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학교 예술강사 되어가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네 명의 공예, 디자인 강사를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 전공

유 정 화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학교 예술강사 되어가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네 명의 공예, 디자인 강사를 중심으로 -

A Narrative Inquiry of

Becoming School Teaching

Artist

: Focused on Four Craft and Design

Teaching Artists





- iv -

국문초록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적 삶, 전문적 환경 속에

서 네 명의 연구참여자가 어떻게 학교 예술강사가 되어 가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본 연구는 예술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연속성을 질

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으로 고찰했다. 본 연구의 필요

성은 예술강사 양성 수업에 참여했고 또 학교 예술강사로 활동했던 연

구자의 개인적 삶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연구자는 학교에서 그리고 양

성기관에서 다양한 강사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학교 예술강사로서 정체

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거

시적 관점으로 확장시켜 분석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 예술강사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은 어땠으며 그 의

미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예술강사들은 예술과 교육적 정체성을 어떻게 통합했고

그 의미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교 예술강사들의 정체성을 형성과정이 지닌 미술교육

적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방법은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으로 연구참여자 4인과 각각 6회

이상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9

월까지였다. 면담 시간은 60분에서 90분이었으며, 면담내용은 녹음 후

전사되었다. 녹음된 내용은 중간연구 텍스트로 구성되었으며 이 때 연

구참여자들에게 보내져서 자료를 검증받았다. 그 밖에 연구자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진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연구 마지막에는 원하

는 연구참여자에 한해서 예술강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작품을

제작해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네 명은 근무 경력 2년 이상의 학교 예술강사들이다.

2018년 초 예비연구 단계에서 만난 여섯 명의 연구참여자 중 준거 표

집의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네 명의 연구자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지역

에서 일하는 강사들로 모두 학교에서 시각예술분야의 수업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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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 혜정은 금속조형을 전공한 50대초반 여성

으로 그림을 그리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예술강사로 출강하고 있었

다. 주희는 30대 초반 패션디자인을 전공했고 청소년 수련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서 패션디자인 수업을 했다. 그녀는 연구참여자 중 유

일하게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예술강사가 아니었다. 미선은 40대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고 후에 목공을 새로 교육받아 공예센터에서 목공예를

하며 단기 수업을 진행했었다. 그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목공수업

을 하고 있었다. 의진은 50대초반으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개인전, 단

체전 경험과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경력이 있었다. 연구시점에서는 초중

학교에서 디자인, 공예 수업을 하고 있다.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예술강사의 정체성

부분에서 각 학문분과에서 다루는 정체성 이론을 고찰했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논쟁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인 아동중심주의, 사회재건주

의, 표현주의 모두 예술가의 탁월한 능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었다.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인간의 정체성이 사회적 맥락 속에 탄

생하는가 아니면 내제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두 가

지 입장이 모두 정체성을 형성하는 골자가 된다고 분석했다. 예술가와

교육가에 대한 통합적 논의들은 두 가지 정체성이 호혜적이고 통합적

인 시각으로 조명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여기서 메타인지

적 관점, 인간이해라는 속성을 도출했다.

Ⅳ장은 연구 결과로 네 명의 예술강사들의 삶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분류 시켰다. Ⅴ장 해석 및 논의에서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종

합하여 다섯 가지 분류로 제시했다. 먼저,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소

중히 키워낸 열매’에서는 진입경험에 대해 서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첫 대학전공으로 예술 분야를 선택하지 않았고 예술교육자를 희망하진

않았다. 그들의 대학 첫 전공은 천문학, 통계학, 간호학과 등 예술과

거리가 먼 전공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예술을 좋아했음에도 지망하

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예술경시 풍조, 그리고 ‘예술

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예술표현을 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예술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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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예술분야에 종사했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좌절되

거나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것은 자연스럽

게 가르치는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들판에서 느끼는 자유 혹은 무관심’은 학교에서의 삶의 두 가지 상

반된 측면에서 바라봤다. 학교 예술강사들은 상근직이 아니라는 점, 이

른바 주요교과가 아닌 예술분야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종종 학교에서

주변화되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강사들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수업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 반면, 제약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거나 한정된

재료와 학교내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관계자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다음 해에 또 발아할 수 있을까?’는 예술강사직이 가지고 있는 고용

의 성격과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지 살펴보

았다. 특히 정부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예술강사의 경우

학교의 재고용을 매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로 채용된 경우 고용보다는 매해 줄어드는 수업 시수와 제도

자체의 존폐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예술강사를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하위주체(subaltern)의 입장에서 점차 적

극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예술강사가 됨

으로 예술 활동과 가르치는 활동이 상충되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연구자는 예술강사의 정체성이 ‘가르치기’ vs ‘예술하기’가

아니라, 두 가지 활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했다. 결국 선진국 사례를 답습하기 보다는 한국적인 예술강사모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풀에 기대며 세상 바라보기‘는 예술강사들이 연수, 단체 전시

회 등을 통해 공통된 관심사를 지니고 있는 주변인물 - 주로 같은 예

술강사들과 교류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며 갈고 닦는 상황을 담았다. 연

구참여자들 모두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들을 통해 새로운 사

람을 알고, 예술 교육을 고찰할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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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것을 답습하는 프로그램보다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꾀할 수

있는 연수, 실제 수업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수들이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또한, 다른 예술강사들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술강사로서 학

교에서 갖게 되는 고립감을 달래주었다. 뜻이 맞는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게 되어 예술적 창작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긍정적인 역

할로 보았다.

‘들꽃은 척박함을 이기고 튼튼하게 피어난다’는 들풀이 마치 매해 다

시 피어나는 모습을 비유해, 매년 새 학교에 배치되어 적응해야 하는

예술강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예술강사로 되어가는 과정을

선형적(linear)으로 조망하기보다 삶을 ‘살고(living)’, ‘말하고(telling)’,

‘다시 말하고(retelling)’, ‘다시 살기(reliving)'하는 순환적인(circular)

과정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예술가임에도 ‘예술이 학교에 필요

할까?’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 있었다. 아울러 예

술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

각하고 있었다. 이 이면에는 예술강사직이 단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을 일깨워주고 예술강사의 예술활동을 근간으로 한다

는 것이다.

VI. 결론에서는 예술강사로 되어가는 과정을 사회성, 장소성, 시간성에

입각해 종합하며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했다. 예술강사는 학교라는 물

리적 환경과, 제도라는 무형의 환경 속에서 교섭 작용을 한다. 이런 환

경에 적응함으로서 예술강사는 자신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을 변화시

켰다. 학생, 교사의 태도변화, 그리고 예술강사 동료집단의 변화, 더 나

아가서 집단행동을 통해 실제 제도에 변화를 시도했다. 이런 과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삶과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런 양상은 주관과 객관 혹은 인식과 대

상간을 분리시킨 데카르트적 인식론과 대치되며 듀이가 주장하는 상호

작용성과 연속성과 관련된다.

학교 예술강사들은 입직(入職) 초기 예술가와 교육자의 이중적 정체

성을 가지면서 스스로 혹은 타자화되어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인식을

가졌으나, 주체적, 긍정적으로 예술고 교육하기를 통합시키는 ‘의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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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를 통해서 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시켰다. 그 정체성의 통합의 요

소를 연구자는 메타적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창의적 활동으로 나눴

으며 이 세 가지 요소는 예술강사들의 학교 내외의 삶에서 체화되었

다.

예술강사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마샤(Marcia, 1980, 1988)의 정체

성 지위이론, 매슬로(Maslow, 1943)의 욕구단계설을 통합하여 분석하

여 연구 결과를 단순히 다큐멘터리식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정체성

이론의 차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예술강사들이 저차원

의 수행에서 고차원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주한

문제 상황 (교권의 부재, 부족한 자원, 전문성에 대한 재고), 즉 위기의

존재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위기의 순간 동안 ‘의미 만들기’ 차원에 속

하는 반성적 태도로 스스로 돌아보기, 예술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기,

사회와 상호작용하기(메타 인지적 관점), 다른 예술강사들, 교사, 학생

들과 소통하고 반응하기(인간에 대한 이해), 독창성을 가지고 제약조건

을 충족시키기(창의적 활동)를 통해 나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조건

은 더 이상 ‘제약’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성장의 촉매

로 작용했다. 유능한 예술강사로서의 전문적 성장과 예술전문교육을

받은 개인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성장을 이뤄냈다.

주요어 : 예술교육, 예술강사, 내러티브 탐구, 디자인 공예 교육

학 번 : 2014 - 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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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상을 이해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중심에는 매개체인 연구자가

있다. 연구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시된 자료에 대한 온전한 이해

는 가로막히게 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연구자의 이야기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문제를 개관하고 연구자의 시점에 따라

문제의 관찰과 해석이 이뤄진다. 연구자의 관점은 마치 카메라의 렌즈

처럼 관찰 대상과,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교차시키며 내재된 양상을

관찰하고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 삶에 대한 서술이

오히려 연구물의 객관적 해석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에

서 주관적인 연구자의 서사로 시작한다. 그 후 연구자 개인의 이야기

에서 문제의식이 도출된다. 한편, 연구자의 이야기는 전체의 문제의식

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짚었

다. 연구문제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세 가지로 도출했다.

1. 연구자의 내러티브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에 있어서 내러티브 탐구자인 ‘나’

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은 연구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 정당

화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 첫째, 연구자들은 내

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는 반복적이고 성찰적인 자신의 경험에 대한 탐

구가 가능해야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연구 문제1)를 정확히 이해하고 명명할 수 있

1)  내러티브탐구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문제나 질문대신 연구퍼즐(research puzzle)로 대체
되는데 이것은 내러티브 탐구가 가지고 있는 구성주의적인 면을 강조하고 질문
(question)에 대응하는 고정된 답(answer)의 전제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퍼즐
(puzzle)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는 커다란 틀 속에 갇힌 정해진 이미지를 상정하고 있
으며 용어의 생소함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독자들의 편
의를 위해 내러티브연구에서 쓰이는 ‘연구 퍼즐’이라는 용어 대신 널리 통용되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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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자전적 내러티브는 연구자가 초점을 둔 주제와 관련한 이야

기, 관련된 장소,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게 해준다. 다만 연구자

의 내러티브를 통한 시작이 연구 문제의 구성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

지만 최종 연구문제에 직결된 것은 아니다. 둘째, 자전적 내러티브 탐

구를 통해 독자들에게 내러티브 탐구자가 제시하고 싶은 연구 문제와

결과를 더 설득력 있게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Clandinin, 2015,

p.79). 연구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연구자의 생애를 서술하는 과정 중에 도출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

는 부분이 필요하다. 셋째,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참여자

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많은 ‘교사 되어가기’를 다

룬 교육연구 분야의 내러티브 탐구 논문들(이선희, 2018; 임현숙; 2012,

최수진, 2014; 최승은, 2017)은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로 서론을 시

작하고 있다.

‘내가 유년기 시절 만나 예술교육’에서는 연구자는 예술교육을 받았

던 수혜자로서의 연구자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 이야기는 연구자가 초

중등, 그리고 대학과정을 거쳐 예술교육자의 길에 들어섰는지를 이야

기한다. 결국 예술강사로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의 이야기가

된다.

‘예술교육자가 되는 길 위에서’는 예술전공자인 연구자가 교육 전문

성을 새로 부여받아 교육과 예술의 통합을 시도하는 되는 일련의 상황

을 서술했다. ‘예술하기’ 이후 어떻게 ‘가르치기’를 습득했는지, 실제 수

행에서 어떤 딜레마들을 품게 되는지에 집중했다. 연구자가 초기 예술

전문가로서 가졌던 내외적인 문제들이 분석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

한다. 그러면서 제도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쳐나갈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에서 예술강사로 산다는 것’는 한국 학교라는 물리적, 제도적

되는 ‘연구 문제’라는 용어를 쓰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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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나의 충돌을 담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과정 중 만나게

된 기존 강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동안 가진 딜레마 혹은 위기를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사람과 공유되고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것으

로 확장시켰다. 그러면서 ‘어떻게?’, ‘왜?’ 라는 차원의 질문을 던진다.

서론에서 연구자 개인적 차원의 예술가적 정체성, 예술교육가의 정

체성을 확보하며 맞닥뜨리는 위기와 극복이라는 이야기를 개관했고 이

것을 다시 제도적 틀에서 재구성해서 최종적인 연구 문제를 도출시키

고자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

는 특징과도 연결된다. 양적연구가 표방하는 객관의 눈이 아닌 연구자

의 눈, 주관의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눈이 개인적 차원

에 머물지 않고 거시적 의미를 갖는 것은 연구자와 연구의 대상, 혹은

독자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연

구자인, 나의 내러티브는 본 논문이 개인적 정당성을 넘어서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자 한다.

1) 나의 유년기 예술교육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말 주변도 없고 내성적

인 성격이었지만 그림은 잘 그려서 친구들에게 인기를 끌었더니 그 후

더 열심히 그렸던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술시간에는 그리고 싶

은 만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아마도 나의 ‘예술’이 수업이라는 제

약조건하에서 발현되는 성질은 아니었던 것 같다. 대신 줄곧 공책 가

장자리에 낙서를 그리며 공상에 빠지길 좋아했다. 초등학교시절 깨끗

한 공책을 더럽히는 이런 ‘끼적이기’는 일탈에 불과했기에 칭찬과 독려

보다는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방과 후 활동으로 들어

간 만화반의 ‘끼적이기’는 정당한 활동이었다. 우리 반을 지도해준 선

생님은 인근 지역 국립대의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학교에서 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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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했다. 선생님은 만화나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나보다 훨

씬 오랜 기간 ‘끼적이기’를 했던 강사선생님은 나에게 롤 모델로 다가

왔다. 롤 모델이 신사임당이나 프리다 칼로(Frida Kahlo)처럼 책에 피

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은 공간, 그것도 학교 교실 안

에 존재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었다. 내 관심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외부 어른이 방문한다는 것은 나에

게 특별했다. 당시 나는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원이 목표로

하는 ‘아동미술대회풍’그림은 내 관심을 끌지 못했다. 강사 선생님은

만화그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기법부터 실제로 만화 그리기를 하

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난 내가 학교

미술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기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학교 만화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그 시절에는 나처

럼 다양한 장르의 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

을 만들어주는 어른의 존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중학교시절 미술수

업은 중간고사 출제범위를 외우지 못하면 체벌받는 과목이었다.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이 외워질 리가 없었고 외워진다 해도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암기’는 체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일 뿐 살아있는

학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학교교육에 대한 묘한 반항심까지 들었다. 고

등학교 때는 미술 실기 점수에 의문을 품고 평가준거에 대해 문의하러

갔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해당 수업을 채점하는데 평가 기준이

존재했는지 사실 의문이다. 학교 밖 미술교육역시 나에겐 미대입시라

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입시화실에서 그리기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을 교육이라고 보긴 힘들고 입신(立身)을 위해 견뎌야할

고된 과정에 불과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미술교육 현장은

답답하지만 견뎌야 할 절차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나에게 장래 미술교사를 꿈꾸거나 미술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

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미대생이면 쉽게 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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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강사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다. 입시용 그림을 썩 잘 그리지도

않았거니와 이른 아침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그림

을 그리는 그런 숨이 막히는 고된 생활세계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

았다.

누구보다 종이에 그리는 것을 좋아하던 나였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를 거쳐 그림 그리는 일이 입시 수단이 되어버렸고 이내 흥미를 잃어

버렸다. 대학에서 공예 관련 전공을 선택한 것도 공예가 그림이 아니

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입체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서였

다. 나는 대학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에서 비로소 숨통이 트임을 느꼈

으며 중고등학교 미술교육을 ‘잘 견뎌왔다’라는 기분이 들었다. 대학에

와서는 비로소 내가 품고 있던 자유로운 생각이 마침내 받아들여진다

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신입생 때 받았던 실기 수업에서 교수님

들이 노골적으로 입시미술에 갇힌 스타일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말

할 정도였다. 기존의 그림 그리는 방식을 버리는 것이 낯설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틀에 박히지 않은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하지만 내내 부정적이었던 입시미술이 사실은 기본적인 표현력을 습득

시켜 주었음을 느낄 때도 있었다.

내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해본 최초의 경험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수도권의 한 장애아동 학교에서 이틀간 도예강사로 일

한 일이었는데, 내가 미술교육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 많은 영향을 주

었다. 비록 도예강사 봉사활동은 학과차원으로 참여한 것이라 자발적

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예술교육은 그간 내가 겪은 학

교 미술교육과 달랐고, 봉사를 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다. 도예수업은

학년별로 편성된 정규수업은 아니었고 여러 학년이 함께, 초등과 중등

부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폐 스팩트럼과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소통 자체에 어려

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정교한 표현이나 수준 높

은 완성도를 기대하진 않았다. 몇몇 증상이 심각한 학생들은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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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묻은 작은 먼지를 수업이 마칠 때까지 문지르기도 했다. 학생들

이 세상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표

현 하고자 한다면 교사와 강사는 기뻐했으며 학생들은 그런 협력적인

분위기에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수업 자체는 종잡을 수 없었다.

잔잔한 파도처럼 얌전해 보이는 학생들도 때론 난폭한 파도처럼 변하

는 일도 있었다. 학습목표도 그럴싸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완성작이 나오는 일은 드물었다. 더욱이 수업 종료 후 전시를 앞

두고서는 학생들의 작품을 대신 완성해주어야 했다. 그 때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학생의 작품이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

요한 일일까? 만약 그렇다면 교사가 학생의 작품을 대신 완성해주어도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나름의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깨달

음을 얻었는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이겨

내고 무언가 만들고자 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 어쩌면 이 도예수업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학생들이 도예라는 매체를 통해 확장시킬 수

있었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했다. 종래의 결과 위주의 미

술실기 훈련을 받던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받은 미술교

육은 성적, 입시를 목적으로 훈련되었다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

술교육 봉사를 통해 본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들이 조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는 것을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 부정적으로 구성된

미술교육에 대해 가졌던 나의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떨쳐내는데 도움

이 되었다. 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반드시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

은 작품의 제작이 아닐 수 있으며, 학습결과물이 성적이나 입시를 위

해 활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예술 활동은 과정만으로도 의미

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짧은 디자인 회사 생활

이후 미술교육을 새롭게 공부하고 싶다고 느끼게 된 것도 이때의 경험

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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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교육자가 되어가는 길 위에서

미술전공 이후 미술교육을 배우고 실행하게 되면서 나는 기존의 미

술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는 일에서 출발되었다. 먼저 미술교

육이 단지 좋은 창작의 결과를 내는 실기교육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

고 있었다. 즉, 미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창작의 결과 보다 사회문화적

이해관계들을 해쳐나가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들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이론을 공부하면서 이러

난 일은 아니었다. 미술교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대학원 과정을 보내

는 동안 직접 가르치는 활동2)을 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해 미술 디자인 교육 석사과정

으로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한 대학에 가게 됐다. 졸업 직후 패션회

사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기도 했었지만 일과

나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와중에 내가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복기하다 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예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던 순간이었단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다닌 학교는 미술교육뿐만 아니라 디자인 교육에 대해서도 강점을 보

였다. 석사과정은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이 토요 연구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맡은 반이 9세부터 11세 학생들이

있던 ‘그림에서 이야기로(Drawn to Stories)’반이었다. 이 수업은 어린

이들의 시각문화와 관련해서 캐릭터 디자인, 만화 그리기, 스탑모션

(stop-motion)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열정적으로 수업을 참석했고 덕분에 나는 여러 우려에

도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계속된 고

민은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하는가?’였다.

2) 대학과 연계된 토요예술학교(Saturday Art School), 그리고 뉴욕 맨해튼

(Manhattan)에 있던 한 고등학교에서의 미술교생실습, 퀸즈(Queens)에 있는 미술

관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고등학교 수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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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에 있을 때도 제대로 된 미술수업을 진행해본 적이 없는데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가르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한편, 미술

교육은 언어적 전달 외에도 시청각매체, 몸짓, 모델링과 같은 다른 유

형의 전달과 소통 방식이 있었다. 그전에 했던 고민이 편하게 학생들

을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 보다 훨씬 더

고민스러웠던 것은 내가 예술전문가로서 체험했던 것들을 교육이라는

틀 안으로 가져와야 하는 거였다. 스무 명의 학생들을 주어진 시간동

안 안전하고 유익하게 지도하면서 어쩌면 내 기대보다 완성도가 떨어

질 수밖에 없는 작업 물들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였기 때문이다. 두 번

째로 어린 학생들을 통솔하는 일이 어려웠다. 학생들이 재료를 놓고

다투거나 서로의 작품을 품평하다가 언쟁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매주 수업 전에 다른

강사들과 가졌던 컨퍼런스였다. 강사들은 각자 당일 수업을 진행할 것

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업 샘플을 서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

람의 수업계획을 듣거나 자기 것을 발표함으로서 머릿속으로 수업의

전체 흐름을 미리 구상해보며 정리하고 보완하게 되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다음 수업에 응용할 수 있었다. 또 재료 활용과

비평학습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유하며 조언을 받았다.

사실 직접적인 해법보다는 문제를 공유함으로서 정서적인 지지와 자신

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

졸업을 앞두고 석사학위 논문 자료조사와 교생실습을 위해 두 개의

고등학교와 연계된 두 미술관들의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조사하게 되었다. 한 학교는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맨하탄(Manhattan)에 소재한 학

교로 내가 교육실습을 한 학교였다. 두 번째 학교는 퀸즈(Queens)라는

곳에 있는 학교로 영어가 서툰 학생들이 수강하는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반이였다. 이 학교는 예술강사를 보조하는 보조강사

로서 들어가게 되었다. 두 학교 모두 지역 미술관과 오래전부터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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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영어 과목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듣

고 있었다. 당시 이미 두 학기의 토요예술학교 수업을 진행해봤기 때

문에 수업 중 학생을 만나는데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 마다 다

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수업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부분은

힘들었다. 또 담당교사의 권유로 미술을 하면서도 영어교육을 진행했

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학생들

중 대다수는 미술수업을 희망해서 수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이

수 학점을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듣고 있었다. 일부 학생은 심지어

이전 학교에서 제대로 된 미술수업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시험(Regents Exam)3)의 영어

과목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

감도 있었다. 몇몇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를 훌쩍 넘겼는데도 졸업

하지 못하고 학교에 남아있기도 했다. 처음으로 고등학생들과 재미있

고 조금 더 숙달된 미술수업을 해보고 싶었던 것과 달라 걱정이 앞섰

지만, 어쩌면 미술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공교육 내에서 시행되는 미술교

육은 많은 부분 학생들과 학교의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

었고 교수자는 융통성을 발휘해하는 지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미국

이라는 장소적, 사회적 조건에 한정된 것이라 아니었다. 학교라는 장소

성에 입각해서 미술교육적 해석을 새롭게 정립시켜야 하는 것은 내가

한국에 돌아온 후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똑같이 요구받은 사항들이

었다.

3) 한국에서 예술강사로 산다는 것

3) 뉴욕 주의 고등학교 졸업 요건인 Regents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해서 영어, 수학, 세
계사, 미국사, 과학, 제2외국어(Language other than English)영역에서 100점 만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High School Regents Examinations Websit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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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나는 미술교육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고 세

개의 학교에서 예술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예술강사 전문 자격

증인 문화예술교육사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예술강사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고민들이 나 혼자만의 고

민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나는 한국적인 환경에서 벌어

지는 미술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싶

었다. 처음에는 미술관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었지만 미국에서처럼 학교와 장기간 계약을 맺고 수업을 하는 프로

그램을 찾아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연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

러던 중 나는 우연히 지원하게 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패션디자인 수업

을 하게 되었다. 이후 우연한 기회로 초등학교의 미술수업시간의 강사

로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자유학기제4) 패션디자인 수업을 했던 중학교는 서울 외각 대

규모 아파트촌에 위치한 공립중학교였다. 수업은 중학교 1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남녀공학이었음에도 패션 디자인 수업을

신청해서 온 학생들 대부분이 여학생이었다. 수업 중간 협력교사였던

영어 교사가 참석해서 수업 진행을 도왔고 때로는 나에게 수업 방식에

대해서 피드백과 조언을 주기도 했다. 학생들 중 일부, 달리 신청할 프

로그램이 없어서 내 수업에 들어오게 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패션 디자인과 관련분야의 진로를 체험하고 싶어 했다. 한 학기동안

패션디자인 관련 직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은 불가

능했지만 학생들에게 패션 분야의 다양한 영역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

은 처음부터 아무 기회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했다. 자

유학기제가 학생들이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의의가 있지

만 실제로 학교, 학생,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4) 교육부의 방침으로 중학교의 과정 중, 한 두 학기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

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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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 수업을 도와주던 협력교사는 일부 사

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생활태도나 주지교과에 대

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기강이 헤이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국내 교

육환경 상 자유학기제가 얼마만큼 학교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지는 의

문이 들었다. 그러나 입시 자체도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전

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의 목적을 입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입시이후 진로에 대한 초점

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거시적 상황 속에서 다른 예술강사

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느끼기에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미술수업이 더 환영받고 수업

에 대한 자유도가 더 보장된다고 보았지만, 결국 학교는 예술강사가

수업을 통해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결과 - 그럴싸한 작품을 만들기를 바

란다고 느꼈다. 특히 내가 만난 담임교사들 역시 미술을 부수적이거나

그저 교실 뒤편을 꾸미기 위한, 혹은 학예회에 출품할 작품을 제작해

줄 활동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작품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제작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예술

전공자나 전문가와 만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기회 자체

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눈에 보

이는 결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다. 일례로 5학년

수업 시간 나는 이론으로만 접한 조형요소와 원리를 직접 종이와 상자

를 이용해 표현하는 수업을 하고자 했다. 상자 안을 다양한 색지를 이

용해서 점, 선, 면, 색채 등을 조형원리인 강조, 리듬 등을 활용해서 꾸

며내는 것이었다. 고학년 학생들에게 추상의 개념을 인지시키는 것이

다소 힘들었지만 사실적인 형태 재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미술에 흥미

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재미있고 참여적인 수업이 될 것이

라고 기대했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냥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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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장난을 친 종이 폐품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실험

의 결과물이 작품이 될 필요는 없듯이 조형 상자를 만드는 동안 학생

들은 다양한 조형적 실험을 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담당 교사는 난감

해했다. 아마도 예술전공자가 와서 누가 봐도 감탄할만한 것을 만들어

줄 줄 알았던 것 같다. 또한 일부 학생들 역시 미술시간에는 근사한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 역시

완성도 높고 그럴싸한 작품에 동기부여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

술수업의 과정과 결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할 무렵, 나는 다른 예술

강사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해졌다. ‘좋은 예술강사란 무엇인가?’,

‘예술강사가 학교에 과연 필요할까?’와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고 이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문제가 더 구체화됐다.

2017년 초 나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학교생활에

대해 듣게 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대다수 예술전문가로 살아오다 새

롭게 예술교육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사

프로그램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가르치는 예술가로서의 전문

성 함양을 가져올 프로그램으로 여기고 있었다. 예술강사들은 열정과

부심이 높았으며 발전적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 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기꺼이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예술강사

들은 성인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할 때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을 때 더 많은 상황들을 극복해야 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문

제는 예술수업이 ‘학교’라는 장소적, 사회적 제약조건에 기인했다. 스스

로 예술적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여기거나 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

력이 있었음에도 예술적 전문성으로 교육적 전문성을 이분화해 생각하

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통합시키도록 노력했던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

다. 예술강사들은 사실, 교대에 진학하거나 교직이수를 통해 학교에 정

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혹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아주 오랫동

안 예술강사가 되려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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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예술강사들은 실제 수행과정에서 또는 개인적, 사회적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나는 예술강사

에 대한 모호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강사들이 예술과 교육의 통

합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성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자는 예술교육과 관련한 ‘나’의 내러티브를 탐구하면서 예술을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되어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스로에 대한 성찰, 타인과의 소통, 사회적 요

구에 대한 반응, 그리고 예술적 상상력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형

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변화되었다. 또한 다른 예술강사들을 만나면서

이런 특징이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강사들에게

서 나타나며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다른 예술강

사의 사례를 분석해서 그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요

소와 기제들을 탐구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단순히 삶의 과정을

서술하기보다 ‘왜?’ ‘어떻게?’ 학교 예술강사가 되어가고 있었는지에 대

한 질문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학교 예

술강사들에 대한 연구를 지나치게 개인적, 혹은 지엽적이거나 특정 그

룹을 위한 연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에서 예술강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술강사직이 예술전문인이 선택할 수 있

는 활동 분야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

는 담당자로서의 예술강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한

다면 더 나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다. 예술과 교육의 통합이 어

떻게 이뤄지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고찰한

다면 충분히 거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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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거시적 차원에서 두 가지 갈

래로 정리 할 수 있다. 학교 예술강사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서 예술강사들의 삶을 이해하여 학교내 주체적 교육실행자가 되도록

재조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 예술의 통합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

정은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미술교육전체의 가치로 확대해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논지를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실행자인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여전히 학교 예술강사들은 주변화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

반경에서 벗어나 있다. 그 원인이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교육자로서, 예

술가로서, 혹은 예술교육자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못하기 때

문이다. 통합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위해서 예술강사들의 삶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내러티브에서 서술했듯 학교에 외부 강사로

서 예술가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사실 ‘예술강사지원사업’ 보다 훨

씬 이전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학교 예술강사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적극적인 연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최근 10년의 일이다. 간략한 역사

적 흐름을 살펴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한 시기는 2000년도 국악강사풀제다. 2000년 국악 강사풀제를 필

두로 학교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지역시범사업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

추진되어 점차 확산되었다5).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

체와 협력하에 이뤄지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분야는 국악, 연극, 영

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

강사의 숫자는 늘고 있다.

[그림 Ⅰ-1]을 살펴보면 2014년 4601명이었던 학교 예술강사의 숫자

는 2019년 5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학교

5)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
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
전계획(2014년 2월)을 수립하였다(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2017, p.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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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학교 예술강사 및 학교 현황 (2014-2019),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수 대비 학교 예술강사 운영학교 비율도 초등학교 기준 2014년 90.2%

에서 2019년 95.1%로 늘어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예술강사

를 초빙한 수업을 운영 중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예술강사에 대한

선호도 올라가고 있다. 2019년 학생과 학부모 3,295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2019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를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

과정 외 문화예술교육 희망 교수자로 외부 예술교육가, 즉 예술강사에

대한 희망도 높다. 학교교사와 외부예술 교육가를 선호는 학생이

46.4%, 학부모는 50.3%, 그리고 외부예술교육가에 대한 선호는 학생이

40.5%, 학부모가 40.9%다. 기술통계에서 보이듯이 예술전문성을 가진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아져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소양이

그전보다 올라갔으며 우리 사회가 4차 산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아울러 창의성, 인성, 진로교육, 과정중심 교육, 고교학점제와 같이 학

생 중심적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

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주교수자인 학교 예술강사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예술교육의 방향도 매체중

심 전문인 양서교육보다 시민교육을 지향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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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배경은 문화예술정책이 기존의 공급자인 창작자 지원 중심에서 문

화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다는 부분과 긴밀하다.

예술강사들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강

사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전문성을 교육적 환경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

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내러티브에서 서술했듯 예술

강사들은 학교에서 ‘마법 같은 일을 해줄 사람’으로 확대 해석되거나,

학업의 여가시간을 채워줄 사람 정도로 취급된다. 무형의 시선은 유형

의 자원을 통제함으로서 더 잘 드러나는데 예술강사들은 종종 시간적,

공간적, 재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 기저에는 예술강

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보기보다 도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여

전히 존재하는데, 학교 예술강사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

인한다. 이런 타자화된 시선은 외부적 시선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인지하는 내부적 시선 모두에게서 드러난다. 예술강사는 기존에 계획

했던 수업을 축소, 간략화해서 수업하거나 한계에 갇혀 발전적인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이익은 고스란히 수

혜자인 학생에게 돌아가게 된다.

둘째, 예술강사들의 통합적 정체성을 통해 교육과 예술의 통합적 가

능성을 확인해서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미술교육전체의 가치로 확대해

조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제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예술을 전

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교수자의 길을 걷는 현실에서 그들을 둘러싼

여러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예술하기’와 ‘가르치기’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술강사들의 실제 수행과 관련

하여 학교 내 삶을 살펴보고 예술강사들이 학교환경에서 예술가로서

존재하는 소상황들이 대상황들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주요해 보였

다. 예술강사의 학교 내 삶에 대한 연구는 다소 단편적이다. 상담, 보

건, 체육, 특수, 고등학교 특성화계 전문교과, 인문계 일반교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직업 적응에 대한 연구들(권진옥, 2014, 김성훈,

2011; 오승주 2013; 정윤경 & 정철영, 2006; 채영병, 2005)은 2000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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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일반 교과 교사에서 보건,

체육, 특수, 상담과 같은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교과 교사의 문제가

예술강사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 비춰졌기 때문이기도 하

다. 4차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과정중심 평가방식과 같이 학생중심적

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예술교과에서 얻어지길 기대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반성적 사고력 학습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지원반경에서 학교 예술강사들

의 활동은 점점 배제되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황경희 외,

2016; 김상희, 2010). ‘2019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문화예술교육

진흥원, 2020)의 전국 초중고등학교 8,960개교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

모두 ‘예산지원확대’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으로 뽑았

다. 특히 이런 문제는 디자인과 공예처럼 표현활동에 소모되는 재료가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통계에 집계된

학교의 입장뿐만 아니라, 예술강사들 역시 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

려움을 겪는다. 한정된 재화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 역시 예술강사가

지녀야할 자질이겠지만, 공예와 디자인과 같이 재료사용에 대한 물리

적 체험이 중요시 되는 경우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폭이 줄

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유형인 실습 표현형 수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학교 예

술강사는 단기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어 활동의 연속성이 떨어짐은

물론 직업적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 고용 불안으로 이루어진다. 예술강

사들은 학교 관계자들과의 공감과 유대감을 상실된 채 탈맥락적인 교

육방침을 고수하기 쉽다고 말한다(김효희,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예술강사의 개인적, 사회적 삶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전문적 지식환경 속에서 예술강사로서의 삶을 구성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술강사의 삶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 이유는 아직도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예술과 교육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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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하거나, 학교 안의 삶과 학교 밖의 삶 중 하나의 양상에만 집중되

어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삶은 지정학적 위치나 특

정 시점에 결부되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때문에 예술강사를 이

해할 때 학교 안의 삶에만 국한시킨다면 그것은 예술강사의 삶을 객체

화시키고 분절적으로 이해하게 될 소지가 있다. 연구자는 통합적 관점

이 예술강사에 바라보고자 할 때 교사, 학생, 학교당국을 비롯한 타자

의 이해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강사들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는 미술교육 전체의 가치로

확대해서 조명될 수 있다. 예술강사 상당수는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데 교사의 관심의 부재, 불안정한 고용 상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직무역량 신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강사의 역량강

화 직업헌신의 부재는 직접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그 영향을 고

스란히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예술강사의 학교 내 올바른 직업적응 방

식에 대한 이해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예술교

육은 다른 교과보다 과정중심적이고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감각기관의 수용을 통해 이뤄진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수학습

과정 중에 학생과 강사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직접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른

바, 주지교과의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인지주의적 전통에 따라 발전되

었다. 즉, 얼마나 많은 것을 외우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쪽으로 발전되

었는데, 앞으로의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동반성장이며,

과정중심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술강사의 삶의

흐름과 학교 내 수행을 분석함으로써 미술교육을 비롯한 교육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술강사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연구방법으로 내러티브 탐

구(Narrative inquiry)를 선택했다. 개인의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석하는 가운데 사람과 사회의 맥락 그리고 시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자 한다. 인간의 경험이 맥락 속에 형성되는 ‘상대주의적 존재론’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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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 인식된다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철학적 바

탕을 두기 때문이다(홍영숙, 2016; 최수진, 2017, 재인용). 내러티브 탐

구는 연구참여자가 가져오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

러낸다. 이 경험은 개인적 경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내러티브를 탐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

술강사의 삶의 흐름을 ‘들꽃’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비유적 표현을 가

져온 것은 비유적 표현이 선술적 체험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조용환, 2011, p. 17). 또 ‘예술강사의 삶’이라는 원

관념을 ‘들꽃’이라는 보조관념으로 비유한 것은 예술강사들이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 들어와 가르치게 된 일이 마치 들꽃이 우연히 들판에

피게 되었지만 결국 살고(living) 이야기되고(telling) 다시 살고

(reliving) 또 다시 이야기(retelling)되는 순환적 상황 속에 군집을 이

루고 번성하는 모습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들꽃으로 비유된 예술

강사들의 삶은 계속성(continuity)와 사회성과 관련된 상호작용

(interaction), 그리고 장소성(place)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변하게 된

다. 이런 과정은 데카르트적 인식론과 대치되며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

하며 끊임없이(연속성) 발생하는데 상호작용성과 연결되게 된다.

