 있어가지고….
수 정: 평화로워 보여요.
김선우: 평화로워 보여?
진 애: 외톨이 같아요.
김선우: 다 다르지? 우리 느낌이 다 다르지? 정답은 없지?
학생들: 네.
김선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찍으면 되고, 다른 사람 사진도 그렇게 바
라봐 주면 돼.

위의 장면에서처럼 사과를 찍은 사진 한 장을 보고서도 어떤 학생은 “평
화로워” 보인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외톨이 같아”라며 상반된 느낌을 말
했다. 이렇듯이,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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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진 수업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김선우가 학생들에게 “수학문제 맞추
는 거”와는 달리, “사진은 정답이 없어”라고 강조하는 이유였다. 그렇기에
그는 학생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그리고 사진을 볼 때도 그들의 느낌을 자
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아! 이런 사진
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결국 사진
수업이 학생들의 “시각을 넓혀”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거나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느낌을 말하는 수업”으로서의 사진 수업에는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기
에 충분했다. 더욱이 학생들은 그러한 금지 및 요구 사항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길들여진 학생들이 김선우의 표현으로는 “기가 죽어”
있는 학생들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가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
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해도 돼요?”라고 물으며 그
의 허락을 구했다. 그의 허락을 얻은 후에야, 학생들은 안도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허락을
구하고, 친구의 의견을 더 높이 평가하고, 눈치를 보고, 흐지부지 넘기려
하고, 자신감과 습관의 문제인 듯합니다만, 더 생각할 문제 같습니다.(수
업 일지에서 발췌.)

그래서 김선우가 위와 같이 수업 일지에 쓴 것처럼, ‘승인된 행동하기’에
익숙한 학생들은 교사가 보기에는 말 잘 듣는 착한 학생들일지 몰라도 그
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일종의 “장애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해도 돼요?”라고 묻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학생들은 “습관”처럼 반복
해서 그의 허락을 구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해도 돼요?”라는 질문을 ‘하
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금지하게 됐다. 이러한 금지는 학생들이 틀에 얽매
여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것은 “학생들의 행동에서 나온” 것으로, “조용히 해라.” “자리에 앉아.”와
같은 기존의 금지 사항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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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위한 금지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
한 금지였다.
또한 김선우는 그의 승인을 구하는 질문을 금지한 것과 더불어, 학생들에
게 또 하나의 금지 사항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찍은 사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금지였다. 필름 카메라와 달리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을 찍은 후에 바
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진의 삭제도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가능하다. 따라
서 학생들은 쉽게 사진을 찍고 쉽게 삭제했다.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수업에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그가 보기에 쉽게 사진을 삭제할 수 있
다는 것은 이점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삭제하지 않는다”라는 금지 사항
을 제시했고, 그러한 금지 사항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말했다.
김선우: [다른 학생들이] 비웃는 거 때문에 삭제를 해. 그 다음부터는 사
진 찍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냥 찍었어도 놓치는 것들이 있
으니까,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내 취향대로만 하면 못 보는
게 있으니까, [삭제하면] 취향대로만 가니까….

김선우에 따르면, 타자의 평가가 두려워 사진을 삭제하면 결국 사진을 통
해 자유로운 표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삭제의 기준이 촬영자가
아니라 타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설령 타자가 아니라 촬영자의 기준에 따라
사진을 삭제한다고 해도, “취향대로만” 하면 취향에 속박될 뿐 취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또한 사진을 통해 자유로운 표
현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기에, 그는 학생들에게 “절대 지우
지 말라는 거야. 처음에는 못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나중에는 재미있는 사
진이 되거든.”이라고 하면서 취향이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사진을 보는 눈
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선우는 학생들이 서로의 사진을 볼 때 “비웃지 않는다”라고 금지
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를 강조했다. 결국, 그는 학생들이 타자의
승인이나 평가 등 어떠한 틀에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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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여 사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런
까닭에, 그는 아래의 <표 Ⅲ-2>와 같이 그의 수업에서만 적용되는 금지 및
요구 사항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게 됐다. 그가 제시한 세 가지 금지 사항은
요구 사항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즉,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금지
사항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익숙
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타자의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길들어진 학생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표 Ⅲ-2> 김선우가 수업에서 제시한 금지 및 요구 사항
허락 요청
사진 처리
감상 태도

금지 사항
“해도 돼요? 라고
묻지 않는다.”
“사진 찍은 후,
삭제하지 않는다.”
“친구 사진보고
비웃지 않는다.”

요구 사항
촬영 자세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찍는다.”

대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도구로 활용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화된다. 그
렇지만, 그러한 능동성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김선우가 지적하는 것처럼, 도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의문시되는 능동성일 뿐이다.
김선우: 반마다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 반은 내가 뭐하자고 하면 애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거든. 근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하면 점
수를 더 받는 식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점수 받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점수를 주고 평가한다는 전제하에서만 학생들이 능동적인 반응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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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이것은 평가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반응하는 것이기에 결국 학생
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점수화 되어 서열화 되는 학교라는 환
경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강박관념
이 작동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려
운 일이다.
김선우: 그 학교에서 ‘으뜸 어린이’를 정하는 주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애
들이 더 자기가 서로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수업
끝날 때쯤, 으뜸 어린이는 누구냐고 묻는 거야. 그 전에도 선생
님 점수 안 주냐고 자꾸 물어보는 여자 애가 한 명 있는데, 나
는 점수 안 준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웃으면서 밝게 하
는 거야….

김선우에게 제시된 금지 및 요구 사항은 “수업”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
로 외재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학교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외재적인 사안은 그
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외재적 사안이 그가 지
향하는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
교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학교 제도가 갖는
원리는 사진 “수업”이 학생들이 그들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구현할 수 있도
록 하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의 장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그가 지향하는 사진 “수업”의 방해물이 됐다. 따라서 외재적인 사안은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속박하면서, 사진 수업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선우는 그러한 외재적인 사안에 틈을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그가 위의 <표 Ⅲ-2>와 같은 금지 및 요구 사항을 학생들에게 제시한 것
이 한 예였다. 요컨대, 김선우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금지 및 요구 사항은
학생들이 사진 수업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과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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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학생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원래 애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사진 수업에서 발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었다.
그렇기에, 그가 제시한 금지 및 요구 사항은 “수업”과 관련된 내재적인 사
안에 대한 것이었다.
외재적인 사안과 김선우의 충돌로부터 학교라는 제도와 예술의 충돌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깨끗하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
야’ 하는 학교의 규율은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움직
이면서’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한한다. 이것은 정답이 명확
한 학교 제도와 정답이 없는 예술의 충돌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예술과 충돌하는 것이 학교라는 제도이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외재적인 사안과 충돌을 겪으면서도 내재적인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것은 교육(education)이 곧 학교교육(schooling)이라는 등식이 아니
라는, 다시 말해 교육은 학교교육 너머의 것이라는 ‘교육적 상상력
(educational imagination)’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제도가 갖는 틀을 너
머야 학교교육에서 창의성을 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2) 가르치기의 의미 확장: “애들과 나누려고”
김선우는 사진 예술강사이기에, 그가 수업에서 한 일은 학생들에게 ‘사진
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진을 가르치는 일은 그의 수업에서 어
떻게 드러났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아래의 수업 장면을 살펴보
자.
김선우: 이걸 [빛의] 굴절이라고 해. 왜, 컵에다가 젓가락 꽂아 두면 휘어
보이잖아. 그런 게 굴절이거든.
학생들: 아∼.
김선우: 근데 이게 사진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봐봐 여기. 아까 빛이
굴절되고, 반사되고, 분산되고, 흡수된다고 했잖아? 이런 빛들을,
내가 지금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너희들 사진 찍을 때 뭐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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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
민 호: 카메라.
김선우: 카메라.
정 훈: 렌즈.
김선우: 렌즈? 렌즈도 있고,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 이거 지금 했는
데, 여기….
민 호: 빛.
김선우: 맞아. 빛이 필요하지?

김선우가 작성한 교안에 따르면 위의 수업은 ‘빛 실험실, 빛으로 그려요.’
라는 단원이었다. 위의 장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
에 민호가 “빛”이라고 답한 것처럼, 빛은 사진에 있어 필수적이다. 단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진을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듯이,
“빛을 이용해서” 찍힌 것이 사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사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위의 장면에서처럼 빛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사진과 연관된 빛의 특성은 곧게 나가는 직진성과 꺾이는 굴절성인
데, 카메라를 통해 피사체가 반대편에 상으로 맺히는 것이 빛의 직진성 덕
분이며 카메라의 렌즈는 빛의 굴절성을 이용한 것이다. 그는 직전성과 굴절
성이라는 빛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과 연관된 카메라의 원리를 아래의 수업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바늘구멍 사진기’를 통해 설명했다.
김선우: (모둠별로 A4 사이즈의 종이 두 장을 나눠준다.) 구멍이 뚫려 있
는 종이가 있고 안 뚫려 있는 종이가 있는데, 우리 원시인 카메
라 만들 거야. 원시인 카메라.
용 민: 아∼. 바늘구멍 사진기∼.
김선우: 어, 어떻게 알았어?
용 민: 저희 만들어 본 적 있는데.
김선우: (종이를 들며) 이걸로 해 본 적 있어? 위에 [구멍이] 뚫린 거
랑…. 애들아, 여기 봐봐. 여기. (교실의 형광등을 모두 켠다.)
구멍 뚫린 거를 위로 하고, 여기 봐봐. 안 뚫린 거를 밑으로 놓
고서는, 여기 잘 조절을 하면 형광등 밑에서 무슨 상이 맺히거
든. 상이 보여? 다들 관찰해봐. 형광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각도를 잘 조절해야 해. 여기 보여? 한번 찾아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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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애: 네. (중략)
김선우: (두 장의 종이를 흔들며) 여기 렌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구멍이 뚫린 종이를 가리키며) 얘가 렌즈 역할을 하고, (다른
종이를 가리키며) 얘는 필름 역할을 하는 거야. 빛이 필요한
거잖아. (중략) 아까, 이게 원시인 카메라라고 했지? 이게 필
름이고, 렌즈고, 빛이고, 여기 사진이 찍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봐. 빛으로, 렌즈 통해서 사진이 찍히는 거라고 했는데, (중략)
빛이 (종이에 뚫린 구멍을 가리키며) 여기 들어와서 (구멍이
없는 다른 종이를 가리키며) 여기에 찍히는 거거든. 그래서 사
진이 빛을 이용해서 찍기 때문에…. 너희들 바늘구멍 사진
기 다 만들어 봤다고 했니? (교사 책상 위에 있는 바늘구멍 사
진기를 집는다.)

김선우는 “원시인 카메라”라고 표현하며, 중앙에 작은 구멍이 뚫린 종이
한 장과 그렇지 않은 종이 한 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두 장의 종
이는 매우 단순한 형태지만, 빛이 직진성으로 인해 종이의 구멍을 통과하여
다른 종이에 상을 맺히게 하는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카메라에 적용
된 원리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활용됐다. 종이를
가지고 한 활동은 곧바로 바늘구멍 사진기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는데, 바늘
구멍 사진기가 이러한 카메라의 원리를 가장 간단하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
이었다.
다음으로 김선우는 카메라의 구조와 역할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카메라로 사진이 찍히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카메라
부품들의 역할, 즉 렌즈에 의해 카메라에 들어온 빛이 굴절되고, 조리개가
빛의 양을 조절하며, 인간의 눈에 있는 망막에 상이 맺혀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필름 카메라에서는 필름에,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감지기에
피사체의 상이 맺혀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선우는 첫째, 사진의 필수 조건인 빛의 특성에 대해 둘째, 빛의
특성에 따른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그리고 셋째, 카메라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이해는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즉 이 세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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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을 배우기 전에 이루어진 선(先)이해였다. 이것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Ⅲ-9>와 같다.

<그림 Ⅲ-9>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 관련 세 가지 선(先)이해
사진 수업에서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사용됐다. 네 곳의 현장에서 사
용된 디지털 카메라는 소형의 콤팩트 카메라였는데, 사진원정대에서만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
라가 사용됐다. 아래의 <그림 Ⅲ-10>에서 볼 수 있듯이, 콤팩트 카메라와
DSLR 카메라는 식별이 용이하다.

<그림 Ⅲ-10> 콤팩트 카메라(좌)와 DSLR 카메라(우)로 촬영하는 모습
이처럼 콤팩트 카메라와 DSLR 카메라는 카메라의 크기가 달라 외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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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차이가 있지만, 카메라의 성능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콤팩트 카메라
는 촬영을 위한 기본 기능을 누구나 손쉽게 조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
DSLR 카메라는 수동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능 조작이 훨씬 복잡하다.
간단하게 콤팩트 카메라에 비해 DSLR 카메라가 고성능 카메라라고 이해하
면 쉽고, 그렇기에 DSLR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숙련이 필요
하다.
사진은 카메라라는 기계를 매개로 한다. 따라서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
을 익히는 일은 사진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선우는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에서부터, 촬영자와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절하
는 줌(Zoom) 및 피사체에 렌즈를 가까이 대고 찍는 접사 기능을 비롯하여,
어둡고 밝게 빛의 양을 다르게 조절하는 밝기(ISO) 기능까지 카메라의 여
러 기능과 작동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을 가르
친다는 것은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뜻이었다. 카메라의 기종
에 따라 기능을 표시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작동법은 대동소이
한데, 수업에서 다룬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기능별 작동키를 정리하면 아래
의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수업에서 다룬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기능별 작동키
기능
전원
거리 조절
접사
밝기 조절

작동키
ON/OFF
Zoom-In/Zoom-Out 또는
W/T(Wide/Tele)
ISO 또는 +/-

김선우는 먼저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을 설명하고, 그 후에는 그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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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실제로 적용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아래의 <그림 Ⅲ-11>과 같이 학
생들에게 직접 카메라의 작동법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가 하는
그대로 그를 따라 하면서 카메라의 작동법을 익혔다.

<그림 Ⅲ-11> 카메라 작동법을 익히는 모습
김선우는 카메라의 기능을 설명하고, 이러한 기능을 적용하여 촬영을 하
기 위해서는 어떻게 카메라를 작동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했다. 콤팩트
카메라의 경우에는 원하는 기능의 작동키를 찾아 누르는 것으로 작동법이
간단하지만, DSLR 카메라의 경우에는 수동 카메라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
기에 위의 <표 Ⅲ-3>에서 제시한 기본 기능과 작동법을 포함하여, 셔터스
피드와 조리개와 같은 작동법이 추가적으로 다뤄졌다.

<그림 Ⅲ-12> DSLR 카메라의 기능 표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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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12>는 DSLR 카메라의 기능을 표시한 화면인데, 윗부분
의 1/100은 셔터스피드를, F22는 조리개를 작동한 수치를 나타낸다. 셔터스
피드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기능과 관련되고,
조리개는 렌즈에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처럼
DSLR 카메라는 수동 카메라의 기능으로 인해, 콤팩트 카메라보다 작동법
이 훨씬 복잡하다.
김선우가 카메라의 작동법을 가르친 것은 학생들이 직접 카메라를 다루
면서 카메라의 여러 기능을 익혀 자유자재로 촬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였다. 예컨대, 아래의 <사진 Ⅲ-9>의 우측과 같이 실제로는 촬영자와 피사
체의 거리가 멀지만, 좌측과 같이 카메라의 줌 인(Zoom-in) 기능을 작동하
면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 먼 거리를 가깝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촬영자의 물리적인 이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카메라의 기능을 작
동함으로써 용이하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된다. 즉, 카메라의 기능을 알
고 작동법을 익힘으로써, 사진이기에 가능한 시각적 효과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을 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
가능한 일을 사진으로 표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진 Ⅲ-9> 근거리 기능(Zoom-in) 작동 전(좌)과 후(우)의 혜원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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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거리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카메라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
어 시각적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빛의 양을 조절하여 사진의 밝기
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밝기 조절 기능(ISO)은 낮인데도 밤에 촬영한
것과 같은 시각 효과를 가능하게 하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학생들은 김선
우로부터 카메라의 밝기 조절 기능에 대해 배우고 그 작동법을 익히면서,
밝기를 달리하면 어떠한 시각적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체험했다. 아래
의 <사진 Ⅲ-10>은 동환이가 밝기 조절 기능을 이해하고 작동법을 익혀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Ⅲ-10> 밝기 조절 기능으로 촬영한 동환이 사진
(좌에서 우로 갈수록 ISO가 높음)
이렇듯이, 김선우가 가르친 것은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치기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을 가르친 것과는 구별되는 가르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
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그의 교안에서 발췌한 아래의 <표 Ⅲ-4>
를 살펴보자. 교안의 5차시 수업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학
생들에게 “시선 변화”인 앵글에 대해 가르쳤다. 앵글이란 촬영자의 위치에
따라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촬영할 수 있는 범위인 각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앵글은 예컨대 하늘에 있는 새의 위치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는 각도(high angle)가 생기며 또는 이와 반대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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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개미의 위치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즉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
는 각도(low angle)가 생기는데, 이처럼 촬영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촬
영 가능한 각도를 의미한다.
<표 Ⅲ-4> 김선우 교안의 일부 내용
수업
단원
학습 목표 및 내용
자료
새의 시선, 1. 촬영 자세와 각도에 따른 시선 변화를 느낄
개미의 시선 수 있다.
자료
5 4/4 (high
angle, 2. 주제와 의도에 맞는 사진 언어(표현)를 이 사진
low angle) 해한다.
1. 프레임을 통해 주제와 대상에 집중해 촬영
색종이
한다.
색종이,
6 4/18 프레이밍
2. 프레임의 모양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사진에 가위
담아 사물의 연관성을 찾는다.

차시 일시

아래의 <그림 Ⅲ-1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앵글에 대해 이론으
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몸의 위치를 다르게 하며 촬영을 하면서 배웠다.

<그림 Ⅲ-13> 새의 시선(위)과
개미의 시선(옆)으로
촬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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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5차시 수업은 학생들이 몸소 촬영을 하면서 촬영자의 위치에
따라 시선이 달라져,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결국에는 ‘촬영자의 몸의
위치가 촬영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아래의 <사진 Ⅲ-11>과 같이 직접 촬영을
하면서 좌측처럼 새의 시선으로는 하이 앵글 사진을, 우측처럼 개미의 시선
으로는 로우 앵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사진 Ⅲ-11> 하이 앵글의 석현이 사진(좌)과 로우 앵글의 혜원이 사진(우)
한편, 사진은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진의 특징은 아래의 대화문의 용민이가 한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선우: 내가 (민호를 가리키며) 이 친구를 찍었어. 그럼, 얘한테만 빛이
오는 건가?
용 민: 아니요, [빛이 모든 것에] 다 가는데, 그냥 내가 그걸 찍는….

빛이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사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대화
문에서처럼 민호를 사진으로 찍었다면, 용민이가 “내가 그걸 찍는”이라고
말하듯이 촬영자가 민호를 피사체로 선택하여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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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즉, “카메라에 대상을 담을 때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길까”의 문제
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프레임이다. 위에 제시한 <표 Ⅲ-4>의 6차시 수업
이 프레임에 대한 것이었다. 김선우는 6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각자 원
하는 모양으로 색종이를 오려 틀을 만든 후, 사진처럼 색종이로 만든 프레
임을 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요청했다.