3. 연구 문제

연구자인 ‘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수혜자에서 예술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학교 내 예술과 교육의 통합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

민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나’의 고민이 예술강사 전체의 고민으로 연

결될 수 있는 지점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정 중 다른 예술강사를 만

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표면적으로 수업목표

설정, 학생지도,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교육적인 부분으로 해

석할 수 있을 지였다. 한편 그들은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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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통해 학교현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과의

조우를 통해 관계형성의 문제, 정체성, 교수 방법 등 학교 예술강사로

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노력에도 여

전히 학교에서도 예술강사들에게 학교 행사진행, 단순 보육, 교과수업

의 보조적인 역할 요구에서 벗어나 강사의 예술전문성을 학생의 교육

에 적용시켜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부

분을 위해서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아울러 이런

맥락적 상황을 단순히 개인들의 단편적인 이야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인 맥락, 시대적 상황과 연관시켜 분석해보고 싶었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통해 그들의 예술강사들의 과거 경험인 개인적 사

회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했다. 현재 학교내 예술강사의

삶을 통해 본 고에서 정체성 형성과정이라고 밝혔던 예술강사 되어가

기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분석하며 이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

떻게 개인적 실제적 지식을 통해서 전문적 지식환경 속에서 예술강사

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될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연구문제6)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 예술강사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은 어땠으며 그 의미

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예술강사들은 예술과 교육적 정체성을 어떻게 통합했고

그 의미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교 예술강사들의 정체성을 형성 과정이 지닌 미술교육

적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 연구문제는 예술강사의 삶의 시간적 흐름에 주목했다. 첫

6)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문제 대신 연구퍼즐의 발현이라는 표현을 써서 연구자의 경
험에서 어떻게 연구가 개인적 정당성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찾아내는지 보여주지만 본
고에서는 ‘퍼즐’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닫힌 틀안에 맞는 조각 찾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구성주의적 맥락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연구논
문에서 널리 쓰이는 ‘연구문제’라는 용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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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연구문제는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 현재를 아우르는 사회적, 개인

적 삶은 예술강사로서 형성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과정적으로 고찰하려

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어떻게’에 접근하는데,

삶의 이야기 이면에 숨어있는 기제들을 확인한다. 특히 고정된 의미인

‘예술가’, ‘교육자’의 정체성보다는 ‘예술가로서’,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에 집중한다. 이것은 예술강사를 이분화된 정체성으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이 두 가지 역할을 통합시키는 지점을 상기시키고자 하

기 때문이다. 마지막 연구문제는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미술교육 전체에 어떤 함의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의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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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의 과학적 객관성의 모순, 즉 ‘누가

보아도 동일한 결과’라는 객관의 눈이 가진 우려에 대항한다. 즉 ‘사물

의 눈’에서 ‘사람의 눈’으로 탐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지식과 전문적 지식의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 시키는지 다루게

된다.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는 교사 연구와 같이 다분히 관계적이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과정을 탐구하게 된다. 본고는 내

러티브 탐구 연구방법을 개관하면서 연구방법론적 수단(tool)로서 다루

기보다는 연구 저변에 흐르는 해석적 차원에서 내러티브 방법론을 이

야기하고자 한다.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인간의 경험적 이야기를 연구하

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한 종류로 최근 교육 분야 그중에서도 교사연구

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발전되어 왔다. 최근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져 각광받고 있다(서제희, 2014, p.126).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 기저에 있는 실증주의적 가정과 예언과 통제라는 목적과 달

리 해석과 인간행동에 대한 가정, 그리고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내러

티브 탐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야기,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야

기된 서술된 기록물을 포괄한 연구다. 질적 연구에서 이야기가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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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경험의 증거는 아니지만 하나의 단위는 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둘러싼 시간적, 장소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밝혀내고 이것을 통해서 점

차 변해가는 연구참여자의 삶을 연구하고자 할 때, 보다 문학적인 글

쓰기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할 때,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다른 질적 연구 전통들과 달리 독특한 지점에 위치할 수 있다. 참여자

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장소 혹은

여러 장소에서 연구참여자의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간의 협력적 관계가 지속되어 연구가 참

여적인 성격을 보일 수 있을 때 질적 연구방법중에서도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존 듀이(Dewey, 1938)를 말할 수 있다. 듀이는 삶, 교육과 더불어 경

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에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즉 삶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듀이의 관점에서 본 경험은 오랜 시

간 구성되고, 살아있고, 현상으로 연구되고 이해되며, 재현 형식을 통

해 제시되고,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된 우리 삶이 구현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화 발전된 것이다(염지숙, 2018). 한편 내러티브탐구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사회과학, 심리학,

문학 비평 쪽 연구들이 그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브루너

(Bruner, 1986)는 내러티브 연구가 실증주의적 전통과 내러티브라는

두 가지 사회과학적 인식론을 명료하며 역사적 기반을 제시했다. 사빈

(Sarbin, 1986)은 <Narrative Psychology>에서 심리학에서 내러티브의

출현의 역사와 방법의 존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 마틴(Martin,

1986)은 문학 비평가적 접근이 어떻게 내러티블 이해하는데 공헌했는

지를 이야기한다(Pinnegar & Daynes, 2006, p. 28).

그렇다면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데 내러티브가 중요한 이유는 무

엇인가? 코넬리와 클랜디닌(Connelly와 Clandinin, 1990)은 인간은 개

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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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임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기(telling)와 다시 이야기하기

(re-telling)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

한다. 발테스(Barthes, 1966)는 내러티브가 인간의 삶과 함께 지속되어

어느 장소, 어느 사회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내러티브는 인간이 하는 의사소

통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인간의 상황과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Bruner, 1990). 특히 기존의 과학적 가설에

기초를 두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분석과 논리적, 실험적 발견에 이르

는 양적 연구 전통과 달리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재미있는 이

야기, 흥미로운 드라마를 들어내는 작업이다(Bruner, 1986). 내러티브

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연구하는데 머무는 것

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주고 미래의 지향 점으

로 제시해준다(Carr, 1986).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들 수 있고(Coles, 1989)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적인 삶에 의

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Withrell & Noddings, 1991). 예를 들어 독

자들은 뉴스와 신문기사에서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과학적인 지표로써

온도나 불쾌지수와 관한 수치들을 확인할 때보다 직접적으로 폭염을

나기 위한 시민들의 인터뷰나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를 볼 때 더욱 폭염의 심각성과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상심을 겪

게 되며,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탐구공간은 분석에 있

어서 중요한 지점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듀이의 경험론에 입각한 연속

성과 시간성의 2가지 차원에 영향 받아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

(sociality), 장소(place)라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안에서 이뤄

진다. 여기서 공간은 은유적 표현으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진 않는다.

먼저 듀이가 경험론에 있어 강조한 연속성은 안과 밖 즉 연구자와 연

구참여자 모두의 내적조건과 환경과 외부에 현존하는 환경적 조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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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탐구의 시간성은 연속성을 띄며 과거, 현재, 미래라는 변화

됨을 의미한다.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탐구 공간의 시간성은 인간

의 경험, 사건, 장소 등을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차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

다. 카(Carr, 1986)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서전을 끊임없이 구

성하고 수정하다고 강조한다. 즉 시간적 이해를 통해 개인은 참여자와

조사자로 그리고 등장인물과 화자로 만든다. 커비(Kerby, 1991)는 시간

은 개인의 시간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 더 이상 추

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존재하는 독특한 요소로 인간이 자

신의 삶을 말하는데 구현되어 있으며 그것을 관찰하는 연구자 또한 연

구참여자의 삶 안에 구현된다. 하이데거(Heidegger, 1927)는 시간성이

우주에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거나 과거, 현재 미래로 이행하는 단순한

순간의 연쇄도 아니고 현존재로부터 생기하는 자기 초월적인 과정으로

인식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단순한 시간개념은 이미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Dasein), 즉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규정함으

로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현존재에 내재된 시간성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성에서 그 시간이라는 지평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러티

브 탐구에서의 시간성은 여기에 기인하여 단순히 인과관계를 따지거나

시간적인 일대기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표상적으로 기억 속에 존재

하는 시간이나, 추억이나 상상을 통해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간성까지

도 다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와 연구자는 탐구에

동참함으로서 삶의 시간성과 장소, 사물, 사건의 시간성에도 주의를 기

울여야 했다.

사회성은 개인적인 상황을 통해 개인의 느낌, 희망, 바람, 미적반응,

도덕적 기질을 망라한다. 사회적 상황은 개인의 내적상황과 맥락, 환경

과 주변의 요인과 연구자와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외적상황이다. 사회

성의 근간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하여 이해되는데 인간이 사회적

으로 합의된 다양한 형식의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하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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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되는데 되면서 사회적 합치된 규범이 내면화되게 되는데 이때

소통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사회성은 일

반적으로 개인적조건 혹은 내적조건과 사회적 조건(외적조건)을 모두

고려한다. 먼저 개인적 조건은 참여자의 ‘감정, 희망, 욕구, 심미적 반

응, 도덕적 성향을 의미하고(Connelly & Clandinin, 2006, p 480) 사회

적 조건은 사람을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가족적, 그리고 언어

적 관점에서 이해된다. 카(Carr, 1986, p. 96)는 각 삶의 전경에서 내러

티브로 존재하는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그리고 가족적 내러티브에 주

목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내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내적인 사회성으로 감정, 심미적 반응, 도덕적 반응은 가족

내, 그리고 학교와 직장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장소에서 형성된다. 외적으로 우리는 경험과 사건들 사이에 무슨 상황

이 벌어지는지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시간, 장소, 사회라는

공통요인을 고려하면서 내러티브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은유적인 3차

원적 탐구공간에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이때, 연구

자와 연구참여자간의 탐구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장소성은 사건 혹은 탐구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장소 예를

들어 학교나 개인 작업 공간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장소들은

특정한 구체적, 물리적, 그리고 위상학적 경계들(Connelly &

Clandinin, 2006, p 480)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학원, 집, 작

업실과 관련된 내러티브는 장소와 인간 경험 사이의 사호관련성이 존

재하게 되고 장소는 내러티브 탐구의 공통요인을 자리 잡는다. 그렇다

면 장소는 어떻게 내러티브의 요소로 분석될까? 장소 안에 존재하는

연구자, 연구참여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다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

가 되며 장소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더라도 인간의 이야

기 속에 장소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실코(Silko, 1996)는 흔히들 전경

(landscape)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은 인간과 장소의 관계를 오해하게 한다. 사실, 장소가 인간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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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 보다, 관찰하는 인간역시 전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지형학적 장소들은 계속해서 인간을 형성하게 된다고 강

조했다. 이것은 서양의 물리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공간(space)개념에서

분리된 동양의 관념적인 장소(place)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마

스 홉스(Hobbes)는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우리가 무엇

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장소 내에서 생각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장소가 가지는 함의가 물리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성, 시간성이

내포된 개념으로 사유되고 드러난다고 말한다. 결국, 끊임없이 존재에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구성해가는 현존재에게 있어 장소성 역시 완전

히 시간성과 사회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탐구의 요소가 된

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가 시간성, 사회성, 장소성이 희석되

지 않고 최대한 생생하게 유지되도록 작품을 제작하는 작업실, 실제

활동하는 학교 근처에서 최대한 멀어지지 않는 선에서 인터뷰를 하려

고 노력했다. 또한 연구가 마무리 되감에 따라 장소를 주요활동지역에

서 멀리, 시간은 학기가 마무리 된 후에, 외부의 상호작용에서 방해받

지 않는 상황에서 담아내려고도 했다. 내러티브 탐구 공간의 시간성,

사회성, 장소는 각각 따로 떨어져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안에 모두 녹아 있고 인식 속에서 표상적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의

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이것이 순환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나선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연구 수행에 있어서

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내러티브 탐구를 실행

하는데 있어서 연구 전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와 연구 흐름을 아

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연구결과를 서술하기 전에 이 점을 분

명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연구 현장에 들어가기’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의 관계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이다.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기를 통해 연구자

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적이고 간주관적인 텍스트를 구성하게 된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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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브 탐구에서 내러티브(narrative)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가 단지 면담에만 의존한다는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지만 현장 텍

스트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넓다. 면담은 물론, 자서전적 글쓰기, 대화,

현장노트, 편지, 저널, 문서, 서류, 사진, 연구참여자의 특별한 기억을

끌어내는 기억상자(memory box)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작품사진, 영감을 주었던 물

체, 실제 수업장면을 찍은 사진, 인생연표 그리기를 포함했다. 이것은

연구자가 예술강사의 실제 수업현장으로 들어 갈 수 없었던 현실적인

제악을 뛰어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현장텍스트를 구상할 때, 마치 참여자와 ’사랑에 빠지기‘와 같은 상

태로 현장에 머무르다가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에

서는 냉정한 시각으로 물러서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Clandinin,

2015). 연구자는 면담 전사 자료를 둘러보면서 의도적으로 친밀함과

거리를 두며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려고 노력했다. 중간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연구 문제에 입각한 선

택된 준거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특정 이야기가 선택되는 과정으로 참

여자와 여구자간 이야기를 공동으로 구성할 기회를 가진다. 본 연구에

서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빼주길 원하는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참여자와의 의의 다중성을

협상하고 삶의 경험의 해체가 아닌 삶의 다중성을 찾고자 한다. 중간

연구 텍스트는 마지막으로 연구 텍스트로 나오게 되는 특정 재현 방식

을 통해서 구성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가 다른 질적 연구 방법들과의 차별 점은 연구참여자

의 연구에 대한 참여적 성격이 강해 관계적 책임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걸쳐 연구참여자의

삶과 생애에 관한 연구를 수반하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계속 변화하는 삶의 공간에서 자료수집했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

구 텍스트 작성 시 맥락과 관계의 중요성을 염두해야했다. 비슷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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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했을지라도 연구참여자간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이것은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한다.

2. 내러티브탐구 연구 절차

내러티브 탐구의 도입인 현장 들어가기: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기에 해당하는데 연구자 개인의 자서전적 글쓰기를 통해 연구를 시작

한 동기를 성찰하게 됐다(염지숙, 2001). 본 연구는 ‘서론 Ⅰ’에서 밝혔

듯 연구자가 예술강사 또 문화예술교육사 수업에서 만난 예술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가지

고 있는 상심과 연구자의 상심이 교차하는 지점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학교 예술강사들의 이전 전공, 직업경험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들은 그

들의 교육철학과 실제 학교내 수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

다. 아울러 그들 대다수는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구체화 시키게 되

었다. 연구에 돌입하기 전 학교 예술강사와 관련된 담론을 분석하고

탐구의 지형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2018년 4월 예

비연구를 시행했다. 그 후 연구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하고 연구

대상을 재선정했다. 모집절차로 먼저 연구자 개인이 알고 있는 기존

예술강사들, 예술강사 연수 및 양성기관의 교수진에게 모집문건을 전

달하고 연구참여자 모집을 요청하여 연구참여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참여자의 대상자 수는 6

명으로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연구참여자 평균, 내러티브 탐구 방법상

연구자와 협력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한 잠재적 연구참여자 수를 참고했

다. 연구자는 이렇게 해서 모인 6명의 예비 연구참여자들과 2018년 4

월 예비연구 단계에 면담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다른 두 명의 참여

자가 누락되게 된 이유는 시간과 거리적인 사유로 자료의 포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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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10일 하계워크샵,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의 2018년 8월 27일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

론 워크샵, 2019년 2월 15, 16일, 숭실대학교 내러티브 탐구 연수에 참석

하여 내러티브 탐구 연구자들에게 자문했다.

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승인은 2018년 8월 승인이 됐으며 연구면담

횟수를 늘리기 위해 한차례 변경 신청을 시행했다. 연구참여자의 동의

방법은 면담 전 동의서를 가지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내용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관해서 설명한 뒤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었

다. 또한 연구 진행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를

즉시 중단하며, 해당 참여자로부터 얻은 녹취 자료는 연구참여자가 원

하면 즉시 폐기함을 안내했다.

연구 절차상 공식적인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현장에 존재하기’는

예비 연구 단계인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 이루어졌으며, 논문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양해를 얻어 2021년 4월까지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

구참여자와 그들이 속한 세계로 들어가 관계와 목적 그리고 이행을 협

상해야 한다. 탐구의 현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의 삶이 이뤄지는 교실, 학교, 지역의 시간적, 개인적·

사회적 차원을 의미한다(Clandinin, Connelly, 2000, p. 133).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중간연구텍스트 작성’은 연구참여자인 예술강사의 편

의를 위해 활동 지역이나 거주지 인근 등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자신

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장소에서 걸쳐 6회, 1시간에서 2시간 정

도 시간을 소요했다. 면담은 1:1 개인면담이나 단답형 질의응답을 벗어

난 내러티브 형식을 띨 수 있는 대화 형태로 발전시켰다. 구체적으로

사이드만(Seidman, 1991)의 질적 연구를 3단계 심층 인터뷰 프로세스

를 거친다. 먼저 1단계, 연구의 목적, 인터뷰의 원칙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 신뢰관계 형성하도록 했다. 인터뷰의

첫 단계를 통해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생애사에 집중하여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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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에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연구자인 나는

먼저 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함으로서 연구참여자가 마음을 열고 자

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를 바랐다. 2단계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세부

사항을 재구성하여 현재의 삶의 구체적인 사항에 집중하여 연구참여자

에게 재구성하여 진술하기를 부탁했다. 첫 번째 면담에서 얻어진 새로

운 사실들이나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주제들을 인터뷰 전에 미리 선

정했다. 3단계로 그동안의 면담 내용을 비롯한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

고민하도록 부탁했다. 이 경우에도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그린 ‘인생연

보’를 통해서 그동안 대화로 풀어냈던 삶의 이야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왔으며 자신의 삶의 과정을 선형적으로가 아닌 순환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대화 식 면담을 이어갔다. 연구참여자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해 숙고해보길 요청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 있어서 중

요한 부분이다(김영천, 2012).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조명하고자 하는

면담 주제는 예술강사로서 일을 시작 동기 및 초기 진입 경험, 전반적

인 경험, 학교 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딜레마와 그것들의 극복과정, 예

술강사로서 가지는 철학이나 역할이 삶에 부여하는 의미, 학교 외 삶

에 관한 이야기, 학교에서 예술강사로 살아가는 자신을 메타적으로 바

라보기, 그리고 예술강사로서 가지는 삶의 의미 등이 있었다. 총 6회의

면담은 커다란 주제 아래 대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완벽하게 이 주제

를 따랐다고 보기 힘들다. 그들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재차 말

하며 강조하기도 했으며 다음 차시에 연구자가 계획했던 질문에 대응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초기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1차시 면담의

초점은 동안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관계 형성

이 중요함으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간의 라포(rapport) 형성에 중점을

두며 예술강사로서 일하기 이전 경험과 진입경험에 대해 초점을 맞춰

대화식 면담을 이어갔다. 2차시 전체적인 경험을 탐색하면서 예술강사

로서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과 극복과정에 대해서 집중하며 예술강사로

서의 역할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했다. 3차시 면담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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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라는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학교 적응에 집

중하여 면담했다. 4차시는 예술강사로서의 그간의 경험을 스스로 평가

하고 직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적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며

학교에서 온전한 예술강사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5차시 1차시부터 3차시까지 진행했던 대화

식 면담의 내용을 재차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했다. 6차시는 연구자

가 그동안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중간 연구 텍스트를 면담에 앞서 미

리 제공하여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결국 매회차 결국

‘다시 말하기’, ‘다시 살아가기’가 반복되었다. 대부분 면담이 진행되는

도중,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

기에 대해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이 연구

참여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경을 나선형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중간연구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작성하는 단계다. 문

헌연구 기간에 실시했던 이론적 배경을 분석에 참고했다. 면담 실시

이후 바로 자료 내용을 컴퓨터로 전사하여 현장텍스트로 구성하는 작

업을 진행했다. 여기서 현장텍스트는 질적 연구에서 원자료를 의미한

다. 자료(data) 대신 텍스트(text)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구성되어지

는’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하기 때문이다. 면담 내용을 글로 옮기고 면

담 과정 중 받은 인상과 아이디어를 연구자가 정리하는 과정을 하나의

면담이 끝날 때 마다 작성했다. 축적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에

관점을 제공하고 질문을 초점화하여 분석했다. 현장텍스트는 다시 중

간연구 텍스트로 정리하는데 이때 현장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문제에 입각하여 정리해야 하는 주제들이 떠오르게 된다. 삼차원

적 탐구공간의 시간성, 사회적 상호작용성, 장소성에 입각하여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세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완전한 이야기로 재구성되어야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

렇게 작성되는 중간연구 텍스트와 연구텍스트는 중간 과정에서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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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이메일과 직접 전달을 통해 제공됐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는 텍스트를 함께 읽고 내용의 수정과 첨부를 논의하기도 했다. 마지

막으로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는 연구참여자의 풍부한 경험을 존중

하고 이것들이 잘 들어나면서도 독자와 논문의 학술적 의미를 재고하

기 위해 연구문제와 연구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긴장을 유지하

며 연구자의 시각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선이해와 가정을 경계하며 작

성했다. 그러나 분석의 틀로서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언어적, 가족적

내러티브라는 커다란 내러티브로 확장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요했다.

이것은 개인의 내러티브가 개인적, 실제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문헌연구 단계에서 조사했던 이론적 전경이 연구텍스트를 뒷받침

해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3.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학교 예술강사 경력 2년 이상인 현재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분야 강사를 대상으로 예술강사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심도 있고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다. 시각예

술분야로 한정한 것은 실제 학교환경에서 국악, 무용, 연극 등이 학생

의 평가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시각예술분야 강사

들은 학교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이것이 학교내

에서의 존재감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이들과 다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각예술분야 전공자들이 가지

고 있는 다른 예술분과와 다른 독특한 지점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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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참여자수(명)

보육교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보육교사 교육원을 중심으로 (임현숙, 2012) 12명

[표 Ⅱ-1] ‘교사되기’에 내러티브 탐구 연구물의 참여자 수

근무 경력 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 점은 신임교사의 경력을 2년으로

한다는 점(강완, 장윤영, & 정선혜, 2011)을 미뤄보아 2년 경력의 강사

들이 학교에서 일정 경험을 쌓았기에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풍부

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판단했다.

제외기준으로 전직 학교 예술강사로 과거에 학교에서 예술강사로 종

사했으나 현재 잠시 일을 쉬고 있거나 학교 외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강사들이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연구참여자로 한정

한 이유는 급변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현 실태를 반영한 생생한 연

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의 숫자는 4명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양적 연구와 다르게 목적적이고 의도적인 참여자 선정을 한다.

즉 연구주제에 적합하고 충분한 양을 제공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즉 연구자의 수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과정

에서 연구참여자가 비슷한 질문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연구자

가 연구 도구로서 원자료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자료분 석에 깊은 이해

와 통찰력을 발휘하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

자와 연구자간 라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선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홍영숙, 2016). 따라서 연구자가 연

구참여자로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연구 주제에 맞고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원과, 최근 ‘교사

되기’를 다룬 내러티브 탐구 연구물의 연구참여자 수를 4명으로 산출

했다. 첨부의 [표 Ⅱ-1]은 선행연구의 연구참여자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며 평균 연구참여자 숫자는 4.8명으로 4명의 참여자수를 정하는데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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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가르치는 미술교사 되어가기’에 관한
내러티브탐구: 미술교사3인의목소리로부터(서제희, 2014) 3명

초등교사의 ʻ교사되기ʼ여정에 관한 질적 연구:
음악교육 경험을 중심으로(최승은&김영순, 2017)

7명

가정과교사 되어가기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최수진, 2017) 3명

보건교사로 살아가기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이선희, 2018) 3명

가르치는 예술가 되기: 한 사진 예술강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지혜, 2018)

1명

표집방법은 준거적 선택(criterion- based selection)을 통해 연구사례

를 선정했다. 양적 연구에서 행하는 확률적 표집(probabilistic

sampling)과 대조적인데 준거적 선택은 연구자가 현지인과 상의하고

협상하고 연구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연구자는 괴츠와 르꽁

뜨(Goetz & LeCompte, 1984; 조용환, 1999, p. 27, 재인용)의 열 가지

준거적 선택에서 네트워크 선택, 이상적 사례선택, 대조적 사례선택,

연계적 사례선택의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했다. 네트워크 선택

(network selection)으로 한 집단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집단을 선택

했다. 또 이상적 사례선택(ideal case selection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

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택했는데, 연구자는 먼저 예술강

사 양성과정을 통해 예술강사들의 학교 내 삶에 대한 선험적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 전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상적 사례들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중 강혜정, 진미선이 해당하는데,

이 둘은 활발하게 학교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예술전문성과 교

육적 전문성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다. 그 이

후 혜정의 추천을 받아 시각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정의진을 소개받아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예술가적 정체성이 강하고 교육과 예술의

통합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이 연구에 대조적이고 연계적 사

례로 적합해 보였다. 주희는 앞서 말한 연구참여자들의 연령보다 15살

정도 어리고 예술강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지만, 진로에 대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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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예술강사의 정체성 형성에서 위기적

상황에 놓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조적인 사례(comparable case

selection)로 젊은 예술강사, 또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예

술강사의 사례로 연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으며 그들에게 부여된 가

명도 ‘나무, 바람’과 같은 사물의 이름이나 ‘A강사, B강사’로 지칭하지

않고 들어봄직한 사람 이름으로 했다. 이것은 연구물을 접하게 될 독

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이야기들이 진짜 존재하는 사람들의 실제사례임

을 강조되어 독자들의 인식 속에서 이들 삶이 구현되길 바라기 때문이

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에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고 개인에 의해 구현되는 사회적, 문화적, 가족적 언어적, 그리고 제

도적 내러티브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가명의 설정도 연구참여자 인

접 연령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평범한 이름을 선택했다. 연구참여자가

사용하는 실제 이름 같은 가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동료, 이웃이면서 특수한 개인을 떠올리길 바랐다.7)

2) 연구참여자 소개

연구참여자는 앞서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들로 준

거표집법으로 선택되었다. 이전 직업경험은 모두 공예, 디자인, 시각

7)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설정된 가명이 독자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연구자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가명을 선택한데는 <82년생 김지영>(2016)의 조남주 
작가가 주인공 이름을 짓기 위해 흔한 이름을 찾았다는 기사에 영감을 얻었다. “저자는 
’주인공 캐릭터를 정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가장 많이 등록된 
여아의 이름을 찾아봤다. ‘지영’이라는 이름, 거기에 가장 흔한 성 중 하나인 ‘김씨’를 
붙였다. 김지영씨. 평범하고 흔해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평
범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었다. 결국 나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주변의 얼
굴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 눈물 나는 이야기다”(장일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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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학력 전공 교육활동분야 나이 교육경력 이전 직업경험

강혜정 대졸 금속조형 공예, 디자인 50대 3년 디자이너

김주희 대졸 패션디자인 패션 디자인 30대 3년 디자이너

진미선 대졸
산업디자인,
목공예

목공, 디자인 40대 3년 디자이너, 공예가

정의진 대학원졸 서양화 공예, 디자인 50대 4년 순수미술가

[표 Ⅱ-2 ] 연구참여자별 학력, 전공, 활동분야, 나이, 교육경력, 직업경험

미술분야다. 한편, 연령과 상황에 따라 직업경험의 깊이는 각기 다를

수 있다. 또, 예술강사를 하면서 예술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디자이너와 같이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 예술강사일과 병행

하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Ⅱ-1 ]는 연구참여자별 특징을 표

로 정리한 것이며, 경력은 자료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강혜정은 50대 초반의 나이로 서울지역에서 수업한다. 연구가 진행

된 시점에는 장애인 학교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혼 후 자녀

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는 일의 중요함과 보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미술학원, 어린이집 아르바이트를 거쳐 자신의 미

술학원을 운영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

다. 미술학원 원장을 거치며 가르치는 경력만 20년 이상이라 학생들을

다루고 가르치는 일의 능숙함에 자부심을 보였다. 또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이기도 했다. 예술강사들의 미술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하는

등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예술강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

했다. 그러나 최근 과학고에 진학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시작하면서 교

육열이 쌘 학부모들과 만나게 되면서 과연 예술교육이 국어, 영어, 수

학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학교풍토에 필요한 것일까 스스로 회의감과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김주희는 30대 초반으로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패션디자인을 비롯

한 디자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원래 전공은 통계학과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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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로 빈티지 의상을 리폼(reform)하는 일에 흥미를 느껴 뒤

늦게 전공을 패션디자인으로 전과하였다. 이 후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를 하던 중 대학동기의 권유로 서울의 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예 관

련 체험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인연을 바탕으로 학교의 디자인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시작한지 3년이 되었다. 그녀는 학교 내 예술

강사라는 직업의 급여, 시수 등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하게 예술강사

직업을 지속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진미선은 40대 초반으로 주로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학교에 출

강한다. 그녀가 목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출판디자이너로

근무한 후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경력단절 여성이 되었다. 그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목공예의 교육적 가치를 깨닫고 어린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방 운영과정에서 우연히 인근 학교에

서 목공예 수업을 의뢰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학교에서 강의하게 된

경우다. 육아를 통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에 큰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수도권 예술강

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며 처우환경, 예산문제 등을 언급하기

도 했다.

정의진은 50대 초 반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공예와 디자인 강사로 일

하고 있다. 책을 좋아하던 그녀는 학창시절 줄곧 소설가를 꿈꿨다. 그

러나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간호사조무사로 훈련받아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뒤늦게 그림에 흥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서양화과를 졸업하

고 같은 전공으로 대학원을 나와 전문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원 졸업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경험도 있으며 예술강사를 위한

연수와 개인의 작품 활동을 통해 얻은 영감을 학교수업에 적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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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탐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에 이뤄지는 관계적인 연구로

연구자의 렌즈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삶을 조망한다는 범위와 한계를

지닌다. 그 말은 현장텍스트를 아무리 그대로 전사하여 제시하려 해도

면담의 대화 안에 참여자와 연구자의 생각이 함께 교차하며 동시에 하

나의 문맥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답을 유도하는 유도심

문과는 다르다. 심층면담은 ‘의식의 흐름’대로 흐르며 연구참여자는 때

로는 연구자에게 질문을 유도하기도 하며 전혀 다른 삶의 다른 모습을

증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술강사로 활

동하는 참여자의 의식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해석하고자

했다. 한편 면담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런 의도성은 희석되었다. 연구문

제에 대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연구참여자가 제공해주는 현

장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후에 중간연구 텍스트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보여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졌

다. 면담을 하는 기회는 여섯 차례였지만 사실 면담 이전의 함께 문화

예술교육사 수업을 들으며 나눈 삶의 이야기들, 면담 후 작성한 현장

노트, 메모, 연구과 관련된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은 논

문이 작성되는 기간 동안 일어났다. 후 연구참여자에게 최종 연구 텍

스트를 보내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연구 텍스트는 연구참

여자의 목소리(voice)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지, 연구 텍스트에 연구

자의 관점(signature)을 적절히 조절하여 지나치게 주관적이지 않는데

주의하며, 독자(audience)가 누구인지에 대해 판단하여 연구가 어떤 가

치를 가질지에 대해서 고려하여 분석(염지숙, 2001)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들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해도 연구자가 가져올

이야기들은 연구자를 동반하는 것이다(Kerby, 1991). 즉 연구텍스트로

서 다시 말하기(retelling)될 이야기들은 연구자가 속한 사회적 내러티

브, 그리고 독자들의 삶을 구성하는 전경안에서 재설정된다. 이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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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러티브탐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한계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환원

되고 다시 살아지는 이야기의 특별함으로 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 예술강사’로 지칭되는 대상은 ‘학교 예술강사지원

사업’의 예술강사와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모

두 포함한다. 한편, 연구참여자를 시각예술분야로 한정함으로서 시각예

술교육에 밀접한 미술교육에 기여할 의미를 고찰한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는 제도권 반경을 벗어난 예술강사도 포함시키며 양자의

비교를 통해 함의점을 찾아내기도 했지만, 연구자가 집중하고 싶은 것

은 비교를 통한 제도연구라기 보다 시간, 공간, 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

브 공간에서 예술강사들의 정체성 형성이다.

양적연구에서처럼 어떤 평균적인 지형을 그려내 일반화시켜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또한 이 네명의 연구 사례는

서로의 상황과 횡적 비교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

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등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질적연구의 패러다임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오히려 종

적나열을 통해 각 연구참여자별로 독특한 삶의 이야기가 더 잘 들어나

길 바랬다.

5. 연구윤리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진행해 2018년 8월 허가받았

다. 심의시 특별히 요청받은 것은 반구조화된 면담을 구조화된 면담의

형식으로 계획성 있게 제공하라는 거였다. 총 6회의 면담이 커다란 주

제인, 라포형성과 함께 이전의 삶의 이야기 나누기, 전반적인 학교 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학교에서 교육하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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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강사로서 예술과 교육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다시 한

번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삶에 드러났는지 이야기하기, 중간

연구텍스트를 함께 읽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주제에 따라 자료수집이 진행됐다고 보기 힘들다. 때론

연구참여자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

할 때가 있었고, 중요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말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하도록 시간을 제공했다.

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물이 지닌 소유권, 익명성에 대해 연구

자는 관심을 기울여야했다. 내러티브탐구에서의 연구윤리는 민감한 문

제다. 종종 연구자가 아닌 연구참여자의 자전적 이야기로 내용을 구성

하는데 막상 연구의 결과물이 연구자의 저작으로 출판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연구참여자가 민감하게 여길 수도 있다. 클랜디닌과 코넬리

(Clandinin & Connelly, 2004)는 이것을 연구의 윤리와 소유권의 주제

로 한정하지 말고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여기길 바랐다. 책임

감은 단순히 연구동의 단계의 ‘협력’이라는 딱딱한 관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 ‘우정’이라는 연구를 통해 변해가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익명성, 소유권과 같은 이야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결정들은 연구참여자들과 연구자의 협력으로 같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점차 변해가는 관계에

대해 연구자는 체감하게 되었다.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

야기가 논문으로 구성되고 연구자의 해석이 덧붙여진다는 것을 알면서

도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해주었으며 연구자가 해석한 연

구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쳤다.

연구자들의 이야기의 구체성과 사진들은 자칫 연구참여자들의 익명

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연구자는 자칫 연구참여자들이

특정지어질 수 있음에 대해 고지했고 민감한 내용은 요청에 의해 수정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작품사진 공개에 호의적이었

지만 중간 연구텍스트를 보여줬을 때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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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학교 관계자에 관한 이야

기, 제도에 대한 비판, 동료 강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같은 것은 연

구참여자의 요청으로 완곡하게 바뀌거나 축소되어 기록되기도 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존중하고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 때문에 일부 표현은 동의를 얻어 사

실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자극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바꾸거나 지나

치게 사적인 이야기는 축소되었다.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은 교사, 학생과 같은 개인의 성장을 시간,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성의 관점에서 오랜 과정을 거쳐 관찰하는 연구

자와 연구참여자는 관계적인 연구방법이다. 때문에 본 연구의 표집의

방법은 양적연구의 확률적 표집과 대조적인 준거적 선택에 기반 한,

네트워크 선택, 이상적 사례 선택, 대조적인 사례 선택으로 네 명의 연

구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6회 혹은 그 이상의 공식적인

인터뷰를 2년의 시간동안 진행했고, 오랜 시간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상호작용하여 연구의 결과에 연구자의 시각과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혼

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연구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중간연구텍스트를 보여주고 수정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연구자

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서도 비판적 시각으

로 연구결과를 다루도록 노력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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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배경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연구는 달리 말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교

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다. 따라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

에 대한 담론’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

에 대해서 개관하며 문화예술교육과, 학교 예술강사를 둘러싼 담론의

특징을 분석한다. 두 번째 장인 ‘예술강사로서의 정체성’은 예술강사에

대한 정체성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좁혀서 다룬다.