<사진 Ⅲ-12> 색종이 프레임으로 촬영한 준규 사진
위의 <사진 Ⅲ-12>는 준규가 색종이 프레임으로 촬영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촬영을 하면서 무엇을 사진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프레임이 결정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카메라에서 눈을 대는 부분인 뷰파인더나 액정
화면은 그 자체로 프레임의 역할을 하는데, 촬영된 결과물인 사진도 그 자
체로 촬영자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프레임은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설정되는데, 예컨대 민호를 찍는 것과 같이 인물을 촬영한다면, 전신
을 프레임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상반신만 프레임 안에 넣을 수도 있다. 혹
은 손이나 발, 눈이나 코와 같이 신체의 일부분만을 프레임 안에 넣을 수도
있다. 즉, 사진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촬영자의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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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한 프레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 명의 촬영자가 동일한 인
물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사진은 있을 수 없다. 촬영자의
프레임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김선우는 앵글과 프레임 등, 사진으로 촬영자의 특정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촬영법을 가르쳤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카메라의 기능과 작
동법을 가르친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사진의 표현과 촬영법을 가르친 것
이었다.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을 가르친 것과 사진의 표현과 촬영법을 가
르친 것은 가르친 내용면에서 세부적으로 상이하다. 즉,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은 ‘카메라에 대해’ 가르친 것인데 반해, 사진의 표현과 촬영법은 ‘사
진에 대해’ 가르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르치기는 공통점
이 있는데, 그것은 양쪽 모두 ‘지식과 기술’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
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은 사진원정대 프로그램
의 마지막 날 나와 희정이가 나눈 아래의 대화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자: 이 수업해서 뭐 달라진 거 있어?
희 정: 달라진 거는, 음…. 좀 더 나아졌다는 거?
연구자: 어떤 점이? 사진 찍는 게?
희 정: 사진 찍는 거나 그런 거,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게, 늘었다는 거.
연구자: 사진에 대해서?
희 정: 네.

희정이는 김선우의 수업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배웠다고 했다. 희정이는
배웠다라는 의미로 “나아졌다”, “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희정이의 말을 단
순하게 풀이하면, 김선우가 한 일은 카메라의 기능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촬영자의 몸의 위치가
촬영 범위를 결정한다’는 앵글에 대한 지식과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프레
임이 결정된다’는 프레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앵글과 프레임을 적용하
여 촬영하는 방법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전자는 카메라의 기능과 작
동법에 대한 것이었고, 후자는 사진의 표현과 촬영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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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 및 사진의 표현과 촬영법은 공히 지식과 기
술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진 수업에서 드러난 두 가지의 가르치기, 즉 첫째 카
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이라는 ‘카메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와 둘째, 사진의
표현과 촬영법이라는 ‘사진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는 모두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했다. 이것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Ⅲ-14>
와 같다.

<그림 Ⅲ-14> 사진 수업에서 ‘지식과 기술’ 가르치기
한편, 나는 김선우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위와 같은 두 가지의
가르치기가 이루어지는 순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을 포착
할 수 있었다. 김선우는 예술강사 활동 초기에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첫 차
시 수업에서부터 가르쳤다. 아래의 수업 장면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카메라의 기능이나 작동법을 차시별로 “하나씩” 가르쳤다.
김선우: 후레쉬는 안 터트렸어. 왜냐하면 여기가 어둡잖아. 나중에 가르
쳐줄게. 근데, 밸런스라고 있거든. 너희들 기능 하나씩 가르쳐줄
건데. 오늘 가르쳐 줄 것은 (칠판에 적혀 있는 ISO를 가리키며)
이거야.

또한 앞서 제시한 <표 Ⅲ-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진의 표현과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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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법도 5차시에는 앵글에 대해, 6차시에는 프레임에 대해 배운다는 식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던 그가 수업의 횟수가 점차 늘어나면
서, 어느 날 아래의 대화문에서와 같이 말하기에 이르렀다.
김선우: 내가 초반에, 애들한테 나도 그날은 되게 단순한 생각에, 어쩌면
애들의 입장이 아니라 DSLR을 가르쳐야 된다는 취지에 맞게,
조리개와 셔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애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에 방에 빛
이 들어오는 거를 상상하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은 와닿게 해주
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나중에 애들이 그게 더 번
거로워진 거야. 조리개와 셔터를 가지고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게, 사진을 찍는 거 자체에 장애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
서 애들한테 그냥 찍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알아서 자기들이 찍
었는데 (중략) 나는 그날 좀 그렇게 느꼈어. 진짜 애들한테 조리
개와 셔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
연구자: 그럼, 결국에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김선우: 안 중요한 거 같아.
연구자: 근데 애들은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잖아.
김선우: 배우고 싶어 하면 가르쳐줘야지. 근데 그거가 주가 되서는 안 되
는 거 같아. [사진] 그거를 배우는 데 이게 필수적인 거는 아닌
거 같아.

학생들은 사진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물으면, 10명 중 9명은
“잘 찍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
래서인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때면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흥미를
보였다. 그러나 김선우의 수업에서 발견된 것처럼, 학생들이 보이는 그러한
흥미는 대개 오래가지 않았다. 더욱이 “애들이 흥미는 보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게” 있었다. DSLR 카메라로 수업할 때면 학생들은
카메라 자체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위의 대화문에서 그가 밝히고 있듯이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이 복잡한 탓에 “기계에만” 집중하게 됐고, 그것이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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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아무리 좋은 사진이 한 장 있어도 그걸 내가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느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사람
들은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이것만 보여주고 나 잘했다 이런 거
지. 이걸 잘 하려면 DSLR처럼 기계가 좋으면 잘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기계 중심인 것이 문제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김선우는 사진 수업의 목적
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됐다. 카메라의 기능과 작동법을 가르쳐 카메라
라는 도구를 잘 다룰 수 있고, 사진의 표현과 촬영법을 가르쳐 표현하는 방
법을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
게 하여,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다. 그런데 문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없다면, 이러한 지식과 기술에 대
한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래의 대
화문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진으로 찍고 싶은지를 학생들이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으로 수업을 바꾸게 됐다.
김선우: 애들이 각자 자기가 찍고 싶은 방법대로, 다른 방에 가서 찍어
도 되고 그 자리에서 찍어도 되고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애들이 찍게 하고서는 결과는 찍으면서 넘기면
서 애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찍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잠
깐 얘기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 친구를
찍어주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찍어도 상관없고, 좀 더
다른 것을 응용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시간되면, 그런 식으로 바
꿀까 해. (중략) 그렇게 하면 애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뭔가 얘
깃거리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애들이 더 잘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애들이 물어보는 것에 맞추어
서 조명을 더 가르쳐 주든지, 빛 보는 법을 가르쳐주든지 그런
식으로 할까봐. 교안 따로 없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마다 애들
이 물어보는 거 있으면 칠판에 적어 놓고 다시 들어와서 애들
다시 (사진 찍으러) 나갈 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기
술교육같이 해가지고 더 찍고 싶은 방법, 다르게 찍을 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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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고.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김선우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학
생들이 우선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후에, 학생들이 표현하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 논의하고 학생들이 “더 잘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때,”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술을 그가 가르치는 순으로 수업을 바꾸었다. 그는 이
러한 순서의 바꿈을 ‘예술가의 작업 방식’과 연결하여 설명했는데, 그에 따
르면 사진작가가 사진 작업을 할 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먼저 있고, 그
것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그 후에 탐색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진작가의 작업 방식이 그의 수업에 적용된 것인데, 그는 학생들의
“얘깃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한 후, 그 이야기기를 사진으로 “더 잘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순
서로 접근하게 됐다.
그 전의 수업에서처럼 김선우가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먼저 가르치고 학
생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촬영을 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이 먼저 무엇을 찍고 싶은지 “얘기”를 구성한 후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그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순서의 역전’이 일어난 것
이었다. 이것은 그가 지식과 기술 위주의 수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거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정도의 차이, 그리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습득보다는 사진 촬영을 통한 표현과 창작에 무게 중
심을 두는 지향의 차이로 인해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김선우는 수업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면서, 아래의 대화문에서와 같이
결국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만 머무는 사진 수업의 한계를 고민하게
됐다.
김선우: 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사진적인 기술을 가르
치려고 하는데, 그것에서 애들이 경험하기는 바라지만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던 거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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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예를 들어, 네가 노출을 가르쳤어. 그럼 애들이 노출이라는 개념
하고 카메라의 기술을 배운 걸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
겠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김선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
니야. 근데 그 과정에서 (중략) 단순히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닌
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지식을 얻
기만 하고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중략) 우리는 막연하게
애들한테 사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되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애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끝나
거나, 나 같은 경우는 조금 흥미라도 더 갖고 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애들이 [사진] 이것을 가지고 깊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뭔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
연구자: 깊이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김선우: 어.

김선우가 보기에, 결국 사진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깊이 보는 방법
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진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치기라기보다는 “보는 방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래
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한 문화센터에서 수강했던 인물 사진 강좌
의 강사를 통해서였다. 사진을 전공한 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강좌를 사진작가인 그가 수강하는 것이 “쑥스럽기는” 했지만 강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수강했는데, 그 강사를 보면서 그는 사진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
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김선우: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그걸 가르치는 게 아
니라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빛을 보는 방법, 사람을 보
는 방법, 이게 미묘하게 다른데, 그 강사는 사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무슨 사진을 찍고 싶네. 예를 들어, 인물 사진
을 찍고 싶다 그러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지 사진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가르쳐주는 거잖
아. 내가 꽃 사진을 찍고 싶으면 꽃을 알아야 하는 거고, 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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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고 싶으면 표정을 봐야하는 거고.

김선우는 그 강좌의 첫째 날을 회상하며 강사로부터 사진에 대해서 “배
운 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아래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강사 덕분에 “사진을 찍고 싶어져서” 그 다음날 바로 사진을 찍었
다고 했다.
김선우: [사진] 이거에 대한 즐거움이나 열정이 넘쳐흘러서 첫 시간에
수업을 들었는데 사진적으로 배운 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했
잖아. 근데 그 다음 날 사진을 찍고 싶어져서 [내가] 내 사진을
찍었다고. 그 사람의 뭐가 나를 자극시켰을까? 생각했는데, 되게
흔한 말인데 광고에도 보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행
복해진다’ 그런 거 같아. 내가 뭐를 하고 싶고 즐기게 하는 마음
은 사실 엄청난 대단한 지식이나 발견이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
서 받는 영향이 더 큰데, [내가] 애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 못하
고 그래서 라이트 페이팅할 때도 잘 열심히 하긴 했지만 거기에
서 뭔가 애들한테 에너지를 주거나 뭔가 더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애들 스스로 그 상황에서 찾아낸 것
이지, 상대적으로 내가 했던 역할은 정말 없었던 거 같아.

김선우는 그 강사로 인해 그가 사진 촬영에 고무됐던 것처럼, 결국 사진
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진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가르치
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즐거움이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생각하게 됐다. 이것은 그러한 강사와의 만남만으로도 학생들이 사진을
“하고 싶고 즐기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즉 “사진을 사랑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아래의 생텍쥐페리(A. de Saint-Exupéry)의 말과 공명하는 것이었다.
배가 필요할 경우 배 만드는 법만을 가르쳐주어서는 안 된다. 그 배로만
바다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바다를 미치도록 그리워하
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든 바다로 나갈 것이다(김찬호, 2005).
- 210 -

이러한 사진작가의 보는 방법이나 태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창작성에 대
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카메라에 대한
것과 사진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와는 다른 차원의 가르치기이다. 따라서 앞
서 살펴본 지식과 기술에 대한 두 가지의 가르치기를 나타내는 <그림 Ⅲ
-14>에, 차원이 다르게 발생한 세 번째 가르치기를 덧붙이면 아래의 <그림
Ⅲ-15>와 같다. 이것은 결국 사진 수업에서 드러난 ‘사진 가르치기’가 무엇
인지 그 구조를 드러낸다.

<그림 Ⅲ-15> ‘사진 가르치기’의 구조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선우는 사진작가로서 사진 작업을 열
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사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은 자신이
예술가로서 작업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래
서 그는 자신의 “작업으로 수업하기”를 바랐다. 그가 자신의 작업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태도와 열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었다.
김선우: 내가 요즘 작업하는 생각이 되게 많아졌거든. 내 작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똑같은 사물을 봐도
나만이 보는 방식, 나만의 철학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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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나 방식을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거니까, 내 작업으로
수업하기를 바라기도 해.

이처럼, 김선우는 그가 세상을 보는 방법과 사고방식을 그의 사진을 통해
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사진을 통한 가르침이 사진작가로서의
예술가적 보기와 예술가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었
다. 결국,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그는 사진을 통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
를 학생들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술강사 활동 덕분에, 그는
예술가로서의 사진 작업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됐다.

2. ‘예술’의 해체와 재구성: 예술강사의 눈으로
김선우는 예술가로서 그의 사진 작업이 “내 만족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그가 주로 작품의 주제로 삼았던 것은 “가족”인데, 이 주제는 그
의 개인사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물론, 그가 “가족”을 주제로 한다고 하여
그의 가족만을 모델로 작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을 모델로
하더라도, 결국 그의 작업은 “내 만족만을 위한” 것에 그쳤다. 이것은 그의
사진 작품이 타자와의 소통으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
다. 즉,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만족을 위한 해소가
목적이기에 그 방향은 자신을 향하게 됐다. 따라서 그 방향이 타자를 향하
여 타자와 소통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다. 기실 그가 “작가들 다 그
렇거든. 자기만족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작업이 “자기만족”의 측면이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에게 “내 만족만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가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고 타자와의 소통을 원하기 때문이었다. 아래의 인용문에
서 드러나듯이 그는 사진 그 자체보다 사진을 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
해서, 즉 사진을 매개로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예술가가 된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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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김선우: 나도 어떻게 보면 사진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통
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지.

따라서 김선우는 그의 사진으로 타자와 “공감”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는 어떻게 해야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타자가 배제된 채
“내 만족만을 위한” 작업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점이 그를 답답하고 슬프게 만들었다. 그가 주로 인물 사
진 작업을 하기에 모델이 있지만, 그는 모델과도 깊이 소통하지 않았다. 그
래서 그는 때로 “내가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훔쳤다는 느낌”이 들어 괴로
워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선우는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학생들과 관계 맺기를
위해 애쓰게 됐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타자와 소통하는 방법들을 “구체
적으로” 발견하게 됐다.
김선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가 작업하고 하는 게 왠지 나만을
위하고 내 만족만을 위하고…. 그런 생각이 답답하고 슬프다고
했잖아. 내 사진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싶은
데, 지금까지는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 생각했었
는데, 내가 찍는 사진 주제가 사람들과 유대를 형성하고 공감하
고 그런 것보다는 개별적인 거를 찾는 쪽이어서 큰 기대는 할
수 없거든…. ‘사람들하고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구체적이지도 않고, 별
실효성도 없었어. 근데 초등학교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
들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

이것은 김선우가 예컨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추어 수업을 “대상
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결과였다.
즉, 타자에 대한 관심으로 “눈높이를 다르게” 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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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예술강사로서의 체험은 그가 예술가로서도 어
떻게 타자와 소통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 절에
서는 예술강사로서의 그의 체험이 예술가로서의 그의 변화를 어떻게 발생
시켰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예술’을 해체
하고 재구성했는지 그 과정이 드러날 것이다.

1) 대상화에서 만남으로: “내가 예전엔 물화시킨다고”
김선우는 예술강사 활동 초기에 “사진은 할 줄 알지만, 사진교육에 대한
스킬은 없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그래서 그는 예술강사로서 그의 부
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안에 중점을 두게 됐다. 그가 무엇을 가
르칠 것인지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이나 구성을 잘하면”, 즉 수업의
내용을 잘 준비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렇게, 그에게 수업 준비는 곧 교안을 잘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예견과 달리, 그가 아무리 교안을 잘 계획하고 구성하더라도 학생들이 집중
하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수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수업을 하면
서 절감하게 됐다. 그래서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교안 따
로, 수업 따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김선우: 교안 따로 수업 따로였어. 교안은 수업의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
지만, 설계를 해서 가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없는 상태여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여서 가상으로 쓴
교안이었던 거야. 그래서 수업으로 연결이 안되는 게 당연한 거
지. 수업하는 거에 서툴렀어.

김선우가 교안 작성에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안
은 “가상으로 쓴 교안”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한 반성은 그가 교안 작성 시
무엇을 가르칠지는 고려했으나, 정작 누가 학생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수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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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누가 배우는가라는 수업의 ‘대상’이 근원적으로 중요하게 됐다. 결국,
그는 “누구라는 대상 없이는 가르친다는 게 불가능하니 ‘가르치다는 표면상
내가 하는 행동이지만, 나 혼자서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
아.”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의 말처럼, 배우는 대상이 없는데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배우다’ 없이 ‘가르치다’는 불가능하다. 즉, ‘배우다’가 있
어야 비로소 ‘가르치다’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야 김선
우가 사진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수업의 내용보다 대상이 우선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후로
김선우는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배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
려하며 교안을 작성하게 됐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다른 예술강사들과 비교
했을 때 두드러진 것이었다. 한 때, 그는 몇몇 예술강사들과 사진을 주제로
예술교육연구소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한 적이 있었다. 나는
연구소의 회의를 관찰했는데, 그것은 그를 다른 예술강사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관찰했던 회의의 주요 안건은 ‘의궤’를 주제로 한 교안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소는 여러 기관에서 공모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정되면,
지원금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공모전 준비가
시급한 사안이었다. 공모전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사업계획서
라는 것이 교안과 비슷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교안을 개발하
여 축적하는 것이 연구소의 자산이라 여겨졌고, 회의의 주된 논의도 교안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래의 관찰기록지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선우와 다
른 예술강사들이 생각하는 교안 작성 시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같지 않았다.
김선우가 얼마 전 조선시대 기록물인 ‘의궤’에 대해 수업을 했다고 말
했다. 다른 강사들은 사진의 주요한 특징이 기록이니 사진 수업에 접
목하기 좋은 주제라면서, 연구소에서도 의궤를 주제로 교안을 개발하
자고 했다. 모두 동의하자, 구체적으로 의궤를 주제로 교안을 작성하
기 위해 의견을 냈다. 한 예술강사가 수업 시간에 야외 활동으로 의
궤를 직접 보러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또 다른 예술강사는
그림으로 된 의궤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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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다. 김선우는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한동안 잠자코 듣고 있다
가 “누구를 대상으로 수업할 것인지 모른 채, 교안을 짤 수는 없어
요.”라고 말했다. 그는 의궤에 대한 반응이 초등학생이냐 고등학생이
냐에 따라 다를 것이기에 누가 대상인지를 먼저 정한 후에야, 그 대
상에 맞게 활동 내용을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찰기록지에서 발
췌.)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술강사들이 수업의 내용인 “콘
텐츠 개발”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김선우는 우선적으로 수업의 대상을 고
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은 “대상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그에게는 대
상이 먼저이고 내용은 그 다음 과제였다. 그는 “뭘 가르칠 것인지를 학생들
을 보고 결정을 하지, 내가 먼저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었
다. 대상에 대한 이러한 고려는 그의 수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예컨대, 그
는 초등학생 고학년 대상 수업에서 초등학생 용 과학 교과 관련 동영상 자
료를 활용하여,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것은 그가
교과과정을 참조한 결과로, 교과 내용과 사진을 연결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였다. “우리 다 알거든요.”라는 영준이의 말처럼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빛을
퍼지게 하는 오목렌즈와 달리 볼록렌즈는 빛을 모아지게 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에, 그가 볼록렌즈로 빛이 모아져 초점이 생기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
카메라라고 설명하자 좀 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김선우는 ‘자화상 찍기’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대개 사진으로 “자
신을 담아내는 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와 달리, 대상이 인지적 지체 장애
학생이라면 “그것보다는 자신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추상적
이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카메라를 다
루어야 하는지 작동법을 가르치는 것이 장애학생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
이었다. 이것은 수업의 주제는 동일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업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의 대상에 대한
고려는 초등학생이냐 하는 대상의 연령에 따라 또는 장애학생이냐 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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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특징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되어 드러났다.
이렇게 김선우는 대상을 염두에 두면서, 대상의 반응을 고려하며, 대상에
맞게 내용을 계획했다. 이것은 내용만을 중심으로 교안을 작성하던 모습과
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대상에 무게 중심을 두고 내용을 계획하더
라도, 수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래의 관찰기록
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반응이 없는 학생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이었다.
기원이가 프린트한 사진을 도화지에 붙이고 제목을 쓴다. 그런 후, 칠
판 앞에 가져다 놓으며 “다 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리로 돌아
가지 않고 복도로 나간다. 석현이와 유재도 일어나 복도로 나간다.
훈경이만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다. 훈경이는 사진의 제목을
고민하는 것 같기고 하고, 그저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기원, 석현, 유재가 교실로 들어와 각자의 자리에 앉는다. 김선우가
“너희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라고 묻는
다. 기원이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김선우가 “그럼 선생님 수업에서
만 그래?”라고 다시 묻자, 기원이는 “아니요.”라고 답한다.(관찰기록지
에서 발췌.)

위의 기록은 꿈나래학교 수업의 한 장면을 담았는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왜 교실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지, 사진 수업이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인지, 다른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허용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오리무중
이었다. 이렇듯이, 김선우가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오늘 뭐해요?”라고 그에게 말을 거는 학생을 보고 수업에
관심이 있구나 싶다가도, 묻기만 하고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휙 가버리
는” 모습에 그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그가
자료 사진을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
를 숙이고 있거나, 하품을 하거나, 짝과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렇
게 “딴 짓”하는 학생들에게 그는 “너희들한테 보여 주려고 선생님이 어렵게
찾았는데…”라며 푸념할 뿐이었다. 그는 학생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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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애들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우는 학생들을 알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여러
모로 궁리하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래의 대화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
김선우: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가 애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강하게 일치
를 하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별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내
가 원하는 거하고 애들이 원하는 거가 다를 수 있다고.
연구자: 아∼. 예전에는 네가 원하는 게 곧 애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
어?
김선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애네들을 이해하고, 애네들
을 위해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 그래서 “내가 하
는 행동은 다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연구자: 근데 그게 아니었어?
김선우: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 같아. 내가 누군가를 100%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남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약간 그게 [내가] 사람이나 세상물정 모르
고 하는 생각이 많았던 거 같아.

위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선우는 수업의 대상인 학생들을 고려했
기에, 그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했
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수업의 내용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됐
다. 그는 이것을 “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즉 학생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겼
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의 생각이었다. 그의 생각과 동일하게 학
생들이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거가 애들
한테 필요한 거라고 강하게 일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다분히 일
방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가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뿐이었다.
이처럼 한 쪽이 다른 쪽을 “위해서”라는 일방적인 방식에서는 김선우가
계획하고 구성한 대로 수업이 잘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문제라고 여겨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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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웠다. 왜냐하면 열심인 그와는 대조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반응이 없는 학
생들이 수업이 잘 되지 않게 하는 이유로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는 학생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인
해 “애들을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됐다. 그런 탓에 처음에는 그 말이
‘도대체 애들이 왜 저러지?’와 같은 일종의 원망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보였다. 그러나 위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달리 생각하게
됐다. 그가 보기에 학생들에게 좋다고 판단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좋
은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찰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가 보는 것
과 실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의 말처럼 “내가 원하는 거가 애들한
테 필요한 거라고 강하게 일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양자는 “별개”인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관점으로, 그는 그의 수업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누리고등학교에서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수업을 했을 때였다. 수업은 손
전등을 교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비춰 학생들이 손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는 그림자놀이로 시작됐다. 그림자놀이 후, 김선우는 자료 사진을 보여주
었는데, 자료 사진은 예컨대 쓰레기 더미에 빛을 비춰 마치 사람의 형상과
같은 그림자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 다음에는 그림자 인형극장이라는 형식
을 빌려 학생들이 그림자 인형을 가지고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극을 하는
그림자 인형극장 활동을 했다.

<그림 Ⅲ-16> 교실에 있는 물건(좌)의 그림자 촬영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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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위 <그림 Ⅲ-16>의 좌측과 같이 교실에 있는 곰 인형, 핸드크
림 용기, 물뿌리개, 연필 등을 교실 바닥에 놓여 있는 흰 종이 위에 올려놓
고 손전등을 위에서 비추거나 아래서 비추며 빛을 비추는 방향에 따라 달
라지는 그림자를 관찰했다. 그런 후, 마지막으로는 위 <그림 Ⅲ-16>의 우
측과 같이, 빛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촬영했다. 한 학생이 손전등
을 비추는 것을 담당했고, 다른 학생들은 그림자를 촬영했다.
이와 같이 수업의 핵심 내용은 그림자 촬영이었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첫째, 그림자놀이 둘째, 자료 사진 보기 셋째, 그
림자 인형극 넷째, 교실에 있는 물건에 빛을 비춰 그림자 관찰하기 다섯째,
그림자 촬영하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 구성은 김선우가 대상에 맞게,
“초반에는 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업 내용을 점차 어려운 내용으로
“단계별로” 계획한 결과였다. 그는 그것을 “메커니즘적인 단계”라고 했는데,
수업 내용의 측면에서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상을 고려하여 내용이 구조적이었음에도, 김선우는 그 수업을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표면상에 있는 주제만 끌어
내고 있지,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를 고민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 그거 없이 그냥 결과만 있는 거지.”라고 평가했다. 그가 그렇게 평가
한 이유는 아래의 대화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애들이 호기심을 갖
게 하고 표현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선우: 단계별로 교안을 어떻게 해서, 오늘은 테크닉을 배우고, 다음엔
무엇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은 했지만, 애들이 활동을 하고
몰입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
서 활동이 딱딱딱 끊어지지만…. 사진교육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애들이 와서 참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단계가 필요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 [사진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
애들만 모아 와서 교육한다면 참 좋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애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표현을 하게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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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관심을 가졌다가, 표현을 하다가, 마무
리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시도를 했다가, 표현하고, 더 깊이 있
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런 느낌이야, 내 수업을 돌아보면.

김선우가 위와 같이 반성하게 된 것처럼, 그가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몰
입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즉, 학생들
의 “호기심” 또는 “관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탓에, 그가
내용을 구조적으로 잘 계획하고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이어지지
않고 그의 표현처럼 “딱딱딱” 분절됐다. 좁은 범위로 한 차시 수업을 봐도
각각의 활동이 연계되지 않았고, 넓은 범위로 전체 수업을 봐도 차시와 차
시가 연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내용이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이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김선우: 오늘 생각한 [수업의] 목표는 애들이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그
림자를 보고 방향을 느껴보게 하는 거였거든. 예전에는 그런 거
를 안 하고 그림자만 했었던 게 한계였던 건데. 오늘도 보면 ‘애
들이 왜 좀 더 몰입을 못하나?’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애들이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보면 오늘 더 느꼈던 게 애들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더
관심을 보인다는 거. 아까 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내가 큰 조명을
가져와서 남자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찍어봤으면, 그럼 다른 애
들도….
연구자: 오브제보다는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갖는다는?
김선우: 내가 세운 목표도 중요하지만 , 애들이 좀 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는 거.
연구자: 아까 확실히 조명했을 때, 남자 선생님을 오라고 했잖아. 그때
애들이 다 쳐다봤어.
김선우: 철민이는 찍고 싶었는데 준원이가 그래서 못했잖아. 다른 조명으
로 했었으면 뒤에다 놓고서 찍어보면, 빛을 가지고 하긴 했어도
그냥 애들한테 별 의미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서 찍은 거잖아. 물
건을 찍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지품을 가지고 찍
던지 그런 단계들, 그렇게 했으면 오늘 수업이 좀 더 나았을 텐
- 221 -

데….
연구자: 그건 그런 거 같다. 특히 여기 애들은 사람한테 더 관심이 있는
거 같아. 그럼 담임선생님을 모델로 하는 건 어때?

위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활동에 몰입하게 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과 연결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누리고등학교에서 김선우가 관찰한 것처럼 학
생들이 물건을 찍는 것보다 사람을 찍을 때 더 관심을 보인다면, 빛과 그림
자를 인물 사진 촬영을 통해 탐구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다. 혹은, 물건을 촬영하더라도 교실에 있는 물건을 찍기보다
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찍는 것을 통해 탐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물 사진 촬영 혹은 학생들의 소지품 촬영은
학생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김선우가 학생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수업에서 그러한 관심을 고려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그의 “애들을 모르겠다”는 말은 수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학생들의 탓이 아니라 그의 탓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
져오게 됐다. 즉, 그가 학생들을 모르는 것이 기본 값이니 그가 학생들을
알고자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에 무책임한” 자신의 태
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촉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하게 된 것이었다.
김선우: 교안에 어떤 것을 할 거고,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교안에
엮어내는 데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근데 나는 전자
에 시간을 더 많이 쏟은 거였지. [수업의 내용] 그걸 애들하고 어
떻게 연결해야 된다거나 애들의 관심사와 연결하는 게 더 중요
하다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내용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내용을 “애들의 관심사와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었다. 내용을 학생들의 관심사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
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김선우가 “애들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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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한 말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뜻이며, 학생들
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시켜, 결국 학생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켰다.
김선우가 학생들의 관심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그
가 초등학생, 고등학생 또는 장애학생이라고 대상을 집단별로 분류해서는
보았으나, 각 집단 안의 차이는 보지 못한 채 “전체주의적인 입장에서 동일
하게 봤기” 때문이었다. 즉, 초등학생이라도 학교마다 다르고, 반마다 다르
고, “애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이 학생
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저 학생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라는 학
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질문이 그의 뒤를 항상 따르게 됐다. 그러한 질문
은 그가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즉 “뭘 원하는지, 뭘 좋아
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질문은 아래 인용문의
그의 표현대로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위한 시작점이었다.
김선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거나. [학습] 목표가 거기서
나오는 거 같아. 이를 테면, 원재 같은 경우는 걔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대충은 알거 같아. 그래서 거기서 발전시켜서 원
재가 못 갖고 있는 것을 추가해서 해 줄 수가 있는데….

결국 그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김선우는 그가 학습 목표를 세우고
내용을 계획했던 예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내가 세운 목표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것을 학습 목표 및 내용과 연결
하려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전자의 방식이 교수자는 학습자를 이미 잘 알고
있기에 교수자가 학습자를 위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전제한다면, 후자의 방
식은 교수자는 학습자를 아직 알지 못하기에 학습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겸손한 태도’를 전제한다고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애
들을 모르겠다”는 말은 점차 그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처음과
달리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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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가 학생들을 알고자 노력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할 때, 수업은 자연
스레 “학습자 주도형”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이 학습자 주도형으로 이루어진
다는 것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계획하여 학생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수업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학생들이 주도적
으로 사진을 통해 표현하며, 교수자는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생
들 곁에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업이 되어갈 때 아래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예술강사로서 자신이 하
는 일의 가치도 느낄 수 있었다.
김선우: 한 명 한 명 개인은 안 보이는 느낌인 거야. 참여하는 학생들이
보이는 게 아닌 거야. 지휘자가 곡에 자기 해석을 하고 연주자한
테 연주를 시키는 것처럼…. 학습자 주도형이 아니라 교사 주도
형,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연구자: 선우한테는 학습자 주도형이여야 한다? 학습자가 원하는 게 출
발점?
김선우: 그게 잘 돼야지, 나는 만족스러운 거 같아. 내가 그런 게 느껴질
때, ‘내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 같
아.

위의 대화문에서 김선우가 든 비유로 비교하여 말하자면, ‘교수자 주도형’
수업은 지휘자(교수자)가 주인공이고 연주자들(학생들)이 엑스트라가 되는
것이라면, ‘학습자 주도형’ 수업은 연주자들(학생들)이 제각기 자신의 연주
를 하더라도 총체적으로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지휘자(교수자)가 길잡
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살펴본 바, ‘학습자 주도형’ 수업
은 교수자가 학습자를 알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학습자를 알고자 노력하는
교수자의 겸손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김선우의 욕망은 ‘학생들을 알고 싶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
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학습자 주도형 수업을 지향하
기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욕망은 그가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만들었다. 모르는 학생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그의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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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서 떼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
는 처음과는 다르게 학생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보였던 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보였던 학생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 것이었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꿈나래학교의 석현이가
또는 누리고등학교의 환이가 새롭게 보이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그는
학생들의 말과 행동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도저히 모르겠던 학생들
을 조금씩 알게 되어갔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 덕분에 결국에는 학생들의 사진
도 다르게 보게 됐다.
김선우: 우리 반 애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애가 이상한 거를 찍는 거야.
돌 같은 거, 비석 같은 거를 찍는 거야. ‘쟤는 쓸데없이 저걸 왜
찍어?’하면서 가서 봤어. 그냥 돌이야, 글자 쓰여 있는. 그래서
“너 이거 왜 찍어?”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보세요. 구의 경계
를 나눠주는 비석이에요.” 그래서 봤어. 진짜 구를 나눠주는 비
석인 거야.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 근데 얘는 그런 걸
보고서는 좋아서 찍는 건데, 우리 시선에서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줄 수 없는 거야. 얘는 남들이 안 보는
이런 걸 찾아서 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진들도 봤더니, 얘는
그런 거를 잘 찾더라고. 대학로에도 보면 옛날 서울대 모형으로
해놓았는데 걔가 그걸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얘 사진들을 다시
보니까 얘는 그런 것에 주목을 하더라고, 스쳐지나갈 법한 그런
것들을.
연구자: 근데 걔가 그런 의도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모르고 사진만 봤
을 때는 사진적으로는 다 ‘이런 걸 왜 찍었나?’ 그런 사진이라는
거잖아?
김선우: 그렇지. (웃음)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누가 한 얘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두 번 미친 짓을 하면 그건 미친 짓인데 그걸 백번
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걸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그거와 비슷한 거야. 얘가 한두 번 그냥 무심코 찍었으
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찍는 거구나’하고 넘어갈 법도 한데, 근
데 걔는 그런 걸 찍으면서 좋아하는 거야. 성격이 그런 거야. 걔
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걔한테는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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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화문에서 드러나듯이, 김선우가 학생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학생들
의 사진을 보는 그의 눈이 새로워지게 됐다. 이것은 사진을 기법적으로 평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찍은 사람의 시선으로 봐야지 보이는 게 있으니
까” “찍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진을 보려고 한 그의 태도의 변화였다. 또
한 이것은 학생들의 사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을 때의 학
생들의 체험이 무엇이었을지 추체험(追體驗)해 보려고 한 그의 자세의 변화
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사진에 담은 의미를 그의 자리가 아닌 그들
의 자리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 그의 노력과 연결됐다.
기실 사진을 더 넓게는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감상자와 창작자 간의 쌍
방향의 ‘대화’가 성립되려면 감상자가 “함부로” 창작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눈높이”를 충분히 상상하면서 과연 창작자가 “남들
이 안 보는” 무엇을 보고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했는지 보려는 감상자의 노
력이 필요하다. 감상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혹은 이와 반
대로 창작자의 의도라며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모두 일방향의 독백이
다. 김선우는 점점 학생들의 관심사를 알게 되면서 학생들의 사진을 다시
보게 됐고, 학생들의 사진이 매개가 되어 학생들을 더 잘 알게 됐다. 그렇
게 하여, 그는 학생들을 그의 판단으로 섣불리 보지 않게 됐다.
따라서 학생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김선우는 그가 학생
들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안경으로, 잣대로” 보았다는 것
을 깨닫게 됐다. 즉, 그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학생들을 예단했다는 것이었
다. 그의 선입견과 편견은 일종의 “여과 장치”로 기능하여 학생들을 판단하
고 대상화하도록 했고, 결국 그들을 진실하게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같은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데 나의 여과 장치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만, 그럼에도 선입견과 편견이 아닌 학생들의 모습 그
대로 보고자 노력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는 이러한
노력에 의한 변화를 예술강사 체험을 통해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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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타자를 대하는 자세?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는 맞는 거
같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맨 처음에는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
를 하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해가 안 갔어. 시간이 지나
다보면 걔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점점 하고. 그
런 얘들이 점점 많아지면, 내 수업의 방식이 바뀌게 되지.

이러한 성찰과 반성을 거쳐, 결국 김선우는 수업을 학생들과 “만나는 거”
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에게 사진을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은 사진을 통한
그와 학생들의 ‘만남’이라는 뜻이었다. 즉, 아래 인용문의 그의 말처럼 수업
의 “근본”은 모르는 타자를 알아가는 과정인 만남이며, 결국 “사람을 대하
는 거”라는 것이었다.
김선우: 지금 생각해 보면, 애들이 수업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
같아. 근데 사람들은 수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코치도 받고 마
이크로티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육공학적으로 방법적
으로 생각을 해내잖아. 근데 거기에 다 들어맞는, 모든 교실 환
경이 거기에 들어맞지는 않는 거잖아. 근데 근본적인 거는 학생
이고 선생님이고를 떠나서 내가 너를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
하는 거라는 거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이
별로 많지는 않았었잖아. 제자에 대한 사랑이나 그런 게 전혀 없
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이게 나한테
는 사진에서 오는 거 같아. 사진 찍을 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
내가 그럴 때 되게 행복하게 느껴지거든.

김선우가 예술강사로서 학생들을 만나게 된 체험은 예술가로서 그의 작
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에게 학생들과의 만남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게 부
각되다 보니, 이 점이 사진작가로서 모델과의 관계에도 연결이 된 것이었
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사진 작업 방식을 되돌아보는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됐다. 특히, 그는 인물 사진 촬영을 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성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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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었다”, “사람들을 오브제처럼 찍었다”고 반성하게 됐다.
김선우: 내가 다시 사진 찍으면서 느끼는 게 내가 사람들을 너무 성의
없이 찍었다는 걸 다시 느꼈어. 내가 사람 찍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왜 찍고, 내가 어떻게 찍었고, 어떻게 찍는 거를 내가 좋
아했었고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좀….
연구자: 그럼 결과가 중요했어? 사진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김선우: 내가 계속 언니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사람들을 오브제처럼 찍
었다는 게, 너무 나한테는 그랬거든.