정체성 이론, 예술강사의 정체성, 예술가와 교육자의 통합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룬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

1)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용어의 구성상 ‘학교’, ‘문화’, ‘예술’, 그리고 ‘교

육’의 합성어이다. ‘학교’라는 장소성이 가미된 학교문화예술교육 보다

문화예술교육이 더 큰 개념이다. ‘문화예술교육은’의 용어를 자세히 보

면 기이할 정도로 여러 가지 영역이 덧붙여졌지만 이미 그 기이함이

무색할 정도로 정책과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을 이루는 단어의 뜻을 해체하면서 근원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문화(文化)8)‘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유

8) 인간은 문화 속에서 짐승과 다른 특성을 부여받는다. 즉 사회에서 행동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일, 종교, 규범, 가치, 사상, 관습, 법 같은 고유한 사회의 특성을 체득하게

된다. 문화는 자연 혹은 야만과 반대되는 것이며 다른 상태로 꾸준히 변해가는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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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학습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박중길, 2017, p. 35). 예술(藝術)9)은

인간의 의미구현에 근거한 성찰적 행위로 시대정신, 이해체계를 내포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자기구현 과정은 예술과 교육이 만나는 중

요한 지점이다(신승환, 2008, p. 42). 교육(敎育)10)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 형성의 과정(조용환, 2001, p.2)으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에

너지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의 조화로운 만남이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즉 교육은 본질적으로 더 나은 인간형성의 존재론

적 지향으로 봐야한다(조용환, 2021).

‘문화’, ‘예술’, ‘교육’, 세 영역은 각각 독립적이면서 병렬적 특성을 지

녔지만 ‘문화예술교육’으로 통합되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되고

있다. 민경훈(2017)은 문화예술교육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의 성장

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활동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스며들어 하나의

생활로 굳어진 형태로 본다. 이 형태는 생활 속에서 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전시켜 꿈과 끼를 키워주며 궁극적으로 민주 시민

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나 문화적 존재로 진화되어

살아간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자기이해와 자기형성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이룩

된 의미의 총체이기에 인간의 존재성이 담겨있다.(신승환, 2008, p.23). 문화이론가 윌

리엄스(Williams, 1983, p. 90)에 따르면 문화를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먼저 지적, 정

신적, 미적 발전의 과정이며 두 번째로 특정한 삶을 방식, 세 번째로 예술활동과 그

결과들을 말한다.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자연이지만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역

사와, 철학, 풍습, 종교, 예술적인 산물이 혼재된 문화다. 문화는 전승되며 상징과 의

미들로 구현되며(Geertz, 1973) 이전에 존재해온 문화요소들 시간의 흐름으로 집단에

서 집단으로 흐르는 연속체며(White, 1969)다.

9)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미적대상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이다. 서양의 예술, art의 어원인 라틴어의 ‘ars’ 그리고 그리스어인 테크네는

기술을 의미하듯 예술은 그동안 높은 경지의 숙련과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재능있고

교양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되었다. (신승환, 2008). 이후 예술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기술과 분리되어 고유한 미적 행위로 이행되었다. 예술에 대한

이해는 근대 미학에서 미적 체험, 미적 태도의 문제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탈근대적

관점에서 자기창조성이 예술교육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10) 교육은 또한 학습자가 현재를 성찰하고 의미를 현재화하도록 돕는 것(신승환, 2008)

으로 훈육, 사회화, 훈련, 양육, 계몽, 교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형성의 교육을 추구한

다. 현대의 교육은 근대교육의 객관성과 과학적 합리성, 분과주의 관점만을 쫓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학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과 다양성을

포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최근 정부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우

는 교육,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학교내에서 시행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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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시켜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민경훈,

2017, p.16). 신승환(2008)은 예술과 교육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존재

를 드러내고 자기창조성이라는 원리에서 문화, 예술, 교육이 동일한 존

재론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적

체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의 체험, 의미의 현재화를 추구하는 교육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문화예술교육’ 즉 문화와 예술이

합쳐진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한다.

그 이면에는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이 예술전문인들이라는 예술교육의

시각이 반영된 경우다(김형숙, 2010a. p. 164). 그러나 진보적 시민단체

에서는 문화교육을 교육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기며 문화교육

이 예술교육보다 우세하며 예능교육이 가지고 있는 매체중심의 구분을

넘어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본다(이동연, 2004,; 김형숙, 2010a

재인용). 이런 시도는 문화예술교육이 예능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기능

주의나, 표현주의적인 한계를 넘어서 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전문인 양성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단서는「문화예술진흥법」11) 제 1조 (목적)에서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이 “모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

다.

‘문화예술교육’에 ‘학교’라는 장소성이 얹어지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모두를 위한’ 교육보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문화예술교육에

‘학교’라는 장소성이 부여된 것일까? 오래전부터 학교 안에서 공식적이

거나 비공식적으로 문화예술인의 교육이 존재했다. 미국에서는 1900년

대 초 예술가들이 공립학교로 들어와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들어서 정부 정책에 의해 널리 장려되기 시작했다. 뉴딜

(New Deal)정책의 일환으로 WPA(Work Progress Administration)라

는 정부 단체를 통해 지역, 대학, 그리고 공립학교에 미술, 음악, 연극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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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술가들을 지원했다(Remer, 2003, p. 70). 50년대 예술가들을 교

육가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으며 60년대 협회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70년대는 링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teaching artist’라는 용

어를 쓰기 시작했다.(남기현, 2014). 미국의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가들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술을 상류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공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깃들어 있다. 이런 역

사적 배경은 미국의 교육적 선례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한국의 제도적으로 문화

예술교육 지원법이 생긴 배경에는 문화예술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추어 기존의 근대적 합리성만을 쫓는 수직적 지식습득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개인의 존재성을 확인

하여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12).

영역 내용

학교문화예술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

지는 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 교육단체와 각종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 외의 모든 형

태의 문화예술 교육

[표 Ⅲ-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비교, (「문화예술교육 진흥

법」에서 정리)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다른 장소성을 가진

영역과 비교할 때 더 자세히 드러난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것이 [표 Ⅲ-1]이다. 먼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의 커다란

틀 안에서 시행된다. 상대적으로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에 있어서

강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존중된 미술관, 관공서, 도서관, 콘서트홀과

1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존의 근대적 교육과정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더 많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공부함으로서 창의성 신장, 진로탐색,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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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회문화예술시설과 다르게 학교라는 유무형의 제약조건하에서

이뤄진다. 학교는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성취기준이 명확하고 교육

과정을 수행해야하는 책무성이 있다. 학교는 제한된 교재와 매체를 사

용하여 수업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라는 특정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화

교육이 지닌 예술전문교육이라는 함의에서 벗어나 시민교육을 지향하

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대한 담론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학교

예술강사의 수행이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

예술교육이 공교육이라는 물리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영역에 포섭되

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을 위한(for) 예

술교육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예술(art for all)의 개념에 가깝게 정

립되었다(안인기, 2018). 즉 문화예술교육이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형식주의와 무분별한 표현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장르나

표현형식을 수용하고 일상과의 연계를 통해 삶속에서 향유가능한 문화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김형숙, 2010a, p. 165). 현행

학교문화예술교육제도의 목표를 살펴보면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

적 감수성, 인성, 창의성을 함양시킨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

지). 이런 부분은 거칠게나마 리드(H. Read)의 예술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Art)을 연상시킨다. 리드는 미술교육을 통해 지성

과 감성이라는 인간 정신의 두 가지가 신장될 수 있다고 보며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된 표현욕구가 억제되면 인간사회의 병리현상이 나타난

다고 주장했다. 융(Jung)의 영향을 받아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적용시

켰는데, 그 작동원리에는 개인의 개성과 사회적 역할사이의 조정이 필

요하다고 본다(Read, 1943). 예술을 향한 이런 접근법은 예술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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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향상을 위한 도구로 본다는 비판을 받으며 덜 민주적이고 학생

들의 자율적인 표현을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편 예술의 사회

적 책무성을 강조한 사회재건적 의미의 예술교육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표현주의적인 전통을 비판한다. 즉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과 그렇지

못한 내용을 선별하지 못하며 예술활동을 지나치게 유희적인 활동으로

치부시킨 다는 것이다. 특히 예술교육이 학습자가 작품을 제작하고 작

품의 미적인 요소와 특징을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 이해하는 복합

적 사고활동(Eisner, 2000, pp.35-45; 김형숙, 2010 재인용)이라는 주장

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아동중심주의, 표현주의나 사회재건주의, 이해중심

주의적 미술교육 모두 완전한 예술가가 지니고 있는 탁월한 면모를 강

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아동중심주의, 표현주의에서 주장하는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개임을 축소하고 촉매자

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예술표현보다 예술표현의 과정을 중요시 여

기고 여기에서 아동의 감수성과 협동심이 배양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

은 현대 미술에서 예술가가 보여주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력을 의

미한다. 한편 사회재건주의나 이해중심적 입장 모두 인간의 의식을 이

해할 수 있는 문화적 지원으로 강조했다. 인간의 경험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미술 속에 인류문화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보며 미술을 지식적 체계로 본다. 이런 부분은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

에 앞서 영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관

계가 있다. 예술가의 정체성에는 표현주의적인 부분과 이해중심적 부

분이 모두 포함된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여전히 독립적이고 믿음직스

러운 교육적 방편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음악, 미술과 같은 교과

에서 이미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실시하는 수업과 일부분 겹쳐지는 영

역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13). 이러한 부분은 학교문화예술교육만이

13) 예술강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중 하나인 국악은 기존학교교과인 음악영역에, 무용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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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지점이며, 교육과정

을 완료해야하는 학교당국은 예술강사들을 교육목표수행과 학교상황에

대해 이해시키고 적응하게 도와야하는 숙제를 지니고 있다.

2. 학교 예술강사에 관한 다양한 관점

1) 학교 예술강사의 이해

기존에 논의된 넓은 의미의 예술강사의 정의는 예술가로서 교육적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니고, 예술을 통한 혹은 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

는 사람들의 학습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Booth, 2003, p.11).

국내 통용되는 예술강사는 교원과의 구분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수행과

동시에 예술전문성이 있는 예술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다(임재광,

2013, p.297). 해외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예술강사들에 대

한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그들이 기존의 미술교사 혹은 예술가와 차

별화되는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시카고에서 예술가가

학교에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예술가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으며 예술가로서 학교에 존재했고

학교 커리큘럼과의 연관성은 없었으며 학생과 교사들과의 상호작용도

드물며 작은 규모의 학교행사에 등장했다. 예술강사를 지칭하는

‘teaching artist(TA)'는 1970년대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와 관련된 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링컨센터교육

원(Education Department of Lincoln Center)을 통해 시작하면서 다른

육,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은 미술영역, 연극은 국어영역에 일부 포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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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퍼지기 시작했다

(Booth, 2003; 남기현, 2014; Rabkin et al., 2011). 뉴욕의 음악가이자

‘Teaching Artist Journal'의 창간자인 Booth(2003)는 미국내 예술강사

를 지칭하는 ’teaching artist'에서 ‘artist'는 ’teaching'의 수식을 받아

TA가 되기 때문에 TA는 먼저 예술가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았다. 그러나 동시에 예술강사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법, 디자인을

하는 법과 같은 예술적 기능을 가르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이 삶의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

각했다. 따라서 예술인으로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예술적 전문

성, 교육적인 전문성, 원활한 학습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협업에 대

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임학순, 2011). 또한 예술강사는 협업과 소통

을 통한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의되었던

예술가, 교육가의 면모와 더불어 경영자, 혹은 행정가라는 역할도 겸하

고 있다. 대부분의 수업이 담당교사와의 협력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수업 현장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의

뉴잉글랜드 예술가·교육자문가 협회(NECAP)에서 예술강사(TA)의 3가

지 역량영역으로 예술, 교육, 경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예술가로서

교육환경속에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교육적 형태로 예술을 표출하고 교

육 및 사회기관, 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과의 협업을 이해와 소통능

력(이주연, 2012, p. 27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의

해서 예술강사의 활동이 조율된다. 학교현장에 예술강사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의

8개 분야별 전문 인력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배치된 학교에 출

강하여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강사의 선발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

원이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개입하여 초중고, 대안, 특수학교

의 기본교과, 선택교과,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활동, 동아리,

토요동아리 지도를 위해 파견된 전문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김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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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강사들은 연말 일정자격요건에 부합

되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 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

는 교수법, 학습자 이해, 전공별 전문교육을 통해 재교육을 이수한다.

예술강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2013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뜻하는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 자격요건, 수행업무, 제도의

운영과 관련되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

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

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14)에 따

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시행 2017.3.21.] [법률 제14630호,

2017.3.21., 일부개정]). 법 개정 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다르면 ‘문

화예술 교육 전문인력’은 ‘교수’활동을 핵심직무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합한 역량과 자격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교

수활동을 기반으로 자격요건을 부여함으로 예술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확충하고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서 사회

적 신뢰기반을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급 자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예술 관련 분야별 전공과목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개론,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현장의 이해와 실습을 이수하거

나 중요무형문화제 전수교육 이수자여야 한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다양한 예술가들이 교육적 경험을 하는데 진입장벽이 될지

예술전문성과 교육전문성까지 확보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할 부분이다(남기현, 2014, p. 111). 문화예

술교육사 자격제도는 기존의 예술전공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의 교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

강사 지원자격요건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격증 교부 시기 이후 새로

양성되었거나 재교육 후 ‘문화예술교육사’자격을 부여 받은 예술강사들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
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
원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30호, 2017.3.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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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희망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연수받은 교육역량 과목들

이 충분히 강사의 학교 적응을 돕고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

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는 미지수이다.

국내 예술강사의 직업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라는

근로신분을 지닌다. 지자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선발된 후 의무

연수를 이수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활동을 지

원받는다. 또한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의 개입 없이 교육청 구

인란을 통해 학교가 직접 예술강사를 선발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도 한다. 예술강사의 계약이 단기간에 종료되고 거듭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예술강사의 삶과 전문성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낮은 사회적 지위는 학

교당국고의 소통의 부재와 인식, 열악한 환경과 맞물려 학교내 예술강

사의 직업환경은 비전과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2) 학교 예술강사 관련 연구 동향

국내 예술강사관련 선행연구의 분석해 10년간 국내 예술강사들에 대

해 주지해야 하는 그동안의 사안들을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예술강사

의 정체성 형성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예술강사관련 연구의 거시

적인 흐름을 찾고자 한다. 예술강사 연구의 큰 흐름을 되짚는 이유는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맥락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또한 본 연구가 예술강사의 정체성 연구이지만, 다

른 영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예술강사를 둘러싼 시간성, 사회

성에 대한 단초를 구하는 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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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화예술교육사와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같은 제도 연구(권영

임 & 차수정, 2015; 백미현 & 송현정, 2015; 유미선, 2016; 조은영 외.,

2018; 주성혜, 2018, 이선민, 외.,2020), 둘째, 한국형 예술강사 모델을

찾기 위해 실시된 해외사례 연구(남기현, 2014; 이주연, 2014; 박환석,

2014), 셋째, 교사와 예술강사간의 파트너쉽 연구(김효희, 2014; 임재광,

2013, 안현지 &손민정, 2018), 넷째, 자격연수와 양성 프로그램과 같은

예술강사의 역량개발연구(김민정, 2017; 이주연, 2015, 한민서 & 이희

수, 2019; 조영미, 외. 2019), 다섯째, 예술강사의 학교내 실형현황연구

(백경미, 2015; 양진예, 2014; 탁지현, 2014), 여섯으로 최근 대두대고

있는 예술강사의 고용환경 연구(김광중, 2017; 나원희 2017; 이경희,

2013; 주형철 & 김광남, 2018; 서희정 &이은진, 2020). 마지막으로, 예

술가이자 교육가인 예술강사의 정체성연구(정윤희, 2014; 김재은 &윤

필규, 2018; 장우선, 2019; 윤지혜, 2018),가 있다.

먼저,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연구(권영임 & 차수정, 2015;

백미현 & 송현정, 2015; 유미선, 2016; 조은영 외., 2018; 주성혜, 2018,

이선민, 외.,2020)가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시행, 문화예술교육사자

격제도의 출범과 함께 제도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주목받기 시작

했고 점차 학교예술교육의 대안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성격을 강조

(주성혜, 2018)하거나 그동안 예술강사나 관련전문가들의 시점의 연구

에서 학교교사와 같은 수혜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바라보는 연구가 진

행되었다(이선민, 외.,2020).

둘째, 해외에서 활동 중인 예술강사 제도와 사례 연구(남기현, 2014;

박환석, 2014; 이주연, 2012)가 한국 예술강사의 국가공인 자격증인 문

화예술교육사의 안정적인 제도 정립을 위해 실시되었다.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는 그 이후 줄어들어 현재는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미 예술강사 제도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학교 예술강사 모델이 표면적으로 안착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체 연수와 연구를 통해 해외 전문가 초빙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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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셋째, 교사와 예술강사간의 파트너쉽 연구는 초등학교와 사회문화예

술교육에서 이뤄졌는데 초기 연구(김효희, 2014; 임재광, 2013)가 초등

학교 교사와 예술강사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의 유형과 그 효과성에 대

해서 다뤘다면,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의 파트너쉽은 기관, 단체, 행정

가와 예술강사들 사이의 파트너쉽을 다룬다(안현지 &손민정, 2018). 예

술강사와 교사, 그리고 기관, 단체, 학습자들과의 구체적인 파트너쉽과

양측 모두에게 신뢰성 회복, 효과적인 프로그램 수행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주장하며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안했다. (임재광,

2013; 김효희, 2014; 안현지 &손민정, 2018) 파트너쉽을 맺는 대상이

확장된다는 것은 예술강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넷째, 자격연수와 양성 프로그램과 같은 예술강사의 역량개발연구

(김민정, 2017; 이주연, 2015, 홍혜경 & 김준교, 2012; 임학순 & 선걸,

2012; 한민서 & 이희수, 2019; 조영미, 외. 2019)가 있다. 초기의 역량

개발연구는 자격제도와 관련 연수를 통해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주로 이뤄졌으며 직접적인 수업능력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분야별 적적성에 집중했다(김민정, 2017; 이주연, 2015, 홍혜

경 & 김준교, 2012; 임학순 & 선걸, 2012). 한편, 예술강사들이 스스로

자문화기술지를 작성하여 참여적인 역량개발이나, 장르간 융합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이나 예술강사 스스로 소명의식을 갖는 방향(한민서 &

이희수, 2019; 조영미, 외. 2019)으로 방법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다섯째, 예술강사가 실제로 학교내에서 활동하며 직접 체험한 실형

현황을 연구했다(백경미, 2015; 양진예, 2014; 탁지현, 2014). 백경미

(2015)는 울산지역 예술강사를 면담 조사하여 교육실행상 문제점을 분

석하여 강사의 직업적 발전기획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진예

(2014)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학교내 예술강사를 면담하여 학교현장

내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 학교의 일원으로 동화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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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대한 부담감등을 경험했음을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실행 현황

을 면담을 통해 입수하여 예술강사의 학교내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는 형태를 보였다.

여섯, 최근 대두대고 있는 예술강사의 고용과 환경에 대한 연구(김

광중, 2017; 나원희 2017; 이경희, 2013; 주형철 & 김광남, 2018; 서희

정 & 이은진, 2020)가 있다. 예술강사들을 심층면접하여 고용형태와

주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답변을 수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실적인 대안부터 명확한 고용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단순 예

술강사의 생계와 처우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 자체의 질

적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김광중, 2017). 직무인

식, 직무관련 자기 정체성을 질적으로 파해서 직무요인, 이직의사에 영

향을 줌을 밝혔다(나원희, 2017). 따라서 업무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사

항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경희, 2013).

한편, 교육환경이 예술강사에게 가지고 있는 냉소주의를 관리하여 공

정성의 기본으로 한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주형철,

김광남, 2018). 고용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서 실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이 새로 시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이자 교육가인 예술강사의 정체성 연구(정윤희,

2014; 김재은 &윤필규, 2018; 장우선, 2019; 윤지혜, 2018)를 통해 예

술강사의 예술가, 교육가로서의 정체성의 통합의 과정을 조명하며 그

결과를 통해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윤희(2014)는 학교내예술

강사로 특정지어지지 않은 미술창작활동을 하면서 교수활동을 하는 예

술가-교사 4명의 사례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작품활동과 교수활동

이 본질적으로 자기외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봤다. 또한 두 활동 사이 유기적 요소로 시너지를 발휘하며 ‘온전한 미

술교사’의 두 정체성의 통합의 가능성을 논했다. 한편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예술강사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김재은 & 윤필규, 2018;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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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2020)도 실시되었는데, 김재은과 윤필규(2018)는 무용강사 7인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교육전문성의 위기, 교권확립의 어려

움, 직업적 불안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공동

체와 연수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교육적 사명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

했다. 윤지혜(2018)는 발견하기, 드러내기, 부딪히기, 변형하기라는 주

제리듬의 차원에서 한명의 사진예술강사의 동적인 정체성 변화를 포착

했는데 학생이라는 의미있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가르치는 예술가가

되어가는 체험을 분석했다. 지금까지 연구된 예술강사와 관련된 정체

성 연구는 예술강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상황을 그들이 가지는 이

중적 정체성에서 찾았으며 재교육, 타자와의 만남, 재교육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해 나가야함을 제시한다.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예

술창작 활동과 교육활동 사이의 통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예술가로서 세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

어 표현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더니즘적 사

고에서 예술가의 일은 종종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개인적 경험과 사유

를 표현하는 활동이지만 예술의 흐름이 관계지향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윤희(2014)는 미술가

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미술창작 활동과 미술교활동

사이의 ‘시너지(synergy)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인간이해’, ‘관찰’, ‘놀

이’와 같은 관계지향적 활동은 미술창작과 교수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라는 것이다. 예술적인 예술교사일수록 더 좋은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다. 예술가는 의미들, 형태, 그리고 재료들을 창의력,

모호함, 불화실성,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조합하

는 작업을 하는데 많은 경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Eisner, 2009).

따라서 예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 관계적 상황들이 얽혀있는 상

황을 이해하고 분석해야하는 높은 사고력을 요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것은 예술교과가 문화, 사회적 맥락, 내용, 그리고 ‘의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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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making)’와 재료와 테크닉에만 집중되었다는 비판(Gude,

2004)에 맞선다. 이런 부분은 미술과 교육이 동떨어진 활동이며 때로

미술가 교사들에게 두 가지 역할을 떠안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손톤

(Thornton, 2011; 정윤희 재인용)의 질문에 응답한다. 즉 역할의 통합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창작과 교육활동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더

욱 완벽한 예술강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강사를 ‘예술’과 ‘강

사’의 합성어가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이해

로 인해 예술강사의 활동을 단순히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축소시키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며 예술강사에 대한 낮은 처우를 개선시켜 그들이

자부심과 효능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종종 학교라는 장소

성에 집중하거나 학교에서의 삶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집중하여 분석함

으로서 예술강사가 되기 이전전과 이후, 그리고 포기한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성찰이 부재함을 알게 되었다. 예술강사가 되어가는 와중에

끊임없이 재요청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 가정, 작업실, 전시

실, 사회, 제도적 공간이라는 장소성, 그리고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체

성 이론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도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구성하는 삼차원적

탐구 공간을 학교 안 밖으로,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로 확장시

켜 다른 연구들과 다른 확장된 시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3. 예술강사로서의 정체성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시각

에서 이 주제를 논의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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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학교 예체능교과 교사와의 차별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이고, 두 번째는 예술강사와 다른 교과외 교사,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

교에서 마주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사와 같은 강사들과 어떻게 다른 것

인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먼저 예술강사는 정부가 시행하는 예

술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는 축소된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출발점부터가 일자리 사업이 아니었다. 2000년 국악강사풀제는 공교육

에 국악교육을 제시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에서도 뉴

딜 정책 이전부터 공교육내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국사회에서 아직도 교육자와 예술가의 정체성을 모두 가진 예술강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자격제도나 특정 직업에

대한 탐구 이전에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김형숙 & 남기현, 2014, p. 136). 따라서 우리가 분별없이 사용

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학술적 계보에 대해

서 대략적으로나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본고의 제목은 ‘예술강사로

되어가’는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순환되는 정체성을 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예술가의 정체성을 다룸으로서

예술강사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적 고유성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어지

는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성과 예술가의 정체성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

지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예술가+교사‘의 합성어

가 아닌 통합의 요소와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했다.

1) 정체성 이론

정체성(identity, 正體性)의 한자어 뜻은 존재의 불변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성질이나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뜻한다. 영어로 정

체성을 뜻하는 'identity'는 라틴어 'identitas‘에서 유래됐는데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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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일한 것’, ‘본래의 형체‘를 뜻한다. 한편, 발달심리나 교육심리

에서 사용되는 정체성은 인간의 전생애(全生涯)에 걸쳐 개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통해 발달한다. 즉, 오랜 시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

으로 유지되는 실체로 자신에 대한 경험으로 자아에 대한 본질적 자기

각성 및 유지이며 개인의 내부적인 자아와 함께 개인의 외부적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Erickson, 1956; Marcia, 1966, 1980;

Pampini, 1994; Schieldel &Marcia, 1985). 정체성은 에릭슨(Erickson)

에 의해서 심리사회적 발달 관점에서 이론화되었고 심리사회적 발달

발달이론의 주요개념이 됐고 이후 마샤(Marcia)에 의해 정체성 형성과

정에 대한 형성수준을 진단하고자한 시도가 있었다(김춘경 외, 2016).

에릭슨(Erickson, 1968)은 저서 <Identity: Youth and Crisis>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성장하게 되고 다양하게 분화

되어 간다고 주장했다. 자아 정체감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시기를 ‘청소

년기’로 특정했지만 정체성 형성은 전생애에 걸쳐서 진행된다. 특히 단

계별로 뛰어넘어야 할 심리적 과제가 있고 이런 심리적 과제를 이행하

기 위해서 개인의 특성, 사회문화적 구조가 영향을 준다고 밝힌다. 에

릭슨은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라는 일련의 위기를 겪으면서 인간

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위치를 찾아간다. 특히 자아 정체감을 구

성하는 시기는 청소년기에 머물지 않고 전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무

의식적 발달과정이다(박아청, 1990). 이는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삶의

경험이 다양화되고 새로운 위기가 촉발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프로이드(Freud)가 유아기의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

을 맞춘 정신분석학적 정체성 발달 이론의 초석을 다졌다면 에릭슨은

덧붙여 사회 속에서 개인이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며 발달하는 과정을

보았다.

한편, 마샤(Marcia)는 개인이 사춘기가 끝나면 정체성이 안정되는

에릭슨의 견해보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환경이 위기에 놓일 때

정체성의 문제가 다시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Marcia, 1966).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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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예 아니오

헌신

예
성취

위기 해결, 높은 자아존중감

유실

권위에 의존, 위기 경험

없음

아니오
유예

적극적 탐색중

혼미

탐색과 고민 보류

[표 Ⅲ-2] 마샤의 정체성 지위 이론 (Marcia, 1980)

정체감 형성과정과 정체감 형성수준의 개인차를 함께 진단하는 개념으

로 ‘정체성 지위이론’이 있다. [표 Ⅲ-2]는 이론을 표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과업에 대한 몰입과 정체성위기 경험 여부의 기준에 따라 4가지

로 분류되었다. 정체성에 대한 유동성은 대상이 처한 갈등과정 속에서

개인이 위기, 상호작용, 헌신을 통해 성숙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

적인 작용을 한다. 위기(crisis)는 개인이 위기 상황을 타파할 대안들

중 고민하는 단계고, 헌신(commitment)은 의미 있는 선택을 내린 상

황이다.

마샤는 심리적 유예를 경험한 후 이행된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단계를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보았다. 이는 외부의 부정

적 요인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선택을 내렸기에 더욱

개인이 더욱 책임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다.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의 경우 성취와, 혼미로 나아갈 여지가 다분하지만 적극적

으로 자신의 신념과 행동, 역할을 실험하며 고민을 하는 단계다. 정체

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은 치열한 고민단계 없이 권위가 있는 대

상의 기대와 지도를 수용하여 직업과 이념을 선택하고 헌신하는 경우

로 외부의 영향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정체감 혼미(Identity

Diffusion)는 위기 상태와 비슷하지만 고민과 탐색을 보류한 상태로 유

예와 유실의 상태보다 불안감이 약하다(김인설 외. 2014, p. 192).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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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데 있어서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아간다.

한편 정신분석학자들은 자아 심리학(ego- psychology)이라는 학파를

형성하며 정신분석적 견해를 확장시켰다. 그들은 자아 일부는 태생적

으로 존재하고 일차적 자율성을 가지며 갈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conflict-free sphere)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프로이드로

부터 시작된 자아가 외부 세계의 개입으로 수정된 원초자아(id)의 일부

이며 외부와의 갈등이 자아구성의 핵심이라는 주장에 반한다. 즉, 자아

의 자율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정체성 형성과 사회와의 갈등과의 관계

를 축소시킨다. 그들은 자아의 구조와 통합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자아

는 생물학적, 사회적 압력을 포괄할 수 있다고 했다. 하트맨

(Hartmann, 1958)은 중성화(neutra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자아가 평

균적으로 기대되는 환경에 놓인다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타고난 적

응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이용승, 2004). 자아(ego), 자기(self),

자기 표상(self-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적인 구분을 통해 자아는

성격의 하위 구조이며 체계이고 자기는 전체 인간, 자기 표상은 대표

표상에 대응하는 자아의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개인은 상황에 따라 복

수의 자기(selves)들을 가지고 있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자아

(ego)가 존재한다. 정체성도 국민 정체성과 같이 집단과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 집단과의 연결이 가능한 개인적

인 정체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정체성 중 자아 정체성(ego-identity)다.

일반적인 성격(personality)을 설명할 때 ‘한 개인이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때 이는 정체성의 개념은 성격의 개념적 정의

와 유사하다.

사회과학연구 전통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가지는 다면적 특성에 대

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가치들이 다중화되면서 개인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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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기 때문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정체성 갈등이 개인

과 그를 둘러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 주목한다(정필주

& 최샛별, 2008). 미드(Mead, 1934)는 개인의 정체성이 주체 자아이자

독립적인 자아인 ‘I', 그리고 사회적 자아이자 타자의 거울에 비쳐 사

회적 태도가 내면화된 ’Me'사이의 줄다리기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출

발점으로 보았다. 즉 인간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언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성장과정 중 만나는 부모와 교사

와 같은 중요한 타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치된 규범이 내면화된 일

반화된 타자와의 만남 덕분이다. 한편, 사회구조로부터 배태(胚胎)된

개인의 정체성은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본래의 나’와 사회적 역

할과 책임이 부여된 ‘사회적 나’ 사이의 상호작용은 원만하지 않고 둘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 정체성 갈등과 괴리의 현상이 이러난다.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해 주도된 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자각하는 정체

성과 스스로 표준으로 삼는 정체성 사이의 간극을 주목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구의 부진은 문제되고 있다. 이는 ‘본래의 나’라는 개념

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이고 사회적 나를 인지하는 방식에서 인지적 불

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정필주 & 최샛별 2008). 개인의 정체성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 젠킨스(Jenkins, 2004)은

더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은 단어의 정의상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말한

다. 이는 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분하는데 의미의 문제가 관여되고 이

는 반대, 합의, 진보, 교섭과 같은 상호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의

그림자를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개인이

가진 본연의 특성을 다루는 개인의 정체성을 다루는 입장은 축소된다.

자아 역시 집단 내에 존재하는 원형에 배태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정필주 & 최샛별 2008). 사회학적 시각에서 정체성은 인간의 내부와

외부를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 사이의 틈을 연결돼 외부의 가치들

을 우리의 주관적 가치로 내면화된다.

문화이론영역에서는 기존의 상징적 상호주의자들이 내세운 다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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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정체성 이론에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적 흐름 결부시켜 개

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홀(Hall)은 사회가 탈근대화되면

서 정체성 형성의 기저에 있던 성별, 종족, 인종과 같은 것들이 파편화

되어 이에 따라 정체성 역시 통일된 주체가 아닌 분절의 대상이 되었

다고 주장한다(임영호, 2015). 그가 가진 구성주의적 관점은 기존의 전

통적인 정체성 관념에 반한다. 기존의 정체성 관념이 보편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정체성 형성은 동일성과 연속적인 관점에서 본질을 파악하고

자 했다면, 구성주의적 관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사회를 구

성하는 거대서사나 총체적 진리에 대한 거부하면서 개인의 정체성 역

시 맥락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파편화된 세상에서

개인이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려면 주체성(subjectivity)이 요구

되기도 한다. 주체성은 정체성(identity)과 구분된다. 주체성은 개별성

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경험하며

입증하는 출발점이 된다. 홀(Hall, 1991)은 정체성을 계몽적 주체

(Enlightenment subject), 사회학적 주체(Sociological subject), 포스트

모던적 주체(Post-modern subject)로 구분했다. 계몽적 주체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완전한 중심을 잡고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의식, 즉 핵

(center)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생동안 남아있으며 지속적으로 동일시되

는 무엇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주체는 개인이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체성과 팽팽한 줄다

리기를 통해 형성된다. 사회적 주체는 근대적 관념과 결부되며 외부세

계로부터 오는 영향에서 내면이 완벽하게 독립적이지 못함을 지시한

다. 미드가 주장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견해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던적 주체는 문화의 객관성이 해체되고 파편화됨

에 따라 고정되지 않은 정체성으로 개인을 둘러싼 문화 시스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변형되는 주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규정되는

사안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통일성을 가지지 않는다. 개인 안에는 다양

한 정체성이 내제되어 있고 때론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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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상황에 따라 복수적인 정체성과 계속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동

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홀이 주장

하는 세 가지 차원의 정체성은 전통, 근대화, 포스트모던이라는 인식의

흐름과 결부돼 이해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전 세대의 경험이

축적되며 상징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합치된다. 그러나 모더니티는 급

진적이고 범위가 넓으며 끊임없이 재검토되고 재형성되는 매우 반성적

인 삶의 형식이다(Giddens, 1990, p. 37). 이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

역들이 좁혀지고 상호연관되면서 이전 사례들과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원리로 조직된다. 예를 들면 전통사회의 민족국가가 생산과

임금노동의 상품화로 재조직된 도시들로 구분되는 것과 같다. 시공간

적 거리가 재구조화 되면서 모더니티안에서 내적인 파열이 계속된다.

라클라우(Laclau, 1990)는 '탈구(dislocation)'로 설명했는데 탈구란 구

조의 중심이 바뀌며 그 중심이 복수의 중심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이른다. 이러 분화로 인해 개인들은 각각 상이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정체성에 대한 심리 사회학, 정신분석학, 사회과학, 문화이론영역에

서의 주장을 통합해 사유해보면 인간의 정체성은 전생애에 걸쳐 발달

하는데 이때 개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연구자는 모든

정체성 이론을 살펴보면서 연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과학 연구

전통의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심리사회학적 발달이론의 마샤(Marcia)

의 정체성 지위이론에 집중했다. IV 장의 ‘학교예술강사 되어가기에 대

한 이야기’는 예술강사들이 진술한 삶의 이야기를 구성함과 해석하는데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론에서 언급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드러내

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V. 해석 및 논의에서는 마샤의 정체성 지위

이론(Marcia, 1980)의 도식화된 관점을 응용했는데, 이것은 보다 독자들

에게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2) 예술강사로서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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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로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예

술강사 혹은 ‘teaching artist’라는 용어가 ‘예술활동 하기’, ‘가르치기’라

는 다중적인 역할을 지시하며 제도적으로나 실제 수행에 있어서 경계

가 모호하고 예술강사들의 배경이 다양하며 각자가 추구하는 자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종종 이런 모호한 이중적 정체성은 예술교육

자에게 직무불만족, 직업스트레스, 역할정체성 혼란과 같은 이슈를 발

생시키기도 한다(Scheib, 2006). 따라서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한두 문

장으로 축약시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

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로 예술강사와 그들을 둘러싼 관계자

들은 ‘예술강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불분명함

을 느끼고 이것은 예술강사 스스로나 예술강사를 준비하거나 함께 살

아가야할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국내

에서 연구된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관한 논문들을 분석하며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어떤 특징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연구결과들을 분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위 챕터로 ‘예술가’, ‘가르치는

사람’, ‘예술강사’로 분화시켰지만 이는 ’예술강사‘라는 커다란 정체성을

분절시켜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술강사라는 통합적이면서 독립적

인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내제된 속성을 탐구하기 위함이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자들인 예술강사들이 예술을 전공하고 실제로 활동

하고 있는 예술가인 점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강사라는 점이

작용했으며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예술가는 흔히 교육되기보다 태어나는(Daichendt, 2010), 광기어린

사람, 개인 천재 예술가(정필주, & 최샛별, 2008)로 묘사되고 이해되었

다. 과거 예술가의 활동이 종교와 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했다면 근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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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분리된 예술가들은 아우라(aura)를 입으며 표현주의적 신화가 더욱

공고해졌다. 예술가의 자율성(정윤희, 2014), 천재성에 기인한 창조적

생산력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도드라졌으며 산업혁명 이후 관습으로부

터 점차 자유로워져 사회적 가치와 구별되는 사고를 통해 독특한 산물

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예술가는 세상과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표현방식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각 방식과

반응양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마치 철학처럼 예술은 언어가 아닌 다

른 상징체계를 매개로 한 소통이 된다(곽덕주, 2014, p. 14). 즉 예술가

는 기존의 기능인에서 벗어나 철학자와 같은 지식인의 반열에 오른다.