김선우는 예술강사로 활동한 이후에 사진작가로 사진을 촬영할 때 전보
다 모델과 더 많이 대화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것이 그가 사진 촬영 시 바
뀌게 된 “타자를 대하는 자세”였다. 물론, 그는 “그 전에도 모델하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방법이 서툴러서” 잘 하지 못
했다. 그런데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되면서, 결국 그가
타자와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을 많이 한 거”가 됐다.
어느 날, 김선우는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라며 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
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찍게 된 상황을 아래의 대화문과 같이 전했는데,
그가 사진작가로 모델과 촬영하는 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김선우: [모델이 된] 그 선생님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되게 멋있으셔. (중
략)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찍고 싶다고. 전에 같으면 내 의도를 얘기 안 하고, (중
략) 우연찮게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그 선생님의] 딸이 결혼
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중략) 약간 연결고리가 있어서, 선생님
한테 앞에 따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따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중략) 설명하고서는 찍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뭔가 이 분한테도 의미가 있고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 나는 그 점이 좋아서.
연구자: (사진을 다시 보며) [사진에서 모델이] 맨발로 까치발을 하고 있
잖아. 그래서 금방 달려 나갈 거 같은 거야. 뭘 해주려 달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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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거 같은, 딸이 뭐라고 하면 바로 달려갈 것 같은….
김선우: [그 선생님이] 자기가 이거 찍으면서 “선우 씨가 내 딸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다.”고, “처음에는 양말까지 벗어가
면서 했다.”고 (웃음)
연구자: 그 선생님이 [양말 벗어가며] 하신 거야?
김선우: 내가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지. 처음에는 “아휴” 이러시는 거야. 근
데 나중에는 되게 쿨하게 벗어주셨는데, 그게 원래 그렇게 안 하
시는 분인 거 같아. 뭐랄까 멋쟁이신데 어디서 흐트러지는 모습
을 보이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인 거 같아. 근데 [양말을 벗는]
그걸 했다는 걸 먼저 말씀하시면서, “선우 씨가 그런 얘기를 해
서 자기도 앞에 딸이 있다는 생각으로 찍었다.” 그래서 더 나도
조금,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서 좋았던 거 같아.]

김선우는 ‘아낌없이 준다’는 시구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는 그 시구를 읽었을 때 “아빠를 생각했어.”라고 했다. 그가 “선생님”이라고
칭한 모델은 그의 아버지와 나이대도 비슷하여 적격이었고, 대화를 나누면
서 아버지와 딸 관계라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그는
사진 작업을 하면서 모델한테도, 자신한테도 “의미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것
으로 느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단면이지만 전과 비교했을 때, 사진 촬영
의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가 모델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달라진 것이었다.
김선우: 내가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
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전에는 오만했거나 너무 일방적이었
거나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누군가를 찍
는 거랑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겸손해진 마음으로 사
람을 대할 수 있게 된 거랑 차이가….

이와 같이, 모델을 “겸손해진 마음으로” 대하며 하는 사진 작업을 김선우
는 “겉핥기”가 아닌 “그 사람의 본 모습에 가까운 것들을 찾게 되는 거”라
고 생각하게 됐다. “본 모습”이란 아래의 대화문에서 찾을 수 있듯이, 그의
판단으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진실”에 가깝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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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했다. 모델과 “대화도 그렇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그렇고”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게 사진적인 매력을 찾는 통로
가 되는 거”였다. 즉, 누군가를 사진 찍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간다는
의미일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간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
이다.
연구자: 사진작가로 작품을 할 때 모델을 잘 알게 되는 게, 작품 활동하
는 거에 중요해?
김선우: 그치…. 모델하고 소통하는 게, 작품 활동에 중요하냐고? 중요하
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프랑스에서 작업한 거는 소통이
잘 되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알려고 노력은 했
지만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 하려고는 했지만 그 사람
들의 진짜 모습을 내가 알려고 소통하기 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덧
씌웠던 것밖에 안 되었던 거 같아,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연출
한 건데, 연출에 대한 거를 나도 어느 정도 거부감? 그런 게 있
어가지고, 반반 섞었던 거 같아. 연출이랑 있는 그대로를 섞어서
내 주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 같아. 그때 그래도,
방법적으로는 서툴렀어도, 나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사람에 관
심이 많잖아.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할 때, 내 멋대로
하는 거에 대한 터부나 거부감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찍을 때,
그 사람의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지 나도 안심이 되고, 그게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

그렇게 김선우는 예술강사로 학생들과의 “만남”을 중시하게 되면서, 예술
가로서 모델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게 되어 “사진으로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느낌”이 들게 됐다.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대상한테도 마
음을 다하게” 되면서, 모델과의 만남을 통해 작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연구자: 지금의 시점에서 예술 작업을 한다하면, 예전에 예술강사 하기
전의 작업하고 뭔가 달라질 거 같아?
김선우: 어, 다른 거 같아. (중략) 예전에는 근시안적이었던 게 머릿속으
로 ‘이렇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했는데 내가 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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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진으로 찍었던 거라면, 지금은 같은 사진을 만약에 찍는
다고 해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 같아.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찍
을 때 물화시킨다고 했잖아, 사물화. 근데 지금은 찍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연관을 맺게 되는지…. 그때
는 우리가 없었던 거야. 나만 있었고. 내 생각대로 개념대로 어
떤 사람들을 배치시키거나 어떤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
람들과의 관계가. 관계를 쌓아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은 아
닌데, 관점이나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변하는 거 같아.

위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요컨대 김선우는 예술강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술가로서 사진 작업할 때 모델을 사람이 아니
라 “오브제”로 대상화했다고, 즉 “물화”시켰다고 반성하게 됐다. 예술강사인
그에게 수업의 핵심이 학생들과의 만남이듯이, 예술가인 그에게 사진 작업
에서도 모델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과는 다르게, 그는 모델과 대화를 하면서 최대한 모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사진 작업을 하게 됐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그
의 연출에 의해서 모델을 오브제로 촬영한 작품보다 “진실”에 더 가까운 작
품을 창작하는 데에 기여하게 됐다. 이것이 예술강사의 체험을 통해 그가
예술가로서 그의 “예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게 된 것이었다.
2) 추상에서 구체로: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려온”
김선우는 수업을 계획할 때뿐만 아니라 수업을 실행할 때도, 어떻게 하면
수업이 학생들에게 “좀 더 와닿을까”를 늘 고민했다. 수업이 학생들과 동떨
어진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관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학생들
과 연관될 때,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
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에게 “와닿게” 하려다 보니, 그는 학생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노력하며 “연구”하게 됐다. 그가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는, 예컨
대 아래의 인용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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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애들하고 하면서, 예를 들면 질문할 때도 간단하게 “이거는 뭐
야?”라고 물어보는 거 하고, 요즘은 그런 거야.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디
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림 두 개를
놓고서 차이점을 찾아보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서는 [장애학생들에게] “둘 중에 뭐가 좋아?” 그러는 거야. 얘네
입장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똑같은 거를 가르쳐도, 얘네 입장에
서는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 어떤 게 더 편한지 둘 중
에, 그런 관점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지. 걔네가 이해를 못
하는 질문은 안 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거지.

수업이 학생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 김선우가 한 노력은 그가 학생들
의 “입장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을 뜻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 맞춰
서” 하려는 그의 태도는 수업 전에 계획할 때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실행
할 때에도 드러났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됐듯이, “똑같은 거를 가르쳐도”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이거는 뭐야?”라고 질문하는 경우와 “둘 중에 뭐가
좋아?”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달라졌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입
장에 맞춰서” 하려는 그의 태도는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질문은 안 하
는” 등과 같이, 그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그가
학생들의 “관점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의미를 부
여하는 것을 그가 존중한다는 뜻이며, 학생들에게 그가 ‘공감’한다는 뜻이었
다. 학생들에게 “와닿게” 하려면, 수업이 학생들의 의미세계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미세계는 그가 학생들에게 공감할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누리고등학교에서 2학기에 ‘여름방학 동안 있었던 일’을 주제로 수업을
한 때였다. 김선우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고, 학생들
은 한 명씩 발표를 했다. 발표가 끝나자, 그는 인쇄된 여러 장의 사진을 보
여주고는 학생들 각자 발표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한
장씩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발표한 내용과 선택한 사진을 연결
하여 사진에 그림을 그리는 등의 추가 활동을 하도록 요청했다. 호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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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그림 Ⅲ-17>에서 볼 수 있듯이, 탱크를 운반하는 자동차 사진을 선
택하고는 사진 위에 빨간색 펜으로 “위험”이라고 적었다.

<그림 Ⅲ-17> 호재가 선택한 사진과 추가 활동
호재는 여름방학에 친척집이 있는 대전에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고속도
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목격했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사고를 직접 보니 무섭
기도 했고, 사고 때문에 경찰도 많이 보았다고 했다. 호재가 워낙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주 수업 중에 자동차를 언급하긴 하지만, 위의 사진을 선택하고
‘위험’이라고 쓴 것은 호재가 대전 가는 길에 본 자동차 사고와 연관된 것
으로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호재는 발표한 내용과 선택한 사진을 연관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아래의 수업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호재의 이야기에는
사진에는 있지 않은 “경찰들”이 등장하게 됐다.
호 재: (손을 들고 김선우에게) 선생님, 제가 트럭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게요.
김선우: (책상 주위를 돌며 학생들의 작업을 둘러보다가, 호재에게 다가
가 사진을 보고) 오∼ 이게 뭐야?
호 재: (사진을 가리키며) 탱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김선우: 그래서 위험이라고 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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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재: 네. 탱크가 떨어져가지고, 뒤에 있는 차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김선우: 진짜.
호 재: 그래서 위험이에요, 위험! 경찰들도 위험인 걸 알아요.
김선우: 오∼ 호재가 좋은 걸 갖다 붙였네∼.
호 재: 네.

위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선우는 호재의 말을 귀담아 들으
며 호재의 이야기를 적극 수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재가 이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자연스레 따라갔다.
호 재: (사진에서 알파벳이 쓰여 있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선생님,
이거는 엔진이에요. 엔진이고 이걸 연결해야 여기 뒤에 멈출 때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오고요. 깜빡이 켤
때도 연결되는 게 이거고요. 어, 그리고….
김선우: 응.
호 재: 이 차는 540볼트에요. 540볼트면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 끌고 갈
수 있어요.
김선우: 볼트야? 540볼트?
호 재: 네. 540볼트에요.
김선우: 전기할 때, 그 볼트야?
호 재: 그 볼트 말고, 힘 볼트 따로 있어요. (사진에서 트럭을 가리키며)
얘는 힘이 엄청, 천하장사에요, 얘는.
김선우: 그게 볼트였나? 마력 그런 거지?
호 재: 아! 마력. 마력.

위의 장면에서처럼, 김선우는 탱크를 운반할 정도로 “천하장사” 같은 트
럭의 “힘”과 트럭의 강한 힘은 “엔진”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호재에게 “마
력”이라며 응수했다. 이러한 그의 반응은 담당교사의 반응과는 사뭇 달랐는
데, 담당교사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아래의 호재와 담당교사와의 대화문에
서 잘 드러났다.
교 사: (호재에게) 이거 볼보 아니야? 볼보?
호 재: 볼보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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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볼보? 차 이름.
호 재: 아니에요. 마력이에요.
교 사: 아니야. (사진에서 호재가 엔진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쓰여 있는
‘VO VO’를 가리키며) 여기 엘(L)이 빠진 거야. 볼보(VOLVO).
호 재: 볼보?
교 사: 볼보는 차 이름인데.
호 재: 차 이름이 뭐에요! 엔진이에요, 엔진! (옆에 앉은 진성이의 팔을
당겨 와, 사진을 가리키며) 차 엔진이야!

누리고등학교 특수반 수업에서는 보조교사와 보조원이 항상 함께 했고,
담당교사도 수시로 함께 했다. 위에 제시한 수업 장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호재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양상이 김선우와 담당교사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담당교사는 호재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볼보(VOLVO)”라는
“차 이름”을 지적했다. 호재의 이야기에 “볼보”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말이
다. 설령, 담당교사의 지적처럼 트럭이 볼보라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호재에
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호재에게는 “엔진”이 중요했다. 왜냐하
면 “엔진”은 실증적인 사실(fact)은 아니더라도 호재의 이야기에서는 사실
인, 즉 현상학의 용어로 현사실(facticity)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에, 담당교사의 지적은 호재에게 와닿기는커녕 호재는 “아니에
요.”라며 거부했다. 담당교사는 호재의 이야기를 통해 호재에게 전혀 공감
하지 못했고, 그래서 호재도 담당교사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
다. 결국, 담당교사의 반응은 호재가 구성한 의미세계를 차단하는 방해물이
되어, 호재의 이야기를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김선우의 반응이 호재가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 것과
는 정반대였다. 이렇게 학생들이 구성한 의미세계는 중요하게 작용했다. 앞
서 김선우와 호재의 대화문에서 보았듯이, 그가 학생들 개개인이 구성하는
의미세계를 존중하며 그 세계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학생들에게
공감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학생들에게 공감할 때, 수업이 학생들에
게 “와닿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사진원정대에서는 김선우가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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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다. 사진원정대에서는 교과서와 교안을 비롯하여 출
사 장소도 미리 정해져 있었기에,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가 학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하기가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던 탓이었다. 그가 보기에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운영 기관에서 정해준 출사 장소가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출사 장소는 경복궁, 광화문, 이태원 등으로 대
개 이름난 곳이었다. 이와 같은 명소에서는 소재가 풍부하여 다양하게 사진
을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촬영한 사
진은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경복궁에서는 처마를 찍은 사진이 많
았고, 광화문에서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찍은 사진이 많았다. 동일한 피사
체를 촬영자만 다르게 하여 비슷비슷하게 찍은 결과였다. 즉, 경복궁하면
혹은 광화문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을 피사체로, 누구라도 찍을
법한 사진을 찍은 것이었다.
김선우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를 출사 장소가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아서”라고 보았다. 즉, 출사 장소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곳이기는 하지
만 출사가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에 학생들 개개인이 그 장소와 특별한 의
미를 구성하면서 자신만의 사진을 찍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
래의 인용문에서 그가 말하듯이, “누구나 다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김선우: 경복궁 그런데 (중략) 가서 내가 왜 찍어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
가 없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 장소가
주는 게 있으니깐. 주변에서도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찍어야 하는지….

그래서 김선우는 마지막 야외 출사 수업을 전처럼 운영 기관이 정한 장
소에서 단체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개별
적으로 촬영하는 자유 출사로 변경했다. 이것은 다른 반에서는 하지 않은
그의 반에서만 한 파격적인 시도였다. 그러한 시도 덕분에 자유 출사 때,
주영이는 아래의 <사진 Ⅲ-13>을 촬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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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Ⅲ-13> 자유 출사 때 촬영한 주영이 사진
주영이는 학원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동네”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아래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영이가 “맨날 집에 가는 길”에서
보는 익숙한 광경을 찍은 것이었다.
연구자: 우리 보통 때는 출사로 어떤 장소에 갔잖아. 근데 마지막에는 카
메라 가지고 가서, 자유롭게 촬영하고 했잖아. 둘의 차이점이 있
어?
주 영: 더 많이, 동네를 찍을 수 있다. 길, 다니는 길.
연구자: 아, 주영이가 다니던 길을 찍을 수 있었다는 거?
주 영: 맨날 새로운 데 가서 찍으니까, 모르니까 아무거나 찍었는데.
연구자: 새로운 곳에 가서 아무거나 찍는 이유가 뭐야?
주 영: 그냥, 낯서니까. 뭘 찍어서 예쁘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생각 안 하
니까.
연구자: 근데 자유 출사 때는 주영이가 갔던 길, 주영이가 사는 동네, 이
런 데를 찍으니까?
주 영: 학원 같은 데서 오면서도 찍고, 맨날 집에 가는 길.
연구자: 그런 데서 찍은 게 더 나아? 더 좋아? 내가 아는 곳이?
주 영: 딱 사진을 보면 무슨 사연인지, 사진의 사연을 알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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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 장소는 누구나 다 아는 이름난 장소였지만, 주영이는 낯설다고 느꼈
다. 주영이는 그 장소를 “모르니까” 그래서 무엇을 찍어야 할지 “생각 안
하니까”, “아무거나”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출사 장소가 낯선 곳이라
는 것은 그 장소가 주영이에게 모종의 의미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라는 뜻
이었다. 그렇기에, 명소는 주영이가 사진을 통해 “사연”을 담아낼 수 있는
“동네”와는 대조되는 장소였다. 주영이가 일상의 장소인 ‘동네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원지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한복집에서’ 사진을 찍었고, 수현
이는 새벽 풍경을 담고 싶다는 열망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사진을 찍
었다. 그렇게 학생들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자유 출사 장소가 됐고,
그곳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촬영자 나름의 “사연”이 담기게 됐다.
학생들의 의미세계와 관련된 장소에서의 자유 출사는 그렇지 않은 장소
에서의 출사보다 사진을 통해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볼 가능성이 컸다. 즉,
사진을 찍지 않던 때와는 달리 사진을 찍게 된 후에는 보기에 변화가 생기
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변화란 아래의 대화문에서 주영이가 밝히듯이, “예
전에는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사진을 찍다보니 “주위를 좀 더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거”와 같은 것이었다.
연구자: 이 수업하기 전하고 후하고 혹시, 주영이가 어떤 습관이 새로이
생겼다든지, 새로이 뭔가 생각하게 됐다든지, 이런 게 있어?
주 영: ‘저거 찍으면 예쁘겠다.’ 그런 거.
연구자: 그런 게 보여?
주 영: 그냥 예쁜 게 있으면 다 담아두고 싶은….
연구자: 예전에는 어땠는데?
주 영: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고, 봐도 뭐 그냥 ‘아 예쁘다.’ 그랬는데.
연구자: 지금은 ‘사진으로 담아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주 영: ‘저거 뭔가 찍으면 예쁠 거 같다.’ 그런 거.
연구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주영이한테 어떤, 도움이 돼?
주 영: 주위를 좀 더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거.
연구자: 주위를 더 자세히 보게 됐어?
주 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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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영이의 변화는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를 통해, 촬영자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친밀한 관계란 익숙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자가 사진을
매개로 전과 다르게 보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뜻한
다. 예컨대, 김선우가 한 지역보건소에서 수업했을 때69) 한 학생이 “매일
똑같이 보는 꽃인데 접사 이후에 다르게 보인다”고 말한 것처럼, 피사체에
가깝게 찍는 접사 촬영을 통해, 동일한 것에서도 차이를 보게 되면서 새로
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는 것은, 결국 촬영자가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에, 세계를 담은 촬영자의 사진에 촬영자의 “사연”이, 즉 이야기가 담기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보건소 수업에서 다른 학생이 “우리 어머니는 울
긋불긋, 옷을 사도 붉은 색 옷을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
붉은 색 계단을 찍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붉은 색”을 연결고리로 어
머니와 연결된 계단을 찍은 사진은 촬영자만의 이야기를 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진에 찍힌 계단은 사진을 찍기 전의 계단이 더 이상 아니다. 사진
에 찍힌 계단은 어머니와 연결된 ‘새로운’ 계단이며, 그래서 ‘친밀한’ 계단이
된다. 이렇듯이, 사진을 통해 구성된 의미가 촬영자의 이야기가 된다.
학생들이 사진을 매개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면서 피사체와 친밀한 관
계를 맺게 된다는 것은, 결국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친밀한 관계는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
이 구체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사진을 매개로 가능하게 된 학생들이 세계와 맺는 관계의 변화는 김선우가
교수를 매개로 한 체험을 하면서 변화된 것과 대칭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데, 그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한 단서를 아래의 대화문에서 찾아보
도록 하자.
69) 김선우가 지역보건소에서 수업한 것은 2012년의 일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김선우와의 인터
뷰 및 현지자료인 ‘수업보고서’를 통해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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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근데 조금 달라지는 거라면, 내가 사람들하고 부닥치는 표면적
같은 게 넓어진 거야. 예전에 그 얘기들이 공허하게 생각되는
것도 있고, 나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은 조금 생활형으로 변했다고나 할까? 내가 생각했던 말들이
나, 내가 사람들한테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바람들
이, 이전에는 말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만 생
각하는 것들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려온 거 같아.
연구자: 아∼ 그게 수업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
같아?
김선우: 어, 그거는 확실히 그런 거 같아. 어, 학교에서 애들도 만나고, 선
생님들도 만나고. 학교도 일종의 사회인 거잖아. 그냥 작업실에서
만 작업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다른 거 같아.