예술표현에 있어 예술가의 몸과 사유를 중심에 놓은 철학자로 메를로

퐁티(Merleau-Ponty)가 있다. 그는 '눈과 정신(L'Oeuil et l'esprit,

1960)'에서 현대 과학이 인간의 신체를 단순한 수단으로 축소시켜 사

유했다면 메를로 퐁티에게 몸은 세계 속에 육화된 몸을 지닌다. 몸은

세상을 감각하며 감각의 대상과 겹쳐지게 되고 이는 대상과 주체의 공

유가 발생한다. 예술가는 상상력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산하거나 대상

을 재구성하지 않고 실재의 상상적 질감을 밝힌다. 세계, 즉 예술가가

탐구하는 세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 내면에 있기에 예술가는 이

사실을 포착하여 드러낸다. 예술은 모방의 종목이 아니며 외부에 존재

하는 대사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게 된다(Morana & Oudin, 2009).

그러나 여전히 예술가에 대한 시선은 근대이후 설정된 예술가가 개

인적이고 천재적인 영감에 의존하여 창하며 그 과정이 사회적 필요에

즉각적인 화답이 아니라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작교육으로

비롯되는 산업미술에서 분리되어 예술은 순수성을 입게 되었지만 이는

예술가의 직업이 산업적 필요성에서 멀어지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자

유롭지만 궁핍한 예술가’라는 타자화된 정체성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

하여 브루디외(Bourdieu, 1993)는 예술활동을 하는 개인들은 유독 궁핍

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지적하며 예술가는 경제적으로 열악

한 사람이라는 지배적인 정체성을 지적한다. 바인(Bain, 2005)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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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노동이나 직업에 대한 인식과정에 대한 갈등을 주목하며 예술

가들이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이는 예술활동이 신비

로운 창조의 과정으로 투영해야만 존재가 인정되는 모순을 지적한다.

국내 예술노동에 대하 경험적 연구를 한 정필주와 최샛별(2008)은 예

술가의 자의적 낙인과정을 연구하며 예술가들이 미분화된 정체성을 지

니며 작품과 사회적 수용의 괴리를 받아들이고 해소하는 과정을 관찰

했다.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예술가들은 이러한 긴장상태에 존재하며

창작활동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예술가라는 직업을 입증해주지 못한

다. 예술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절차가 부족한 상태

에서 예술가는 창작활동이라는 원론적인 활동에 의지해 비공식적이면

서도 막연한 정체성을 유지한다. 한편, 예술가가 가지는 직업의 불안함

으로 인해 예술가들은 현실을 타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동시

에 갖는다. 예술가들은 종종 예술교육자, 디자이너, 사진작가나, 일러스

트레이터와 같은 일에 종사하며 복수의 직업을 지니며 독립적인 자율

성과 대립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허준과 이강진(2015)은 현대사회와 예

술가들의 노동과 직업정체성을 분석하며 예술가들이 이중적인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런 신자유주의 시장논리가 적용되었으며 사회에

서 예술가를 위한 정책이 만연하지만 정작 예술가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실제로 이른바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예술활동가

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순수성 이면의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

존 전략을 만들어 낸다. 한국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해내는지

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학습(learning)은 반드시 가르침(teaching)을 매개하진 않는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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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밖 우리 일상 속에서도 벌어진다. 형제에게 자전거 타기를 배우

거나 전문가패널이 출연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

수’보다 ‘학습’은 훨씬 원초적이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에

게 반드시 의존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인간의 언어습득방식은 태생적

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홈스쿨링, 책을 보고 혼자 배우는 일이 가

능하다(조용환, 2012). 한편,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같이 우리가 인류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들은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인도

했음을 알 수 있다(Hansen & Laberty, 2013). 이런 사례들로 우리는

교사의 존재이유를 직관적으로 느낀다. 교사는 배울만한 것을 선별하

고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특성과 삶을 이해하고 배움의 세

계로 인도해야 하며 아울러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교학상장(敎學相長)

을 통해 올바른 인간으로 형성되어야 한다(조용환, 2012, p.23). 한편,

일반적으로 제도권 하에 가르치는 사람의 직업은 교사가 되고 이 때문

에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은 교사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체성에 대한 여러 시각들을 종합했듯 개

인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시각은 고정되지 않고 시대적 흐름으로 비롯

된 교육사조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분화되어 왔다. 행동

주의, 아동중심주의,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로 변모하며 교사의 역

할은 기존 수직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전달자’에서 ‘안내자’ ‘공유자’,

‘공동 구성자’로 수평적인 위치로 재정립되었다(류수진, 2010).

사회학자 무어(Moore, 2004)는 인습적으로 전수되어 온 좋은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기존의 담론을 카리스마적 감화자, 역량 있는 장인,

반성적 전문가로 소개했다.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담론을 무

어의 세 가지 분류와 연관하여 정리했다.

첫째, 카리스마적 교사 담론은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를 바라보는 전

통적인 시각에 기인한다. 대중적으로 교사를 돌보는 시각은 마치 신화

속의 인물처럼 윤리적인 태도와 소명의식, 인간적 감화력을 지닌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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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묘사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며 학생들을 카리스

마 있게 감화시키고 치료한다고 본다. 이는 교사의 역할을 평면화 시

키고 지나차게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수

역량, 환경, 사회적 인과관계, 관계 맺기와 같은 다른 중요한 부분을

간과시킬 수 있다. 또한 좋은 교사란 사회 속에서 구성되고 만들어지

기보다 태어난다(born)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교사의 개인적 성향

에 좌지우지된다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 더욱이 이런 관점은 오늘

날의 교육이 기계적인 훈련과 분리되며 가르치는 사람과 학생의 관계

가 수평화 됨에서 더 나아가 함께 인간화된다는 관점과 배치된다. 교

육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 형성의 과정으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에너지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의 만남이다. 그로인해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은 ‘함께 있는(being together)’을 넘어서 ‘어울려

나아가는(becoming together)’으로 발전한다(조용환, 2001). 가르치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종사함으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간존재

로 ‘형성’된다(Hansen & Laberty, 2013). 존 듀이(Dewey, 1985)모든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평 위에서 성장하며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며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다. 학생들이 인간으로 형성되는

것과 같이 성인인 가르침을 행하는 교사들 역시 아동기의 감수성과 참

신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로 역량있는 장인으로서의 교사를 정의하는 담론이다. 교사

를 교수학습 이론이나 과목 이론을 숙지하고 있는 기술자로 치환하여

정의하는 입장이다. 교사의 능력을 양적으로 수치화시켜 측정하고 표

준화시키려는 의도와 연결된다. 교수자는 학생들을 인적자원으로 양산

해내는 경제적 자원처럼 여긴다. 교수자가 지녀야 할 역량에 대한 표

준을 지정해놓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판독한다. 특히 학

교 환경하에 학생들을 맥락에 맞게 평가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중 하나

다. 교육평가 영역의 선발과 측정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필요성을 내

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성에 집중한 이런 세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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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문화와 교육을 바라보는 기능주의담론(조용환, 2001)과 맞닿아 가

르치는 사람이 교육다움보다 교육의 효과와 기능에 치우치게 한다. 가

르침의 결과로 평가에서의 고득점과 입시와 같은 중요한 시험의 탈락

과 합격과 같은 결과에만 집중하게 해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 학생

들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역량을 강조하고 수치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

작용을 간과하게 되고 역량 주체가 내포하는 수직적 관계가 교육효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카리스마적 교

사관처럼 교사의 개인적 역량으로 교육의 흥망을 설명한다는 오류를

범한다. 교사 개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교사가 되

지는 않는다. 가르치는 일은 역사적으로 쌓아온 지식을 이해해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교육자들과 연결

되며 함께 논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현재의 교육자들과도 연결된다.

‘전통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 전통의 뿌리가 되는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기존의 성현들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지

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그들과 닿아있다. 즉 교사

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가르쳐야((Hansen & Laberty, 2013)

하기 때문에 정의적 역량이 강조된다. 만약 지나치게 정량적인 측면에

기댄다면 교사가 지녀야할 교수역량, 환경, 사회적 인과관계, 관계 맺

기와 같은 다른 중요한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

반성적 전문가로서의 담론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가

교육적 수행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교육의 가치를 재고하는데 있다. 이

입장은 교사가 교수법과 이론들을 무조건적이며 수직적으로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융통성있게 판단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부분

을 시사한다. 정체성이 잠정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삶

의 맥락 속에 연속적 창조를 반복한다. 교사가 행하는 교육은 기본적

으로 학습자의 선이해가 더 나은 이해로 전환되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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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기 때문이다(조용환, 2012, p. 29).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런 시각에

깊이 관여한다. 전통적 철학기조가 가진 명확한 잣대에 반발하여 실재

의 본질을 파편화시키고 다원적으로 이해한다. 이은영(2012)은 ‘성찰적

전환’을 통한 미술교사의 정체성 형성‘의 논문에서 제시된 가르치는 행

위에 대한 한정적인 반성적 성찰에서 더 나아가 교사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성을 넘어 성찰할만한 텍스트로 올려놓고 더 나

은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다시 보기를 제시한다. 즉 반성적

전문가로서의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성은 전통적으로 구성된 교사 집단

에 대한 전통적 가치나 신념에서 탈피하여 교사로서의 안전을 위해 암

묵적으로 얻어지는 ‘보호고치‘에서 탈피하려 한다(이은영, 2012). 기든

스(Giddens, 2011)는 ’현대성과 자아정체성‘에서 언급한 성찰성

(reflexivity)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과 연관된 항상적인 수정을 의미한

다. 부르디외(Bourdieu)가 제안한 아비투스(habitus) 즉 주체의 행위에

내재된 성향과 삶의 맥락과 문화적 배경 등이 주체의 삶을 어떻게 규

정하는지 교사는 자신의 실천 행위를 객관적인 텍스트로 상정한 후 다

시 들여다본다. 이것은 반성적 실천과 비슷하면서도 반성적 전문가의

반성적 실천이 자신의 교육행위를 생산적 성격을 가지고 돌아보거나

자기중심적 주체논리에 의거하여 앎의 개념을 투영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은영, 2012). 즉 교사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기존의 권위적이고 수

직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교육적 행위를 비롯한 교육 밖의 삶을

성찰하는 주체가 되는 텍스트로 상정하여 되돌아보게 됨으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교육

현장 밖의 모든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주목하게 됨으로서 가르치

는 이의 삶을 학교안과 밖으로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실존적 삶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정체성

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과거, 현재의 경험과 삶을 연구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방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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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강사‘가 아닌 ’예술강사‘의 통합의 의미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연구한 논문들은 과거 예술활동과 가르치는 활

동 사이의 구분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서 예술강사들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논의 하거나 두 유형사이의 특징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

식을 채택됐다. 이런 시각은 그동안의 연구가 국내에 예술강사제도 시

행 초기, 예술강사로 새롭게 유입된 예술가들의 적응과 훈련에 대한

관심과 두 번째로 예술강사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김상희, 2010; 김효

희, 2014; 남기현, 2014; Anderson, 1981; Day, 1986; Zwirn, 2002)에서

두드러진다. 마치 저울의 양쪽 끝에 ‘예술활동하기’, ‘예술가’와 ‘가르치

기’, ‘교사’라는 개념을 갈라놓고 그 비율과 균형에 대해 집중하거나 두

가지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이 결여된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상정하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했다. 그러나 실제 예술과 가르치는 일 사이

의 구분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예술강사’라는 위치를 ‘예술’과 ‘강사’

의 합성어로 인식되게 만든 점, 예술활동과 가르치는 활동을 대치시켜

놓는 다는 점, 예술강사라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정체성에 대해 놓치

고 있었다는 부분은 최근의 연구들에게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예술강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들(양은아 & 석지혜2010; 정윤희, 2014; 윤지혜, 2018; Hickman,

2010)이 나타났다. 예술강사들의 실제 수행이 축적됨에 따라 자연스럽

게 연구의 대상이 예술강사의 실제적 수행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실

제 수행과 개인적 삶과 연결시켜 예술과 교육사이의 통합을 어떻게 이

뤄내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선행연구에서 예술강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메타인지적 관점,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창의

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강사의 정체성의 의미를 예술과 교육의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예술강사로 되기(becoming)의 과정을 조명해

야 한다. 이것은 예술가나 가르치는 존재 모두 존재자를 이해하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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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야 할 만한 것, 혹은 가르쳐야 할 만한 것으로 선별하여 제작하거

나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닮아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프레

이리(Freire, 1938, p. 39)는 오직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윤리적으로 구

성해낼 수 있는, 인간형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간만이

예술다운 예술을 할 수 있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 즉 예술강

사의 정체성은 경험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원리로 끊임없이 변할 수

밖에 없다.

가) 메타인지적 관점

예술강사에 대한 선행논문을 보면 예술강사를 둘러싼 기대감은 종종

창의성, 자율성과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한다(Graham & Zwirn,

2010; 김인설, 외, 2014)). 그러나 교육현장에 투입된 예술강사들은 실

제 수행에 있어 자신들의 예술적 경험을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학생들

과 나누기 위해 예술적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상황과 자주

마주친다. 즉 예술강사는 자신의 렌즈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지니고 있

는 다중적인 시각, 그리고 세상이 이행할 해석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

다. 타인들과 자신의 예술적 시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창작세계에 의

문을 가지기도 하며 창작과정의 절차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되새기기

도 한다. 양은아와 석지혜(2010)는 예술강사는 학생들의 눈을 통해 자

신의 예술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재고하게 된다고 한다. 자기

자신의 지식, 판단력, 기억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연구자는

메타적 인지(metacognition)15)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

서 자신의 작업 전체를 바라보게 되고, ‘예술의 근원적인 abc’를 다시

15) 인식론에서 접두사 meta는 ‘~에 대해서’를 의미한다. 메타인지, 즉 인지에 대한 인

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판단력, 기억력을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

도 사용이 된다.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 존 플라벨(J.H. Flavell)에 의해서 메타적

인지(metacogni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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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게 함으로서 그들이 진행하는 교육은 물로 예술강사의 예술 창

작에 있어서도 더 풍부한 이해와 가능성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사적 경험의 세계에서 학생들 개개인이 경험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맥락에서 소통하며 예술을 설명하는 작업에 대해 언급에 대해 교육적

감식안으로 예술활동에 대한 ‘다시보기’와 ‘다시 읽기’를 요청받으며(양

은아 & 석지혜, 2010) 예술강사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르쳐야 할 분야, 즉 교과에 대한 지식 전

체를 수업 중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적 맥

락을 고려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식별하고 분류하고 일과 맞물린

다. 예술 창작 작업도 개인적인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세상을 폭넓은 시각으로 인지하고 작품의 주제를 비롯한 제작방법과

전시나 공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술강사와 예술가의 궁극적 목적은 맥락적으로

다르다. 예술가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활동들 보다 사적이고 독립

적이다, 반면 가르치는 사람의 활동은 넓고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를 만들고자 한다. 예술수업의 주제를 설명하고 학생들과 관계를 만들

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며(김선아, 2005, p. 235) 이런 이유는 예술강

사들이 개인적인 사유체계에서 공공의 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가적 이

해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은아와 석지혜(2010)는 예술가가 작

품을 통해 세상에 내놓는 메시지들은 익명의 관객의 시선은 직접적으

로 고려할 수 없어 탈맥락적 성격이 강하며 순간적이며 일회적일 수밖

에 없다고 보지만, 교육활동은 학습자와 교사의 보다 직접적이고 맥락

적 관계가 전제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강사들은 개

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술의 근원에 대해 고찰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칠 만한 것으로 선별하며 적절한 배움이 되도록 변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예술을 가르치는 것과 창작하는 것은 모두 미적

체험과 연관이 된다. 미적 체험은 예술품, 자연, 그리고 자신, 인간활동

의 부산물을 미적 태도를 통해 지각하는 과정에서 얻어지게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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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감상과 창작이 이뤄지는 예술교육을 아우르는 미적교육의 연구

실천 방안이 된다. 즉 예술교육은 현실과 분리된 차원이 아닌, ‘사고의

방식’으로 봐야한다(손지현, 2014, p. 18). 이런 지점은 예술가와 교사라

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미술교사

들에 대해 우려한 손톤(Thornton, 2011)의 입장과 맞선다.

나)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술강사는 단순히 창작을 잘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함은 앞서 메타인지적 관점

에서 설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을까? 결국 예술강사에게는 예술적 언어를 통해 학

생들과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학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이

해가 수반된다. 이런 부분은 미술교사의 전문성을 논하는 김선아(2005)

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미술을 학습되어야 할 개념으로 전

환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력, 학생들의 경험과 그들이 갖게 되는 의문점에 언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술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이다(p. 236). 미국의

교육철학자 넬 나딩스(Noddings, 1999)는 교사의 전문가적 책임으로

교과 내용의 숙달을 넘어 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에 기초한 ‘반응

할 수 있는 능력(response-ability)’(김선아, 2005, 재인용)이라고 주장

한다. 예술가들은 예술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한다. 즉 무용가는 몸으

로, 시각 예술가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표현하지만 예술을 가르치는

경험에서는 타자의 관점에서 선언어적으로 존재하는 예술적 체험을 언

어화한다(verbalizing)(양은아 & 석지혜, 2010). 예술가들이 예술가로

살 때 언어적 설명에 대한 필요를 적게 느끼는 반면 예술교육가로 살

아가기 위해서 창작과 이해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교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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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6).

예술활동을 언어적으로 설명하여 전달하는 입장은 여전히 수직적이

고 수동적인 모더니즘적 관점을 수반한다. 한편,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

한 이해를 이뤄내기 위해 예술에 대한 언어적인 해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아니다. 또한 추상적일 수 있는 예술의 언어화를 고

려하면서 예술강사는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학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예술당사와 학생간의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예술강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으로서 수

행해야할 상황에 대해 언어적으로 설명하거나 학생들의 수행에 관해

응답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극복을 통해 인간이해라는 과업을 향해 한 발작 가까워지며 인간에 대

한 이해는 단순히 학생 개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성찰에서부

터 강사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이런 부분은 ‘교육’이 어떻게

‘사회화’와 다른지를 밝히면서 더 쉽게 이해된다. 사회화는 문화전승을

통한 단순한 사회의 재생산을 목표로 하기에 학습자의 질문을 받아들

여지지 않으며 학생을 객체로 간주한다. 반면 교육은 경험세계를 재구

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핵심이

다. 사회를 재생산하기보다 사회를 인식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교육

의 목적이다(조용환, 1987). 윤지혜(2018)의 사진예술가의 체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에서 예술강사가 학교 환경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접근했다. 학생의 수준에 맞춘 평면

적인 일반화된 접근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업 상황에서 예술강사가 만

나고 있는 학생들 개개인을 독특한 개별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련의 예술가와 가르치는 사람 사이의 통합, 혹은 모호한 경계 속에

서 벌어지는 연구참여자와 학생간의 소통과정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

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서 그 과정을 ‘발견하기’, ‘드러내기’, ‘부딪히기’,

‘변용하기’라는 카테고리로 정리했다. 예술강사는 학생들의 특성을 기

억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강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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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개인적인 삶을 공유함으로서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려는 시도

를 보인다. 학생과 강사라는 양극의 입장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쌍방의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예술강사는 초

기에 품고 있던 예술수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 대한 후회와 학교관계

자들의 평가를 마주하면서 자신의 예술교육관을 재정립하는 경험하게

되며 성장하게 된다. 인간은 모두 개별적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

해는 매번 다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수업의 결과보다 과정에 대

한 탐구가 중요시 된다.

다) 창의적 활동

21세기에 들어서 창의성의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면서(강성룡 &

이경화, 2012) 창의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더

불어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사나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예술가와 예술교육에 창의

성 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예술가에 의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표현

주의 전통과 아동중심주의 사상과 함께 대두되기 시작했다. 에플란드

(Efland, 1996)는 ‘미술교육의 역사(A History of Art Education)’에서

1920년부터 4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표현주의와 아동중심주의 사상이

성행했던 시대를 논하면서 예술가 교사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기 교육자들은 표준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중시했으며 아동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예술가를 이상

적인 존재로 보았다. 예술강사는 학교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과정과 별개로 독특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다. 2014년 문화예술교육사 수업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김인설, 박철순, & 조효정, 2014)에서 스스로 예술가에 더 가깝다고

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예술 현장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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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 도입시켜 신선함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피력했다. 윌슨

(Wilson, 2015)은 예술활동을 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현대 예술에 대

한 단편적인 정보전달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교실 속 창작을 현대미술이

라는 넓은 차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도와준다고 밝힌다.

예술강사는 예술 전문가들로 학생의 창의성을 신장하도록 요구받는

다. 학교 예술강사가 수행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면

먼저 일반적으로 공표된 창의성에 대한 정의 - 혹은 사회적 정의(定

義)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창의성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것 보다 예술강사가 이뤄내는 교육과

예술의 통합적 지점에서의 발휘되는 창의성을 논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다.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창의성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지식의 지식을 깨고 나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Guilford, 1950). 또한

연구자는 창의성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보편적이고도 성장

가능한 역량이라고 여길 때 예술강사의 활동은 창의적인 활동이 될 토

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천재로 여겨지는 과학자나 예술가들에게

관심을 집중 시키면서 다수의 평범한 사람의 창의성을 배제한다

(Freedman, 1997; 김선아, 2005). 본 연구에서는 예술가가 학생들과 수

업하면서 발휘할 수 있는, 향상 시킬 수 있는 창의성은 누구나 교육을

통해 일깨워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창의성 신장에 예술강사들이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것일

까? 연구자는 상상력과 유용성을 학교예술강사가 발휘할 수 있는 통합

적 지점으로 생각했다. 창의성은 상상(imagination)의 외향적 표현(강성

룡 & 이경화, 2012)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술강사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상

력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과 같은 창의성의 요인들과 함께 우리가 살

아가는 세계의 현실적 경계를 넓혀준다. 예술강사들은 예술전문가로 경

험한 것들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탐색과 실험의 장을 창조해주면서 학

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주도록 요구받는다. 이런 과정은 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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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 지속적인 시도, 그리고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하는

데, 예술강사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Graham & Zwirn, 2005).

유용성은 창의성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사

회적 제약 조건하에서 유용성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인16)이 주어진

영역17)의 상징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고나 양식을 발전시키더라도 현

장18)의 평가를 받고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산출물로 인정

받게 된다(Csikszentmihalyi, 1996). 유용성의 측면에서 예술강사의 수

업은 학교라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산출물을 내

놓아야 한다. 학교는 예술가의 작업장과는 달리 한정된 재화와 시간,

학생의 선이해와 수행력, 그리고 학교당국의 요구라는 다양한 조건이

형성되어있다. 예술강사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예술 전문성과 교육적

요구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내야 한다. 그렇다면 창의적 활동이라

는 커다란 틀 안에서 어떻게 둘을 통합 시킬까?

연구자는 창의성의 발달과 관련하여 교수자와 학생간에 수직적인 전

달을 넘어서 쌍방의 소통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그 핵심이라고 생각

한다. 창의성을 재능보다는 가능성의 문제로 성장과정 속 타인에 의한

적절한 도움과 독려가 필요하다(김선아, 2004). 때문에 도움을 주는 존

재, 즉 예술강사와의 만남은 영향력이 크다. 시몬톤(Simonton, 1997)은

772명의 예술가를 조사하여 그들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의 유형을 조사

했다. 그들이 추앙하는 업적들은 본보기(paragons)를 비롯한 11가지

유형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는 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은 예술적 성취

를 이루는 주체로 다양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는데 이때 교수자는 본

보기, 대가, 협력자, 그리고 추앙하는 존재까지도 될 수 있다(김선아,

2004).

16) 개인은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근원이다.
17) 영역은 한 분야를 이루는 일련의 상징적 규칙과 절차로 이루어진다.
18) 창의적 산출물이 해당영역에서 받아들일지 검증하는 사람으로 중간에서 통제할 권리를 

가진 집단, 혹은 개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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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는 수직적으로 학생들에게 단순히 상상력의 장을 열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활동과 예술가로서의 활동사이

를 적절히 조절(balance)하며 성공적인 예술활동과 교육활동을 상호보

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사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통해 현대

예술의 현주소를 교실로 끌어들이고 과정 중에 학생들과 의미 있는 대

화(conversation)와 멘토링(mentoring)을 하는데 이 때 예술강사는 역

으로 자신의 예술성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Graham & Zwirn, 2010).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다보면 자연스럽

게 학교, 문화, 예술, 그리고 예술강사라는 ‘학교 예술강사’라는 합성어

를 구성하는 각 구성성분에 대해서 들여다봤다. 그러나 용어의 원형보

다 실제 미술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에

대한 담론’을 개관하는 것이 거시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

실, 표현주의나 사회재건주의 같이 담론은 모두 근원적으로 ‘예술가의

탁월함이 학교교육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는 것이었다. 정체성 이론에 입각하여 예술가,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예술강사의 통합적 정체성에 대해서 분석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예

술강사의 특성은 예술의 근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메타인지적

관점’, 타인이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교라는 장소에서 학생들의 상상력과 유용성을 같이 키

워줄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이라는 속성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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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교 예술강사 되어가기에 대한 이야기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Ⅳ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꽃’이

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풀이한다. ‘들꽃’의 생장에 빗대 표현한 예술

강사들의 이야기는 우연히 들판에 핀 꽃들이 결국 살고(living) 이야기

되고(telling) 다시 살고(reliving) 또 다시 이야기(retelling)되는 순환성

을 지니고 있다. 소목차인 ‘씨앗에서 움트기’, ‘꽃 피우기’, ‘풍파 견디

기’, ‘열매맺기’의 단계는 예술강사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순환적인 모

습을 함축시킨 것이다. 예술강사들의 삶은 계속성, 상호작용성과 관련

한 사회성, 그리고 장소성의 영향을 받았다. 또 연구자와의 관계적 상

호작용을 통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해갔다. 연구참여자들 각각의 이

야기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명의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

이 필요했다.

1. 강혜정의 이야기

1) 씨앗에서 움트기

가) 외로웠던 어린 시절, 동물들과 친구하다

강혜정이 연구자와 만났던 시점 나이는 50대 초반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 예술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부장적인 가정의

2남 2녀의 세 번째 딸로 태어났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형제

자매들이 많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힘들었다. 혜

정이 생각하기에 언니는 맏이고 오빠와 남동생은 아들인데 자신은 중



- 82 -

간에 낀 딸이라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 눈에 들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였다. 그

녀는 초등학교 학창시절을 ‘스스로 혼자 왕따가 되었다’라고 회상한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네 번 이사를 겪었고 그만큼 전학도 다녀야 했기에

학교에서 깊게 사귈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힘들었다.

어느 날은 전학을 갔는데 그날이 소풍날이었어. 그래서 소풍도 못가고

그런 적도 있고. 우리 엄마세대도 마찬가지였어. 공부는 둘째 치고 감성적

이거나 애의 바운더리를 전혀 생각안하고 그냥 엄마아빠 편하신 데로 이

사 가면 ‘넌 전학 가면되지 뭐’ 이런 식으로요.

혜정의 어린 시절 친구는 강아지와 고양이였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기도 했지만 유독 동물들이 좋았다. 지금도 슈퍼집 주인이 건네준

길고양이 새끼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 나비 날

개를 단 고양이는 그녀의 작품 주제로 자주 등장한다. 그녀의 섬세한

내면을 상징하는 모티브이기도 하다.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딘지 어린

시절의 그녀나 입시에 치인 요즘 학생들과 닮은 구석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에 고양이를 등장시킴으로서 자신의 엉뚱하고 섬세한 내면

을 밝히는 표현수단으로 삼는다. 블룸(Bluhm, 2004, p. 61)의 <고양이

문화사>에서 고양이가 가지는 독자성과 비타협적 특성이 예술가들이

지니는 특성과 유사하며 이것을 통해 예술가들이 문명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름의 방식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누가 보면 왜 고양이에다가 나비 날개를 붙이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냥

그런게 나는 재밌더라고요. 내가 그걸 재밌어 하는 것이 이상한게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난 좀 이상한 사

람이거든. (웃음)[이런 것을] 왜 하는데? 나보고 우리 오빠는 ‘너 왜 매일 쓰

레기 만들고 있냐? 너 그거 어차피 다 버릴 것 아니야?’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화가들처럼 크게 된다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특별

한 생각을 하는 화가들]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상해 보이지 않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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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그냥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종종 가족들에게 조차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한다.

나) 미술로 진로를 정하기까지

그녀가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운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터였

다. 당시 학교에서 옆자리에 앉던 친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룹으

로 모여 미술 수업을 받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며 같이 하는게 어떻겠

냐며 권유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미술에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됐다. 중학생 언니들보다 미술을 잘한다는 평을 듣게 되었고 선생님도

그녀를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미술을 통해서 관심과 인정을 받으

면서 그동안 가정, 혹은 학교 내에서 약했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중학교 3년 내내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이후에도 화실을 다니며 데생, 수채화, 유화 같은 그림그리기를 배웠

다.

한편, 혜정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 예체능과로 분반이 되

면서 미대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 당시 담임선생님도 그녀가 당연히

예체능반을 가야한다고 추천했지만 그녀가 생각하기에 당시 예체능과

는 공부 못하는, 소위 ‘날라리’학생들이 가는 곳 같았다. 다른 성실한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대입을 위해 4시간 동안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미대 진학을 포기하게 됐다. 미술 외에도 수

학과 물리를 좋아했기에 이과반을 선택했다. 미술은 취미로 남기는 것

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학과목 중 지구과학에 관심이 많던 혜정은 서울소재 한 대학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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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과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1학년 시절은 그저 별을 보러 다니는 것

이 좋았고 행복했다. 그러나 1학년이 채 끝나기 전에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그녀가 학교를 자퇴하고 미대입시를 새로 준비하게 된 데에는

현실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회고한다. 먼저

교직이수가 불가하고 더불어 졸업 후 취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학교

선배들은 학과가 그다지 취업에 메리트가 없다는 것 때문에 취업 시

서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당시 ‘미술을 하면 배

고프다’라는 평이 만연했음에도 언니와 형부가 미대를 졸업하고 대기

업에서 디자이너로 취직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였다. 그런 상황에 그녀

는 별을 보러 답사를 가는 버스 창문 너머로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림

을 그리고 싶다고 느꼈다고 회상한다.

[천체]답사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경치를 보니까 저걸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아

미대를 다시 가야하겠다.’ 그랬죠.

형부가 추천해준 입시학원을 10개월 다니다가 금속공예과를 지원하

여 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도예과와 금속공예과 중 전공을 고민했다.

공예는 그동안 평면작업을 위주로 하던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

이기에 관심이 갔다.

다) 회사의 부당함이 견디기 힘든 신입 시절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 그녀는 다른 대학 동기들과 한 쥬얼리 업

체의 인턴사원으로 시작하여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당시 큰 쥬

얼리 업체에서 새로 시작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학과 학생들 모두가 지

원했다. 그녀와 대학동기 그리고 다른 대학에 다니던 오빠까지 셋이

채용되었고 셋이 뭉쳐 일을 잘해나갔다. 하지만 일을 할수록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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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회사 부조리들이 자꾸 들어왔다. 하루는 원래라면 외주를 맡기는

진주 꿰기를 신입디자이너에게 시키는 것을 항의하다가 상사가 보복차

원으로 모든 진주 꿰기 일을 혜정에게 배정해버렸다. 그녀는 결국을

사무실 책상위에서 울고 말았다. 젊은 혈기에 회사 부조리를 항의하다

가 미운털이 박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어 회

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만둘 때에도 혜정에게 해외 출장비를 다시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회사는 혜정에게 끝까지 녹록치 않은 곳이었다.

퇴사 전 같이 출장을 간 동기는 출장이었지만 혜정은 연수였기 때문에

지급된 경비를 다시 내놓아야한다는 것이었다. 혜정은 결국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게 되었고 노동부 감사를 면하기 위해 회사는 혜정에게 미

리 낸 연수비, 혹은 출장비를 다시 돌려주었다. 이제와 회상해보면 그

때 노동부에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내심 후회가 되곤 한

다. 하지만 그때의 혜정은 불의를 보면 기꺼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회사를 그만둔 후 대학 동기들이 하고 있는 금속 공예공방에서 소품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계기로 다시 같

은 금속공예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다. 대학원 수업을 듣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으로 이어졌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시어머님이 봐주겠다는 말에 졸업하기 전에 출산을 했다. 또

그녀가 생각하기에 졸업 전에 미리 출산을 하게 되면 졸업 후 출산으

로 인해 바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녀양육으로 공백이 발생해 다

시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육아는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고 대

학원 졸업은 점점 요원해졌다. 혜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길을

설명하면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했다.

난 지금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할 운명이면 어떻게

든 길이 만들어질 것 같고 운명이 아니면 어떻게든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부터 살아온 걸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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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어떻게든 안 된 것이 있고 하기 싫었지만 해야만 했던게 있었기 때

문에. 정말 운명 이라고 생각해요. 팔자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정해주었

는지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과 육아로 인해 대학원을 포기해야 했던 것은 그녀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운명’속에서도 그녀는 해야만 하는 것과 할 수밖에 없

는 것을 마주하고 선택을 내렸다. 예술강사로 되어가는 길에 있어서 내

적으로 원대한 동기를 품은 것은 아니었고 사실상 현실에 맞춰 찾아낸

일 중 하나였다. 그녀의 개인적 삶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아이를 양육하고 전공을 살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많

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작품 활동을 했다

면 어땠을까? 만약 계속 공부 했더라면 다른 삶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녀는 공부를 그만두고 어머니로서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던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첫째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시기가 되어서 얻은 직업은 정규직이 아

니었다. 결혼 전 디자인회사의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겸 시작한

아동미술학원의 강사 일이었다. 그녀는 대학생 때도 입시미술학원 강

사 아르바이를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니었으며 파트타임으로 자녀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

여 시작하게 되었다.

2) 꽃 피우기

가) 결혼 후 아동미술 미술학원

혜정은 아동미술학원과 입시미술을 모두 일해 본 경험이 있었다. 비

교했을 때 둘 사이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동미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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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입시미술은 무엇

인가를 ‘주입’한다고 생각한다. 아동미술 강사로서의 경험은 그녀가 학

교내 예술강사로서 지니고 있는 예술교육 철학을 형성하는 단초가 되

었다.

얘들이 갖고 있는 그걸 끌어내고 싶은 게 나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뭔가 얘들은 갖고 있는 게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거를 누군가 끌어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은

이거다’ 하고 설명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갖고 있는 예술’을 끄

집어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아동미술학원의 강사로 바라본 학원원장은 학부모들의 시선

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도 했다. 사설학원은 영리단체로

수강여부를 결정하는 고객인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원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수상기록이든, 입시든 결국 학원에서 벌어지는 미

술훈련은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예술교육과 목적부터 다르다고 느끼게

되었다. 6년 동안 아동미술 학원에서 가르친 후 둘째 자녀가 생기자

학원마저도 그만두어야 했다. 3년 후 자녀들이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가게 되면서 그녀는 자녀들의 친구들을 2년 정도 집에서 가르치

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재료값정도의 비용을 받고 아이들을 가

르치던 일은 점점 늘어나 두 그룹이 세 그룹이 되었고 아이들이 10명

이 넘었을 때 아동미술학원을 차리게 되었다.

학원은 5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으며 강사 두 명을 고용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8년 후 학원 원생들이 줄어들어 새로운 직업을 모

색하게 되었다. 학원 원생이 줄어든 이유로 국가에서 영어몰입교육을

들었다. 영어학원에서 미술을 영어로 가르치는 부분은 학부모들의 관

심을 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원생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당시 집근처 미술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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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전시해설사인 도슨트(docent) 수업을 이수하게 되었고 도슨트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기

에 두 직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도슨트 수업

을 받고 재미를 느꼈고 대학 때 재미없게만 생각했던 미술사가 재미있

게 느껴졌다. 그러나 도슨트는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았

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예술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신

청하게 되었다.

예술강사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는 선생님이 이게 서

류를 내봐라 무조건. 선생님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를

냈어요. 그래서 서류가 됐어요. 시험 보러 오잖아요. 그 시험 보러 갔

죠. 그래서 사실은 (예술강사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알게 됐냐면 연수

들어가서요. 연수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교 강사인데 방과 후 강사하고

뭐가 다른 건지도 몰랐고 뭐를 가르쳐야 하는지도 몰랐고, 잘 몰랐어

요. 누구에게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안됐고 나

는 됐고 내 주변에 예술강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술강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다. 예술강사

연수에 들어가서 정확히 예술강사가 무엇을 하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

1년 정도 예술강사와 학원 일을 같이 병행하다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

었다. 그 후 4년간 중학교 4곳과 특수학교 한곳에서 예술강사 일을 하

게 되었다. 혜정의 예술강사가 된 동기를 살펴보면 예술가로서의 활동

을 경제적으로 보장받거나 예술작업에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전문인으로서의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

키는 일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나) 학교에서 예술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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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자신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주고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런 부분은 그녀가 생각했을 때 예술교육이 다른 분야의 학습과 확연하

게 다른 부분이라고 믿는다. 학생들의 내면에 이미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그녀가 가진 아동중심주의적인 교육

관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생각은 미술학원을 운영 할 때 학부모들을

상대하면서 갈증을 느꼈던 것을 상상하면 더 고조된다. 학생들의 원하

는 수업보다는 미술대회의 수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다보면

점점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에 대해서는 생각해주기 힘들었기 때문이

다. 그녀는 학교예술수업은 학원이 가진 상업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

에 보다 자유롭게 학생들의 흥미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

고 표현하는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한다. 또한 학교미술교

육과 일반 사교육미술교육을 자주 비교를 하곤 하는데 미술 사교육은

소비자가 선택해서 오는 것이라면 학교 예술수업은 특별히 관심이 없

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많았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술

에 흥미를 느끼면서 정성적인 부분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학교 예술강사는 학생들에게 예술을 통해 인성과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의 성장

도 독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생각은 데이비스(Davis,

2008)의 생각과 맞닿아있다. 예술은 그 자체로 권리를 가지고 존재해

야 하며 다양함과 미묘함을 경험하여 학생들의 해석을 다양화 시킨다

는 것이다. 과학이 측정 가능한 기반을 제시한다면 예술은 그것들을

뛰어넘어 측정불가능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인성, 열정, 공감, 비전,

상상력, 자부심, 인간성 등을 키워낸다는 것이다.

‘미술’이란 것은 어떤 자기 안의 뭔가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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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뭔가 쌓인 것을 푼다던지 그런 감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배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해서 기술 이런 걸

배운다보단 협동심 이라든지 얘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미적

감각 같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걸 얘들한테 원래 끌어내고 싶었

는데 다수이다 보니까 끌어내기엔 어려운거 같고 뭔가 이런 작품들도

있다 이런 활동들도 있다 하고 가르쳐 주는 음......그런 활동을 많이 했

던 거 같아요.

[그림 Ⅳ-1] 혜정의 중학교 비즈 공예수업

다수의 학생들과 일 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함께하는 것으로 모

든 학생들의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디

자인과 공예와 분야의 맛을 알려 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사전 경험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활동에 조금 더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집중해서 수업을 하게 된다. 관심이 없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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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자: 그러면 보람을 느꼈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잘 했을 때 보람을 느

끼시나요? 아니면 못했던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됐을 때

느끼시나요?

혜정: 별로 안 좋아하던 얘들이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요. 마지막에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원래 잘 하는 얘들은 누가 가르쳐도 잘

할 거 거든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얘들은 이게

뭐에요 이거 왜 해요? 했던 얘들이 ‘선생님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이 수업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건 정말 내가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

보람을 느끼게 되죠.

연구자: 아 최근에 그런 수업이 어떤 게 있었나요?

혜정: 근데 요즘 수업 다 그런데요.[웃음] 지금 사과초등학교[가칭]에 나가

는데 거기 얘들은 한 바퀴를[전교생 수업을] 다 돌려도 돼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얘들이 다 공예를 해요. 1기 2기 3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1

기 얘들이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 그래서 2기 얘들도 와서 ‘뭐 한다면

서요.’ 하면서 수업을 잘 끝내고, 3기 얘들이 하는데 대충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시작도 전에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준거, 그런 게 좋더라고

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예술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관심이 없는 학생들

까지도 강제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힘들지만 때론 그만큼 보람도 있

다. 수업이 끝날 무렵이 되면 재미없어하던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재

미있어요.” “더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수업하기를 참 잘했다고 느

낀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도 즐겁다.

다) 예술강사와 학교의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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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술강사는 필연적으로 학교라는 맥락 속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 무형의 영향을 받는다. 혜정은 직접 수업에 참

여하는 예술강사 외에 수업현장에서 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담임교사,

혹은 협력교사의 존재와 미술학원을 운영을 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

선지 사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달라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주 언급했다.

혜정은 수행하는 예술교육 성공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주시

는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에

관심이 있고 혜정을 전문가로 대할 때 학생들도 더 반응을 해준다. 선

생님이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생각한다면

신기하게도 학생들도 선생님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나를 정말 시간 때우러 오는 사람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100

프로야. 그 학교는 재미있어 하는 애들 한두 명? 나머지는 다 시큰둥

해. 그런 학교 가면 힘이 빠져 재미가 없어. 나도 지금은 A중학교, B

중학교 두 군데인데 A중학교는 (협력)학교 선생님이 미술선생님이에요.

되게 절 좋아해. 근데 여기(B학교)는 남자 선생님이야. 근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완전 분위기가 틀리다니까. 두 개 똑같이 수업

을 하는데도.

주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혜정은 담임선생님들의 태도가 얼마

나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게 되었다. 특히 담임교사

가 미술교육을 심화 전공했다면 상황은 더 나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

한 경우에도 혜정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님들이 가지는 관심 그 자체는 혜정이 예술강사로서 무엇인가 기

대하는 바가 있다는 긍정적인 표시라고 생각한다.

혜정: 지금도 학교가 미래중학교[가칭], 희망중학교[가칭] 두 군데인데 희

망중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미술선생님이에요. 되게 절 좋아해 근데 여

기[미래중학교]는 남자 선생님인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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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학급 분위기가 틀리다니까, 두 개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도.

연구자: 담당 선생님 태도에 따라 정말 다른가 봐요.

혜정: 네 근데 그게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느낀 점이에요.

연구자: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협력 선생님들이 아예 안 들어오시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협력선생님이 딱 반반인거 같아요.

들어오는 거에 대한 선호가.

혜정: 나 같은 경우는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너무 좋아요. 시

간 내내 같이 했는데 뒷정리부터 다 내가 신경 못 쓰는 거 이 선생님

이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또 들어오셔서 앉아만 있어도요. 나는

사실 들어오는 게 더 편한 거 같아요. 내가 어쩌다 컴퓨터를 잘 못 다

룰 때 기계가 잘 안 된다던지[하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애가 선생님이

계시면 조금 시끄러운 게 덜 해요. 근데 아예 안계시면 떠드는 애가

한두명만 있어도 이 학생들 케어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까부는 남자 애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계실 때 하고 안 계

실 때 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걔네를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

야 그래서 계신 게 좀 편한 거 같아요.

혜정은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급 선생님의 참여는 기자재 사용,

학생들 관리, 뒷정리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수업하기 수월하다고 생각

했다. 학생들은 예술강사보다 담임선생님의 말을 더 잘 듣는 경향이

있다고 느꼈다. 담임선생님은 예술강사들보다 학생들에게 권위가 있다.

성적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생활기록부나 상·벌점과 같은 것을 관

리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녀가 학교 예술강사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학원미술사교

육과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부모들을 관리하는

경영적인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부분이다. 혜정은 예술강사가 되기 전

부터 미술학원 일을 10년 가까이 지도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고 가

르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를 상대하는 것은 힘들었

다. 오히려 지금처럼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학부모들 상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대 예술강사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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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만날 일이 없고 내가 돈을 받으려고 전화를 안 해도 되잖아

요. 학원을 할 때는 내가 일일이 전화해서 학원비 받았다고 문자 보내

고 그래야 하니까. 영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젠 그런 걸 안 해서 얘들 수업에 관련된 것, 그것만 하면 되니까 난

전혀 힘든 일이 없었어요.

학교에 나오는 여러 외부강사들은 언제나 재고용의 불안감에 놓여있

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파견되는 혜정의 경

우 다음해의 학교 배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고민스럽다. 학교 관계

자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자로서 학교 행정과 관련

잡무에서도 해방된다. 이런 부분은 그녀가 학원 원장이었을 때 학생들

을 유치하고 학원 행정을 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학교 수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 풍파 견디기

가) 학교에 예술이 필요할까? 예술강사가 필요할까?

혜정의 자녀가 과학고에 진학하고 수험을 앞둔 학부모가 되면서 학

교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들이 진학

을 위해 사교육에 뛰어들면서 같이 그룹을 이뤄 공부하는 학부모들을

만나게 됐다. 다른 학부모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예술교육

이 과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지, 또 얼마큼이나 학생들의 삶에 도움

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엄마인 혜정은 과학고에 다

니는 아들이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과

목을 잘하기를 바란다. 특히 아들과 함께 대치동에서 팀을 이뤄 사교

육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하고 오면 공예와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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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가르치는 자신이 어딘지 위축된다. 예전에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공예를 가르친다며 느끼던 자부심이 있었지만 학

부모로서 입시 현실과 마주할 때면 그 자신감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불안감을 느낀다.

내가 가르치는 건 공예분야잖아. 그전엔 내가 그랬거든 내가 국영수

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난 재미있는 걸

하잖아. ‘아우 난 공부하는 거 절대로 못 가르쳐.‘ 이랬는데 정작 이게

대치동을 들락거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국·영·수 공부하느라 미쳐있

는데, ‘이거[공예]를 가르치는 것이 얘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얘네 인생에 이거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

니까 재미가 없어져. 마음속으로 내가 재미가 없어지면 얘들은 더 할

거 아냐. 내가 재미있게 해줘야 하는 건데 그래서 가끔 우울해요.

예술을 전공하지 않고 과학을 전공하더라도 시각적인 문해력과 미적

인 감수성은 세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상상

력을 기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녀가 한국 학부모로써

과학고 아들의 입시를 뒷바라지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녀

가 느끼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화적으로 예술하는 사람을 낮게 평

가하고, 예술을 한다고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크게 바뀐 것이 없었다. 그녀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날

이면 수업을 망쳐버린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쉽게 떨치는 것이 어렵

다. 옛날부터 시험을 옹호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는 것을 숫자로 증명받기를 원한다. 심지어 예술과 같이 측정불가능하

거나 측정이 어려운 분야의 성장을 바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Davis, 2008). 그녀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줄곧 우리나라 교육구

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교육은

궁극적으로 입시위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예술이 수능 평가 과목이

아니라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승화되었다. 그녀는 예술이 다른

분야의 성장에 주요하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예술적으로 교육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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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받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은 예

술강사로서 혜정의 자신감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나) 가르치는 내용을 새롭게 공부하기

혜정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자신이 30

년 전 자신이 교육받았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기분이었다.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정교한 표현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그녀가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활동은 학생들

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 보다 조금 더 넓은 것을 포함해야 했다. 다양

한 매체를 활용한 표현기법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표현의 방식은 기술

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되어 갔다. 특히 진로교육과 밀접한 자

유학기제 수업을 할 때면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느

꼈다. 그녀는 그런 것 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섣불리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직업은 계속 바뀌고 새로 막 나오는데 사실 나도 직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처음에

예술강사 할 때 프로그램이니까 직업이 하루아침에 막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이 당장 없어지는 직업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까? 아니면 이 직업이 정말 이 학생들이 크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

까?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이렇게 조금 걱정 될 때가 있어요.

자유학기제와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가르칠 때

는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발맞춰서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요즘 만나는 학생들은 이전과 달리 디자인과 공예에 대한 체험을 다양

하게 겪어본 학생들이 많았다. 때문에 혜정은 학생들이 신선하게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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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새로운 영역을 계속 공부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유학기제 수업은 사실은 4년을 같은걸 계속 했더니 이것도 고민이 돼.

세상은 매일매일 계속 바뀌고 있는데 첨단, 4차 산업 이런 걸 하는데 같은

걸 계속 수업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클레이도 되게 틀려요. [요즘]애들은

정말 달라요. 4년 전만 해도 ‘클레이를 안 만져 본 사람?’ 그러면은 반에서

절반은 안 만져봤어요. 오히려 만져 본 얘들이 더 적었어요. 근데 4년이 지

났잖아요. 지금은 한 번도 안 만져본 애들이 없어요. 다 만져보고 다 유치원

때 해보고 지금은 자격증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수업 프로그램을 계속 같은걸 가르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느

낀다. 예전에 새로웠던 것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새롭지 않을 수도 있

다는 것을 느낄 때 계속 배우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이에

혜정은 오래전 멈췄던 학업을 계속해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싶고 예술

강사 연수나 교육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줄지에 대해 목

표를 설정하는 것도 혜정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했다. 수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해준 학교는 없었다. 거칠게나마 수

업의 전체 활동에 대해서 미리 말해준 학교는 드물었다. 또한 수업내

용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부분도 혜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

다.

연구자: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 어떤 요

구사항이 없었어요?

혜정: 교장선생님을 만난 경우가 정말 손에 꼽아요. 매번 만나지 않고 또 같

은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번 한 두 세 번 만났었는데. 두

번 정도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걸 얘기 한 경우가 있어요. 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을 하는데 그냥 체험만 하는 게 아니

라 재미있는 체험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해주셨고 한 선생님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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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얘들한테 좋은 시간이면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 주

셨지 뭐 예술강사라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것도 나는 조금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좋다고 생

각하지만 어디 가서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건지 그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내 모든 수업을 뭐

한 두 가지 이런 거해요. 그러면 내 전체 프로그램을 다 보고 이거는 아

닌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거를

어디 가서 검사받고 싶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나마 수업 전에 교장선생님을 미리 만날 수 있었던 학교의 경우

거칠지만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길 원한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특징이나 지역적 특색과 같은

부분은 혜정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와중에 체득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

학교에 머무는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학생과 학교의 특징을

고려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 예술강사의 수업이 좋

게 말하면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나쁘게 말하면 기대하는 바가 없는 것

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다) 장애학생들 지도 어디까지?

혜정은 장애인학교에 배치 받아 공예수업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고

민에 휩싸였다.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30명의 중증장애인들로 초

등과 중등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그 중 ‘좋아요, 싫어요’ 같은 단순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학생은 고작 두 명, 그중 절반은 말도 못하고

나머지는 말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이었다. 그

중 네 학생은 어떤 선택도 못하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중증 장애 학생

들이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어떤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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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는 찰흙을 주면 막 떼어놔요. 하지 말라 해도 계속해. 클레이

같은 경우도 계속 하고. 그리고 어떤 애는 찰흙을 주면 계속 구멍을 뚫

어요.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해요. 그니까 오히려 뭔가를 만들면서 옆에

다가 둘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반복 되요. 어떤 얘들은 먹어요. 먹는

얘들은 5명 정도 돼요. 선생님들은 그것(찰흙)을 옆에 놓을 수가 없어

요. 결국 선생님들이 막 떼어놓고 그래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혜정이 구상한 수업내용 중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없다. 특히 일반학생들이 하는 다채로운 활동이 불가

능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혜정은 일반학교에서도 동시에 수업하

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부분이 더 비교된다. 그녀 스스로는

결혼과 육아라는 운명에 순응했지만 장애학생들 마저는 운명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장애학생들이라고 쉽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얘들이 할 수 있는 걸로.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품이 너무 허접

하잖아. 사실 근데 나는 일반학교도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이 아이들

은 그러면 일반학교 얘들이 하는 걸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

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괜찮은 작품은 볼 수도 느낄 수도 해볼 수도

없고 계속 자기 한계에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번은 일반 학교 학생들이 하는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일반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업을 장애학생들이

했을 때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녀가 은연중에 걱정하던 부분을 교사가 건드리자 마음 한구석이 뜨끔

했다.

공예수업은 주로 클레이와 같이 손으로 직접 만지고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어디까지 스스로 제작

을 할 수 있는지 또 작품에 선생님들이 개입해야 하는지, 어떤 수업을

해야 학생들이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매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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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된다. 그녀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장애 학생이라는 대상

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인터뷰

당시 장애인 학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상태였다.

라) 반복되는 재배치와 줄어드는 시수에 대한 걱정

혜정에게 이 일은 예술 활동을 유지하는 일임과 동시에 여성으로서

끊어졌던 사회생활을 지속하게 해줄 수 있었던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존중받음과 동시에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

료예술강사나 예술강사노동조합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들려오는 소식

은 어둡기만 한다. 정부에서 책정하는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년 연말과 연초를 거쳐 반복되는 학교 배치와 배정

시수에 이러다가 예술강사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그녀가 느끼기에 정부에서 바라보는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신규’

일자리창출 사업이라 이 일을 반복하는 사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

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작년(인터뷰 시점 2018)에 경기도와 서울에

신규강사의 채용이 없었다. 즉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부처에 일자리사업으로서의 평가를 나쁘게 만든

다. 그 밖에 혜정과 같이 매년 재고용을 기다리는 경력자들을 정책적

으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그녀는 최근

에 선발 과정이 명료한 사회문화예술강사에 관심을 가진다. 선발 과정

이 까다롭고 매년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시수와 처우에서 공평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정부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여기는 것은 그녀

와 같이 이 일을 오래한, 혹은 오래 지속하고 싶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술강사라는 직업을 통해 경력단절에서 벗어

나 마침내 전문성을 뽐낼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술강사 직에 대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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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그녀 스스로 이 일이 새삼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만든다.

4) 열매 맺기

가) 책을 통해 예술강사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기

혜정은 예술을 전공한 전문인으로서 예술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계

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강사로서 학생들

에게 현실에 맞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 또한 예술수업

에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혜정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학부모 독

서모임을 통해 예술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많은 것들에 대한 견문을 넓

힌다. 한 달에 한번 책을 한권 정해서 읽고 토론하는 수업인데 책의

주제는 다양하다. 사실 책의 주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책을 읽든

학부모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삶에 적용해도 좋을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활동은 그녀가 스스로를 지적으로 예민하고 세상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요즘 똑똑한 엄마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엄마들이 사회에서 일

을 했다가 경력 단절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경험담 아니면 누구의 경험담 얘기하면서 사람 사는 그런 게 모

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얘들한테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

다.’ 그런 생각이 들지.

독서토론을 통해 단지 책에서 지식을 구하는데 머물러있지 않고 그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대화하게 해주며 오고가는 대

화를 통해서 책의 내용이 실제의 삶과 어우러져 더 의미있게 느껴진

다. 자기 분야인 ‘디자인, 공예, 혹은 미술‘이라는 세계에 머물러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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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지평을 넓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

그녀는 연구자에게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책으로 ‘더 기

버’<The Giver, 1993>를 들었다. 책에 나오는 세계는 모든 것들이 완

벽하게 통제된 세상을 보여준다. 인간들은 공장의 제품처럼 생산되고

태어날 때부터 장래가 결정된다. 그중 주인공인 한 소년은 기버(Giver)

의 역할을 부여받는데 이는 대대로 내려온 기억들을 전달받고 그것을

다시 후대에 전수하는 일이다. 소년은 흑백으로 된 세상에서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느껴선 안 되는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는 갈등하게

된다. 혜정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과 영화 속, 극단적 평준화가 구현

된 세상을 보며 현실에서도 남녀평등이 구현되면 어떨까란 생각을 한

다. 또한 미술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본다. 딱

히 예술이 상실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꼈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저런 통제된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다.

연구자: 영화의 배경이 된 감각이 제거된 세상이더라고요. 이걸 보고

예술의 중요성 같은 것을 느끼신 건가요?

혜정: 아니요, 그런 것 보다 그 순간에는 차라리 이런데 살았으면 좋겠

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주변 때문에 항상 휩쓸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안 살고 싶다는 것이 있거든요.

누구보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소중하게 여긴다

고 생각했던 그녀가 뜻밖의 말을 하자 연구자는 짐짓 의아하긴 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녀의 개인적 삶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던 터라 혜정

이 여성으로 인해 학업을 비롯한 많은 것을 포기했던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과 결부하여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학원

을 시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던 것도 처음부터 그녀가

교육을 원했기보다 자녀양육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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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예술을 전공한 여성으로서 그녀가 가정 내 삶과 전문적인 환

경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녀가 살아내고 있는 예술강사

로서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됐다. 학교 밖과 안의 삶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녀가 예술강사로서

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거나 같거나 다른 분야의 사람과 활봘하게

교류하며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생

성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연구자는 느꼈다.

나) 연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혜정에게 있어서 예술강사 연수는 학교 예술강사로서의 활동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진흥원에서 진행

하는 연수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영감에서

벗어나 예술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얻는다. 연수에서 배웠던 것들을 직

접적으로 예술강사로서의 수업으로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그녀가 안정

적으로 예술강사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심적으로 도움이 됐다.

연구자: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들 중에

학교에서 예술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수업이 될 수도 있고..

혜정: 기억에 남는 것? 지금 갑자기 기억에 나는 것은 수업에 관한 건 아

닌데.

연구자: 아 학교 수업에 관한 것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혜정: 예술강사를 하면서? 나는 연수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연수가 갔

다 오면 뭔가 내가 뭔가 더 채워져서 [그때] 배운 걸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내가 배운 거가 꽉 차 있으면 그것을 얘들한테 다른

걸 전달하더라도 뭔가 이게 좋아요.

예술강사로서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고독한 일이다. 학교내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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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강사를 밀접하게 관찰하고 지지해주며 피드백을 제시해주는 일은 드

문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강사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수업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연수는 혜정과 같

은 예술강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다. 혜정의 경우 예술강사 일을 시

작하고 연수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전문적 환경에

자신을 놓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부로서 그리고 과

거 미술학원 원장으로서 홀로 버텨야 했던 시간에 대해 여유 있는 성

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도 처음으로 들었던 연수가 기억이

난다. 연수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단 치료를 받는 것처럼 자

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성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하루

는 과거에 대해서 하루는 현재에 대해 생각해보며 당시 그녀가 처했던

우울한 상황에 대해 한발씩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학창시절 흥미가

없었던 미술사 수업도 그녀가 새롭게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다.

20대만 해도 과거 것을 배우는 것을 안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

의] 나는 지금 젊었잖아요.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하는데 미래에 관한 것

을 뭔가 현대적인 그런 감각, 지금 현대의 자료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과거에 관한 것은 다 재미없었어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보다 익숙하지만 그

동안 잘 살피지 못했던 과거에 걸어왔던 길에 대해 더 흥미를 두게 되

는 것이다. 한편 공부라는 것도 그전에는 타의에 의해 했던 부분이 더

컸다면 지금은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은 매

타 인지적 관점에서 예술가가 스스로 작품의 영감을 찾아내고 그것을

창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과 닮았다. 한편 이런 창조적 자극을 홀로

어렵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재고하

는 것은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강사들끼리 같이 뭉쳐서 뭔가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맛을 느



- 105 -

꼈다고 할까요. 연수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만학

도가 생기는 걸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잖아

요. 꼭 해야 하잖아요. 학점을 맞고 평가를 받고 비교당하고 경쟁을 하

고 그런데 지금 하는 공부는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잖아요.

예술강사와 관련된 연수는 단시 연수를 수강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흥미를 찾고 그리고 모르던 강사들과의 연계를 가능하

게 해주었다. 상대적으로 학교의 통제가 느슨하다는 것은 활동의 자율

성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반면 고립됨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예술강사들과 함께 전시를 기획하며 창작활동의

촉매가 되고 있었다.

다) 예술 활동으로 자존감 지키기

혜정의 초대를 받아 간 작업실은 그녀가 예전 미술학원을 운영했던

장소였다.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 3층 안에는 각종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와 재료들, 기존에 작업했던 작품들이 있었다. 연구

자와 혜정은 같은 작업대에 둘러앉아 칠보공예품을 만들었다. 연구자

가 미리 예술강사의 정체성, 혹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작업을 같

이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칠보로 표현해보자고 제안했다. 연

구자는 그녀가 기존에 사진으로만 보여주던 작품 실물들을 볼 수 있었

다. 실제 학교 현장에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혜정의 작업공간에서 가

르치는 예술가로서 준비하는 그녀의 삶을 엿볼 수 있었고 테이블 위에

채 치우지 못한 재료들을 보면서 그녀가 수업 연구와 작품활동을 놓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혜정은 학교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그동

안 어떤 교육을 받았고 예술교육이전에 전문예술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은 학교 밖에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녀를 조금 더 잘 받아들인다.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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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대하는 대접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느낀다.

혜정: 학교에서 공예를 가르치는데 ‘이 분은 뭐하는 사람일까?’ 이러면

서 나의 과거를 궁금해 하는 얘들이 있어요.

연구자: [학생들은]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혜정: 응, 그래서 처음에 소개할 때 내가 뭘 했던 사람이고 이러면서

잠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얘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게 조금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옛날에 장신구도 했었고 [가칭]별빛대학도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한테 조금 먹히는 거 같아 느낌에.

연구자: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전문가구나 배울 수 있겠다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거 같군요.

혜정: 선생님조차도. 선생님도 [내가] 아무소리안하고 하면 선생님도 별로

신뢰를 안 느끼는 거 같은데 그 얘기를 할 때 선생님도 같이 있었던

경우에는 선생님들 대접이 조금 달라지는 거 같아요.

연구자: 자기 자신을 항상 소개를 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겠네요. 매 순

간마다.

혜정: 그렇죠. 아무래도.

그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작업을 놓지 않고 해왔다는 것은 스스로

예술강사로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집안

에 있으면서 시작한 작품활동은 그녀가 예술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

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을 낳고 집에서 육아를 하며 느꼈

던 우울함을 달래주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작업했

다는 한 작품을 꺼내놓고 말을 이어갔다. 그 작품은 로댕의 조각인 ‘다

나이드(Danaid)’를 씨앗처럼 아래에 배치해놓고 거기서부터 위로 나비

가 깨어나서 날아가는 것처럼 표현해놓은 유화 작품이었다. 그리스 신

화에 나오는 다나이드들은 남편들을 죽인 형벌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벌을 받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집안일을 하면서

집안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또 알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 ‘데미안(1919)’에서 언급하듯 원래의 자신의 세상을 깨지

못하고 내내 머물러 있던 당시의 모습과 같았다고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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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같은 집안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

속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얘들 가르치고 정말 어디 나가지도 못하

고. 그니까 이게 내 모습 같은데 이게 옛날에 <데미안(Demian)>'의 ‘아

프락삭스 알을　깨고 나간다’19)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고[외부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질 못 하는 게 벌을 받고 있는 거 같아서

알 속에 넣어 버린 거야.

답답함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집안일이 마무리

된 밤에 부엌에 의자를 두고 이젤 삼아 무작정 그림을 그렸다. 지금은

어엿한 작업실이 있지만 그때는 당시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가기도 힘

들어 집에서 그렸다. 손바닥 크기만 한 아이디어 스케치북에 먼저 그

려놓고 큰 캔버스에 옮겨 그리기도 했다.

예술작업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삼았던 자기표현의 방편이고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는 방식이었다.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작가로 유명해 지는 것을 볼 때면

자신도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대학원을 마치고 활동을 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후회가 되기도 한다. 여자는 일과 가정을 모두 가질 수 없는

것이 한탄스럽지만 잘 커준 자식들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

을 보며 내심 위안 삼는다. 비록 작품 자체가 직접적으로 학교 수업과

연결되진 않지만, 예술가로 존재하게 해주는데서 의미를 갖는다. 그녀

가 예술가로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영위해나가는 행위 자체를 통해 그

녀는 자신이 다른 외부강사들과 다른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

키는 방편이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칠보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만들었던 수업 샘플들을 보여주면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

다. 칠보 샘플들은 성인대상으로 하는 예술수업을 구상하기 위해 미리

19) <데미안>(1919)에 나온 정확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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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칠보는 가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학

교에서 많은 숫자의 학생들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

었다. 우린 마주앉아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연관된

작업을 해보기로 했다.

[그림 Ⅳ-2] <설레임>2019, 칠보, 
4.3×4.3cm. 한국

원판위에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한 작품을 단숨에 만

들어냈다. 제목 <설레임>으로 정했다. 작품활동이나 예술강사 활동은

떠오르는 해처럼 늘 새로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하루가 시

작 될 때 느끼는 설렘처럼 새 학교,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될 때면 기대

감이 커진다고 한다. 연구자는 혜정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술가와 교육

자는 누구보다 새로운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전달해도 될 것인지를 판

단해야 한다. 아울러 그것을 타자가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화시키

는 일에서는 동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완전한 무(無)로 보이는 검은

바다 너머 둥근 해가 기다리듯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작품을 제작

하며 수업샘플을 구상하며 ‘새로움’을 기다린다고 했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상이지만 앞으로 벌어질 내일들은 하루하루 모두 새롭게 시작한

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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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연보>

[그림 Ⅳ-3] 혜정이 그린 인생연보

연구참여자의 구술 역사를 구성할 때 연보(annals)는 하나의 틀로서

사용될 수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p. 112). 혜정과의 면담에

서 혜정이 내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까지 대답하며 나에 대해서 묻거나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때 연구자와 참여자간 친밀감이

들었다고 느꼈으며 그녀의 이야기가 연보를 작성하기에 어느 정도 충

분히 축적되었다고 깨닫자 그녀에게 연보를 제작해보는 것을 요청했

다. 연보는 면담을 하는 동안이나 연구자가 중간연구텍스트를 작성할

때 시간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자는 연

구참여자에게 자유롭지만 시간의 순서를 지켜가며 인생의 주요한 사건

들, 특히 예술강사로 살아가는데 주요했다고 보는, 우리의 대화의 주제

가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열해달라고 부탁했다.

혜정의 연보는 진학과 취업과 같은 것들을 위주로 작성되었다. 그녀

는 자신의 삶의 항상 의도치 않게 '외부의 세력'에 의해 휩쓸려 나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그녀가 선택을 내리거나 작품을 제작하거나

혹은 예술수업의 가치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된 그 ‘외부세력’은 항

상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가정생활을 살펴보

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여성의 경우 살림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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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며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가정에서의 삶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

아졌다(조용환, 윤여각, & 이혁규, 2006, p. 72). 그녀가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와 다소 주제에 어긋난 내용

들이 많아 그러한 부분은 덜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변곡점들은 연구텍스트를 구성하거나 면담과정에 있어서 주요

했다. 작게는 그녀는 연보를 작하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자에

게 하듯 전할 수 있음에 후련함을 느꼈으며 예술강사로서의 자기 자신

을 찾아가는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혜정: 내가 예술강사지만 계속 예술강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진 않잖

아요. 근원적인 것이라든지. 내가 예술강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다가 자꾸 선생님 이 물어봐 그러니까 자

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심리상담 받는 것 같이.

연구자: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심층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

요.

혜정: 원래 상담사하는 사람들도 먼저......(연구자: 먼저 하잖아요) 그러

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면담이 벌써 마지막이 라고 해

서 되게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자: 사실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많잖아요.

혜정: 맞아요. 되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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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주희의 이야기

1) 싹 틔우기

가) 끌리는 패션, 부담스러운 입시 미술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연구자보다 어렸던 30대 초반, 김주희는 공

무원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주희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항상 멋있게 차려입고 다니시던 이모들을 떠올

렸다. 그녀가 느끼기에 자신도 어머니와 이모들의 패션 감각에 영향

받았던 것 같다. 주희도 학창시절부터 옷 입는 것이 ‘자기만의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주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옷이 좋았다.

그러나 한 번도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

했다. 첫째로 초중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녀가 받은 미술교육은 그녀의

흥미를 끌어내지 못했고 덜 중요한 과목으로 느껴지게 됐다. 주희가

학교에서 받은 미술 수업 중 창작과 활동들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멈췄

다. 중·고등학교 때 했던 미술 활동들은 특별히 기억에 없다. 주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받았던 미술수업을 회상하면 주로 시험 성적

을 내기 위한 수행평가, 미술사, 미술이론과 같은 것들은 지나치게 주

희의 삶과 동떨어진 주제들만 던져주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술은

입시에 직결되는 주지교과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졌다. 그럼에

도 미술수업은 막연하게 항상 그녀가 기다리던 수업이었다. 조금이나

마 생각한 바를 시각화할 수 있고 자신의 감각을 시험하는 단초가 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를 느끼던 수준에서 더 많이 발전되지 못

했던 것은 지금도 아쉽다.

두 번째로 미술 전공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유는 입시미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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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언니들이 고된 입시를 치루고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혹사당하

는 것을 지켜봤던 것도 이유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부터 약간 사촌 언니들이 다 미술 쪽으로 갔어요. 왜

미술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언

니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언니들이 다 미술 쪽으로 가는걸 보기는 했는

데 입시만 하느라고 힘들어 보이고. 공부도 해야 하고, 입시도 해야 하

고 그런걸 보니까 재밌어 보이진 않았어요.

입시 미술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할 만한 것’으로 보였다면 주희도

미술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거나 비싼 과외비를 내야하고 매일 똑같은 실기수업을 받아야하는

것은 감수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다. 미대 입시를 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미술교육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느꼈다.

나) 휴학 후 알게 된 ‘가르치는 일’의 즐거움

고등학교 졸업 후, 역사나 사회과 과목을 싫어하던 주희는 자연과학

학부에 입학했고 2학년 때 주전공으로 통계를 선택했다. 1학년 1학기

를 다니던 중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중고 의상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판매 방식은 해당 사이트에 판매자가 직접 작은 규모의

판매 페이지를 열어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이었다. 판매자의 인기는 단

골등록 숫자로 알 수 있었는데 그녀의 가게는 한 달 만에 소개해준 친

구의 단골수를 넘어섰다. 주희는 쇼핑몰을 창업할까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창업을 하기에는 ‘돈이 없다’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

혔다.

크게 벌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줘서요. 그때 쇼핑몰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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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 해서 이런 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쇼핑

몰을 차리려고 공부를 할수록 그냥 돈이 많아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

서 ‘지금 할 것이 아니구나.’ 해서 접었죠.

1학년을 모두 마치기 전, 덜컥 결핵에 걸리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휴학하게 됐다. 그녀는 치료를 위한 긴 휴학 기간 동안 주희는

새롭게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를 다시 하기도 했다. 재수공

부를 지속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무료함을 달래고 약간의 용돈벌이를

위해 우연히 수학 학원의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수학학

원 강사로 일하며 40, 50점 맞던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재밌게 하더

니 90점대로 올라서는 것을 보면 보람을 많이 느꼈다. 그러나 학교규

정상 더 이상 휴학을 연장할 수 없어서 학원을 그만두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주희: 제가 [학원강사]하다가 거의 1년 다 됐을 때 다시 학교 돌아가려고

알바를 못하게 되었는데 원장선생님이 애들이 좀 저를 많이 따르고 좋

아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냥 ‘그냥

조용히 나가라’ 라고 했어요. 애들이랑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나갔는데

이제 원장 선생님에게 전화가 온 거에요. 애들이 막 울고 난리 났대요.

연구자: 몇 학년 애들이었어요?

주희: 중학교 2, 3학년이요. 울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한번 나와서 애들이

랑 인사도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가서 애들하고 인사했죠.