김선우는 예술강사로 가르치는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닥치는 표
면적 같은 게 넓어진 거” 같은 변화를 느꼈다. 이와 같은 그의 변화는 전처
럼 그가 “작업실에서만 작업하는” 예술가라면 체험하기 힘든 것이었다. 예
술강사로서의 체험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위의 대화문에서
처럼 그는 “학교”와 “작업실”을 대조하는데, 그에게 “학교”는 “애들”과 “선
생님들”이라는 타자와의 만남이 있는 “일종의 사회”인 반면, “작업실”은 그
렇지 않은 고립된 곳과 같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설령 사진작가가 작
업실에서 인물 촬영을 위해 모델과 작업을 하더라도 모델을 사물화하여 대
상(object)으로만 여긴다면 타자를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작업
실에서만” 있는 예술가는 타자와 관계하지 않기에 모종의 단절 상태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는 “작업실”과 대조가 되는 것이
다. 이것은 김선우처럼 사진작가이면서 사진을 가르치는 카터(K. Carter)
역시, 가르치는 일은 작업만하는 고독한 방식과는 다른 일이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Smooth, 2010: 94). 요컨대, 여기서는 예술가가 ‘폐쇄성’을 특징으
로 한다면 예술강사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타자와의 만남이 없는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가 닫힌 상황에서는 “머릿속
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분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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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수 체험을 통해 “현실로 내려온 거”라는 표현은 그가 “애들하고 만나
면서 깨달았던 거”라고 한 것과 같이, 타자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추상
적으로 생각만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됐다는 것을 뜻했다. 즉, 추상
이 구체로 이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추상이 “머리”의 차원이라면, 구체는
‘몸’의 차원이다. 또한 추상은 앎의 차원에 머물지만, 구체는 삶의 차원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김선우가 예술가이기만 했던 때에는 그가 추상적인 앎의
세계에 있었다면, 예술강사로서 “지금은” 구체적인 삶의 세계에 있게 됐다
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그는 “표면적 같은 게 넓어진 거”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에게 인상적이어서 아래의 인용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
는 사진 작업의 주제로 삼기도 했다.
김선우: 저번에 언니한테 표면적 얘기한 적 있었잖아.
연구자: 표면적? 네 표면적이 넓어진 거 같다고?
김선우: 표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거가 큰 주제가 표면적이야. 피부에 관한 거. 전에 애기했잖아.
그래서 [작업으로] 하나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수업이 잘 안되면] 갔다 와서 너무 짜증이 나서 옷을 후다닥 벗
어버린다. 그러고 나서는 옷이 다 쌓여 있잖아. 그거를 매번 사진
을 찍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그것을 얇게 만들어서 프린트해
서….
연구자: 쌓으려고?
김선우: 어, 내 껍질들이 쌓이는 것처럼…. 그 사이에는 쓸 데 없는 생각
이나 그런 것들이 겹겹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랑, 그
리고 하나는 내 모습들을 기록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 내
가 지금, 나는 예술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선생님같이 흉내를
내기도 하고, 다른 모양이기도 하잖아. 근데 오늘 내가 사례 연구
하는 데 가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연구하
는 사람인가? 그리고 저기 모임에 가서는 회의하는 사람이고, 학
교에 있으면 교사같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
아. 근데 그런 거 같아. 이게,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
는 생각들이 있고 그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다 나인데, 자꾸 규정을 지으려고 해서…. 나
는 예술가냐 교육가냐 뭐 하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는 다 똑같은
거 같아. 논문을 쓰든 뭐를 하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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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고 직업에 국한해 가지고 이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

김선우가 말하는 “표면적”이란 앞서 살펴본 인용문에서 “사람들하고 부닥
치는 표면적 같은 게 넓어진 거”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예술강사로 학생들
을 비롯한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나”를 넘어 관계 속에서의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 “사회성”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즉, “표면적”이
“넓어진 거”라는 표현처럼 타자와의 관계로 인해 세계에 대한 그의 이해가
외부적으로 확장됐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표면적”의 확장을 통해, 김선우는 “현실적으로 내려온”, “생활형
으로” 변하게 됐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예술강사로 수업을 할 때 그가 “그
냥 머릿속으로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해서” 했던 전
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 학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하고
자 한 그의 노력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수업에서 “똑같은 활동을 해도 그
냥 하는 거랑 애네들한테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
에,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게 됐던 것이었다. 이렇게 학생들이라는
타자의 입장을 존중하게 되고 학생들과의 공감을 중시하게 된 것은 예술가
로서의 그의 작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김선우의 사진 작업에서 나타나게 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데, 첫 번째 변화는 주제의 확장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전에는 주로 “가족
이나 내 자아나 그런 주제”를 사진 작업에서 다뤘다. 그러한 “개인적인 주
제”가 “넓어지는 거”가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주제의 폭이 다양하게
됐다. 아래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컨대 그는 ‘위안부 할머니’나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같은 주제로 작업을 구상하기도 했다.
김선우: 왜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가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포인트가
다른 점이 있잖아. 그 점에 대해서 하고 싶어.
연구자: 타자의 아픔? 예전에는 너의 아픔이었는데?
김선우: 그렇지.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왜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
한 걸까?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 지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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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의 삶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서 광주에 있는 분들 살아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전에는] 역사적인 인물로만 생각이 되었어.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지금 삶의 모습을 내가 사진으로, 내가 가족들을
찍듯이 이 사람들의 삶을 찍어보고 거기서 내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면 어떨까? (중략) 위안부 할머니도 그렇고 광
주도 그렇고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왜 그런 아픔에 대해
서 나 몰라라 하는 심리가 있는 건지,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김선우의 사진 작업 주제가 “개인
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게 된 것은, 예술강사로서의 그의
체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예술강사로서 그가 학생들과의 공감을
체험하게 된 것은 위안부 할머니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공감으로 확장되어 연결됐다. 사실 그는 전에도 “사회적인 문제여도 결국
내 개인의 얘기인 거”라며 사회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그의 사진 작업으로 다
루기에는 그의 표현으로는 “추진력”이 부족했다. 아래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동기나 당위성이” 그에
게 부족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가 예
술강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며 타자와 그가 연결되어 있다
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개인과 사회의 연결을 사진 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
김선우: 내가 만약에 학교나 관계가 없고 예전처럼 했으면 추진력이 없었
을 텐데, 이런 관계에서 오는 거, 이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학
생들과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
런 바운더리가 커지는 거 같아. 동기? 동기나 당위성이 더 생기
는 거 같아.
연구자: 위안부 할머니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는데, 나와는 그리 상관은 없
는, 근데 이 분이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위안부
할머니의 얘기가 나와 완전히 떨어진 얘기가 아니구나하고 좀 더
느껴진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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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그치. 뉴스에 나오거나 작업으로서 대상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꼭 이 주제를
다루어야 겠다.’ 그런 이유가 나한테 분명해야지 나는 작업을 하
거든.

이렇게 김선우의 사진 작업의 주제가 전보다 확장되게 됐다. 주제의 확장
과 더불어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그의 작업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작업
방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아래의 대화문을 보자.
연구자: 선우가 자주 얘기하는 게 나는 머리로 찍는 사람이라든지 발로
안 찍고, 머리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 그거를 원래
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면, 애들을 가르쳐보니까?
김선우: 그거는 원래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때는 그걸 나
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내 특징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머리가, 옛날의 머리가 지금의 머리와 [의미가] 달라.
옛날에 머리는 개념적인, 개념 미술에서 말하는 머리랑 비슷했어.
어떤 거를 찍을 때, 뭔가를 찍을 때 사람들이 경험에서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의 원천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생각
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고 그걸 찍는 거에 익숙하거나 더 잘하는
사람인 거 같아.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고 뭔가를 경험을 해서 찍
는 거라기보다는,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걸러져서 나한테 온 거야. 여러 경험들이, 사람이야
누구나 엄청난 경험을 하고 살잖아. 그런 경험들이 머리를 통해
서 여과돼서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그렇지 않고 개념적인 사
람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만나면서 하잖아.
그런 거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거 같아. 머리로 하는, 나는 그런
쪽의 사람인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거 같
아.
연구자: 머리로 하던 게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게 바뀌
었어?
김선우: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씩 열려가고 있는 거 같아.
연구자: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김선우: 그치.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 하나하나
를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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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는 자신이 “머리로 다 계산해놓고 사진 찍는 타입”이라고 말했는
데, 그가 예술가로서 그의 작업 방식의 “특징”이라고까지 생각한 “머리로”
사진을 찍는다는 뜻은 그의 생각을 통해 “여과”되어 나온 “개념”으로 사진
을 찍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사진을 찍는 것
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주로 인물을 촬영하는 사진 작가였음에
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진 작업을 했다. 구체적인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통한 사진 작업이 아니었다. 그렇게 그는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 닫혀 있었
다.
그러나 김선우는 예술강사 활동을 하면서 그가 타자와의 관계에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 거”를 느끼게 됐다. 또한 그는 그렇게 변화된 타자와의 관계
를 사진 작업에서 고려하게 됐다. 나는 그에게 그러한 변화로 인해 그의 작
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물었는데, 그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김선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전에는 A, B, C, D 경험을 막 쌓아. 그런
다음에 통계를 내. 통계를 내서 그걸로 작업을 했어. 지금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를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거야. 그거를 다른 거로 바꾸지 않아. 이거를 수치나 데이터로 바
꾸지 않고 A는 A 그대로, B는 B 그대로, 그걸 있는 그대로 연
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
연구자: 그랬을 때, 머리로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은 뭐야?
김선우: 지금 더 행복하지. 지금 더 내 얘기를 하는 느낌이 더 드는 거
고. 그때는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거 같지 않
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 전에 작업은 내 거 같지 않다는, 내 스
스로 설득하기에 뭔가 약한 느낌이 있었어. 필요해서 그 작업을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근데 뭔가…. 아쉬움이 항상
더 많았지. 내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절망감 같은 게 더
컸지. 그런 부족함이 더 보여서 그때는 누구한테 내 사진을 보여
주는 게 진짜 싫었던 거 같아. 내 작업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좋
은 느낌이 아니라 내 치부를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김선우가 보기에, “개념”으로 사진 작업을 하는 것은 “통계를 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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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데이터”로 바꾸어 하는 것이라면, ‘관계 맺기’를 통해 사진 작업을 하
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후자의 방식을 시도하
면서, 그는 “지금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됐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느꼈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절망감”이 아니라 “지금 더 내 얘기를 하는
느낌이 더 드는 거” 같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래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느낀 “행복”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연결됐다.
김선우: 어떤 선생님이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있는 게 좋다고 하
시더라고. 내가 꽃을 꽃대로 나무를 나무대로 그대로 그리지 못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꽃을 되게 형식적으로 동그라미 네
개로 똑같이 그렸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다 다르게 그리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나뭇가지도 다 다르고 뿌리부터 갈라진 것
도 있고 모양도 다 다르고 그런 게 신기한 거야. 내가 예전에 중
년 어른들이 다 꽃 사진 찍은 게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왜 그
분들이 꽃과 나무 사진을 찍었나, 내 기준으로 저렇게 찍는 거는
사진이 저급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제대로 된
꽃 그런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

위의 인용문에서 김선우가 “꽃을 되게 형식적으로 동그라미 네 개로 똑
같이”라는 것은 꽃에 대한 추상화의 결과였다. 그런데 “꽃을 꽃대로” 보다
보니 달라졌다. 개념이 아닌 눈앞의 꽃은 “하나하나 다 다르”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꽃을 보는 것이었다. 그의 말처럼 “꽃 사진을 찍고 싶으
면 꽃을 알아야 하는 거”인데, 개념으로 찍다보니 꽃을 알아가지 못한 것이
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의 표현처럼
“종이 한 장의 차이”로 구체성이 가능하다. “피사체에 더 다가갈 수 있고
아니면 겉핥기로만 끝날 수 있구나”하는 문제는 피사체와 맺는 관계의 심
도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들을 집단으로 볼 때는 보지 못했는데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보게 되니 “다 예쁘다”는 그의 체험처럼, 사진에 있어서도
피사체와의 관계 양상에 따라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꽃을 꽃대로 나무를 나무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차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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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선우는 수업이 학생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는 그가 학생들에게 공감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그러한 예술강
사로서의 체험은 예술가로서의 그의 사진 작업 방식을 해체하고 재구성하
게 했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작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아래의 대화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연구자: 예술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뀐 거 있어?
김선우: 예술강사 하면서 예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 같아. 예술이라
고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내가 해야 하는 예술이, 예술 활
동이 뭔지가 좀 더 분명해진 거 같아. 예를 들면, 예술을 정의
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예술이라는 말을, 좀 더 내 언어로 정의하
는 게 가능해진 거 같아. 어렵긴 한데,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
를 다 연결해주는 게 예술인 거 같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있고, 이
런 것들을 연결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만들어 내는데, 이걸 연결
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술인 거 같아.
연구자: 그게 명확해졌다는 건 뭐야?
김선우: 예전에는 내가 왜 예술을 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았어. 하
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예술가라는 사람들
이 뭐를 하는지 그게 불분명했던 거 같아. 예술가라고 하지만, 무
슨 작업을 해야 하는지, 주제나 아니면 예술가라는 사람이 왜 필
요할까? 그 답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 같아.
연구자: 그래서 잘 몰라서, 네가 만족하는 거만 하고 그랬나?
김선우: 그치. 근데 그게, 그런 거 한다고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
잖아. 자기 좋아하는 거 한다고 그게 예술은 아니잖아. 그치? 예
를 들면, 예전에 내가 작업했던 거, 나한테는 필요했지만 개인의
해소 정도인데, 그거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게임하거나 뭔가
다른 걸로 해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매체만 예술의 형태고 그거
를 전시를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서는 뭔가 해소용으로 쓰였던 거지. 이게 왜 필요
한 거고, 내가 예술가인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거
든. 그렇다고 지금 나는 예술가야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정체성이나 당위성이 조금은 생긴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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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있고” “이걸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술인 거 같
아.”라고 했다. 요컨대, 그에게 예술이란 그를 타자 그리고 세계와 연결하는
매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했던 사진 작업은 타
자 및 세계와 연결되지 않고 그만을 위해 작업한 것이어서 “개인의 해소”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표현 방식이 예술의 방식이었던 것일 뿐, 그가 의미
하는 “예술”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작업을 하면서도 그는 스스로 예술가라
는 정체성에 의문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술강사 하면서 예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 같아.”라는 김
선우의 말처럼, 예술가로서만 활동할 때는 추상적이었던 예술이 예술강사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되게 됐다. 그 이유는 그가 학생들이라는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과 타자 그리고 세계를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예술강사 활동을 통해
비로소 “내가 해야 하는 예술이, 예술 활동이 뭔지가 좀 더 분명해진 거 같
아.”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예술강사 체험을 통해 그가 예술가로
서 ‘예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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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삶과 예술과 교육 : 그 관계에 대한 재해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Ⅲ장인 예술강사로 ‘살기’는 연구 참여자가 예술강사
로서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Ⅳ장인 예술
강사로 ‘다시’ 살기는 기술된 체험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교육과 예술
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된 관점에 비추어 다시 살게 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살기’인 Ⅲ장과 ‘다시’ 살기인 Ⅳ장은 모두 예술강사 되
기의 과정을 밝히는 부분이다.
Ⅴ장은 예술강사 되기의 의미를 살핌으로써, 예술강사다움을 따져 예술교
육을 재의미화하려는 장이다. 예술강사 되기의 의미는 예술이라는 삶의 형
식과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을 넘나들며 포착 가능하기에, 삶과 예술과 교육
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것은 곧 예술과 교육 사이에서 예술과 교육의 만남
을 통해 가능한 예술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는 일이 된다. 여기서는 첫째, 타
자와의 소통 둘째, 타자 지향의 사이-교육 셋째, 보여주기보다 ‘하기’ 넷째,
교육적 주체 되기라는 주제를 통해 삶과 예술과 교육의 관계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1. 타자와의 소통
인간은 누구나 홀로 살 수 없기에, 결국 함께 살고 있는 타자와의 소통은
삶에서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 교육,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삶의
형식들(forms of life)”(조용환, 2001)에 참여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타자
와 소통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자와의 소통은 모든 삶의 형식
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이렇게 ‘삶’에 초점을 두면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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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소통은 다양한 삶의 형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특징이 되지
만, ‘형식’에 초점을 두면 타자와의 소통 양상은 각기 다른 삶의 형식에 따
라 차이를 드러낸다. 예컨대, 예술과 교육에서 타자와의 소통은 모두 드러
나지만, 예술이냐 교육이냐에 따라서 타자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는 상이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이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
었던 점 중의 하나이다.
김선우는 예술과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삶의 형식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는 사진 작업을 하는 사진작가로서와 사진을 가르치는 예술강사로서 다르
게 타자와 소통했다. 그는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한 첫 해에 “예술과 교육이
양립 불가능한 것만 같아, 제 역할에 의문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예술과 교육에서, 다시 말해 예술가로서와 예술강사로서 그가 타자
와 소통하는 양상이 상이했기에 초래된 일종의 혼돈이었다. 예술에 참여하
는 예술가가 소통하고자 하는 타자는 창작 활동을 염두에 두면 예술 작품
의 감상자이다. 한편,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강사가 소통하고자 하는 타자는
교수 활동을 염두에 두면 학생이다. 이렇게 예술과 교육에서 타자가 다르기
에 소통 양상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가 예술가로서 그리고 예술강사로
서 어떻게 다르게 타자와 소통했는가는 앞서 기술과 분석을 다룬 Ⅲ장과
Ⅳ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예술과 교육에서 드러난 타자와의 소통 양
상의 차이로부터 무엇을 교육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김선우가 사진작가가 된 것은 그가 사진을 통해 타자와 소통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사진이 그에게 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매개가 된 것이었다. 그
러나 그가 자신의 작업을 되돌아보며 “자기만족”에 그쳤다고 반성하듯이,
그는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사진을 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타
자는 부재했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희미했다. 그때의 타자는 불특정한 ‘얼
굴 없는 타자’였다. 사진 작품의 감상자는 불특정한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
렇기에, 그는 사진으로 타자와 소통하겠다는 목적은 있었지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타자를 고려하는 대신 사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의 사진 작품이 그만을 위한 “자기만족”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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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드러나게 된 이유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진을 통해 누군가와 소
통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게
됐다. 그만큼 사진작가인 그에게서 타자의 존재는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
다.
기실, 이러한 ‘얼굴 없는 타자’와의 소통은 예술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와
반대로, 예술에서 누구인지 분명한 타자를 상정하고 창작하는 일은 오히려
예술성이 낮게 평가되곤 한다. 예컨대, 작품을 의뢰한 타자가 원하는 대로
작업하는 예술가를 폄하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특정한 타자인 후견인
의 구미에 맞게 그림을 그려 성공을 누린 예술가보다 반 고흐처럼 당대의
타자에게는 인정받지 못해 가난으로 고통 받았을지라도 더 고귀한 예술가
로 후대에까지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를 한탄하는 대신 자신의 그림은 미래에
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는데(van Gogh, 1998/2011), 이것을 보면 반 고흐
도 작품을 통해 정체가 불분명한 잠재적인 타자와 소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술에서는 대개 불특정한 타자와의 소통을 상정하고 예술가
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예술에서의 타자는 예술 작품의 감상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사진에서 특히 인물 사진에서는 예술가의 작품 창작
활동에 기여하는 모델도 타자이다. 모델은 불특정한 타자는 아니지만 얼굴
없는 타자로의 전락은 흔히 발견된다. 김선우가 사진작가로 모델을 “사물
화”했다는 것이 그 예이다. 모델의 사물화는 얼굴 없는 타자와 다르지 않
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사진이라는 예술 장르가 배태할 수 있는 한계로 보
인다. 사진은 카메라라는 특정한 매체를 “거치는” 것이기에, 이러한 “기계적
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선우는 이러한 특징을 “겉핥기”라고 표현했는데, 피사체와 직접 소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카메라를 매개로 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피
사체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표현처럼
그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이다. 그러나 예술에서 타자가 감상자이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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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간에 예술가가 창작에만 ‘몰입’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세계에 고립되는
것이므로 예술에서 타자는 얼굴이 삭제되기 쉽다.
이렇듯이 예술에서 타자와의 소통이 ‘얼굴 없는 타자’와의 소통이라면, 김
선우의 체험을 통해 드러난 교육에서의 타자와의 소통은 ‘얼굴 있는 타자’
와의 소통이었다. 이것이 이 연구에서 발견된 예술과 교육에서 드러난 타자
와의 소통 양상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자 한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는 한 마디로, 김선우가 사진을 가르친다는
것을 매개로 ‘얼굴 있는 타자’인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한 총체적인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학생들이 그에게 얼굴 있는 타자였
던 것은 아니다. 그가 예술강사가 되어간다는 것은 학생들이 얼굴 없던 타
자에서 얼굴 있는 타자가 되어가는 과정과 같았다. Ⅲ장에서 그 과정을 밝
힌 바 있듯이, 요컨대 학생들이 얼굴 있는 타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그에게
학생들의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되어간다는 것을 뜻했다.
앞서 언급한 예술에서 소통의 대상이 되는 ‘얼굴 없는 타자’는, 기실 우리
의 삶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70) 이러한 타자는, 예컨대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 칸에 함께 타고 있는 타자와 같다. 다시 말해, 거기에 분명 물리적
으로 존재하나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나에게는 얼굴이 없는 타자
이다. 그러한 무수한 타자 중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계기를 통해 어떤 타자
는 나에게 의미 있게 되는데, 타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계기는 ‘이름’과 연관
될 수 있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내가 타자의 ‘이
름을 부르는 것’은 타자의 존재가 나에게 그리고 상호적으로 타자에게도 나
70) 레비나스(E. Lévinas)는 주체의 인식 여부가 타자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타자는 이미 항상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전자가 여전히 데카르트적 주체 중심주의라
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Lévinas, 1984/2005; 강영안, 2005). 여기서 논의하는 타자의 존재에 대
한 발견은 주체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타자가 주체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
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타자의 존재 양식에 대한 발견이다. 여기서는 레비나스가 말하
는 이미 항상 존재하는 타자와 주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다시 말해 주체와 타자의
관계 맺기 양상이 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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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가 의미를 생성하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앞서 Ⅲ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김선우가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워 학생
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한 것은 그가 학생들을 ‘얼굴 있는
타자’로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얼굴 없는 타자와 달리, 얼굴 있는 타자가 된
다는 것은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가 된다는 뜻이다. 의미 있는
타자는 지하철에서 이름 없이 스치는 타자가 아니라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마주치는 타자이다. 그가 꿈나래학교 석현이와 이름을 통해 관계 맺
기를 시작하여 서로에게 의미 있는 타자가 됐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타자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떻게 얼굴 있는
타자와의 관계 맺기와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클
로델(P. Claudel)의 영화 <차가운 장미(Avant l’hiver)>(201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영화에는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사경의 기로에 선 말렉 부인
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담당의사에게 언급하는 장면
이 나온다.
그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아버지는 모르드카이 말렉이고 어머니는
스타니아 말렉인데, 모두 폴란드 남쪽 루블린 출신이고 1928년 프랑스로
이민 왔어요. 언니는 브리니아랑 스테프카, 빅터와 슐로모가 오빠에요.
(중략)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혹시 죽어도 누군가는 그들이 존재했다
는 사실을, 그들의 이름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듣기를 바랐기 때문이에
요. 모르드카이, 스타니아, 브리니아, 스테프카, 빅터와 슐로모, 말렉가의
사람들….