연구자: 1년 가까이 됐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주희: 한 10개월 정도 됐었어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학교 다시 나가게 돼

가지고 못하게 되었다. 잘 다독여주고 나왔죠.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

까 어? 되게 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런 가르치는 일인데 되게

재밌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

가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라고 느꼈다. 가르

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가르치는 일을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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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또 아르바이트로서 다른 일들보다 높

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후 그녀는 아르

바이트를 찾을 때 ‘가르치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었다. 주희는 한

번 학원 일을 하면 비슷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웃었다.

다) 패션디자인을 가르치기 까지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온 그녀는 전공수업보다 오랫동안 관심 있었

던, 패션디자인과로 전과를 결심하게 되었다. 신입생 때 패션디자인 수

업을 들으면서 패션전공 교수님들과도 친해졌었기에 패션과 교수님들

을 찾아뵈면서 전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마침내 패션디자인

과로 옮겨가게 됐다. 패션디지인과는 비실기전형과 실기전형 학생들을

각각 뽑고 있었기 때문에 입시미술을 치르지 않았던 주희도 수업을 따

라가는 것에 무리가 없었다. 오히려 어떤 교수님은 그녀가 오히려 입

시를 치루고 입학한 학생들보다 훨씬 정제되지 않은 특별한 감각이 있

다고 칭찬하곤 했다.

그 [패션 드로잉]교수님은 입시에서 배운 친구들 보다는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그려내는 선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개성 있는 것을 만들어낸

다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오히려 좋아하면서 잘하고 있다

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수업 듣는 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미대 입시를 치루지 않았다는 것은 부담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런 부

분으로 인해 칭찬 받자 오히려 패션디자인에 자신감이 생겼다. 우수한

성적은 스스로 패션디자인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주희는 4학년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녀가 가게 된 회사는 먼저 졸업한 선배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중 하

나였다. 회사는 그녀가 평소에 관심이 많던 니트(knit) 의류를 다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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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자인실의 막내 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여느 작은 회사가 그렇

듯 청소부터 디자인, 발주, 동대문 시장 돌기, 임원들의 비서일까지 모

든 일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달에 30만원정도의 적은

월급, 고된 노동 강도와 기성 제품을 모방하는 창의적이지 않은 회사

의 디자인 방침은 그녀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였다. 패

션디자인에 대해서 실제적인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보다는 프로덕션의

부품으로 소모되는 느낌이었다.

보람 있고 즐거웠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문득 휴학 중 수학강

사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가르치는 일도 패션디자인 만

큼이나 자신 있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인턴쉽 프로그램을 마치고 친구

의 소개로 서울소재 청소년 수련관의 패션디자인 강사로 일하게 됐다.

수업은 보호자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파라코드

(paracord) 팔찌, 에코백(ecobag), 파우치 등 수예품 종류를 만드는 단

기 체험프로그램이었다. 직접 작품을 제작해보는 수업은 주희에겐 생

소한 것이었다. 수학학원에서는 정해진 진도에 맞춰 지정된 교재의 문

제를 풀고 해석하는 일이었다면, 작품 제작 수업은 정해진 시간 안에

체험자들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했고, 강사

스스로 제작에 소요될 시간, 재료의 숫자를 미리 가늠하고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수업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의 작품제작에

관여하기 힘들고, 다양한 질문에 모두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

게 수업을 통제해야 했다. 특히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는 여러 가지

방식을 터득해야 했다.

[시간]계산을 하고 담당자한테 이 시간 안에는 완성이 안될 것 같은

데요. 말씀드리고 그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서 어느 정도 해놓는 다던

지, 오버록(overlock)20)아시잖아요? 오버록같은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

면 그 담당자가 미리 [준비] 다 해놓고 그랬죠.

20) 옷감의 가장자리 올이 풀리지 않게 재봉틀로 마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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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관에서의 활동은 주희가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예술강사

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실기수업은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수 있으며 수업의 결과물을 통해 즉각적으로 참여자와 가르치는 사

람이 그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단기 수업의 경우 수업시간 안

에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이 중요했다. 능력을 인정받

게 된 주희는 수련관의 소개로 인근 중학교의 특별수업 강사로도 활동

하게 되었다. 이후 단기수업이 아닌 한 학기동안 고등학교패션디자인

수업을 맡아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주희는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생

각했다. 다른 강사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면접도 보고 해야 하

지만 자기는 자연스럽게 일을 얻었기 때문이다.

졸업 후 주희는 인턴쉽을 하던 회사의 정식 취업제안을 뿌리치고 본

인에게 익숙하던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술강사 일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게 되었다.

2) 꽃 피우기

가) 학교에서 수업하기

그녀가 처음 학교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된 곳은 한 지역 청소년수련

관에서 소개해준 중학교였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수업

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 외에 또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첫 번째 수업은 1회성 단기 수업이었지만, 그녀에게 학교에서 진행

된 수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수업 전 협의 단계에서 미리 학

교에 필요한 재료들을 이야기하고 학교가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도 마쳤다. 처음 한 수업은 파라코드(paracord)라는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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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를 만드는 수업이었다. 주희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이 자신

의 수업을 재미없어하면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장소는 강사로

서 처음 가보는 학교였고 교생 실습 같은 것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도 되었다. 그러나 과거 학원, 수련관 등에서 수업을 해본 경험을

상기시키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학생들과의 첫 대면도 인사할 때 약

간 긴장한 것 외에는 무난하게 넘겼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은 수

업을 잘 따라왔다. 처음 보는 선생님, 만든다는 활동 그 자체는 학생들

의 관심을 끌었다. 알록달록 색깔을 맞춰 배열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재밌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애들이 오히려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보던 선생님 아

니고 외부강사가 처음 보는 선생님이고 해서 갑자기 와서 막 이런거

만지고 하니까 그래서 집중이 더 잘되고, 애들이 뭔가 만들기를 하니까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더 잘 따라오니까 재밌게 한 거 같아요.

학교에서 그녀에게 수업계획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그녀를 담당하는 협력교사는 수업이 시

작할 때와 마칠 때 한 번씩 점검하는 듯 찾아오곤 했지만 오히려 신경

을 안 써준 덕에 수업을 편하게 할 수 있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

녀가 만난 협력교사들은 모두 그녀에게 호의적이었다. 재료를 주문하

고 보관하는 일 같은 것들도 나서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수업

에 임할 수 있었다.

나) 고등학교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기

주희는 중학교에서의 첫 번째 수업 이후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된 고

등학교에서 패션디자인 수업을 부탁받았다. 이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였지만 문, 이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단독으로 개설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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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특화 과목을 인접학교들과 개설 운영하는 연합형 선택 교육과

정21)을 시행중인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패션디자인 수업뿐만 아니라,

공예, 디자인, 애니메이션, 연기, 요리, 댄스 와 같은 수업들이 많았다.

그녀는 첫 수업에 전공수업 때 배웠던 패션디자인 전공책을 응용해

서 수업을 짜고자 했다. 그런데 그녀가 가게 되는 고등학교는 주변의

공부 잘 하는 고등학교 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온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이론수업보다 학생들이 체험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 위주로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

차 수업시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둘 씩 미술이나 디자인 표현기법

을 실습하거나 기존에 했던 수업중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던 수업들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녀의 학교 수업을 도와주는 협력교사의 존재는 큰 힘이 되었다.

협력교사는 영어교사였는데 그녀가 낯선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재료

나 기자재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처음 재료를 교

무실 안쪽 잠긴 방송반 안쪽에 두었는데 수업 전에 이곳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힘들었다. 방송반 담당 교사에게 열쇠를 받아서 사용해

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이 지체되기도 했다.

저의 수업 같은 경우 디자인 관련 수업이니까 재료가 많고 준비해야

할 재료가 많아서 보관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거는 이제 해가 좀 지날수록 보완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협력 교사의 도움으로 그녀가 재료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자신의 책상 밑을 내어준 것이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의 수업

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작품 제작을 주로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재

료에 대한 보관과 접근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녀가 편리하게 재료를

21) 학생들의 과목선택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개별교육과정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단
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이나 특성화된 중점과정을 학교 간 협력에 의해 운
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 시범운영에 들어가 2017년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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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의 출발점이 딱히 주희가 불편을 겪는 것

을 해결해 주기 위해 협력교사가 배려였다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 시스

템안에 외부교사와 일반 교사 모두 편리하게 교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력교사는 특별히 주희의 수업시간에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다. 그

러나 그것이 그녀가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한다.

다) 학생들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주희는 패션디자인과로 전과한 후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보다 많은

같은 전공 학생들이 패션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도 주변에 디자인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학창시절에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조금

더 빨리 진로를 정하고 학과편입을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었을 것

인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주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그런 디자인 관련했던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달라

졌을까 나도. 이런 생각을 대학교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는

얘기 들어보면 다들 관련 있는 거에요. 누구는 건축회사의 자녀고, 디

자이너고. 되게 유명한 디자인 회사의 되게 높은 거의 임원급 사람 가

족이고 막 다 주변에 다 그런 거예요. 모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쪽이

저는 진짜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주희는 예술강사의 존재가 예술을 잘 모

르는 학생들이 예술전공을 선택하는 것과 무관하게 새로운 분야에 대

한 인식을 심어주고 호의적인 향유자가 하게끔 도와준다고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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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경험한 인문계고등학교특성상 예술수업이 심도 있게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예술이 궁금한 학생들에게 공교육환경에서 제공되는 일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술교육이 정성적인 부분을 함양시킨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희

는 학생들을 아주 잠깐 길게는 일 년, 짧게는 몇 개월 바라보기 때문

에 함께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

험을 하기에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 문득 독특한 개성

과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보이면 독려했다. 마치 통계를 전공했던 그

녀가 패션디자인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녀는 이미 학생

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독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지 알기 때문이다.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주희에게 연락해 패션

이나 디자인 전공으로 진로를 정했다고 할 때면 보람을 느끼곤 한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되게 나중에 한 그 친구가 그때 제가 가르

칠 때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면 20살이 됐으니까 2년 뒤가 됐는데도 갑

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에요. 선생님 저 패션학과 들어갔다고. 그 연

락 받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디자인과 같은 수업은 원래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별로 신청할만한 것이 없어서’ 수업을

듣는 일도 있다.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디자인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하는 결과들을 볼

때면 주희는 보람을 느낀다.

3) 풍파 견디기

가) 시급이 높아도 부족한 시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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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가 예술강사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지속해도 될까 고민하게 만든

것은 ‘예술강사가’가 직업으로서 충분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일반 회사원보다 시급이 높지만 언제나 시수가 부족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시간 일해서 버는 급여는 젊은 나이의 주희가 항상 다

른 일을 함께 병행하게끔 등을 떠밀고 다른 미래를 그려야할지 고민하

게 만든다. 겨우 다른 일자리를 구해 봐도 일주일 내내 제대로 출퇴근

을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더욱 어렵다. 더군다나 고등학교에

서는 시험기간과 학교행사로 인해 수업을 단축해야 하는 일도 빈번했

다. 수업이 없어지면 받는 돈도 없어진다.

따지고 보면 일반 회사보다 시급이 훨씬 높은데 이제 일이 너무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두 번 정도 나가다가 지금 이제 3학년 고3되는 학생들 때문

에 2학기 수업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루 밖에 안가니까 하루 그것도

두 시간 하잖아요. 그니까 너무 돈이 안 돼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일을 쉬고 예술강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아

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다. 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술이 아닌

걸로 벌어놓은 것을 사용하며 지내게 된다. 주희는 그 동안 예술강사

일과 별개로 수학, 영어 보습학원 아르바이트와 같은 것들도 했다. 그

런 일들은 보통 시급이 높았고 일을 하는데 수월했다. 그래도 학교 예

술강사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고 그녀가 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강사의 자리가 그녀에게

일정한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술강사라는 직업

은 매진할 수 없으며 온전한 본업이 되긴 힘들다고 그녀는 은연중에

생각한다. 따라서 니팅 작품을 제작하면서 다시 패션관련 직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나) 기약 없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임박한 재고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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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 되는 재고용의 불확실성은 주희에게 불안요소다. 특히

30대 초반의 그녀에게 있어서 재고용을 기다리는 짧은 몇 달은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 학교들은 보통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락을 하는데

학교 시스템 상 학기가 시작된 3월이 되어서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

다. 그런 경우 주희는 이미 다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는 연락을 일찍 좀 3월 그때쯤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적어도 2월

중순 안에는 연락을 주셔야 하는 건데 연락이 안주시는 거예요. 연락이

안와서 아 이번에는 아닌가보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강사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아르바이트]일 관련 교육이랑 이런

것이 있었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의 3월 다 돼서 연락이 온

거에요. 학교에서 너무 늦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안, 못했는데

그 학교에서 꼭 저를 쓰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혹시 하실 수 있냐?’

했는데 저는 이미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여가지고 연락을 너무

늦게 받아서 ‘못 하겠다’라고 해서 1학기 때는 못하고 제가 대신에 제가

아는 동기를 이제 (소개)해줬죠.

주희는 학기 전에 재고용을 통보하지 못하는 학교의 상황이 항상 안

타깝다. 매년 계약을 앞둔 진흥원소속의 예술강사들도 고용의 불안함

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주희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의 예술강사가

아니라 학교랑 직접 계약을 하는 강사여서 이런 문제점을 더 크게 느

낀다. 진흥원의 디자인, 공예 분야의 예술강사 채용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아예 뽑지 않는 해도 있었다. 소속될 기회를 잃어가면서 주희

는 예술강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다) 선생취급하지 않는 버릇없는 학생들

주희가 가르치는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패션디자인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다양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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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외부 강사와의 만남을 대체로

자연스럽게 여기고 수업 태도 역시 특별히 나쁠 것도 없었다. 그러나

학생 자신들의 상·벌점을 관리하고 내신과 입시에 영향을 주는 정식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의를 차리지 않고 주희를 대할 때

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최근 주희가 깜짝 놀랄 태도를

보이는 학생을 만났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휴

대폰으로 영상을 보는 한 학생이 있었다. 맨 앞자리에서 딴 짓을 한다

는 것은 뒤에 앉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쉬는 시간문제의 학생을 타이르다가

더 크게 상처 받고 말았다.

제가 더 상처 받았던 건 그 친구였는데 되게 정말 딱 보면 전혀 불

량하지 않고 오히려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그냥 괜찮은 친구였

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막 이제 쉬는 시간에 장난 식으로 다가갔어

요. ‘왜 수업을 듣냐고’ 이러면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친근하게 조금 뭔

가 언니처럼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냥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무표

정으로 ‘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

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다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

에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품

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품을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주희에게 크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

하는 듯 보였다. 주희는 하품으로 대답한 그 상황을 그냥 웃어넘길 수

밖에 없었다. 그 학생과 친한 친구들 무리는 미술을 하는 학생들이고

주희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부각되어 보였

다. 학생은 그 이후로 딱히 영상을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수업을 건성

건성 듣거나 자거나 하는 식이었다. 이 학생 이후로 심각하게 반감을

들어낸 학생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때의 경험은 아직도 충격으로 남

아있다.

주희는 자신의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 모두가 패션디자인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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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어서 온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몇몇 학생들은 아주 솔직하게

마땅히 선택할만한 수업이 없어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주희는

특별히 딴청을 피우는 학생들을 일일이 지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고 생각한다. 어차피 반에는 두세명은 자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딴청 피우는 학생들을 지도하기보다 현실

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수업을 매끄럽

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스스로 이방인이라는 생각

주희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의 패션디자인 강사로 일하면서 느끼

는 점에 대해서 담담히 말한다. 그녀는 특별히 학교에서의 생활 속에

서 불편함을 느낀 사건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수업 횟수가 늘어날

수록 적응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스스로 정식 교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학교 행사가 없을때만 수

업을 하는 점을 통해 스스로 학교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느

낌을 받는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럴 때 조금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넘어간

다던지 뭐 진행이 매끄럽게 된다던지 그럴 때. 꽤 적응을 했다고 느끼

는 것이 학교에 항상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 그럴 때 조금 이

방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 내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교 교무실에 주희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거나 재료를 두는

공간과 수업 횟수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하지 못한다.

주희가 일하는 곳이 고등학교이기에 모든 수업이 입시에 집중될 수밖

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심적으로는 그녀가 학교의 예술강사로서 스스로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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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 길로 계속 나아가고 정진하게 하는데 부

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교실이 가지고 있는 밀폐된 상자 같은 공간

은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찰과 의견교류를 차단하고 고립시킨

다. 더군다나 교사들은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 그리고 개인적 태도를

고집하는 방어적이고 보신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조용환, 외, 2006,

p. 98). 이런 현실들은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 주희와 같은 강사들을 더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고 현실에 체념하게 만든다.

4) 열매 맺기

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수업 운영방식 향상시키기

주희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다른 강사를 통해 문화예

술교육사 양성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만화·애니메이션강

사와 공예 강사였는데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던

중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것이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굳이 전업

강사가 아니더라도 강사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면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에서 실시한 문예사 자격과정을 통해서 그

녀는 예상치 못하게 수업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문예사 수업을 받다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의 수업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것들

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하나? 네,

(수업을 구상 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녀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정 수업 중 배웠던 ‘종이 꽃 만들기’수

업을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었다.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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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자연물을 사용한 단순
화 수업

를 여러 번 접어 가위로 귀퉁이를 오린 다음 펼치면 다양한 꽃모양이

나타나는 표현 방법이다. 이 기법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화

려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

예술 수업에 큰 흥미가 없는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되

었다.

또한 수업 중 다른 예술강사들이 가져온 다양한 재료와 기법, 그리

고 수업 실황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정보와 생각을 공유하는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느낄 수 있었다. 주희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과정에 참

여한 후 자신의 수업이 더욱 짜임새 있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재료에 있어서도 자연물을 직접 사용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이라는 수

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체를 미리 제작해가고 자연물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로 주위를 환기시켰다. 이런 수업방식은 미술을 전공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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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학생이나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부담 없이 디자인 자

체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

주희: 디자인을 할 때 사실 자연물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

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 자연물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점차 단계적

으로 단순화 시키는 작업으로 수업을 했어요.

연구자: 확실히 선생님이 많이 뭔가 준비해가면 학생들이 반응이 더 있

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주희: 네 맞아요. 이런 거 준비해가면 약간 애들이 눈이 더 반짝 거린

다고 해야 하나?

연구자: 자연물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도.

연구자: 맞아요. 고등학생도 좋아해요 진짜.

주희: 네, 그런 거[자연물]를 항상 접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교실 안

에서는 생소한 거잖아요. 집에서는 많이 보지만.

많은 예술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주희 역시 학생들을 다루는 일에 어

려움을 느끼곤 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보다 예술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고 느낀다. 특별히 전공을 원하는 학생이 아닌 입시에

내몰려 예술수업은 학교 시간표나 학생들의 관심사 주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패션드로잉에서 인체를 그려내는 일은 오랜 숙련

이 필요했다. 주희가 출강하던 인문계고 학생들은 대부분 집중적인 미

술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따라서 인체 드로잉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주희는 미리 인체 밑그림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 위에 패션드로

잉을 하게 했다. 또한 그리는 것을 넘어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실

제 사물들을 구해 인체드로잉에 올려다 놓음으로서 사물의 크기, 장소

에 이질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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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자연물을 활
용한 패션드로잉, 학생 작
품.

이런 이질성은 오히려 사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하고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틀을 집중하게 된다. 또한 이런

사고의 과정에서 역으로 사물이 품고 있는 재료의 이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영감(inspiration)이라는 것이 딱히 신비로운 것

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패

션디자인, 아울러 디자인 자체를 어렵지 않고 친숙한 것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대학때 접했던 아르메니아의 패션일러스트레이터

아티스(Edgar Artis)의 아이디어를 응용했다. 아티스는 자연물은 물

론, 스파게티 면, 양파껍질, 낙엽, 태운 성냥 등 실제 물체를 활용하

여 의상의 형태를 만들고 독특한 텍스타일을 구현한다. 또한 표현하

고 싶은 일러스트의 일부를 자르는 ‘컷 아웃(cut-out)'법을 사용하여

종이를 전통문양이나 건축물, 호수와 같은 풍경위에 올려놓고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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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오려 상상력의 경계를 넓힌다고 생각했다.

나)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일 할 수 있는 기회, 유대감, 돈

예술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인연들과의 만남, 자격과정은 주희가

예술강사 일에 몰입하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주희는 2017년

쯤 두 개의 다른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정을 수강했다. 한

학교에서 마칠 수 없었던 것은 일정의 문제였지만 덕분에 다양한 사람

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먼저 A대학에서 받았던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

했다. 그리고 B 대학에서는 진행했던 문예사 수업에서는 자기보다 두

살 어린 강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와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정보를 공

유하는 사이가 됐다. 유대감은 그녀가 강사 일을 수행함에 있어 심적

위안이 되어주었다.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대신]경험하게 되고 뭐 많은 얘기들

도 듣고, ‘이런 일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정보도 많이 얻

고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활동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아무래도 네... 진짜 도움

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을 공유하는 또래 강사와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고

그녀를 통해 수업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심적 유대감을 충족할 수

있었다. 예술강사들에게 절실한 동료애를 연수와 수업이 획득할 수 있

었던 부분이 그녀의 담화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인터뷰를

반복하다보면 순회강사로서 학교에 소속되지 못함을 잘 받아들이고 있

다는 인상을 받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방인’이라는 스스로를 향한

라벨링(labeling)은 더 발전하고 예술강사라는 직업에 융화되는 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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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흥원에 소속된 예술강사가 아니었기에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달리 강사를 대상으로 한 진흥원의 연수 같은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

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속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기에 향후 그

녀가 예술강사라는 직업자체를 지속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희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예술강사 대상 세미나에 지원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석이 거절되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진흥원 소속 예술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의 범위 밖에 있지 않았을

까 생각하곤 한다. 연구자는 만약 주희가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질문하자 그녀는 아마도 상황이 많이 달

라졌을 거라고 회고한다. 2018년 2학기가 마무리 되고 학교의 재고용

통보가 늦어졌다. 주희는 이듬해 봄부터 예술강사일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를 계기로 예술강사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예술강사 직을 그만두고 그녀와 두세 차례 더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

리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이 예술강사로서의 삶을 포기하

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견해를 종합하자

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 다른 강사, 학

생, 학교와의 관계 그리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술강사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연구자: 그런데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주희: 그때 제가 돈 때문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연구자: 그 이후로 학교에서 [다음 학기 수업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본

인이 안하겠다고 한건가요?

주희: 그때 중간에 잠깐 이미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다음해

에 다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때 담당자분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다른 강

사 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제가 연락을 못 받았고요.

주희: 그렇게 전혀 개개인한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물어

보기도 애매하고요. 원래는 항상 먼저 계획에 대해서 연락이 왔으니까 안

왔다는 건 어쨌든 일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는 연락을 못 받았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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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락이 왔으면요?

주희: 연락이 왔으면 했을 것 같아요. 하고 수업이 없는 날에 다른 일을 한

다든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계를 시키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흥원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 보통 한번

정도 수업을 했다. 그럼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사실상 미래를 꿈꿀 만큼 고용이 보장되거나, 발전

적인 일을 경험했거나,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다시 진흥원에서 채용하는 예술강사직이나 학교가 직접 고용하는 예술

강사 직을 찾을 정도의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 끝과 시작의 연결: 나를 찾고 확장시키기

주희와 인터뷰를 지속하면서 그녀가 예술강사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

들을 지켜보게 되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에 주희는 예술강사의 길

을 그만두고 새롭게 자신이 원하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예

술강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탐구하기 위해 만나게 되었고 예술강사로서

의 정체성을 내려놓았지만 예술전문성을 가진 교육자로서의 삶을 모색

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학원 일을 하면서도 작품을 만들거나 불

연구자는 주희의 학교 내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마지

막 인터뷰를 앞두고 연구자는 주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

는 작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이 패션 디

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또 고등학교 패션디자인 수

업에서도 자주 표현한다는 ‘무의식 드로잉’을 하자고 제안했다. ‘무의식

드로잉’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던 주희도 전공수업에서 잘한다는 칭

찬을 받았던 만큼 좋아하는 기법이었고 자신과 같이 미술을 배우지 않

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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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이에 대고 그릴 대상을 계속 눈으로만 쫓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었다. 그러다보면 잘못된 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진한

선으로 덮으면 된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홍콩에 놀러갔다

온 사진을 휴대폰 화면에 띄워놓고 미리 가져온 펜으로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는 딱히 예술 쪽에 관심이 있거나 하진 않았다. 사실 엄마 보다

는 이모들이 예술 쪽에 감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엄마가 예전에 입었

던 옷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을 예쁘게 입혀주셨던 기억이 난다는

거다.

[그림 Ⅳ-6] <엄마>, 2019, 종이에 펜과 색연
필, 20×14cm. 

사진에서도 제가 되게 좋아했던 엄마 옷이 있는데 그게 되게 일반사

람들은 입지 않은 스타일인데 , 특이한 옷이었어요. 그게 개성 있고 제

가 보기에도 예쁜 거예요. 엄마 학교 올 때도 이 옷 입고 가라고.

자신만의 감각으로 자기표현의 방식을 몸소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자녀, 혹은 학생들에게 자기표현의 방식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의미에

서 어머니의 존재는 예술강사로서 주희의 삶의 기조가 되는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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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녀는 강사 일을 지속하고 있지만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점차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진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

는 오래전부터 굳이 수업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혼자 집에서 작품제작

을 하고 있었다. 배경에는 강사일로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니까 너무 돈이 안돼서 다른 일을 같이 해야겠다. ‘이것만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그런 일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

금씩 깨작깨작 이렇게 만들어보고는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시작은 해보

고 싶어서 지금 그냥 깨작깨작 하고 있어요.

내가 주희에게 디자이너와 교육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다소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디자이너로

서의 자신을 택했다. 대답의 저변에는 예술강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는 예술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자신만의 철학이 깔려있었다. 그녀

에게 가르치는 일은 자기 자신이 풍부한 예술가로서 채워져 있을 때

더 많은 경험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할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술강사라고 하는 거는 요새는 학

교나 이런 그런 집단을 가르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자이너

를 선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공방

이 있다면 클래스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이렇게 하고 싶어

요.

그녀는 미래를 새롭게 꿈꾸기 위해 해외 채류를 생각하고 있다. 해

외 체류라고 못 박은 이유는 이것이 유학이나 연수가 될지 그냥 주위

를 환기시킬 단순한 여행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녀는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서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유학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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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비싼 학비와 생활비와 같은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많이 망

설이고 있었다. 인터뷰를 지속하는 동안 그녀는 현실적인 벽과 꿈의

간극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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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연보>

[그림 Ⅳ-7] 주희가 그린 자신의 인생연표

주희가 작성한 연표는 두 번째 면담에서 직접 작성했다. 주희에게

인생연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자는 먼저 자신의 연표를

주희에게 공개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인생의 단면을

공유받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먼저 자신의 열어놓고 자신의 것들을 보

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

부터 연보 샘플을 보여준 탓에 주희의 연보는 그녀가 드려주는 이야기

보다 다소 평면적으로 보이긴 했다. 그러나 주희는 자신이 연보를 작

성하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위에

연필로 덧칠해진 부분은 연구자가 주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덧붙인 것

들이다.

주희의 연보는 시간 순으로 구성되었는데 다른 참여자들보다 서술적

인 것이 특징이었으며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든 한 줄에서 끝내

려던 것을 그녀는 기꺼이 밑에 줄을 만들며 자세하게 풀어썼다. 주희

는 연보를 작성하고 나서 시작된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

로 디자인 분야에 노출되지 못해 남들보다 오래 되돌아가야했던 상황

들을 돌아보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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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는 자신의 학교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

절을 떠올리곤 했다. 주희는 자신과의 만남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기

회를 얻었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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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미선의 이야기

1) 씨앗에서 움트기

가) 편집디자이너로서의 처녀 시절

진미선은 40대 초반, 쌍둥이 두 딸을 둔 엄마이자 목공예가다. 딸 부

잣집 넷째 딸로 태어난 미선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냄새로 기억한다.

그녀의 고향은 흙냄새가 정겨운 시골마을로 집집마다 노을 지는 저녁

이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온 동네에서 나

무 떼는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어울어졌고 자유롭게 산을 들로 놀러

다니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에게 나무 타는 냄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친근함을 주는 소재다. [그림 Ⅳ-8]은 그

녀의 최근 작품으로 마을을 소재로 한 목공 작업이다.

[그림 Ⅳ-8] <마을>, 철, 나무(파덕, 자작, 
호두나무 외), 70×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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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그녀는 미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 회상해보면 미술

을 잘 하지 못해서 좋아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녀에게 학교 미술은

‘그리기’였는데 어린 시절 그리기에 소질이 있었다고 하기보다 ‘만들기’

에 더 소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도시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수능 없이

갈 수 있는 학교들 중 유아 교육학과와 컴퓨터 그래픽과를 지원했다.

그 당시 미선은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교육에는 관심이 많

았다. 한편 컴퓨터 그래픽과는 당시 미선이 생각하기에 이름이 멋져

보인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그녀는 컴퓨터 그래픽과에 합격

하여 다니게 되었는데 입학해놓고 보니 학과는 원래 산업디자인 학과

가 학과명을 변경한 곳이었다. 중고등학교 때 전혀 입시미술은 고사하

고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없던 미선은 대학 신입생 시절 그림 그리기를

해야만 했다. 미선은 손으로 그리는 그림은 자신 없었지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표현하는 것에는 재미를 느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한 푸드 컨설팅 업체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활동하

게 되었다. 회사는 외식업체의 인테리어부터 홍보까지 모든 것을 일대

일로 컨설팅해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카탈로그 편집 작업뿐만

아니라 식당 인테리어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해외 인테리

어 시공 사례나 가구 디자인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 회사 일을 보면서 해외의 사례를 조사할 일이 많아졌던 미선은

새삼 영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 일 자체에 피로함을 느끼

던 차에 회사를 퇴사하고 8개월간 필리핀으로 떠났다. 그녀는 항상 2,

3년 일하면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오랫동안 함께했던 연인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 나무 장난감이 이끈 목공예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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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에게 쌍둥이 자녀가 생긴 후 그녀는 아이들이 3살이 될 때까지

집안에서 육아에 전념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의 장난감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안전한 소재라고 느껴

지는 나무, 특히 나무 장난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무 장

난감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나무 장난

감은 비싸기도 했다. 그녀가 여기저기 나무 장난감을 제작하는 곳들을

알아보다가 개인공방에서 두어 달 배우게 되었는데 거의 완성되어 조

각조각 난 완제품을 조립하고 색칠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미선은

이왕이면 정식 교육기관에서 배워서 훗날 자신의 공방을 만들고 싶다

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선이 찾은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기술교육원의 가구디자인 1년

과정이었다. 같은 교육기관의 창업자 과정(심화과정)은 가구디자인 1년

수료 후 재지원을 통해 선발되어야 했다. 창업자 과정에 들어간 그는

1년간 주어진 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창업준비 기간

동안 창업관련 강사들의 특강을 들으며 자신의 목공방의 청사진을 그

릴 수 있었다. 한편 2년의 목공예 전문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목공예가이자 공예강사로서의 준비

하게 되었다. 창업준비를 하던 와중 우연히 학과 동기의 소개로 인근

초등학교에서 목공예수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2) 꽃을 피우기

가) 학교 목공예 강사로서의 시작

그녀가 학교 예술강사로 첫 발을 내딛은 곳은 서울의 한 혁신 초등

학교였다. 그 학교는 발도르프 교육22)을 하는 곳으로 먼 곳에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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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이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이사를 올 정도로 유명한 학교였다.

한 반에는 약 25명의 학생들이 별도로 마련된 목공실에서 수업을 하며

2시간 불록 수업에 30분 쉬는 시간으로 실기수업을 진행하기 편리했

다. 학생들은 6년 내내 목공 외에도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 때문에 목공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남달랐다.

처음부터 미선이 이 수업을 제안 받은 것은 아니다. 먼저 목공예 교

육원의 동기가 제안을 받았는데 사정상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녀가

대신 하게 된 것이다. 직접 수업을 지도하는 것은 난생처음이었기 때

문에 같이 수업을 듣던 동기들 중 교육활동 경험이 풍부한 두 동기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면접에서도 경험이 부족해서 괜찮겠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 봉사와 선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험

이 많았고 미선은 양육과 교육은 달랐지만 자녀들을 키워낸 경험이 있

으니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를 피력했다. 미선이 생각하기에 당시 목

공강사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했던 자신들이 선발됐다

고 생각한다. 첫 수업에 앞서 그동안 남을 정식으로 가르쳐 본 것이

없었기에 두려웠다. 하지만 공예수업을 관리하던 당시 학년 부장 선생

님은 미선과 다른 목공강사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한 세세한 톤, 말

투, 용어와 같은 것들을 코칭해주었다. 이에 힘입어 미선과 동료들은

학생들의 연령별 특성이나 발달에 따른 적절한 수업방식에 대한 공부

를 많이 했다.

아무튼 그 분한테 진짜 (많이 배웠죠).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뽑으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를. 근데 이제 그때수업이 2학년 4학

년 6학년이었어요. 누가 몇 학년 할지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2학년을 할 때의 수준. 그 때 공부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

22) 발도르프 교육(독일어: Waldorfpädagogik 영어: Waldorf education, Steiner 
education)은 20세기초 오스트리아의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창한 교육 사상 
및 실천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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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 뭐 그게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하고. 아무것도 모

르는 거예요. 그때 뭐 진짜 공부 진짜 많이 한 거 같아요.

처음 몇 번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수업을 진행하면 서로 피드백

을 해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예를 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수업을 먼저 하는 것, 한꺼번에 많은 도구를 사

용하기보다 한 번에 하나의 도구에 집중해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같은 것과 같은 것부터 학생들을 대하는 것 자체에 자신감

이 생겼다.

나) 목공에도 스킬이 있듯이 교육에도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혁신 초등학교에서의 수업이 지속되면서 미선

은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또한 목공예 교육원을 1년 수

료한 시점에서 창업관에서 있으면서 목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취득하

는 동안 교육학, 노인학, 아동학 평생교육사 관련 수업을 듣고 실습도

이수했다. 비록 대학 4년 동안의 전문적인 학습경험은 아니었지만 자

격증 공부를 하면서 얻은 이론적 지식은 교육현장인 초등학교에서 학

생들과의 만나는 것,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실습을 시

간 이수를 위해서 성인대상 수업을 180시간 참관하면서 느낀 것들이

합쳐졌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한 입체적인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

한다. 지금도 수업구상이 막힐 때면 그때 공부했던 서적을 버리지 않

고 다시 뒤져보곤 한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서 써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도 찾아봤어요. 보통 자격증 시험 끝나

면 버리잖아요. 그때 내가 찾아봤던 것 같아요. A초등학교 때문에 쌓

아놨던 것을 뜯어서 그때 그 내용이 이 내용이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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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단지 이론적인 학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공수업에

서 어떻게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해야 하는지 참고

하곤 했다. 그녀에게 교육학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고 당장 필요에

의해서 습득해야할 지식이었다. 그녀의 수업중 어린 학생들에게 ‘망치

질’에 대해 가르쳤던 경험은 그녀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얼

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내가 애들한테 망치질을 하는데 망치질을 할 수 없는 애들한테 망치

질을 시키고 있던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이 활동은 아직 하

면 안 되겠구나. 이 학생들은 잡는 거 먼저 해야 하는데 두드리는 걸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중략) 내가 너

무 어려운 것부터 시켰던 거예요. 달리기 먼저 시켰던 거예요. 걸어 다

녀야 하는 애들한테.

[그림 Ⅳ-9] 미선의 중학교 목공 수업

목공에도 기술이 있듯이 가르치는 것에도 기술이 있다는 것을 느꼈

고 그것을 배우는 것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까지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유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제한된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 밖에서 에너지를 쏟는 것에서 해방감을 느끼기 위함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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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 같다.

다)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을 통한 ‘예술강사’되기

그녀는 2017년 초쯤 다른 예술강사들과 우연히 학교에서 만나 이야

기를 나누다가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새로운 2013년 자격교부가 시작되었지만 미선과 같이 많은 예술강

사들은 제도가 시작 된지 몇 년 동안이나 자격증 없이 활동을 이어가

다 제도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접했거나 간접적인 경로로 알게 되었

다. 이는 제도 자체가 현업 강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가져온다. 미선은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터

라 자격제도 자체가 상당히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저 말고도 수많은 강사들이 오잖아요.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면 문화

체육부 문화예술강사로 왔다는 것을 통해 문화예술강사를 알게 되었어

요.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1년차 때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개인으로 가는 거랑 문화예술강사로 가는 거랑 페이[급여] 자체

가 틀리더라고요.