위의 말렉 부인의 말처럼, 이름은 존재와 관련이 있다. 속담에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던가. 다시 말해, 이름은 존재를 증명해 주
는 일차적인 표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단순히 나와 타자를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타자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은 첫째,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며 둘째, 타자의 존재에 참여하는 ‘시초’가 된다. 여기서 참여
란 타자의 존재와 연결되는 주체의 관심을 뜻한다. 관심을 뜻하는 영어
interest는 사이를 뜻하는 inter-와 존재를 뜻하는 esse의 합성어이다.71)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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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존재의 사이 공간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주체의
관심은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된다. 레비나스(E. Lévinas)가 강
조하듯이, 타자는 주체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항상 ‘그저 있다(il y
a).’(Lévinas, 1984/2005; 강영안, 2005) 이렇게 그저 있음의 존재인 타자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존재함과 마주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주치는 존재와의 관계 맺기를 드러내는 실천으로 볼 수 있
다.
김선우는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부름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들을 얼굴 있는 타자로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름은 하이데
거(Heidegger, 1927/1998)의 구분에 따르면, 타자의 ‘존재(Sein)’에 대한 접
근보다는 ‘존재자(Seiende)’에 대한 접근이 되기 쉽다. 앞서 타자의 이름을
알고, 타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연유가 여기
에 있다. 주체가 우선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은 타자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이다. 존재자란, 예컨대 꿈나래학교 1학년 남학생 석현이라는 ‘무엇(Was)’
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석현이가 ‘누구(Wer)’인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존재이다. 존재란 ‘규정할 수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알 수
없는, 무변광대함’이다(Heidegger, 1927/1998).
김선우는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으로 학생들을 존재자로 만나
게 됐고 그 후, 그는 파악 가능한 존재자를 넘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
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누구인가 묻는다는
것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들을 얼굴 있는 타자로 발견한
후에도 끊임없이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에게는 학생들이 파악 불
가능한 타자이기 때문이었다. 즉, 이제는 알게 됐나 싶다가도 파악의 한자
把握의 뜻과는 반대로 학생들은 어느새 그의 손아귀를 빠져나가 잡을 수
없게 됐다. 그렇게 학생들을 안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연됐다. 그럼에도 그
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었다.
그렇게 다른 교사들에게 학생들은 ‘기지(旣知)’의 존재였지만, 그에게 학생
71) Online Etymology Dictionary 누리집 www.etymonline.com/word/interes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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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언제나 ‘미지(未知)’이며 ‘부지(不知)’의 존재였다.
따라서 김선우는 학생들을 알고 싶다는 생각에, 그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
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태주의 시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나태주, 2014: 16)처럼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오래” 보려고 노력했다. 발레리(P. Valery)가 “본다는 것은
보고 있는 것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다.”(은유, 2016: 136)라고 했듯이,
학생들을 존재자가 아닌 존재로 접근해야 그들의 예쁨과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가 마주치게 된 학생들의 존재는 나태
주의 시 <꽃2>에서 드러나듯이,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나태주,
2017)처럼,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러한 발견은 김선우가 학생들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했기에 비로소 가
능한 일이었다. 그는 말이나 행동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면의 “마음”을 보고자 했다. 요컨대, 얼굴 있는 타자인 학생들의 존재에 대
한 그의 ‘관심’이 학생들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그
의 관심과 관찰은 학생들 개개인과 “마음”으로 ‘관계’ 맺고자 한 그의 열망
을 대변했다. 즉, 얼굴 있는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관찰 그리고
관계가 필요했다.
김선우는 수업에서 만나는 “바로 그 애”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마
치 “연애랑 비슷한 거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얼굴 있는 타자’인
학생들과의 소통 양상을 “연애”72)에 빗댄 것이었다. 이처럼 그가 교육에서
의 타자와의 소통을 “연애”라는 은유로 드러내기에, 여기서 “연예”의 의미
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타자와의 소통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은유(metaphor)는 관계없
72) 김선우는 나와의 연구도 “연애”에 비유했다. 일상에서 익숙한 사람이었음에도 연구를 통해 낯
선 사람처럼 느껴졌기에, 이 연구는 그와 내가 새롭게 사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연애라는 은
유가 이 연구의 특징을 잘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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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들을 연결하여 관계 맺는 일이다. 그렇다면, “연애”라는 은유는 교육에
서의 타자와의 소통과 어떠한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일까?
연애가 지닐 수 있는 무수한 함의 중에 여기서 “연애”라는 은유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주목할 수 있는 의미는 연애는 무엇보다 타자의 존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체험이라는 것이다. Ⅲ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김선우에게는 학생들이라는 타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사진을 가르치는 일을 입시 학원이나 대학에서 한 적이 있었지만, 그
때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서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
리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가 학생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의 의식 밖에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학
생들에 관심이 없었다.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생들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입시 학원과 대학에서 “코디네이터”였다고 했는데, 따라서 예술강사와 코디
네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의 유무일 것이다. 학생들이
그의 의식 대상이 된, 다시 말해 그가 학생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이
름을 알고 부르며,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한 모든 과정은 그가 타자의 존재
를 느끼는 체험을 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학생들이 그에게 ‘얼굴 있는
타자’로 체험된 것이며, 그가 예술강사로 되어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연애”라는 은유로부터 김선우가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했
는지 그 양상이 드러나는데, 아래에서는 그것을 정리하여 교육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얼굴 있는 타자와의 관계 맺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 ‘수평적 관계 맺기’이다. 연애는 수
직적 위계질서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성립가능하다. 물론,
연애에 참여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애는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
진다. 김선우는 학생들을 자신과 동등한 선상에서 보았다. 예컨대, 그는 꿈
나래학교에서 석현이가 촬영 시간에 사진을 찍지 않고 있으면 “작가들도
그렇거든. 때가 돼야 하거든.”이라면서 석현이가 찍고 싶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학생들을 그와 동등하게 “작가들”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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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가 찍고 싶을 때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학생들도
그러한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것은 그가 지시하고 학생들이 이행하는 수
직적 관계가 아니라 그가 그러하듯이 학생들도 그러한 수평적 관계라는 것
을 드러낸다.
또한 그가 자신의 작품을 수업 자료로 활용한 것은 학생들이 찍은 사진
을 그가 보듯이 학생들도 그의 사진을 보는 수평적 관계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들풀중학교에서 민국이가 그의 사진에 “이거 별론데요.”라고 솔직
히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학생들의 소통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졌
기에 가능했다. 사실,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73) 헨리(Henry, 1971: 9-24)가 말한 취약성(vulnerability)을 감안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학생들에게 드러내며
소통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학생들도 그에게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
이다. 물론, 학생들이 드러내는 방식이 그가 기대하는 것과 상이하여, 처음
에 그는 “서운하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 학생들이 그에게 자신들을 드러낸 것이라고 달리 보게 됐는데,
이러한 보기의 변화 또한 수평적 관계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관계 맺기’이다. 연애는 상대인 타자를 향한 무한한
관심이며, 타자의 마음을 정성스레 살피는 일이다. 따라서 연애에서는 상대
가 누구인지 끝없이 알고자 애쓰게 된다. 상대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에게 맞추지 않으면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누구에게나 통하는 일반적인 연애란 있을 수가 없다. 연애에는 정답도
없으며 매뉴얼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김선우가 석현이 “한 명을 겪었다
고 모든 애들이 다 이해되고 그렇지 않아.”라고 말한 이유이다. 즉, 학생들
한 명 한 명은 “케이스별로” 각기 다르다. 이것은 우치다 타츠루(內田樹·岡
田斗司夫, 2013/2014: 135-136)가 말한 아래의 인용문과도 맥을 같이 한다.
73) 예술교육의 맥락은 아니지만,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공유한 예는 염지
숙(2017)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예비교사들을 동료로 삼고, 교
사로서의 경험을 ‘먼저’ 그들에게 드러내어 공유했다. 이것은 예비교사들이 그들의 경험과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수자의 적극적인 실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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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할 일은 배움에 시동을 거는 ‘방아쇠’를 어떻게 당기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아이들에게 방아쇠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었더니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래
서 다른 아이한테도 똑같은 말을 해주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일은 아주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는 다양한 교
육이념을 통해, 또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생님이 동
시에 병행해서 아이들 앞에 서는 일이 꼭 필요해요.

또한 연애는 상대를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드
는 일이다. 따라서 김선우의 “연애”라는 은유는 그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을 단독적인 존재로 만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학생들이 그에게 대체 불가
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관계를 맺는 학생들에게도 그가 대체 불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학생들과 그는 공히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서로에게 서로의 얼굴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그가
학생들과 맺고자 했던 대체 불가능한 관계였고, 그의 체험을 통해 해석될
수 있는 교육에서의 얼굴 있는 타자와의 소통 양상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교육에서의 타자와의 소통 양상은 ‘수평적 관계
맺기’와 ‘대체 불가능한 관계 맺기’라는 두 가지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맺기는 한 가지 특징을 드러내는데, ‘머리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것
이다. 이것은 김선우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와 관련된 ‘내용’보다 자신이 ‘어
떠한 마음이냐’와 관련된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공명한다. 그
는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학생들이 누구인가 묻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자
했는데, 이것은 결국 그가 자신이 누구인가 묻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
과 연결됐다. 즉, 학생들이 누구인지 묻고 찾는 과정에서 그는 “내가 누구
인지? 왜 교육을 하는지?”와 같은 근원적인 존재물음(Heidegger,
1927/1998)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고, 학생들을 만나는 자신의 마음이 어
떠한지, 그 마음이 교육적인지를 살피며 반성하게 된 것이었다. 연애가 결
국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인 것처럼, 김선우는 학생들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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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에서 ‘얼굴 있는 타자’와의 소통은 아래와 같은 양상으로 드
러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은
교수자 자신이 누구인가 묻는 존재물음과 연결되며, 학습자의 마음을 이해
하려는 노력은 교수자 자신의 마음까지 살피는 보살핌을 낳아, 결국 학습자
에 대한 이해가 교수자 자신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는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 도달가능하지 않듯이, 타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타자가 얼굴이 있다고
하여, 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인지는 존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육에
서 타자와의 소통은 동일성의 논리로 학습자를 교수자와 똑같이 만드는 것
이 아니라 학습자의 타자성을 한껏 껴안는 양상이여야 할 것이다.

2. 타자 지향의 사이-교육
앞서 Ⅱ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교육의 다차원성 중 ‘예술로서의
접근’ 양상으로 드러나는 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방
법적 측면을 강조한다. 여기서 방법적 측면이란 다분히 ‘학습자 중심’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예술로서의 접근을 취하는 대표적인 예인 발도르프 교
육이 예술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를 학생들로부터 끌어낸다는 뜻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 교육이란 무엇인
가? 학습자 중심 교육은 전통적으로 교육이 교수자 중심(teacher-centered)
이었다는 비판으로부터 등장한 것으로, 학습자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
로 ‘교육 주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극단으로 밀고나가
교수자 중심을 교수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그 반대인 학습주의를
주장(김신일·박부권, 2005)하기도 한다.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들(강인애·주현재, 2009; 권낙원, 2002; 윤정
은·김도연·권오남, 2015; 이지혜·하정윤, 2016; 최영인, 2012)을 참조하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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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의 수업은 다분히 ‘학습자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외부
의 요청으로, 즉 당위성에 의해 학습자 중심 수업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체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자 중심으로 됐다. 다시 말해, 그가 예
술강사 활동 초기부터 학습자 중심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모든 선택권과 자율성을 학습자에게 부여하는
이론적 논의”(최영인, 2012: 551)라고 설명하는데, 그는 초기에는 학습자가
아닌 그의 선택권과 자율성에 따라 수업을 계획했고, 그의 계획에 따라 실
행했다. 그러나 수업을 하면서 학습이 전제되어야만 교수가 가능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되어,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됐고, 그것
을 교수 내용으로 삼게 됐다.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Ⅲ장 4절 1항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수자 중심에서
“애들 중심”으로 변모하게 됐지만,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맞추는 학습자 중
심의 수업에서 김선우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데에 있었다. 그는 선
택권과 자율성이 그에게 있었던 교수자 중심을 그가 “끌고 가는”이라고 표
현했고, 그 반대인 선택권과 자율성을 학생들에게 맡겨 학습자 중심일 때는
그가 “끌려가는”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끌고 가거나 끌려가는 것은 양쪽 다
그를 “불편”하게 했는데, 어느 쪽이건 ‘일방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김선우의 체험을 참조하며,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논의를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실, 학습자 중심에 대한 주장은 다분히 학교교육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교수-학습의 상징적 상호작용’(조용환,
2012b)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라는 환경적 조건에서는 교수가 강조될 수밖
에 없기에, 그간 소외됐고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학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습자 중심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지나쳐, 교수
를 축소함으로써 교수자의 역할까지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교수자 중심으로부터 학습자의 소외를 방지하고자 하여 교수자가
점했던 중심의 자리에 학습자를 놓는 것은 교수자의 소외를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이다. 교수자의 소외는 교수자를 교육 주체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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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교수자 중심이 교육적이지 않는 것처럼, 학습자 중심 또한 교
육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학습 없는 교수가 불가능하듯이 교수 없는 학습도
불가능하기에, 양자택일이라는 접근으로 중심을 삼고자 한다면 교육은 절름
발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수자 중심도 아니고 학습자 중심도 아닌, 보다 교육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
해, 먼저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김선우의 “연애”라는 은유를 다시 살펴보자.
그는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연애가 잘 안되었을 때는 상대가 그에게 기대
했던 것이 있고 그가 상대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양자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에게 기대만 했을 때라고 했다.
김선우: 연애도 교육도 나의 중심과 균형이 참 중요한 거 같아. 각자의
생각과 삶이 있는데, 그걸 자기방식대로만 끌고 나가려고 하면
끌려가는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 같아. 그렇다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는 것도 나에겐 좀 힘든 일인 거 같아. (중략) 나에겐 안
맞는 옷 같아. (중략) 다른 해결책 같은 게 떠올랐어. 거리를 좁
혀 지나치게 맘 쓰인다든지, 거리를 두어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들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 a를 줄때 a를 받아야 할지, 자신도 a
를 줘야 할지, 그 누군가가 a를 주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야 할지, 뭐가 좋을까? 그냥 단지 내 입장에서 그 누군가에
게 b나 c 다른 걸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들에게]
난 관심과 교육을 통한 소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아.

김선우의 말처럼, 각자의 기대를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연애”를 실패
하게 만드는 이유라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는 상대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만 끌고 나가려”는, 다시 말해 타자를
주체 안으로 포섭하려는 동일성의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
으로부터 해석할 수 있듯이, 타자를 주체의 복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동일
성의 원리는 a를 주었다고 a를 요구하는 등가 교환과 상통한다. 타자는 a의
의미로 b나 c를 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왜 a를 되돌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일성의 원리나 등가 교환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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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타자 ‘사이’의 부재를 의미한다. “연애”의 실패와 같은 부딪힘이 바
로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기타줄은 한 줄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줄이 다
함께 붙어 있으면 줄들은 혹 외롭지 않을지 몰라도 더 이상 소리를 내고
음악을 만들 수가 없다,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가 난다. 아마도 모든 예술
이 다 그럴 것입니다(마종기·루시드폴, 2014: 292).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거리를 좁혀” 동일하게 만들려는 것은 기타줄
이 붙어버려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본래의 모습을 삭제하는 일이 된다.
그렇다고, 이와 반대로 “거리를 두어”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해
법은 아니다.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기타는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사이’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유컨대 ‘나’와 ‘너’가 동일성의 논리로 1이 되는 것도 개별성의 논
리로 2가 되는 것도 아니라, 만남으로 인해 3이 되는 것이다. 3은 만남이
있기에, 창조되는 ‘사이’의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부딪힘은 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생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Ⅲ장 4절 1항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선우에게 부딪힘으로 생
긴 “균열”이 ‘성장으로서의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이’ 공간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그 공간에서 학생들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점
은 아래의 <학생>이 제목인 그의 자작시에서 잘 드러난다.
너를 통해 나의 행복을 찾지 말자.
너는 나의 휴식처도 나의 노리개도 아니다.
스쳐지나가도 어긋나도 너이고, 나이다.
나는, 마음 한 켠에 너가 머물다 갈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든다.
지쳐, 초라해진 그 방이 허물고 싶어질 때 벽에 창 하나만 내자.
나의 숨결이 바람이 되어 휘이휘이 돌아다니게 해두자.
너가 내 뜰에서 노닐든, 창을 들여다보든, 여전히 나이고, 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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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바람이 불어 안으로 숨거나 밖으로 뛰쳐나간다 해도 다시 돌아와 벽도 세우고 창도 만들자.
그리고 어느새 갖추어지면 나와 돌아다니자꾸나.

위의 시가 말해주듯이,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를 겪으며 그 과정에서 생겨
난 “균열”은 김선우의 “마음 한 켠에” “작은 공간”을 만들게 했다. 그 공간
에서 그는 새로운 눈으로 학생들을 마주쳤다. 그 공간에서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던 학생들과 “창”을 통해 소통했다. 이 공간은 ‘사이’의 공간으
로, 여기서는 동일성의 논리로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성을 환대하며,
나/너의 이분법을 깨면서도 나와 너는 온전히 자신의 존재일 수 있다. 기실
“연애”의 일차적인 조건인 관심(inter-est)이란 존재 사이에서, 즉 ‘사이-존
재’(서동은, 2011)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주장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
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되고(권낙원, 2002), 교수자 중심 교육에서와 달리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배움을 지원하는 촉진자로서 교수자의 역
할이 재고되는(강인애·주현재, 2009) 등 교수자가 고려될 수 있으나,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이라는 식으로 하나의 중심을 다른 중심으로 치환하
는 방식은 여전히 ‘중심’을 상정하는 일이다. 중심은 주변을 낳을 수밖에 없
기에, 중심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학습자이든 교수자이든 둘 중 하나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심 자체를 없애는 것, 즉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구조 자체를 깨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여 가능한 새로운 구조가 바로 ‘사이-교육’
이다. 그렇다면, 사이-교육은 중심이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까? 나는
그것이 교수자 중심이나 학습자 중심이 아니라 ‘타자 지향’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앞 절에서 나는 학습자의 타자성을 껴안아야 한다고 했다. 즉, 사이교육을 위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타자성이다. 타자성은 레비나스(E.
Lévinas)를 통해 사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이 논의를 좀 더 발전시
켜 보자.
- 263 -

노상우·권희숙(2009)이 밝히고 있듯이 레비나스의 철학은 타자의 존재가
우리 삶에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데, 이것은 “새로운 윤리적 진리의 발견이
아닌 윤리적 전환을 요청”(p. 21)하는 일이다. 저자들은 근대교육학이 신봉
해왔던 주체중심철학 아래 동일자의 영역으로 환원된 타자의 타자성을 절
대적인 외재성으로 복원하는 레비나스의 제일 철학인 윤리학으로부터 ‘타자
지향성 교육’을 찾아내고, 이를 새로운 교육학적 패러다임의 토대로 제시한
다. 그러면서 타자지향성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타자지향성 교육을 윤리적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자들이 지적하는
타자의 소외 현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일이 요구된다. 저자들은 이것
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레비나스에 기대어 저자들이 제시하는
타자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타자는 “어떤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고 소외시킬 수 없는 고유성과 존엄성이 있음”(p. 13)의 존재이다. 또
한 타자는 “완전히 소외된 자, 절대적으로 분리된 자(absolute outness)”(p.
1)이기도 하다. 전자와 후자의 타자 개념으로부터 소외는 다른 의미를 가지
게 된다. 따라서 저자들이 말하는 타자의 ‘소외 현상’ 또한 두 가지의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일자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주체로 환원
되어 드러나는 소외 현상이 첫 번째이고, 주체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완전
히 밖에 있는 자라는 측면에서 드러나는 소외 현상이 두 번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소외 현상은 저자들의 주장처럼 ‘타자지향성 교육’으로
극복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향성’이다. 저자들은
지향성에 대해 많은 주목을 하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소외 현상
이 극복 가능하다면, 그것은 지향성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후설의 ‘지향
성’ 개념은 주체(의식)와 객체(대상)의 상관관계를 통해 양자가 이분법적으
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이것은 객체가 주체 안으로
포섭되는 데카르트적 사고의 동일성의 논리도 아니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
인 타자는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고,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
포섭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지향성 개념 위에서 타자의 타자성이 확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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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체중심철학에 근거한 근대 교육학의 대안으로 저자
들이 주장하는 것이 타자중심 교육이 아닌 타자지향성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는 사이-교육이 타자성을 존중하는 윤리를 근거로
하여, ‘중심’이 아닌 ‘지향’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그
렇다면, 타자 지향의 사이-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김연
숙(2004)은 타자성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 차이 없음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닌, ‘사랑의 지혜’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존중과 사
랑이 발현되는 얼굴과 얼굴의 만남과 대화가 가능한 대면적 교실 공동
체”(p. 142)를 제시한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각자
의 타자성에 근거를 두며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해 주는 이원성의 관계이자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축약 불가능한 관계”(p. 161)가 가능하다고 한다. 여
기서 말하는 ‘대면적 대화’는 수사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실제
로 ‘대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나 설득이 얼굴의 측면에서 기능하는
것이라면, 대화는 얼굴을 대면할 때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온전히 타자
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것은 레비나스의 윤리에 입각한 윤리적 자아가
갖는 특징이다. 레비나스의 윤리적 자아란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세계
를 동화시키고 통합시키려는 자아 중심성을 벗어던지고 타자를 열망하면서
타자에게로 초월(transcendence)하고자 하는(pp. 151-152) 지향적 결단을 실
천하는 자이다. 이러한 실천이 사랑의 지혜일 것이다.
김선우의 체험을 통해 드러난 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학생들에게로
초월하고자 할 때 그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세계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해 초월하려는 교수자의 존
재론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타자로의 초월은 주체가 자기 자리를 고집
할 때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날 때,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ist) 밖으로(ex-) 기투하며 실존할(exist)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은 결
국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자성이 존중되는 곳은 사
이의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를 지향하며 환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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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환대는 중심과 주변을 구분할 때가 아니라 그러한 위계적 체계를 가
로지를 때 가능하다. 환대를 뜻하는 불어 hospitalité의 어원에서 찾을 수 있
는 hôte가 주인과 손님을 동시에 의미하듯이74), 환대는 주인-하인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손님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교수자 중심 혹은 학습자 중심은
주인-하인의 수직적 관계 맺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관계에서
환대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와 달리, 사이 공간에서는 서로가 주인이면서
손님인 주인-손님의 수평적 관계 맺기가 가능하므로,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
로의 타자성을 환대할 수 있다. 이것이 타자 지향의 사이-교육의 모습이다.

3. 보여주기보다 ‘하기’
이 연구에서는 예술강사의 교수 체험에 주목하기에, 교수란 무엇인가 묻
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교수(敎授)는 그 한자를 보면 敎 ‘가르치다’와 授
‘주다’가 합쳐진 말이다. 교수는 가르치다라는 동사 형태로 ‘행위’를 의미하
기도 하고, 가르침이라는 명사 형태로 ‘내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선생님
이 가르치다’는 것은 가르치는 행위에 주목한 것이며,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라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교수는 그 말 자체로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김선우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므로 이 문제는 차치하고, 그가
사진 예술강사이기에 가르치는 내용은 사진이라고 말한다면, 가르치다는 행
위는 과연 어떤 현상을 이르는 것인가? 가르치다는 일반적으로 모르던 상
태를 아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개입된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모르던
것을 아는 것으로 변화하게 하는 일종의 ‘작용’이다.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매개가 필요
하다. 따라서 가르치다는 매개를 통해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상태의 변화
를 의미하게 된다. 매개는 다양할 수 있는데, 대개 사람이 가르치지만, 책이
74) Online Etymology Dictionary 누리집 https://www.etymonline.com/word/hos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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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기도 하고, 인생이 가르칠 수도 있다.
교수의 한자 뜻풀이가 ‘가르쳐주다’이듯이, 흔히 가르치다는 가르쳐주다와
혼용된다. 따라서 사람이 가르쳐주고, 책이 가르쳐주고, 인생이 가르쳐준다.
여기서 ‘주다’라는 의미로 말미암아, 가르치다는 A에서 B로 주는 행위와 연
관되어 ‘전달하다’를 의미하게 된다. 즉, 이미 알고 있는 A가 아직은 모르고
있는 B에게라는 식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달이라는 움직임이 나타
난다. 그러나 전달한다고 하여 사물을 전달하듯이 A에게서 사라져 B에게
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A에게도 있고 새로이 B에게도 있게 된
다. 결국, 전달을 통해 B는 A의 것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습득 형’의 가르
치기라고 할 수 있다.
습득 형의 가르치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일 수도, 기술일
수도, 가치일 수도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다는 말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고, 운전을 가르치다는 말은 자동차를 다루는 기술을 전달
한다는 것이며, 심청전을 가르치다는 말은 효 사상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가르치기가 이미 형성된 결과인 무형의 무엇을 전달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수(敎授)는 지식이나 기술을
전하여 준다는 전수(傳授)와 유사하다.
한편, 가르치기가 결과물의 전달이 아닌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방법이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
을 가르쳐라’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가르치기였다면, 이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
다. 즉 지식이나 기술이 물고기라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같은 지식이 형
성되고 기술이 숙련되는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르치기
에서는 A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B를 전제하지 않는다. A에게 가르
침을 받은 후라면 B는 A가 없이도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B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활용하여 다른 먹거리를 스
스로 잡을 수도 있게 된다. 즉, B의 자율성과 응용력이 확보되어 다른 방법
을 창조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습득 형과는 다른 ‘창조 형’
- 267 -

의 가르치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 형의 가르치기는 전달 이상의 의
미를 지니게 된다.
가르치기가 습득 형이든 혹은 창조 형이든, 이제 관심은 B에게 집중된다.
전달이든 창조든 가르치기가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B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즉, 가르치기가 성립 가능하기 위해서 B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사람이
가르쳐주고, 책이 가르쳐주고, 인생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책과
인생에서 배우려는 B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A가 가르침을 주기 때
문에 B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B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A가 가르칠 수 있다. B가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또는 아직 준비
가 되어 있지 않다면, A는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가르치기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은 ‘소귀에 경 읽기’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가르치다는 배우다와 짝을
이룰 때, 비로소 성립하게 된다. 배우기가 없는 가르치기는 가르치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선우는 그의 가르치기가 “들어주다”, “핵심을 짚어주다”, “내가 했던 경
험이나, 관련된 예를 나열해주다”에 그칠 때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내가 학생보다 너무 앞서 나가거나, 스스로 하기 전에 제시해주면,
대개 만족감도 없고, 결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자가 앞서는 것이 아
니라 학습자에게 보조를 맞추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돼야 한다고 했다.
그가 사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해도 학생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전달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
는 무엇보다 가르치기는 ‘대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나 가르치는 교수자와 짝을 이루어 배우는 학습자가 있다고 할지라
도, 가르치기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행위를 무엇으로 보
느냐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흔히, 예술교육의 맥락에
서 가르치다의 의미는 김선우가 예술강사 활동 초기에 사진과 카메라에 대
한 지식과 기술을 그에게서 학생들에게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처
럼, 앞서 살펴본 습득 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나의 체험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은 미술사를 가르쳤고, 학원에서 피아노 선생님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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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주법을 가르쳤다. 따라서 미술 사조를 시대별로 아는 것이 중요했고,
악보를 읽고 피아노를 치는 것이 목표였다. 이렇듯이, 흔히 가르치기는 예
술에 대한 지식 및 기술과 관련된다.
김선우도 지식과 기술을 잘 전달하기 위해 교안 개발에 힘을 쓰며 예술
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나 점차 사진에 대한 지
식과 기술을 학생들이 “어떻게 각자의 삶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에 천착하
게 됐는데, 그것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삶과 분리된 지식과 기술은 무
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치기를 전달
이라고 보는 관점에 부정적이게 됐다. 예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삶과 관련이 없다면 가치가 없다고 보게 됐
기 때문이었다.
이렇듯이, 김선우에게 가르치기의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됐
고, 그가 교수자로서 할 수 있는 가르치기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
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진을 통해 시각의 변화를 체험하여 전과는 다
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됐다. 따라서
결국, 그는 “기본적으로 예술은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게 됐는데, 이 말은
그의 체험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가르치기에 대한 부정이다. 많은 경우 가르치기를 습득 형으
로만 규정하기에, 가르치기에 대해 반감을 갖는지도 모른다. “참다운 교사
는 가르치지 않는다”(Bhave, 1974/1997: 25)는 말이 그러한 반감을 잘 표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가르치기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즉, 가르
치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예술을 가르치
기란 습득 형의 가르치기로 완성될 수 없고, 따라서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창조 형의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의 상
호작용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행위는 배우는 행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
다면, 어떠한 가르치기가 보다 더 예술교육적인 가르치기라고 할 수 있을
까? 이 질문에 답해 보기 위해, 김선우의 수업 장면으로 다시 가보자.
김선우의 수업에 잠깐씩 들어왔던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진에 “잘 찍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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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훌륭하다”, “멋있다”와 같은 칭찬을 하곤 했다. 김선우는 그와 같은
칭찬을 하지 않았기에, 교사들의 칭찬이 눈에 띄었다. 그는 “발견했구나!”,
“끝까지 하는구나!”, “알아냈구나!”, “이렇게 찍은 거 처음 봐!”와 같은 말을
학생들에게 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감탄이었다. 교사들의 칭찬은 사진
이라는 결과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의 감탄은 사진 찍는 과정에 주목한 것
이었다. 칭찬이 학생들을 판단하는 방식이라면, 감탄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그가 학생들의 사진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에도, 결과물로서 “특
출한 사진”이여서가 아니라 사진을 찍은 학생이 전과 비교했을 때 “사진을
찍는 과정이나 방법에서 달라진 게 보였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었다.
사진원정대에서 김선우가 연성이의 사진을 전체 학생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는 연성이가 전에는 무엇을 찍을 것인지 주제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찍
기 위해 카메라 셔터만 눌렀었는데, 이와 달리 주제를 찾고 몰입해서 찍으
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그러한 변화 때문에 소개했다고 했다. 사진에 찍
힌 내용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과정이나 방법이 달라진 게 보였기 때문이
라는 것이었다. 그는 사진을 보면 촬영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에서, 어
떻게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무엇인가를 찍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
진을 찍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찍었는지가 보인다
는 것이다. 그는 사진을 찍는 연성이의 태도 변화를 발견했기에, 그것에 감
탄하여 연성이의 사진을 소개했던 것이다.
칭찬은 좋고 나쁨, 잘하고 못함을 구별하여 결과를 (재)생산하도록 강요
하는 일이지만, 감탄은 과정을 살피면서 태도와 표현된 세계를 인정하는 일
이다. 따라서 칭찬이 통제를 낳는다면, 감탄은 존중을 드러낸다. 누리고등학
교에서 학생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담당교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려 했던 것
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 즉 ‘보여주기’가 칭찬과 관련된다면, 감탄은 ‘하
기’와 관련된다. 그렇게 했음이 감탄스러운 것이다.
김선우가 칭찬이 아닌 감탄을 한 것은 그가 교사들과 달리 예술가이기
때문일 수 있다. 반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껏 감탄하려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감탄하지도 못 하지.”(van Gogh, 1998/20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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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 것처럼, 예술가는 “충분히 감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김선우는 감
탄을 통해 학생들의 ‘하기’를 추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하기’를 실천
했다. 그의 예술강사 체험 전체가 일종의 하기의 과정이었다. 예컨대, 그가
자신의 사진 작품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학생들에게 그가 어떻게 사진작가로 작업을 했는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
었다. 즉, 결과를 보여주기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하기를 소개하기 위한 것
이었다. 또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촬영을 할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도 촬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이 또한 자신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학생
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하기는 학생들에게 정답으로
제시되는 전형적인 모범은 아니었다. 예컨대, 그의 사진을 보고 “별론데요”
라고 학생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본보기보다는 하나의 사
례였다. 그렇다면, 사례가 되는 하기란 어떤 의미일까?
박은주(2018)는 아렌트(H. Arendt)가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한 노
동, 제작 그리고 행위를 가르치는 일에 대입하여 가르침을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른 교사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노동으로
가르치는 일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가르침을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 여긴다
는 의미이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의 교사를 아렌트의 표현을 빌려 “세계와
연결되지 못한 교사”(p. 148)라고 말한다. 생계수단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에, 가르치는 일로 세계와 관계를 맺지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둘째,
제작으로 가르치는 일을 보는 것인데, 제작의 태도를 가진 교사는 가르치는
교과를 무엇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고 한다. 따라서 교과를 도구
화하는 데에 그치고, 그것으로 사유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는 못한다고 지적
한다. 셋째, 행위로 가르치는 일을 보는 것이다. 가르침을 행위로 삼는 교사
는, 노동의 태도를 갖는 교사와 달리 세계와 깊게 관여하기에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관점을 학생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p. 149)라고 제시
한다. 또한 제작의 태도를 갖는 교사와 달리 교과를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한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파생된 행위자로서의 교사는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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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참여하기에 자신의 관점과 태도뿐만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타자인
학생들의 관점과 태도에도 “감수성”을 가지고 대한다. 또한 행위자로서의
교사의 가르침은 교사가 세계와 관계를 맺은 방식 안으로 학생들을 초대함
으로써, 학생들도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형태를 취한다. 교사
가 그러했듯이 학생들도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렌트의 행위 개념은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행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응답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행위자로서의 교사는 ‘가면’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로 학생들
앞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가르치는 나’와 ‘진짜 나’가 분열되지 않고 통
합된 양상을 띤다고 한다. 요컨대, 행위자로서의 교사가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 아렌트가 말하는 ‘탄생성’이 발현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 저자가 아렌트를 경유하여 행위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점은 여기서 하
기로서의 가르치기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데에 일조한다고 보인다.
하기로서의 가르치기에서 하기란 행위자인 주체와 연결되는 행위를 의미
한다. 즉, 하기로서의 가르치기는 ‘주체성을 띤 행위’이다. 따라서 김선우가
하기로서의 가르치기를 했다는 것은 그가 주체성을 띤 교수자였다는 뜻이
다. 그는 예술강사 활동을 위해서 오히려 사진 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하기가, 다시 말해 그의 예술가
로서의 주체성이 바로 하기로서의 가르치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체성은 아렌트의 용어인 탄생성과 연결된
다. 따라서 그는 사진으로 어떻게 세계와 관계를 맺는지와 관련된 그의 예
술가로서의 행위를 하기로서의 가르치기와 연결하여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다. 교수자가 이렇게 가르칠 때, 학습자도 하기로서의 배움이 가능하며, 결
국 교수자도 학습자도 자신들만의 ‘하기’로서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교육은 예술(art)보다는 예술하기(doing art)에 주목해
야 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서의 ‘하기’란 단순히 예술 작품을 만드
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즉, 만든 결과가 중시되는 보여주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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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으로서 예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러한 하기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관건이다.