미선은 예술강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3대 보험도 들어주며 보

수도 다른 강사들보다 많다는 현실적인 이점에 매료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웹 사이트를 검색해서 등록하게 되었고 겨울 학기에 등록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좋았던 부분은 수업에 등록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예비 예술강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었

다. 자격증 과정 중 전공수업 3개와 공통수업 2개를 같이 들으면서 만

난 강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 후 따로 전시

도 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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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들 만나면 자식이야기 하고 학원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공통

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대 그런데 가면 나랑 같은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만

나는 것 좋아요.

스스로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직업적 전문성과 관

련하여 토론할 수 있는 같은 직종의 사람들과의 인맥형성은 심리적인

연대의식을 가져다줬다. 그녀는 인터뷰 내내 문화예술교육사 수업이나

연수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의 습득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았다고 강조했다.

3) 풍파 견디기

가) 아이들의 짓궂은 농담

1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미선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예관의 입주 작가가 되면서 학교 출강을 그만두게 되었다. 대신 공

예관에 머물면서 소규모 그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녀

가 공예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아동과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이었

다.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주어진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연필꽂이나 장난감과 같은 작은 프로젝트였다. 성인 대상 프로그

램은 책상, 의자와 같이 제법 부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었

다. 그러나 어머니인 미선이 실질적으로 성인이나 아동들이 방문할 수

있는 주말이나 저녁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수업들은 줄곧 폐강이 되었고 일부 몇 번의 수업을 운영해본 것이 전

부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인근 중학교에서 목공 수업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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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의가 들어와 중학교에 출강해서 수업하게 되었다. 이미 1년 정도

초등학교 수업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다. 다만 중학생의 성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다.

그니까 그 학교가 심했던 것 같아요, 한 학교가, 중학교가... 그래서

그게 참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정말 피곤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어

요. 아 뭐였지? 무슨 모양. 뭐 엄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걔네는 성기로

받아들여요. 되게 웃겨요. ‘자자’ 이런 단어도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무

슨 말만하면 다.

최근에 나갔던 한 학급은 유난히 그런 부분이 심했었다. 몇몇의 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장난을 칠 때가 있었다. 미

선은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농담을 해도 당황하지 않고 농담으로 웃어

넘겨버리거나 더 쌔게 나가면 아이들이 더 못한다는 것을 안다.

저는 그런 장난을 잘 받아요. 잘 받아주고, 그니까 보통 보면 되게

얼굴 빨개지고 그러면 더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더 세게 하거

든요. 그럼 못하거든요.

수업 중 협력교사로 들어온 선생님들은 열심히 학생을 중재하고 심

할 경우 교무실로 부른다.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

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미선도 학생들이 예의바르고 올바른 길로 갔으

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그 학생들을 겨우 45분가량 만나는

데 성교육까지는 해줄 수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정식 교사도 아닌

데 꾸중까지 할 수 없다. 어쩌면 그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장난을 치

는 것일 수도 있다. 겉으로는 다 웃어넘기더라도 어떤 학생은 불쾌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학생은 교무실에 가서 이야기 하게 된다는 것이

다.

미선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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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의까지 알려줄 수 있는 ‘요즘 스타일’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더 이상 ‘옛날 스타일’의 고리타분한 성교육은 있으나 마

나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 주 1회, 45분 수업

미선은 목공과 같이 중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데, 목공이 보통

2시간이 주어질 때, 디자인 수업으로 주어진 45분이 주어졌다. 사실 한

차시는 디자인 실습을 하기엔 너무 적은 시간이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어떤 분야를 경험하고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기에는 자신의

수업은 ‘맛보기’에 불과하지 않나 걱정이다. 45분 안에 학생들이 무엇

인가 결과물을 만들려면 미선이 사전에 준비해가야 하는 것이 많았다.

네 중학교가 45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준비를 제가 다 해가야 해

요. 그래야 45분에 다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경험이야. 체험이지. 체험

이랑 경험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을 많이 해서 자기의 그걸 느

낄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요.

미선은 단순히 디자인 수업의 시수가 늘어나기보다 블록 수업 형태

로 긴 시간 호흡하며 수업을 했으면 했다. 또한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어 매주 학생들에게 지난시간 내용을 다시 새롭게 주입하는 번

거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수업 시간은 어떤 멋

진 작품을 단순히 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그것이 창의성이 될 수도 예술적 감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끌어낼 시간이길 바랐다.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 단축은 훨씬 더 심각했다. 시험기간과 학교

행사 때문에 수업은 학생들의 자습시간으로 단축되곤 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요청으로 50분 수업이 30분으로 줄이고 20분을 자습시간으로

주는 경우다. 미선은 다시는 고등학교 수업은 하고 싶지가 않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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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머리에는 수능과 시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학년이 올라갈

수록 생각할 시간을 박탈당하고 입시에만 매달려야 하는 한국의 교육

현실이 암담하기도 하다.

다) ‘내 자리가’, ‘내꺼’가 없다는 것

미선이 예술강사는 줄곧 학교의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손님

의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미선은 예술강사로서 학교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자신의 공간이 없다는 것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자신에게 예술강사를 위한 컴퓨

터와 책상이 마련된 자리를 가져 본적이 없다. 특히 그녀가 목공수업

을 할 때는 학교에 목공실이 갖춰진 곳으로만 파견을 나가서 당면하지

못했던 공간에 대한 결핍을 디자인 강사로 나갔을 때 더 여실히 느꼈

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차피 학교에 시간제로 있기 때문에

‘쿨하게’ 수업을 하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내심 기분이 좋

지 않는다.

뭔가 소외감? 업신여김? (웃음) 왠지 그냥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

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하지? 그냥 ‘쿨하게’ 뭐 나는 하고 가면 그만

이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리 있잖

아요. ‘내 자리’, ‘내꺼’ 그런 거, 공간에서 애들 수업준비도 좀 하고 그

러고 싶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멀뚱멀뚱 있다가 시간되면 올라

가고(후략)

미선에게 학교에서 예술강사로서 주어지는 공간은 재료를 둘수 있고

새로운 수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들의 휴게공간이나 회의장소를 그녀에게 내 주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예술강사에게는 인터넷과 컴퓨터가 있는 장소를 공간으로 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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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또 다른 부분은 턱 없이 부족한 재료

다. 그나마 학교에 재료 실이 갖춰진 곳은 사정이 좋았다. 그러나 재료

실이 없는 경우 그녀가 학교에서 예술강사 활동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협력교사의 담당교과용으로 나온 물품들을 빌려 써야 했다.

4) 열매 맺기

가)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예술체험

미선은 예술강사가 입시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아이들에게 경험을 통

해 자기 꿈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업, 특히 두 시간 연달아 있는 목공과 달리 고작 45분이

전부인 디자인 수업은 그럼 체험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그녀는

체험과 경험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술수업은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이 되면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애들한

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정교함은 기술이에요. 그거는 오래.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오래하

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술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술의

경지’는 정말 오래. 기술이 충만, 아무튼 자기가 많이 실패하고 해봐야

지 예술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은 충분한 기술 습득을 위

해서가 아니다. 그녀에게 있어 예술수업의 목표는 장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손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게 하는 것이고 또 관심을 보이는



- 149 -

학생들에게 진로를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녀는 한 남학생을 떠올렸다. 목공수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었는데 기능대회에 출전시켜도 될 정도로 남다른

손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은 목공예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어머

니가 반대한다고 했다. 수업이 끝나고도 미선의 작업실에 찾아와서 그

녀의 목공을 지켜보러 왔다. 당시 미선은 샌딩(sanding)작업을 하고 있

었기에 분진이 날리는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하고 싶으

면 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훌륭한 목공예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목공을 당장 하기보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목공 관련 학과에 갈 수 있는 절충된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입시 제도를 생각해보면 당

장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공부를 더 잘해서 미대 진학을 목

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란 생각이다. 예술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어

도 결국 입시라는 현실적인 문턱을 넘어서야 주류에 낄 수 있다는 한

국 현실이 새삼 매섭게 다가왔다.

나) 예술가로서 작업실의 중요성

그녀에게 학교 예술강사의 취지는 예술가가 적절한 경제활동을 가능

하게 해 작품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서 예술가로서 작품활동을 준비하는 공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 외의 작업실 공간

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그녀는 수업에 앞서 미리 수업 샘플을 만들어

보고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부피가 나가는 재료와 공구들을

놓아둘 수 있는 곳도 필요한 것이다.

목공 쪽은 집에서도 다 만들어보거든요. 커리큘럼을 구성하면 다 해

봐요. 내가 해볼 수도 있고 조카를 시킬 때도 있어요. 목공도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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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짜보면 제가 먼저 만들어보거든요. 작업실이 없으면 만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량으로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사와야 해요. 제 작업실이 있으면 나무를 그냥 쓰면 되는데 그래

서 그게 조금 어렵네요.

[그림 Ⅳ-10] 지금은 없어진 미선의 목공작업실

그녀는 과거 서울시 공예관에 입주하여 자기만의 작업공간을 부담스

럽지 않은 임대료에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하

면서 서울에 있는 작업공간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녀의 짐들은 현재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중이다. 그녀의 작

업실은 두 어린 딸들도 놀러가고 싶어 하는 곳이었다고 회상한다.

애기들 요새 매일 작업실가자고 그래요 작업실가면 여러 가지 자기가 놀

게 많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가는 걸 좋아해요. 엄마 작업실 언제

갈 거야. 매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데 작업실이 있으면 얼마

나 좋겠어요.

그녀는 줄곧 이사 온 경기도 거주지 인근의 작업실을 얻기 위한 공

간을 보러 다녔던 이야기를 하며 그곳의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하소연

했다.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예 작업실을 유

지하는데 필요 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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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원 진학과 목공공방 재개에 대한 고민

미선은 예술가로서 그리고 예술교육자로서의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

할 심적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인터뷰 마지막 시점 예술교육이

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대학원 진학과 목공공방을 다시

얻는 것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녀가 대학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문화예술교육사 수업을 들으면서 만났던 선생님들

과 인연을 이어나가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전시까지 열수 있게 되면

서 함께 모여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된 후 부터다.

아줌마들 만나면 자식이야기 하고 학원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공통

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대 그런데[예술강사모임] 가면 나랑 같

은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좋은 것 같

아요. 사람만나는 것 좋아요.

그녀는 어느 때보다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인터뷰가 마무리되

는 동안에 벌써 두, 세 군데의 학교를 알아봤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술교육을 배울 수 있으면서 접근 가능

한 위치에 존재하는 학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학원 진학을 통해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주제, 또는 다른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자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람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향의 미선은 나중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마을기업23)을 생각하고 있었

다.

미선의 또 다른 선택지는 목공예가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공방을 다시 가지는 것이다. 현재 그녀의 재료와 도구들은 인천

23)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
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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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그곳에서 재료를 가지고와 수업 샘플을

만들거나 작품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에서 대체재로 수

업을 준비하는 것에 종종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미선에게 목

공방과 대학원 진학을 동시에 하기에 시간과 금전은 한정되어있다.

내가 고민이야 선생님. 내가 작업실을 얻을까 대학원을 갈까. 두 개

는 다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아무리 특수 대학원이라도 해

도. 두 번은 가야하잖아요. 최소. (연구자: 일주일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 수업이면 거의 10시에 끝나는데 그러면 애들은 너무 방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가고 싶은 곳이 매일 바뀌어.

미선의 삶은 빼곡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자녀를 양육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와중에도 미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 했다.

그녀가 공예작업실을 가지길 원하면서도 관련 분야로 공부를 하고 싶

어 하는 등 다방면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녀가 느끼는 예술강

사의 정체성이 예술가, 교육자,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 기획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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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연보>

[그림 Ⅳ-11] 미선이 직접 작성한 인생 연표

미선이 작성한 인생연보는 주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그것을 실제

공예 작품활동과 학교수업으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미선

은 연보의 길이를 아랫줄에 직접 연장하며 기다란 수평선을 남겨 놓았

다. 그 여백은 채우기보다 놓아두면서 그곳을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곳으로 남겨놓고 싶다고 했다. 연보와 함께 그녀의 삶을 다시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연보의 빈 공간을 채우는데 집중하는데 오

히려 멀어지게 했다. 처음 그녀는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에 관

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했지만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 때문에

직접 목공예를 배우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며 평생교육사와 같은

자격증을 따지 않는 다는 것을 지적하자 그것은 단지 작은 계기였다며

쾌활하게 웃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키워드는 ‘경험과 체험’이

었다. 미선에게 체험은 오히려 경험보다 더 직접적인 것인 반면 단편

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경험은 체험보다 깊이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삶 속에서 배운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이

들이 망치를 사용하는 법을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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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는 것, 그러면서 타인과 작업공간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 그 상

황 속에서 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은 학생들에게 체화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체험이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

요하다. 단순히 시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선은 학

생들이 상호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 배운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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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진의 이야기

1) 씨앗에서 움트기

가) ‘근자감’넘치던 문학소녀

정의진은 50대 중반으로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었고 대학에서 강의

를 한 경력이 있다. 그녀는 학창시절 자신을 문학소녀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활자중독인양 책 읽기를 좋아했다. 시험 보기 전날에도 교과목

과 상관없는 책들을 읽었고, 그 결과 의진의 고등학교 시절 성적은 좋

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창의성이라는 것이 생동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남들과 달리 특별하다는 것, 언젠가 소설가가 될 것이라고 믿

었다. 당시 그녀가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그녀의 말을 빌면 ‘근

자감’(정의진과의 인터뷰, 2019. 11. 4)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

교 1학년 때 담임선생과 어린 시절 책장에 꽂힌 위인전기속의 인물들

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나눠주는 데, 교탁에 와서 한명씩 나눠

주는데 “의진아 선생님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너는 더

할 수 있어. 너는 이런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

데 그 말이 ‘근자감’의 밑바탕에 깔려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의진의 성적이 안 좋음에도 꾸지람보다는 글을 잘 쓰고 재

미있게 쓴다는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선생님은 의진에게

문예창작과나 혹은 개그맨이 되라고 권하는 등 그녀안의 창의성을 알

아봐 주었다. 의진은 학창시절 선생님과의 경험을 회상하며 학생을 지

도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지는 특별함을 존중하고 무심코 던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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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에 책이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어린 시절 그녀의 집에 몇 안 되는

책들 중 위인전기들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전기 속에 있는 인물

들이 그녀의 친구가 되었고 롤 모델이 되었다. 특히 고독과 역경을 딛

고 그들의 창의성으로 세상을 바꾼 위인들의 이야기에 그녀 자신을 동

화시킬 수 있었다.

그 위인들을 지금 생각하면 베토벤이나 바하의 그 아빠가 엄청나게

혹독하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되게 어려운데 다락방에서 달빛에 악보

를 베끼고. 그들이 지나온 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독한데, 그 고독

을 홀로 이겨내서 뭔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결국 위인의 역사는 그래.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그게 나인 양 동일시 됐을까?

책을 좋아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학교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

다. 의진은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에는 실패했다. 혼란이

왔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그때

서야 퍼뜩 들었다. 모두가 대학에 가고 직장을 잡고 돈을 모아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절이라 주위의 걱정은 그녀를 더욱 부추겼

다. 그녀의 꿈은 철학자, 혹은 글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

면 그때는 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가가 된다는 꿈만 있었지

현실적으로 그 꿈을 실현해줄 현실적인 준비과정을 안내해줄 사람도

주위에 없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자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취

업을 했다가 돈 모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결국 어머니의

중재로 아는 분이 운영하던 간호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도 작가의 꿈을 포기하진 않았다. 그녀는 학원을 다니고 친척집에 머

물며 조카들을 돌봤다. 당시 작가지망생들이 많이 하는 필사도 해봤다.

그녀는 톨스토이와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책을 읽었는데 작가로서 여

러 인물들의 마음을 생생하게 서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만 압도되어 버렸다. 이런 생각은 행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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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되었다.

제가 길을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저는 도저히 저 사람이 무

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 하여튼 그게 너무 강렬

하게 왔어요. 난 할 수 없다. 내가 살면서 너무하나 확실히 깨달은 것

은 그때 그 순간 하나. 그 외에는 ‘아 이거 좀만 뭐 하면 할 수 있지 않

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나는 소설가는 할 수 없겠구나.

그녀는 소설가의 꿈을 포기하고 간호학원을 나와 간호조무사로 취직

했다. 일은 표면적으로 재밌게 했지만 내심 싫었다. 소설가의 꿈은 포

기했지만 여전히 자신안의 창의성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

가 만약 학창시절 미술이나 음악 등 창작과 관련한 어떤 강렬한 경험

이 있었다면 쉽게 새로운 ‘작가’의 길을 모색했을 텐데 그런 경험이 없

었다. 열정이 넘치고 재기발랄한 의진에게 꿈이 없어졌다는 것은 큰

고민이었다.

나) 그림을 그려보자, 미술을 배우기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시절 퇴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문득 저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서사를 표

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진이 타던 버스는 초상화 학원 앞을

지나다녔고 그곳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초상화 학원에 찾아가 그림을

배워보고자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너무 사실적인 재현에 급급한 그

림들을 보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편, 원장이 보여주던 팸플릿 맨 뒷

장에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하고 그 화가의 작업실에 찾아

가게 되었다. 그녀는 그 화가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다.

작가는 자신이 원래 제자를 받지 않지만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받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낯선 작업실에 가서 혼자 무언가를 배

운다는 것이 조금 두려웠다. 그녀는 이런 고민을 고등학교 단짝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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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털어놓자 친구는 자신이 아는 화가 언니를 소개시켜 주었다. 의

진은 1년 정도 화가의 작업실을 다니며 그림을 배웠다. 간호조무사 일

은 그만뒀고 집에서 나와 생활했기 때문에 신문을 돌리기와 같은 아르

바이트도 했다. 꿈을 찾기 위한 방황 아닌 방황과 가난은 젊은 그녀에

게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위의 시선은 방황하는 백수

였다.

나 혼자 작업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변하는 게 별로 없구나. 그

리고 주변사람들한테 나는 여전히 아직도 ‘할 일을 못 찾고 방황하는

아이’, 아직도 그저 ‘놀고 있는 백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서 아 나는 내가 정말 작업을 하려면 미대에 들어가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하게 돼요.

그녀는 입시 미술을 치루고 미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미대에 들어오

면 금방 예술가가 되고 내가 표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을 등록하려고 등록금을 들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돈을 들고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게 된 것은

20살 때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의 경험이 영향을 줬다. 마치 헬렌 켈

러가 설리번 선생의 인도로 물을 처음 느끼게 된 것처럼 그녀가 바다

에 들어가면서 피부로 느낀 세계를 직접 찾아가 보고 싶었다.

다) 인도여행을 통한 깨달음

마침 불교학과를 다니던 친구가 인도로 유학을 가 있었기에 친구도

만나고 여행을 할 겸 인도로 1년간 여행을 떠났다. 새 학기 등록을 하

러 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인도에서 그녀

가 만난 사람들과 세상은 그녀가 한국에서 살면서 보았던 피상적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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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는 많이 달랐다. 그동안 경험했던 삶의 군상들은 몇 종류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면 인도에서 만나 사람들 그리고 세계는 너무 다양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나 논리가 전혀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되고 뭐

그냥 1부터 10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어요.

20달러에 갓난아기를 파는 여자, 신들린 듯 연을 날리던 소년, 거리

에서 노숙하던 인도인 가족, 그리고 그곳을 오랫동안 여행한 다른 외

국인들을 통해서도 책으로만 보았던 피상적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느

꼈다. 삼지창을 들고 사두24)를 추종하던 영국여자, 학업스트레스로 말

을 못하게 된 타이완 남자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인도를 찾은 타국사

람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가 회상하기에 인도는 아직까지

신화가 살아있는 곳이었다. 인도여행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 의진의 말에 따르면 여행이라는 것이

단지 지나간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여행의 경험은 마치 생물처

럼 살아있는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경험과

융합되어 다양한 현실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휴가차 찾은 휴양지에서의 짧은 경험으로는 불가능하고 생각한다.

일주일 가가지고는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없어. 그 동네, 그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오래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멍 때리는 시

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멍을 때려야 다른 것이 보여. 내가 너무 바쁘

면 다른 것이 안보여. 그건 그냥.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

재미있고 뭔가를 발견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요즘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멍 때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녀가 예

술강사로서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이 얼마나 스케줄에 잠식되어가고 있

는지를 한탄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휴일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멍하

24) 사두(산스크리트어: )는 힌두교, 자이나교에서 수행 활동을 하는 고행자들의 총칭이
다. 얼굴에 분칠을 하고 다니며 주로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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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있거나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견딜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진은 그렇게 사유하고 새로움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당장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세상을 이해하는데 힘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체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전 작품에서는 드로잉 작품을 주로 그렸다면 이후에는 추상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에도 근거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진은 여행 중 남편을 만났고 여행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는 2000년에 결혼하게 되었다.

라) 미술교육과와 서양화과의 갈림길에서

의진은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미술과외를 많이 했다. 그녀

역시 미술과외를 통해 미술전문인의 길을 시작했기도 했고 간호 학원

을 다닐 시기에 조카들의 공부를 봐주는 등 소수의 인원을 지도하는

것과 인연은 깊다. 과외로 세 형제를 가르쳤는데 7살이었던 막내가 고

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 수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교육은 그녀에

게 답답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결국 사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머

니나 학생의 단기적인 목표에 한정되어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의진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많은 보람을 느꼈고 때론 희열까지 느

꼈다. 그녀는 스스로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사름들의 반응이 재미있

었다. 예술교육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처음에

는 대학원 전공으로 미술교육과를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예

술가의 길이 더 잘 어울린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작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고 2005년에 서양화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저희 신랑한테 나 미술교육, 교육대학원을 가야할 것 같아. 교육대학

원을 가고 싶어 그랬는데 신랑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티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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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했는데 무슨, 그럼 만날 학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 하는게

좋니? 정규직은 또 싫어하니까. 그래서 아 그러네. 그래도 방학이 있는

데 미쳤지. 지금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태클을 걸면서 약간 사그라지는

저의 열정에 불을 지펴가지고 신랑이 차라리 너 더 공부를 해 서양화

과를 가서 그래서 제가 그럴까? 그래서 다시 서양학과를 가게 됐죠.

꿈과 열정을 쫓아 예술가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 가족의 시선은

달갑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간호조무사로 있으면서 항상 다

른 것을 찾아 해매는 그녀를 나무라곤 했다. 다른 아가씨들처럼 돈 모

아 결혼하는 길을 가는 것과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못마땅해 했다. 하

지만 그녀가 생각하기에 꿈과 열정이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한다. 예술

가를 한다고 큰돈을 벌거나 특정한 직업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지

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열어준다고 믿는다. 그녀

가 자신의 주변인들을 둘러보더라도 그들이 계획했던 큰 그림대로 살

아가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지 않은가? 결국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들은 결국 비슷하지 않은가?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비교해서 너

무 쉽게 현실에 타협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 꽃 피우기

가) 인터넷이 검색창이 알려준 ‘예술로 먹고 살기’, 예술강사

의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며0 약 십년간 작품활동을 지속했

다. 2005년에는 서양화과 석사학위도 받으며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

었다. 그렇게 작가활동을 이어나가던 중 2013년에는 갑갑한 서울살이

에 염증을 느끼고 여수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렵던 시절 자주 찾던 도서관에 아이들을 상대로 미술강사를 뽑는 공

고를 보게 되었다. 도서관에서는 그녀에게 수업을 지도한 경력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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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녀는 개인교습을 10년 정도 지도했지만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

할 길은 없었다.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시작한 인터넷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강의를 녹화한 두 달이 그녀가 가진 미술교육에 대한 공

식적인 경력이었다.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어려워지자 그녀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작품 활동한 것 이외의 미술교육에 대한 사회

적인 경력을 그간 쌓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가 선생님 저는 그럼 경력이 여기서 써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경

력을 어디서 쌓나요?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게 너무 안타깝지만 어

쩔 수 없다고 결국 그래서 안됐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아 내

가 정말 사회적으로 보여 질만한 것이 전혀 없구나. 난 정말 공부하고

작업하고 이게 정말 다였구나.’ 그래서 되게 막막하고 그랬어요.

막막함에 인터넷 검색 창에 ‘예술로 먹고 살기’로 검색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사회 문화예술강사를 모집하는 사이트와

연결되었다. 그녀는 이때 ‘예술강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녀는 여수에 있는 복지관과 연결되어 노인대상의 사회문

화예술강사로 첫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

로 활동을 이어가다가 학교문화예술강사에도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예술강사는 ‘인생 일’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학부모교

에서 강사 제의를 받은 후 다시 서울로 상경하기까지 전남 지역을 중

심으로 활동하다가 점차 지역을 넓혀 충청과 경기지역에서도 수업을

시작했다.

나) 예술강사로서의 첫 걸음

의진은 처음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진 않았다. 노인대상 사회

문화예술강사가 첫 시작이었다. 학교 예술강사로 만난 학교는 전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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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다. 전체 학년 모두에게 디자인 공예수업을

시작했다.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맞춰주어야 했던

개인교습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할 수 있어 좋았

다. 그러나 막상 학생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것은 그들이 만드는 작품

의 완성도였다. 그때 당시 만해도 과정을 중시하기보다. 어떤 아이템이

멋진 결과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컸었다. 처음이었기 때

문에 다른 공예 강사에게 배우기도 했다. 당시 대학에서 드로잉 수업

을 시작했기 때문에 두 수업을 연관시켜 진행했다. 그녀가 느끼기에

대학 새내기들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미술사에 대한

지식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팝 아트(Pop Art)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먼저 앤디워홀과 같은 작가들에 대

해 설명하면서 팝아트를 은유적으로 느낄 수 있게 ‘팝콘’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팝콘은 가볍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팝아트의

성질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술사와 연동한 실기수업은

그녀가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담당 교사

역시 그녀의 수업 방식에 큰 제제를 하지 않기도 했다. 그녀에게 있어

서 학교에서의 첫 수업, 첫날에 대한 기억은 큰 인상은 없다. 이미 학

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해보기도 했고 별다를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에 예술강사로 만났던 노인과 학생 간에

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노인들은 일단 자신들이 나라에서 지원받

는 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감사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일

상적으로 교육 기회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예 수업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지는 자유롭게 반짝이는 생각

들을 보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다) 수업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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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진은 예술강사로서 학교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은 수업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학교라는 조직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펼칠 수 있게 해준다. 매년 배정된 학교에서 정해진 시수를 채

우고 나면 매년 재배치를 받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 특별히 외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제도적

으로 보장 되는 거 같다 왜냐면 방과 후가 아니다. 내가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내년에도 이 학교가 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게 아닌 거

예요. 그니까 저는 학교선생님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

고 학교선생님들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은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강사 아닌가요?

수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수업을 가능하

게 해주기도 했다. 의진은 처음 3년간 공예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너리즘을 느끼기도 했다. 매해 같은 커리큘럼을 반복함을 통해서 새

로움보다는 공예가 가지는 기능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동료 예술강사와의 교류, 연수 프로그램 참여, 개인적인 독

서와 연구를 통해 유연하게 수업을 변형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결국 의진은 학교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부정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제공하는 적당한 친절함과 간

섭하지 않는 태도가 그녀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창의성을 방해하

지 않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라) 수업 결과물에 대한 단상

그녀가 주로 일하는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가을쯤이 되면 학예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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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사를 열고 학생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각종 전시를 연다. 의진

은 이 때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했는지 쭉 돌아보곤 하는데 항

상 느끼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다른 예술강사나, 특히 방과 후

강사들의 결과물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거의 반제품에 가까울 정

도로 준비가 잘되어있는 재료들과 작품의 제작 방식도 정형화되어있

다. 결과물들이 보이기에 완성도가 높은 반면 획일적이게 보이는 부분

이 있다. 아이들이 완성도 있어 보이는 작품을 스스로 제작하는 것은

아이들이 만족감을 느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굳이

‘예술’강사로서 반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조금 작품이 엉성해 보일지라도 학생들이 마음

껏 자신들의 상상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더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의진이 수업을 하는 것은 공예지만 예술강사의 수업은 단순한

공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 담기는 교육목표가 무엇이냐에 따

라서 아이들은 주제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또한 예술강사의 수업은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제가 생각 할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모두가 똑같을

수 있다.’ ‘만들어 지는 것은 하지만 거기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서 완전

히 차원이 다른 수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거기에 각자의 교육목표가 다 다른 거죠.

3) 풍파 견디기

가) 선생님들의 지나친 통제, “선생님께 ‘사랑합니다’ 해야지”

의진이 지난 약 6년간 여러 학교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학급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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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다.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

고 기관에 의진에 대한 칭찬전화까지 주고 싶다고 할 정도의 교사도

있었다. 그녀가 예술강사로서 느끼기에 지나치게 학급을 통제하는 담

임선생님들을 볼 때면 난감함을 금치 못한다. 교사의 통제가 심할수록

아이들의 생각도 통제된다. 그녀가 만난 한 교사는 모든 것을 점수화

하고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보상했다. 예를 들어, 1모둠이 떠들면 1모

둠은 수업과 관련한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하는 식이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지나친 통제는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방해한다. 학생들은 예술수업 중에 자신들의 생각

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는데 모든 것을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기본

적인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수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표

현도 마찬가지다. 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의진이 수업을 마칠 때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

다. 같이 수업에 참여해주는 선생님은 자신의 활동을 인정해준다는 면

에서 강사로서도 고맙고 반가운 일이다. 한편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학

생들의 표현방식을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은 자제해줬으면 하는 심정이다.

막 뭔가 이제 쫑쫑 그려 애들. 근데 애들은 되게 작게 그리는 애도

있어요. 그럼 나는 괜찮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지나가면서 다니면서 ‘얘

들아 크게 잘 보이게 그려야지’. 나 그것도 싫어해. 그냥 담임선생님의

협조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들을 지지해 주거나, ‘어머, 너

무 잘했다’거나. 거기까지만 해주거나.

예술강사의 수업에 협력교사로서 관여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다른

학생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나 활동에 대한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개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

상 학생들의 솔직한 반응이나 자신의 수업의 흐름에 대한 지나친 개입

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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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술가가 참여하는 수업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

의진이 예술강사로 활동한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공예강사로서 수

업의 목표가 하나의 물체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데서 오는 매너리즘

을 느꼈다. 예를 들어 ‘컵 받침 만들기와 같은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필요할까? 직접 사는 것이 낫지 않나? 학생들이 컵 받침 만들기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당시 진흥원에

서 하는 공예 관련 연수도 쪽 염색과 같은 학부 때 배운 실기수업을

연상시키는 것들이 많았다. ‘이런 수업들이 왜 필요하지? 요즘에는

'YouTube'와 같은 매체에서 다 배울 수 있지 않은가? 다 어차피 다

전공자들이지 않은가?’ 의진은 조금만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배운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았다.

뭘 만들지? 내가 왜 이 컵을 만들어야 되지? 누구나 학교 다닐 때

작업할 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만날 크리틱(critique) 하잖아요. 교수

들 “왜 했어? 왜 했냐고?” 매일 우리를 막 고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고요.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

업을 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한 거였어요.

학생들에게 수업 활동을 제시할 때 어떤 이유를 가져다 붙여야 할

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잘 참여할지에 대한 고민은 확장되어 공

예 예술강사로서 수업진행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고민에 사로 잡혔다.

‘다른 교과 외 공예 수업과의 차별 점은 무엇인가?’ 예술수업의 결과물

의 디테일, 표면적인 완성도가 떨어져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

엇일까? 정말 ‘일자리 창출’정책밖에 되진 않는 것인가? 의진의 고민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서 있었던 한 연수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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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수를 통해 깨닫기,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의진이 예술강사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아르떼

연수는 2015년 있었던 해외에서 예술강사 수업팀이 들어와 수업을 하

는 연수였는데 의진이 들은 팀은 영국에서 온 PYE(Partners for

Youth Empowerment)25)라는 팀이었다. 3박 4일 진행된 파이는 연수

중 강사들에게 모든 사람은 모두 예술가이며 예술적 생각을 가지고 있

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개인이 가지고

창의성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예술작품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체활동과 글쓰기를 활용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예를 들

어 미술뿐만 아니라 예술의 다양한 장르들인 무용, 음악, 연극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주제에 대해 탐색하게 되어 풍부

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동기유발 방법들이었다. 의진이 연수

중에 체험했던 한 가지 활동은 ‘내 안의 창의성 찾기’였다. 강사는 명

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다.

25) PYE는 미국 청소년역량강화센터(Partners for Youth Empowerment)의 약자다. 의진

이 참여한 워크숍은 2014년 예술강사를 위한 아르떼 연수로,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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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의진이 가지고 있는 PYE책, 
<Catch the Fire>.

창의성이라는 말은 추상적인데 자기 안의 창의성을 어떻게 알죠? 그

게 모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에요. (중략) 어떻게 하냐면 심

호흡을 하고 눈을 감아요. 그러면 그 강사가 내레이션으로 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내레이션대로 그냥 따라오면 돼요 눈을 감

고 근데 그 내레이션이 이거에요 지금 우리 심호흡을 하고 길을 떠나

요. 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이 한 번 손잡이가 있나요? 그렇

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에요. 손잡이? 그럼 이제 손잡이가 문이 단단한 걸 만져보세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열고 가니까 숲길이 있네요?　숲길에 뭐가 떨어져있네요

뭘까요 막 이렇게 막 다시 문을 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기

전에 뒤를 돌아보세요. 거기 내 테니스 창의성이 찾으셨나요? 발견하셨

나요? 발견하셨다면 그걸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에요. 다 예술강사가 기획자들이 이 프로그램 연수에 참여했는데 서

른 명이 넘거든요? 눈을 딱 뜨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도화지에다 그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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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창의성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이론

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창의성을 시각화시킬 수 있었다. 이 그룹의 연수를 듣고 난후 의진은

새삼 강사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전략적이고 세심하고 또 다양하게 동

기유발을 해야 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동기유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준 강연은 2014년

에릭 부스(Eric Booth)가 진행한 강연에서였다. 부스는 예술강사들에게

수업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할 부분을 동기유발이라고 말했다. 그리

고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진행한 수업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서도 단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동기유발 방식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됐다.

4) 열매 맺기

가) 동기유발의 중요성을 느끼다.

의진이 생각하는 예술강사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찾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학

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의진은

지금도 동기유발 과정이 없이 아무렇게나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는 말을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

은 더욱더 혼란스러워 진다. 수업 주제를 제시했을 때 정말 자기가 무

엇인가를 좋아하고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곧바로 가지는 학생들이

몇이나 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수업을 구성할 때 동기유발을 하는 시

간을 오래 배정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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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최소한의 망은 쳐줬어 이 정도느낌?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망

을 여는 처음부터 바다에 무조건 풀기보단 왜 우리도 돌고래 풀어줄

때 사회화를 시켜주잖아요. 교육도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막 무작정

네가 좋아하는 걸 그려봐 이거야 말로 우리도 해봤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너 마음대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기준들을 단계별로 제시

를 해줄 때 이 아이가 정말 나중에 만개 하게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라는 것들도 아이들한테도 항상 꼭 큰 꿈 일 필요는 없고 꿈이 뭐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동기유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기유발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연수에 참

여하면서 부터다. 오래전부터 예술강사 연수에 참여하면서 주로 공예,

디자인 분야의 수업에만 관심을 주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연극, 사진,

창의성이나 예술전반에 대한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공

예나 디자인 분야의 수업을 들었지만 전공자인 자신과 다른 예술강사

들에게 실기적인 부분의 연수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용이나 연극과 같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통합적

이면서 실용적인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서 의진은 그것을

즐겁게 생각한다.