4. 교육적 주체 되기
앞서 상술한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 체험의 의미를 통해 삶과 예술과
교육의 관계를 재해석한 세 가지 논의는 그의 예술강사 되기가 현장에서
되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드러낸다. 즉, 그는 현장에 뛰어들어 비로소 예술강
사가 되어갔다. 이렇듯이, 그의 예술강사 되기는 그가 전 존재를 투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는 기투(projection)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
기에 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성에 의해
예술강사 활동을 시작했지만, 예술강사라는 교수자의 역할(role)을 맡는 것
으로 그의 예술강사 되기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예술강사의 역할을 수행한
다는 것은 그가 아니어도,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예술강사가 언제나 있
음을 전제한다. 김선우에게 예술강사 되기는 그의 표현으로 “예술강사, 예
술가가 아닌 온전한 나”를 찾는 여정이었다. 즉, 누군가에 의해 대체가능한
‘예술강사’나 ‘예술가’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김선우 그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푸코가 “모든 개인의
삶은 하나의 예술 작품일 수 있지 않은가. 회화나 건축이 미술품인데, 어째
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한 말에 닿는다. 유일무이한
자신을 만드는 일은 자신을 예술 작품(work of art)으로 만드는 일이다. 즉,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교육 개념인 Bildung을 살펴
보면, 그림(Bild)을 그리는(-ung)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 다시 말해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 또는 자기 자신이 그림이 되는 일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이 삶을 예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선우는 예술강사 되기를 통해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길을 찾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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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잃기도 하고, 가던 길을 그만 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예술강사로서의
그의 길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만들며 걷고 있다. 그가 앞
으로 어느 길로 갈지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이미 ‘발
을 띈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그가
탈주한 곳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멜빌(Melville, 1853/2004: 15)의
<필경사 바틀비(Bartleby, the scrivener)>에서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
다.(I would prefer not to.)”라고 말하는 바틀비처럼, 그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의 결단은 듀이(Dewey, 1934/2003)가 비교한 ‘마취된
(anesthetic)’ 상태가 아닌 ‘깨어있는(awakening)’ 상태로, 자신의 진실과 유
일함을 찾아가기 위한 실존적인 저항이다. 그가 발을 띈 곳이란, 그가 되기
의 과정을 겪기도 전에, 예술강사라면 어떠해야 된다며 미리 설정되어 있는
정체성을 그에게 “강요”하는 곳이다. 그곳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김선우가
표현한 것처럼 “나다움”을 봉쇄하는 곳이다.
김선우의 “나다움”은 김선우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업이라
는 타자성의 상황에서 학생들이라는 타자성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타자성
과 함께 구성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나다움”을 봉쇄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 가능성을 봉인하게 한다는 것과 다른 아니었다. 아탈리(Attali,
2014/2016: 9)는 자기 자신 되기(devenir soi)라는 뜻으로 “당신 앞에 감히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라.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미
수립된 질서라 해도 다시 한 번 흔들어보라. 당신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아
름다운 모험으로 간주하며 살아라.”라고 강조하는데, 김선우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갔다. 따라서 더 이상 그에게 정체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선우가 예술가인지 아니면 예술강사인지 또는 둘 다인지 구
분하고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가 타자에 응답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다시 말해 정체성(identity)이 아니라 주체화
(subjectivation)가 그의 예술강사 되기의 핵심이었다.
그렇기에 김선우의 되기는 일정하게 상정된 정체성을 실현하는 것이 아
니었다. 되기에서 완성이란 끊임없이 지연될 뿐, 단지 되어가는 과정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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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그의 되기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사이에서의 되기이므로 ‘사
이-되기(inter-becoming)’라 할 수 있었다. 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는 결
코 되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의 되기는 혼자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면서 생성되는 과정이었다. 그런 까닭에,
자동이 아니라 피동의 양상으로 그는 예술강사가 ‘되어졌다.’ 학생들이라는
타자에 의해 그가 예술강사가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오히려 가장
능동적이기도 했다. 그가 타자와 세계를 향해 자신을 적극 열어 밝혔기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김선우는 존재물음을 하는
현존재(Dasein)로서 타자와 함께 그 사이에서 다양한 자기들(selves)을 창
조하며 자신이 되어갔다는 것이다. 히라노 게이치로(平野啓一郎, 2012/2015)
가 인간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인(個人, individual)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에서 무수하게 변이하는 분인(分人, dividual)이므로, 변하지
않는 ‘진정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가 있다는 것이 ‘진정한 나’
라고 강조하듯이,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는 이러한 의미에서 분인-되기였
다고 할 수 있다. 김선우가 다양한 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정
한 정체성에 정주(定住)하지 않고 그것에서 탈주(脫住)했기 때문이며, 그렇
게 함으로써 ‘유목적 주체’(Bridotti, 1994/2004)가 됐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 1980/200)의 용어로는 ‘홈 패인 공간’을 탈주하
여 ‘매끈한 공간’으로 끊임없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유목적 주체는 사이에
있으며, 되기의 과정에 있다. 그렇기에, 앞서 자신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
는 의미에서 예술 작품을 영어로 art product가 아니라 work of art라고 한
것은 product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work로서의 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가 드러낸 내러티브는 정태(靜態)적인 차원의 완결이 아
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구성되어 창조될 동태(動態)적인 차원의 과정
을 잠정적이나마 풀어낸 것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즉, 이 내러티브는 열린
결론을 갖는다는 것이다. 김선우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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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따라서 그의 예술강사 되기는 언제나 흐름 속에 있는 현재진행형이
다. 즉, 김선우의 예술강사 되기는 명사(名詞)가 아니라 동사(動詞)이다. 기
실 교육은 되어가는(becoming)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예술도 명
사가 아닌 동사(Booth, 1999/2009)이기에, 예술교육 또한 동사적 의미로 이
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예술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전과는 다
른 답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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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에서 예술강사의 되기 체험을 통해 발견하게 된 예술교육은 한마
디로 학습자의 ‘의미화’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자기표현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의미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사회화를
넘어 가능할 수 있는 교육의 의미와 맞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교육은
예술과 교육이 각각 별개인 예술교육이 아니라 예술과 교육의 만남에 의
해 가능한 예술-교육이다. 예술과 교육은 엄연히 별개지만, 삶의 형식의 측
면에서는 교차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삶과 예술과 교육의 관계를
재해석해 보는 일이 가능했다. 바로 이 점이 예술강사 되기를 통해 발견하
게 된 것이며, 예술교육이 삶과 예술과 교육이 연관되어 어떻게 학습자의
‘의미화’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Ⅴ장의 각 절의 내용으로
드러났다.
앞서 밝혔듯이, 예술교육이 학습자의 ‘의미화’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Ⅰ장에서 소개한 나의 프랑스에서의 예술교육 체험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
게 한다. 그 체험을 통해 나는 예술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기 때문이다. 예술이 나의 이야
기가 된다는 것은 곧 의미화와 다른 말이 아니다. 예술이 나의 이야기가 되
어 나의 삶과 연관되고, 그럼으로써 의미를 지니며 학습까지 가능했다. 나
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이
야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삶과 예술과 교육이
관계하면, 나의 삶을 나의 이야기로 만든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되게 된다.
또한 나의 삶을 나의 이야기로 만든다는 것은 곧 교육적 주체 되기와 다르
지 않다.
이 연구의 참여자인 김선우가 가르치는 예술가 되기를 통해 “잉여적 인
간”에서 교육적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을 남의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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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갔기 때문이다. 그는 그“삶이 완성되어가면
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삶이 그의
예술과 소통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바람은 그가 교육
이라는 삶의 형식을 체험하게 되어 가르치는 예술가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
적 주체로 섰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선우의 교육적 주체 되기는 나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교육적 주
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나는 2011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박사과정 학
생이 됐는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학생의 신분으로 지내는 햇수가 점차
쌓이자,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됐다. 내
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 하이데거(Heidegger, 1927/1998)가 말하는 세인으로
퇴락(頹落)하지 않고 늘 충만하게 존재물음을 묻는 현존재로 실존할 수 있
으리라 여겼지만, 외부의 시선, 평가, 판단은 내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기게
만들었고, 결국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잉여적 인간”처럼 느끼게 했다. 사
회적인 쓰임에 경도된 나머지 나다움을 퇴색해 버리게 만든 것이었다. 그러
한 소외와 갈등으로 인해 나는 얼마간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것은 나의
삶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채웠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말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왜 예술을 사랑하게 됐는지,
내가 왜 인생 경로를 바꾸면서까지 교육을 탐구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술교육에 대해 줄곧 상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말이다. 그것은 결국 김
선우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것처럼, 예술과 교육을 통해서야 비로소 나의 이
야기를 창조하고 나의 이야기를 세계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잉여적 인간”이 아니라 교육적 주체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의 토대를 마
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잉여적 인간”이 아니라 김선우처럼
나의 이야기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교육적 주체로 (다시) 선다. 이러한
교육적 주체 되기로서의 나의 변화는 이 연구가 내러티브 탐구였기에 연구
결과가 연구의 맥락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세계의 맥락으로까지 확대되어,
나의 실천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덕분이다.
한편,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예술강사 되기는 예술강사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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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흔히 문제로 제기되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형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술이라는
삶의 형식에 몰입했던 예술가가 예술강사로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을 진지
하게 체험하게 되면서, 예술이라는 삶의 형식과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을 교
차하며 그 ‘사이’에서 예술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예술강사 되기는
선행연구들이 언급하듯이 교수자의 정체성을 새로이 취하고 기존의 예술가
의 정체성을 약화시켜야 하거나 또는 기존의 예술가의 정체성에 새로운 교
수자의 정체성을 부가하는 일이 아니다. 예술강사 되기는 ‘가르치는 예술가’
되기로 예술과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을 가로지르며 삶과 예술과 교육의 관
계를 재해석하는 일이다. 이 점이 예술강사에 대한 향후의 연구에 이 연구
가 지닐 수 있는 함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강사를 정체성의 틀로 규정
하기보다 예술과 교육을 삶 속으로 초대하여 교육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가
능성의 존재로 봄으로써 예술강사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의 지평을 마련하
는 데에 이 연구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주체 되기로서의 가르치는 예술가 되기는 무엇보다 학생들
이라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능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발
판으로 향후의 연구를 위해 제언한다면, 예술교육에서의 교육적 상호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될 수 있다. 예술교육의 장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은 이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다. 이 외에 고려 가능한 상호작용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일 수
있다. 첫째, 소재가 되는 예술 작품과 학습자의 상호작용 둘째, 방법이 되는
예술 매체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셋째,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그것
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층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상호작용
이 예술교육다움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하여, 예술교육다
움을 지향하는 상징적 그리고 해석적 상호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향후의 연구를 위해 제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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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oming a Teaching Artist :
Focused on the Case of
a Photography Teaching Artist

Yoon, Ji 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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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s education has gained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era of creativity.
Indeed, arts education is prolific on South Korean educational landscapes.
Yet, the sincere quests of arts education have not been undertaken.
Starting from this phenomenon, this research journe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at arts education is. As arts education implies the
encounter of art and education, this research explored the lived
experiences of becoming a teaching artist who crosses the two “forms
of life” of art and education. This research eventually aimed to
investigate education in the light of arts while focusing on teaching arts.
A teaching artist is a professional artist and an arts teacher at the
same time. The crucial characteristic of teaching artist is to keep both
artistic work as an artist and teaching job as a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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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narrative inquiry, Sunwoo K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and a photography teaching artist joined as the sole participant.
Narrative enables to understand better the research participant’s lived
experience and inquiry allows for living through research rather than
doing research to both the researcher and the participant. I described
how Kim had lived as a teaching artist and analyzed how she had
relived through de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art and education
through her teaching experience. At the end, I tried to pedagogically
interpret the meaning making of becoming a teaching artist. It was to
engage in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art, and education. Based on the pilot researches from 2011 to 2012, the
fieldwork for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five respective fields
throughout 2013. The research questions and the findings of this
multi-sited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how did Kim understand her lived experiences as she was
becoming a teaching artist? She explored many tensions of being a
struggling artist who was questioning her role in the larger South
Korean society. She was looking for a meaningful way to combine her
artistic photography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society as a
civic-minded citizen. Thus, she chose to become a teaching artist.
In the early days, Kim had not fully thought through her career
decision. That is, she had not considered this transition with her future
students in mind. As her becoming a photography teacher journey
progressed, her encounters with students started to create shifts in how
she saw herself in relation to becoming a teacher. Over time and
through interactions with her students in the classroom, she gradually
started to undergo shifts. The lived experiences of becoming a teaching
artist revealed four themes in her process of growth. Her chang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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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not static. As such, the concept “thematic rhythms” is to reveal
this dynamism that was made visible in this research. Specifically, there
are four thematic rhythms to describe Kim’s lived experiences of
becoming a teaching artist: discovering, revealing, bumping, and
transforming.
Discovering is related to Kim’s interest in students. Although
engaged in imparting knowledge, Kim was not engaged with teaching.
In essence, she had yet to discover and see students’ individual lives in
the making. As such, she saw students as a homogenous group rather
than diverse individuals. In the classroom, she communicated with
students using her photography portfolio as the primary teaching
materials. This had the effect of unveiling herself, her artistic style, and
the lens through which she viewed the world to students. This was her
revealing.
Kim discovered that a static teaching plan would not suffice. Fluid
teaching plans were needed to meet the differing educational needs of
diverse students.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diversity and needs of
students, she modified, at times ad hoc, her delivery, teaching materials,
and pedagogical methods. In short, in order to respond to unpredictable
classroom situations, she customized teaching strategies and tools, at
times, on the fly. Moreover, in this way, she was able to explore her
previously undiscovered selves.
Kim experienced friendly classroom and individual student situations.
There were however, hostile situations where she collided with
i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constraints. For instance, she experienced
conflicts with the requirements to be followed by teaching artist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of schooling, both
of which imposed teaching constraints and directly impacted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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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ing a teaching artist. The external factors prevented her from
profoundly engaging in the praxis of teaching. She was experiencing
bumping up against multiple sources of conflict that caused challenges
in her teaching activities and engagement with students. However, these
conflicts helped her move closer to understanding her teaching
philosophy. For example, she realized that her pedagogical practices had
become shaped by her desire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and to
break down obstacles that hinder pedagogical encounters and relationship
building.
As Kim’s pedagogical-self was awakening, she chose to not conform
to the institutionalized ways of teaching. Rather, over time, she decided
to find her own way in becoming a teaching artist. This is, in essence,
an example of transforming her pedagogical style in order to
communicate and learn alongside students through photography. Each of
the four thematic rhythms was essential in her growth throughout her
becoming a photography teaching artist.
Second, how did Kim newly see education and art through the
experiences of becoming a teaching artist? The lens through which she
saw being an artist and becoming a teacher sat in binary option; her
artist’s eyes and teacher’s eyes had not intersected in the early days.
However, once these two views intersected, her vision of pedagogical
possibilities opened wide, even beyond arts education solely in the
classroom. Moreover, she was able to be reflexive on the ways she
could move past creating art solely for self-satisfaction. Her teaching
experiences to build unique relationships with students, it had a decisive
effect on her way to create art. Her intersected way of seeing means
that she saw education through artist’s eyes and arts through teaching
artist’s eyes; her pedagogical potential stretches beyond the horiz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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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ve possibilities.
For example, Kim de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education by
grafting artistic creativity into education—and, by reinterpreting the
meaning of teaching. She made strides in communicating with students
through the relation of mind rather than solely the transmission of
established facts; she pushed the boundaries of what constitutes
knowledge. These pedagogical experiences led her to dismantle and
reconstruct art (and her knowledge of art) by reflecting on how she had
objectified models in her photography. She regretted having manipulated
models’ images employing abstract concepts. In this way, she was able
to expand her understanding of education’s and art’s horizons of
potential through her becoming a teaching artist. This was, in the end,
her learning made through her teaching.
Third, many wonders were explored as to how could one
pedagogically interpret the lived experiences of an artist becoming a
teaching artist? What could these lived experiences reveal about
becoming a teaching artist? To understand the meaning making of
Kim’s journey, there are four topics to be interpreted: communication
with others, others oriented inter-education, acting rather than showing,
and the becoming of an educational subject.
Both education and art involve the direct and indirect communication
with others. Unlike art, in education we are communicating face-to-face
with others, often without impediments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such as a camera. From a pedagogical position, th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students carries an ethical responsibility that differs
from the artist’s ethical obligations. Kim’s experiences revealed how a
teacher, often in long-term relationships with students, endeavors to
memorize students’ respective names and faces. Because of her desi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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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and maintain relational and trusting relationships with students in
order to build communication, she was able to put names to faces. In
this way, she created “dialogue” with students while addressing each
student correctly by their name; as a result, she ensured it was not
one-sided monologues by the teacher in the classroom. She learned all
of students’ names, carefully observed each student, and therefore,
gained more chances for deeper communication. Such efforts
demonstrated her respect for students, their individual uniqueness, and
her willingness to expend the effort to get to know each student. The
matching names to faces showed students that in her classroom they
are irreplaceable others. As such, educational communication was made
on a personal level and in this educational context, a unique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 teaching artist and students.
The relationship that Kim developed might not have been so
powerful with teacher-centered or learner-centered modes. The question
is not related to a center between the teacher and learner. This is a
matter of an educational relationship made possible by an
others-oriented manner; that is, there is no center. This absence of a
center could mean that there is not a fixed place. The potential for
education is to realize the in-between space without center. The power
for arts education is the potential for both teacher and students to be
others-oriented. Therefore, education can realize the in-between space,
without center, where it is possible to be others-oriented through an
existential attitude transcending self.
Since center and periphery are not divided in the in-between space,
it is possible to have a bilateral direction instead of a one-sided
direc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rather than a hierarchy one.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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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teacher is not a canon but rather “an example” to students.
Kim was an example to her students by revealing them her action
related to how to create a relationship with the world through
photography. It is through her lived experiences, in becoming a teaching
artist, that she saw, and other teaching artists can see, the educational
power of teacher becoming an educational subject of action.
For Kim, this discovery was possible because she asked why she
was participating in education, and seeking to become a teaching artist
—crossing two forms of life of art and education. This question invited
her to ask why she was doing art, and eventually, she began to explore
the ontological question, “Who am I?” The results of this narrative
inquiry were holistically formed through the question of existence that
intercrossed life, art, and education. In short, Kim’s becoming a teaching
artist was becoming an educational subject as acting rather than
showing in the in-between space where one transcends oneself for
communicating with others and other-oriented inter-education enables.
Becoming a teaching artist is related to the forms of life, not to identity,
and this perspective makes it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teaching
artists. Moreover, this research to study becoming a teaching artist, it
could be a clue to find out what arts education is and what education is
by re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art and education.
Keywords : arts education, artist, teaching artist, becoming,
educational subject, form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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