내가 연수 선택할 때 그 전에는 공예 관련된 연수? 뭐가 없을까?　그런데

이렇게 딱 집어서 공예에 대한 어떤 전공에 대한 연수는 나한테는 별로 없

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냥 듣고 싶거나 뭐 연극이나 무용이나 이런 쪽에 연수를 많이 들었던 것 같

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연

수를 받는 게 뭔가 딱 하나 맞으면 그걸 그대로 와서 똑같이 재연할 수 있

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업이라는 게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내 전공과 어울

리는 어떤 영감을 풍부하게 더 많이 받는 것도 전공이 다를수록 그래서 그

런 걸 많이 듣게 되고 응용하게 되고 아이들하고 작업하기 전에는 그거랑

연계된 어떤 게임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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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진은 자신이 배운 것을 초등학교 공예수업에 실제로 적용했고 좋

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상상의 동물 만들기라는 주제였는데 아이들에

게 여러 가지 동물에 관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게임을 만들어 놀게 하

며 학생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수업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생

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 대상 이해의 중요성: 중학생들에게 낯선 신체 표현 활동

그녀가 PYE의 연수를 듣고 한창 감명을 받았을 시기에 연수에 참여

하면서 뜻을 모은 연극강사 둘, 공예강사 둘, 그리고 창의적 아동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센터장까지 5명이 합세하여 PYE의 영어원서를 같이

읽기로 스터디 그룹을 조직했다.

스터디 그룹을 1년 정도 지속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산업교육진흥

원의 프로그램 공모전에 응모하기로 결정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맞추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 어려워 중간에 이탈자도 생겼지만

프로그램 공모에 뽑혔다. 선정된 8개의 팀과 함께 학교장들에게 선보

이는 부스를 꾸며 전시를 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의진의 부스에

는 그다지 많은 학교들이 와서 보진 않았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프로

그램을 작품이나 결과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무형의 예술적 체험을

강조하는 의진의 팀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

로 네 곳의 중학교가 뽑혀 수업을 하게 되었다.

한 학교당 6개월 동안 주 1회 수업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했다. 그

러나 생각 외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를 이용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예술수업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 현장을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우리는 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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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비된 학생 성인이었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획기적이었는데 그런데 중학

생들한테는 이게 너무 너무 너무 싫었던 것도 있었던 거야. 얘들아 손을 잡

고 같이 노래 부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넣었는데 남녀공학인데 (애들

은)웬 손?　웬 노래?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비협조적

이었다. 의진이 생각하기에 사춘기 청소년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참여

하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거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조차 발

생하자 활동을 조금씩 응용하거나 빼기도 하면서 조율했다.

또한 학생들은 예술강사들에게 무례한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성적

인 단어나 거친 언사를 하는 부분은 예술강사들이 교실 분위기를 환기

시키고 정상적인 수업을 유도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결국 이 그룹

은 와해되어 버리고 만다.

그런데 각자 짝을 해서 하는 걸 너무 어색해 하고 그러니까... 이 중학생들

이 그렇대요. 사춘기 때는. 우리 조카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때 (조카에

게 그런 활동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으억, 그거 진짜 싫어해. 그런 거 짱 싫

어해”. (중략)그게 애들의 특성인가 봐요.

그녀가 초등학생 위주의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중학생의 정

서적, 신체적인 민감성을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다시금 느낀다. 짝

끼리 서로의 동작을 따라하는 미러링,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기,

신체 조각 만들기와 같은 활동들을 어색해했다. 의진은 학생들의 발달

과정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특

히 예술과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과 교육적 함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다) 예술강사의 특별함: 네가 그리고 싶은 것을 같이 찾아가자

그녀는 예술강사로서 자신의 수업이 기타 교과 외 수업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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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예 강사들과의 수업과 차별화 되어야 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은 그녀가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치는 방법과도 유사하다. 그녀는

종종 누군가 떨어트린 작은 유실물을 주워와 병에 담아놓는다. [그림

Ⅳ-13] 이런 무엇인가의 파편일수도 있는 작은 조각들은 그녀의 상상

으로 재구성되며 작품으로 승화된다. 종래에 부여된 의미들이 그녀의

해석에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간판과 포장지에 새겨진

의미들들 해체시키고 언어를 파편화시키는 설치 작업을 주로 작업했

다.

의진은 자신의 학생들도 주어진 재료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

다는 세상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은 교과 외 강사가 내놓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은 줄곧 교사의 시선을 사로잡고 학생들에게 뿌듯

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관된 결과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며

제작 과정과 그 속에 담겨있는 공예적 의미에 대한 탐구, 그리고 개성

의 표출을 억제한다. 즉, 학생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술가와 함께하는 수업이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녀가 진행하는 수업은 샘플이 없다. 학생들에

게 샘플을 보여주는 것은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학생들에게는 주어진 재료와 커다란 주제만 있고 학생들이 스스

로 생각해서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들을 찾아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진은 학생들에게 작품 제작에 앞서 흥미를 불러일으

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한다. 미리 기준과 목표를 정해놓는

다면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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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작품을 위해 의진이 길에서 
수집한 유실물들

지금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랄까 눈에 보이는 기준

이 없다고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

준들이 꼭 우리를 길을 잘 가게 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준이

있잖아요. ‘너 좋은 대학 나와 가지고 졸업하고 뭐 해야지’하지만 인생은 그

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니까 우리 청춘들이 지금 방황하잖아요.

의진이 예술강사로서 적응했다라고 느끼는 최적의 상태는 ‘그냥 아

무 생각 없이 매일 하던 걸 안할 때’다. 수업현장을 공유하는 학생과

강사 모두 새로운 것을 고민할 때 인간스러움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학생들은 예술강사의 수업을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탐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

는 것이 자신이 예술강사로서 펼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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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연보>

[그림 Ⅳ-14] 의진의 인생연보

의진과의 인생연보는 다섯 번째 인터뷰에서 작성했다. 면담이 오랫

동안 이어지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 정확한 년도가 혼돈스럽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연보를 보고 면담중간 인과관계

를 확인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의진은 연보를 보면서

잠시 희미해졌던 이야기들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다른 연구참여자

들과 다른 그녀의 특징들은 예술강사로 구성되는 삶의 흐름이 반드시

학업과 새로운 직업으로의 이행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미대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야기, 인도여행, 미술과외, 대학 강의, 사회

문화예술강사에서 학교문화예술강사로의 이행, PYE 연수로 볼 수 있

었다. 내러티브탐구 방법에서 정확한 년도 보다는 사건의 인과관계나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되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본디 해석학적 순환을 기반을 둔 질적연구에서는 단순

히 삶을 선형적으로 보지 않고 다시 재구성하는 전환을 중요하게 여기

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대주제들은 다시 말하고 살고 다시 말하고

다시 살아가기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

에 일어났던 것들을 말하면서 학교 예술강사로서의 삶에 어떻게 적용

해나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알고 싶은 부분을 탐구해나가고 있었다. 연구자가 느끼기에 배

우기(미대 진학, 인도여행, 연수듣기), 배운 것을 실행하기(작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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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대학강사, 미술과외, 학교 예술강사 되기)가 일정부분 번갈아 가

면서 나타나면서도 또한 일부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앎의

실행은 다시 새로운 배움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미대에 진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앎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낯선 땅으로 여행을 가거나 연

극이나 무용과 같은 분야의 연수를 과감하게 듣고 새로운 학습공동체

를 만드는 일들이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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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해석 및 논의

연구참여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예술강사 되어가기의

흐름으로서 3차원적 탐구공간에서 해석되어질 다섯 가지 하위주제로

분류했다. 진입경험, 학교에서의 삶, 고용과 노동, 전문성 신장, 그리고

상기 명시된 상황들을 거치면서 다시 순환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명한다. 예술강사들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자신을 되돌아

보고 새롭게 학습하고 다른 예술강사, 사회와 소통하고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예술강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해석함으로서 예술강사들이 예술가와 교육

자의 통합적 정체성인 ‘의미 만들기’를 통해 극복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극복을 정체성 이론(Marcia, 1980, 1988)의 틀에서 해석

했고 위계적으로 입직, 저차원적 수행, 통합적 수행, 즉 성취의 단계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다.

1. 학교 예술강사들의 예술강사 되어가기의 흐름과

의미

예술강사의 학교 내의 삶은 시간적으로 그들의 성장배경, 이전 직업

경험, 그리고 예술강사가 되기까지의 입직경험, 그리고 학교 내에서 활

동 중 학교 밖 장소에서 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

해 구성됐다. 자료수집 이전의 경험, 그리고 자료수집 당시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정체성을 구성했고 필시 연구가 종료된 지금 이 순간

에도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연구자가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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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가지는 예술강사로서의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

리는 강물이 흘러가는 흐름과 속도를 읽으며 강물을 구성하는 물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에 대해서 나름 근거 있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네 명에 불과한 연구참여자의 이야기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지 않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가 입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 장소

성, 시간성, 사회성에 입각하여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것은 양적연구의

목적인 일반화와 예측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그동안 학교에서 주변화

되어 주체적 존재로 여기지지 않았으며, 학교와 사회에서 예술가도 교

사도 아닌 회색지대에 속했던 예술강사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

하며 본고를 읽는 독자들에게 공명(共鳴)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연구자는 약 6회 이상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예술강사들의 이야기를 시간적 흐

름에 맞춰 재구성했다. 각각의 이야기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다른 삶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탐구 공간인 시간성, 공산성, 상호

작용성에 입각하여 구성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시

간, 공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각각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흘러오거

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

거(1927)는 인간을 현존재(Dasein), 즉 ‘거기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독

립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존

재하는 존재로 보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삶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연구참여자, 그 이야기를 분석하는 연구자 모두 외부세계에서 받

은 영향에서 분리되어 해석할 수 없다. 여기서 외부세계를 우리는 시

간, 장소, 사회적 상호작용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내

러티브들 간의 비교를 위해서 사회성, 시간성, 장소성에 입각해 표를

작성했다. 마지막 ‘키워드‘ 항목은 연구자가 해당 상황을 통틀어 대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단어로서 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는지에

대한 작동기제(mechanism)라고 판단한 것을 포함했다. 표를 통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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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연구참여자간 벌어졌던 상황의 유사함과 차이점을 강조함으로

서 각각의 상황에 벌어졌던 내러티브를 한눈에 분석하기 위해 필요했

는데 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각 속성을 분절적으로 해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소의 특징이 살아난 하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

인한다.26)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꽃에 비유했다. 연구자는 은유

를 통해 씨앗에서 움터 다시 열매 혹은 씨앗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

징적으로 드러내 독자들이 상황을 즉각적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예컨

대 연구참여자들이 매년 혹은 매 학기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을 하고

수업을 구성하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풍파에 당당하게 맞서는 들꽃 같

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1)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소중히 키워낸 열매 - 진입경험에 대

한 고찰

연구참여자들이 예술강사직에 진입하게 된 시간적 배경은 2014년과

2016년으로 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새로운 곳에 이주

하여 새 직업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대학교, 가정, 학원, 공방에서 각자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채널로 이미 ‘가르치기’와 만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각예술분야를 전공하고 전문가로 활동하면

서도 학원과 같은 사설 교육기관이나 과외활동을 통해 가르쳤던 경험

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활동과 교육활동을 함께 유지하거나 통합할 수

26) 예컨대, 장소 중 하나인 ‘가정’에 대한 내러티브를 장소성, 시간성, 사회성으로 분류한
다고 하면, 가정에 대한 장소가 시간과 사회성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
다. 혹 조선시대의 가정, 현대의 가정을 비교해서 분석하고자 한다면 장소와 시간과 사
회성을 분리시켜 논지하기 힘들다. 즉 가정이라는 장소에 대한 장소성을 강조하는 것은 
별개의 요소로 여겨지는 시간과 사회성에 대한 요소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사회성, 장소성, 시간성을 분리해서 표로작성시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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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이름

사회성
장소성 시간성 키워드

내적상황 외적상황

김주희

패션에 관심이
있었지만 막상
예술을 업으로

삼는데 부담을 느낌.
여전히 패션에
관심이 있음. 학원
일을 통해 가르치는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됨

통계학 전공 중
수학 학원 강사.
패션디자인과로전
과 후 수련관

강사

대학교
, 학원,
수련관

2016년
,

대학졸
업반30
대

현실의
벽,
예술과
교육에
관심

강혜정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던 와중
미술학원 일을

시작하며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됨

미술학원 운영 중
지인의 권유로
시작함

가정,
학원

2014년
,

40대,
미술학
원운영
중

결혼으
로

학업이
끊김,
교육에
흥미,
안정감
추구

진미선

결혼과 출산으로
디자이너 일을
그만둔 후 자녀의
장난감을 계기로
목공에 관심을

가지게 됨,.목공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김

목공방 운영 중
동료의 권유로
학교에 출강하기

시작함

가정,
대학,
공방

2016년
,

목공방
활동
중

우연함
,

교육에
대한
흥미,
안정감
추구

정의진

전업작가와
대학강사일을 통해
예술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함.
현실적인 문제로
예술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됨

.
인터넷검색을

통해
예술강사에대해알

게 됨

서울에
서여수
로
이주,
가정

2014년
, 40대
후반

우연함
,

교육에
흥미,
안정감
추구

[표 Ⅴ-1] 연구참여자별 진입경험에 대한 고찰

있는 직업을 갖고자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내적 상황은 예술강사직

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때 수락하는 외적 상황에 영향을 준다. 또 적

극적으로 예술강사로 살아가는 방향을 탐색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

다. 한편, 사설학원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택한 데에는 예술강사

직이 가져다주는 직업적 안정성에 기인했다고 연구참여자들은 진술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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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예술강사들의 삶은 그 이전 삶을 통해 맺어진 열매들

이었다. 교육적 배경, 가정, 사회·경제적 배경은 ‘내적상황’으로 이해되

었고 새로운 외적상황을 연결되어 예술강사들이 진입경험에 있어 영향

을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교육기관을 거치면서 예술교육자로서의 꿈

을 꾸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학교나 대학에서 교육 받던 시절에

예술가가 학교에 가르치러 오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

나 연구참여자들은 예술에 흥미가 있었음에도 시각예술 전문가를 꿈꾸

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시각예술분야에 흥미가 있었지만 예술을 지

망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진학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예체능 반

학생들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날라리’학생들 같았다거나 미

술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해보였던 것이 그

이유였다. 분명 자기 안에 창의성이 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도해주는 어른들이 주위에 없어서이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당시 예술보다 ‘성실해보이고 보장되어 보이는’ 전공들 -

지구과학, 간호학, 통계학 등 예술과 거리가 먼 학문을 공부했다. 한편,

현실적인 상황들이 그들이 품은 예술에 대한 열망을 꺽진 못했다. 연

구참여자들은 대학 신입생 생활을 겪거나 관련 직업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안가 예술전공으로 바꾸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경치를 보면 저걸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아 미대를 다시 가야하겠다’ 그

랬죠.

(혜정, 첫 번째 인터뷰)

제가 어느 날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을 본거에요 저녁에 저도 막

피곤하죠. 사람들 표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느낀 거예요. 아 저기서

표현해야겠다. 거기서 난 예술을 본거에요. [중략] 그 버스가 루트가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버스 정류장이 밖을 보면 한 군데에 초상화 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의진, 두 번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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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예술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외적 갈등을 겪었

는지 인터뷰를 반복할수록 뚜렷해지기도 했다. 상당 수 연구 참여자들

이 밝히기 부담스러워 하는 사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서 협의 후 연구결

과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현실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출발점의 모습은 비슷했다. 혜정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쥬얼리

디자이너로 일했고 일을 그만둔 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해 순수 예술가

의 꿈도 꾸었다. 의진은 누구보다 예술활동에 대한 열망이 컸다. 그녀

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직업을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예술가가

되기 위해 미대에 진학한 경우다. 미선 역시 아이를 출산하기 이전에

는 인테리어 회사의 디자이너였고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목공에 대한

뜻이 있던 것이 아니었다. 주희는 통계학과에 진학했지만 우연히 들은

패션디자인 수업에 흥미를 느끼며 온라인으로 빈티지 의류를 리폼해

판매하는 일을 해보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다. 흥미와 적성을

뒤늦게 깨달은 연구차여자들이 예술전공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예술가나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예술교육자로서의 길

로 진입하게 된 과정에서 연구자는 몇 가지 유사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사전 경험이 있어

서 자신감과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술활동이나

주부로서 가정생활과 양립 가능한 경제활동을 찾다보니 일에 대한 안

정감을 추구했다는 부분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가르치는 일에 몸담아 본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일

에 자신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시각예술분야의 전공을 통해 졸업

후 디자이너, 전업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업무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인 예술전문분야

에서의 활동을 포기할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참여자

들이 선택한 일은 ‘예술을 가르치는 일’ 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원

이나 개인 교습형태로 가르치는 일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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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공예를 전공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가장 접근하기 쉬

웠던 일이 미술교육이었다고 회상한다. ‘2020년 교육통계연보’(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를 보면 전국에 개설된 예능(Art)사설학원은

20,040개로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 숫자인 41,555개 다음으로 많았다.

예술 전공자들은 다른 경영, 공학과 같은 다른 전공자들보다 교육관련

직을 제1, 제2 직업으로 가질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또한 예능학

원의 형태는 아니지만 개인과외, 공예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

최하는 수업 등,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수업은 더 많을 것이다.

주희는 수학 학원 일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패션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자신이 남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의진은 두 명의 학생을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는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자녀를 양육한 경험역시 ‘가르치기’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 미선은 자녀를 키우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교육에 대한 흥미

가 일어나게 됐고 특히 목공 장난감을 제작하고 조작하는 일을 자녀들

에게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서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는 것을 통해 교육

적 발달이 이뤄진다고 느꼈다.

예술강사일이 일정 수준의 급여, 고용에 대한 보장은 연구참여자들

이 예술 강사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중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알았어요.‘ 예술강사는 무엇인가요?’ [라고 동

료 강사 선생님에게 물었는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페이도 많고, 3

대 보험도 들어준대요. 그런데 시험도 보고 뭐도 해야 된대, 뭐 자격증

도 있으면 좋대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검색, 등록한 거

예요.

(미선, 다섯 번째 인터뷰)

예술강사직은 예술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점, 그리

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일이란 측면에서 매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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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있었다. 특히 혜정은 매달 학생들 모집과 학원 운영에 대해서 크

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으로 여겨졌다. 사설 학원의 경우 수

업이외에도 학생 모집이나 학원 관리와 같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이 유행같이 미술

대신 영어나 다른 학원에 보낼 때면 미술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가들, 그

리고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예술전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사

업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매해 학교배치를 신경

쓰는 입장에서 예술강사직이 가져다주는 안정성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사실 의진이 예술강사에 대해 알게 해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예술로

먹고살기’는 언제나 예술가들이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교육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일이 가져다주는 안정성과 별개

로 학교 예술강사라는 직종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대부분 우연에 의해

서였다. 네 명 연구참여자들 중 세 명은 예술강사직의 존재를 다른 사

람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고, 한 참여자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혜정은 미술학원을 운영했을 때 알게 된 친구의 추천을 받았

고 주희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 할때의 인연으로 근처 고등학교 수업

을 맡았다. 미선 또한 목공 수업을 같이 듣던 동료의 일을 대신 맡음

으로서 학교 예술강사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의진의 경우 주변의 소

개를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된 것과 달리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게 되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것을 무작위 추첨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완전한 우연이라고 연구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이 수많은 정

보들 중 그 중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채택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이

가진 목적에 달렸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우리는 유의미이라는 측면

에서 존재자를 인지하고 의미를 만들어간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목수에

게 있어 망치는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지니고 못을 박겠다는 실현되

지 못한 가능성에 관련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오용득, 2005,

p.2005). 실제적인 목적연관성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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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국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에 대한 사유로 이행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삶을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

은 정보와 지식들 중, 하필 예술강사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

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우연한 선택’도

필연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예술강사직이 잠

정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단순히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적 의미에

머물렀을까? 만약 처음 예술강사직을 수행했던 상태가 비록 매슬로

(Maslow, 1943) 욕구의 위계 (hierarchy of needs)에서 저차원적 단계

인 결핍 욕구27) 충족 수준이라도 더 높은 수준의 자아실현 상태로 이

행될 수 있었을까? 연구자는 동기 수준이 충족이 되면 점진적으로 높

은 수준으로 향상(Maslow, 1943)된다고 생각한다. 충족을 넘어 마샤

(Marcia, 1980)는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위기(crisis)의 극복을 헌신을

이룩할 수 있는 단초로 본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내 삶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통해 예술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하게

되었고 위기를 해결하고 정체성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고자 했다.

2) 들판에서 느끼는 자유 혹은 소외 - 학교에서의 삶

예술강사들은 학교생활에서 종종 자유 혹은 소외라는 양가감정을 가

진다. 학교 예술강사는 종종 학교라 사회 속에서 주변인으로 머무른다.

제도적으로 예술강사들은 매해 새롭게 학교 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배치 받은 학교에 정해진 날, 일정 시간만 출강한다. 학교에

상근하며 특정교과목을 담당하거나 담임을 맡는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외부인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른바 주지교과목이 아닌

예술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주변화 된다. 연구참여자들과 중간연구

27)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자존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

다. 결핍 욕구 위에는 성장 욕구가 있는데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

구가 포함된다(Maslow,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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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이름

사회성
장소성 시간성 키워드

내적상황 외적상황

김주희

학교 디자인
수업이 중요함.
수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쁨,
한편 때론 소외감

느낌

협력교사의 배려
학생들의 관심과
예의없음 견디기,
수업 자체엔 관심
없는 학교당국

학교
2016년
-

2018년

협력교
사의
배려,
학교의
무관심,
학생의
무례함

강혜정
예술강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교사의 태도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달라짐

학교
2016년
-

2018년

교사의
태도,
학생의
관심

진미선

적은 시수와
자원으로 수업하는
것이 어려움,
내 것이 없다는

기분.

재배치되기,
비주류로 학교에
존재하기

학교
2016년
-

2018년

자원
부족,
소외감,
비주류

정의진

무관심이 오히려
예술강사의전
문성을 믿어주는
것 같음. 지나친
통제가 부담스러움

교사의
학급통제의 유무,
자유롭게
수업하기

학교
2016년
-

2018년

교사의
통제,
수업의
자유

[표 Ⅴ-2] 연구참여자별 학교내 관심에 대한 고찰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얻어진 이야기들은 주로 학교당국 및 협력교사와

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자신들의 수업을 어떻게 다른 교과 외 수업

과 차별화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었다. [표 Ⅴ-2]은 연구참여자별

학교 내 관심에 대한 사회성, 장소성, 시간성을 정리한 것인데, 연구참여

자 모두가 무관심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통제가

없다는 부분에서 수업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유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

나 네 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예술강사로서 존중받았을 때 좋은 수업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학교 관계자는 협

력교사나 부장교사처럼 직접적으로 예술강사들을 만나고 수업에 대해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다. 예술강사들은 학교 예술강사로서 활동을 시

작하면서 협력교사들에게 유무형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목공 수업을

하는 미선은 발도르프식 교육방침을 따르는 한 혁신초등학교에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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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일을 시작했다. 그때 만났던 문화예술교육부분을 총괄했던 담당

부장교사를 아직도 좋게 기억하고 있다. 선발시 면접을 담당했던 이

교사는 미선이 처음으로 발도르프식 수업을 할 수 있게 관련 서적을

추천해주었고, 학생들의 학년별 특징에 맞는 수업안 구성에도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학생을 도와주는 인력들이 따로 배치되어있어 도

구를 사용하는 목공수업임에도 안전도 보장받았다고 생각했다. 협력교

사로부터 받았던 지원들 중 무엇보다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던 것은 다

른 수업참관 후 받은 피드백이었다.

맨 처음에는 [교실에 예술강사가] 2명씩 들어갔어요. 왜 두 명씩 들어갔냐

면 내가 잘하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서 날 알려달라고.

그래서 두 명씩 들어가고 협력교사라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있을 거 아

니에요. 담임선생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도 특수학교 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반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있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

에 배치되는 도우미들이 몇 명씩 있어서 선생님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저는

좋죠. 같이 안전한 상태에서 했던 거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부담은 돼. 그

래도 내 교육을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알거 아니에요. 부담

은 되는데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미선, 두 번째 인터뷰)

교사와 동료 예술강사의 피드백을 통한 협력 혹은 비공식적인 장학

은 예술강사가 신입 교수자로 직면하는 여러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

다.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수업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한 예

술강사들은 학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기술과 지원을 이용하여

강사 개인의 혁신적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임재광,

2012, p. 300).

혜정과 학교 교사들이 예술강사의 수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 만으로

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주희는 협력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학교 설비를 제공해주거나 재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실

습위주인 예술강사 수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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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와 초등교사간의 협력을 다룬 선행 연구(임재광, 2012)에서도

많은 예술강사들은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 교사의 태도에서

찾고 있었다.28) 그나마 학교 정규수업으로 편입된 경우 교사의 협력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동아리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같이 예술

강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 일은 상대적으

로 드물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들이 느끼기에 예술강사들이 수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수업목표, 설계와 실행에 있어 자유를 보장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도달해야 하는 기대수준이 희미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술강사들의

수업은 비교적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예

술강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만 신규 강사나 학교에서 어려움

을 겪는 강사들의 수행을 교육적 관심 밖으로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

혜정은 학교가 자신들에게 낮은 기대감만을 품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

면 자신의 수업이 그저 ‘시간 때우기’식 수업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닐

까란 걱정이 들었다. 미선과 주희는 특히 입시에 쫓기는 고등학교 수

업을 진행할 때면 이런 부분을 더 크게 느낀다. 학교시험기간이나 행

사가 있을 때면 가장 수업시수를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예술강사의 수

업이었다. 정해진 수업을 오로지 펼치지 못하는 상황은 예술강사의 자

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저해됨과 연결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수혜자

인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한편, 예술강사의 수업구성과 실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예술강

사의 역량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독려하는 측면도 있었다. 의진

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서 오

히려 배려를 느끼고 있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갈 수 있

기 때문에 재계약과 관련하여 학교 눈치를 볼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28) 그러나 연구자는 예술강사의 성공적인 학교에서의 적응을 모두 협력교사에게로 전가하
는 입장은 아니다. 교육에서의 협력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들(Tulbert, 2000; 
Burnaford, 2003; Brown, 2004; Horowitz, 2005; 임재광, 2012 재인용)에서는 제도
적인 지원, 전문적인 지식, 상호이해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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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꼈다. 또한 자신이 계획한 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일단은 제가 학교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대

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없어요. 전 아직까지 문제도 없고 선생님들도 존

중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 맘대로 하니까 내용적인 것에 대해

터치를 전혀 안하시거든요.

(의진, 첫 번째 인터뷰)

소외나 무관심이 아닌 배려와 자유의 차원에서의 예술강사의 학교내

존재는 민주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예술강사

가 시행하는 교육의 질 자체는 상당부분 예술강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저서 ‘범인과 초인(Man & Superman, 1903)’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에 대다수의 인간은 자유를 두려워한다.“라는 구절이 있

다. 이미 존재하는 틀은 사용자들에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

을 남겨놓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런 제도적, 사회적 틀이나 간섭을 편

리함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틀 자체를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은 다분히 사적일 수

있는 예술적 창작과 거리가 있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

은 결국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때문에 제도적 틀의 필요성, 타당성에서 벗어나 공익적 성격의 예술교

육으로서 예술강사들의 수행에 국가나 학교차원의 제도적 사회적 간섭

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협력적인 차원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연구자는

생각했다. 책임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나 학교 관계자, 제도와 같은

타자들과 고민과 탐색을 거친 올바른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했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싶어 했다. 특히 한 학기에 전

체 학년을 절반으로 나눠 수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먼저 수업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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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에서 재밌었다는 반응이 생기면 다음 분기를 진행할 때 학

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경험을 했다. 또한 강사들은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전 직업경험이나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예술강사의 예술가적

면모를 보고 강사의 수업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의 삶과 가까

이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어 줌으로써 상호간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데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전재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

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얘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미술 선생님도 아니

고, 학교 미술선생님들 있잖아요. 예술을 강사, 공예를 가르치는데 이게 뭐하

는 사람일까? 이러면서 나의 과거를 궁금해 하는 얘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

음에 소개할　때 내가 뭘 했던 사람이고 이러면서 잠깐 얘기를 해줘요 그러

면 얘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게 조금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옛날에 장신구(디

자인)도 했었고 0대도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한테 조금 먹히는 거

같아, 느낌에.

(혜정, 세 번째 인터뷰)

한편 정식 교사가 아닌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권위있게 보여 지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심히 방해하거나 수

업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할 때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의진은 이전에 노인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을

때와 달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미선은 중학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목공용 도구를 성적

인 메타포로 주고받으며 수업분위기를 흐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협력교사나 다른 담당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연구참여자들은 생각한다. 학교는 강사가 학생들의 농담을

재치로 받아넘기거나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것 모두 꺼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예술강사에게 허용된 수업시간 안에서 학생들의 언행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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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도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다.

연구자: 이런[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쪽에서 좀 예술강

사 선생님들이 곤란하지 않게 해줘야하는 부분인거 같아요. 성교육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없으니까.

미선: 맞아요.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그 아이를 45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45분. 그런데 뭐 성교육도 해줘야하고.

연구자: 담임선생님도 아니시고요.

미선: 응 그러니까 ‘교육’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힘들어요.

(미선, 세 번째 인터뷰)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

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강사들이 지도하는 예술수업이 학생, 혹은

교사까지 포함한 올바른 인간형성의 과정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

지 않고서 가능하단 말인가? 학생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경험은 다양한

에피소드로 드러난다. 주희는 수업도중 휴대폰으로 관련 없는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이런 사

례도 하나의 일례가 된다.

전혀 불량하지 않고 오히려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그냥 괜찮은 친

구였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장난 식으로 다가갔어요. 왜 수업을 안 듣는지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무표정으로. “아 그냥 듣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

는데 그거를 듣다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주희, 세 번째 인터뷰)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이

강하기 때문에 예술강사의 수업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이런 현상이 일부학생 개인이 가진 몰지

각하고 닫힌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예술을 천시하고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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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선: 고등학교는 되게 웃겨요. 고등학교는 다음에 정말 안하려고요. 무슨 그

아이들 머리에는 수능 밖에 없어요. 시험밖에 없고 그런 애들한테.

연구자: (예술강사의 수업이) 안 들어가죠.

미선: 안 들어가요. 무슨 경험. 자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네. 너무 피곤해해서.

연구자: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미선: 어 불쌍해. 맞아요. 예술도 뭔가 시간이 있고 마음에 무슨 여유가 있어

야지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시험인데 무슨 예술. 하던

일도 멈춰야 하는데.

(미선, 세 번째 인터뷰)

비단 예술강사의 수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입시에 덜 중요한 과

목들이 등한시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본

인들도 한국의 입시를 거쳐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상황

을 이해하고 있었다. 때문에 몇몇 강사들은 모든 학생들을 다 수업에

집중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디자인, 공예에 관심이 있고 진로

를 그쪽으로 결정한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이

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게 이 수업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고 어떻게 신청하게 되었는지 물

었을 때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냥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요’ 라는 대

답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지향하는 ‘꿈과 끼’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

두가 원하는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새로

운 것을 창조하고 완성시키는 노력은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학교 예술강사들은 학교관계자들과 학생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

신들의 수업이 어떻게 하면 교육이라는 틀을 준수하고, 방과 후 활동

과 다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많은 예술강사들은 자신의 수업이

충분히 ‘예술적’이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이기 바란다. 학교 예술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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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학교교육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예술강

사의 수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는 중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예술강사들은 자신의 수업이 예술가가 진행하는 수업

이길 바란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술가의 수업은 그 결과물이 반드시

실용적일 필요는 없으며 반제품을 완성시켜 만든 것과 같이 완성도가

뛰어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런 생각들은 종종 수업 후 나

온 작품들을 학예회 같은 행사에 전시하고 싶은 학교입장과 충돌을 일

으킨다.

그런데 1학년 선생님이 이제 부장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는데 1학년 선생

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올해는 아이들 만들기가 좀 쓸모가 있고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초등학교]1학년이 만

든 것이 얼마나 쓸모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학교의 현실은 이

거구나. 아직도 선생님들의 [예술을 이해하는] 수준은 이렇구나. 내가 진짜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온 거야. 1학년이 얼마나 쓸모 있는 것을 그 두 시간에

만들겠냐고 그래서 예술의 쓸모가. 생활에서 사용해만 쓸모가 있는 건 아니

잖아. 그니까 예술은 ‘useful’ 하고 다른 거야.

(의진, 다섯 번째 인터뷰)

예술강사들은 부족한 시간과 재료를 가지고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

고 전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목공과 같이 전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해 갖춰진 경우는 상황이 조금 낫지만 디자인의 경우 거의

종이만 사용해서 30차시를 구성해야 경우도 생긴다.

바라는 건 많은데 되게 뭔가 전시회에 할 걸, 그런 작품을 원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재료도 없고 돈도 없어요. 재료를 살 돈도 없고 그런데 전시는

원해요. 뭔가 보여줘야 되나 봐요. 누구한테. 학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되나 봐

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미선, 세 번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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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예술강사의 수업을 얻기 위해 신청서를 내고 지원해야

하는데 학교는 예술강사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학교를 위해 해줄 것이

라고 기대하게 된다. 예술강사의 수업이 예술답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수확보, 자원 확충, 시설 확보라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결과를 중시하는 학교 측의 요구와 한정된

재화로 수업을 이어가는 예술강사들은 내외적으로 갈등을 겪는다. 학

생의 연령이 지나치게 어리거나 장애가 있다면 과연 강사는 어디까지

학생들의 수행을 도와야 할 것인가? 전시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최근 시각예술

에서의 전시는 작품의 일환이거나 그 이상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듯 대다수의 강사들은 작품 전시가 부담스러워도 학생들의

사기 증진에 긍정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학생들이 반제품을 완성하

는 수준에서 작품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것이 정말 의미를 가질 것 인

지는 부정적이었다. 제도적으로 한정된 부분을 예술강사 혼자의 힘으

로는 개선시킬 수 없다. 예술강사들이 아무리 연수를 받고 자기 개발

을 해도 종이로만 30차시를 꾸려 초등학생들과 전시작품을 내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 아닌가?

3) 다음해도 발아(發芽)할 수 있을까? - 고용과 노동에 대하여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존강사들이나 새롭게 채용되는 사

람들은 10월에서 11월 사이 진흥원에서 열리는 공고를 통해 지원하게

되며 11월내 채용결과를 알게 된다. 혜정, 미선, 의진 같이 예술강사지

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예술강사들은 상대적으로 재배치와 시수에 대한

불안감이 덜했다. [표 Ⅴ-3]를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시수가 줄어듦으로

파견제도의 존폐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배치에 대한 통보가 늦어짐

으로 인해 주희의 경우 다른 일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 196 -

속성

이름

사회성
장소성 시간성 키워드

내적상황 외적상황

김주희
부족한 소득과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함

임박한 재고용
통보, 낮은 시급 과

시수

학교,
사회,
제도

2016년
-

2018년

재고용,
시급

강혜정

재배치를
기다리는 것이

힘듦,
예술강사직의

존폐에 대한 걱정

시수가 줄어듦,
예술강사의 경력을
존중안하는 제도

학교,
사회,
제도

2016년
-

2018년

시수,
배치,
제도의
존폐걱
정

진미선

재배치를
기다리는 것이

힘듦,
예술강사직이
생업일까?

시수가 줄어듦,
재배치가불안함

학교,
사회,
제도

2016년
-

2018년

시수,
배치,
생업

정의진
재배치에 대해
다소 낙관적

같은 학교에
지속적인 재배치에
확신을 가짐

학교,
사회,
제도

2016년
-

2018년

지속적
재배치

[표 Ⅴ-3] 연구참여자별 고용에 관한 고찰

했다.

예술강사의 고용과 관련한 제도적인 상황과 인식들은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더욱이 정부

의 제도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예술강사 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표면적으로 예술가들을 경제

적으로 지원하고 공교육에 예술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일자

리 사업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한다. 예술강사 지

원사업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등의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잣대와 지나치게 수치에 의존한 사업의성과를

둘러싼 기대가 빚어진 결과다. 즉 예술강사라는 직업이 취약계층을 위

한,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됨으로 기존에 오

래된 경력을 가진 예술강사들을 제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다.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매해 연말이 되면 다가오면 새로

운 학교로 갈 재배치에 불안감을 느끼며 최근에는 시수가 줄어들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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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와 디자인 강사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

였다.

서울도 강사를 안 뽑았대요. 그러니까 강사선생님은 그대로에요. 진흥원쪽

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던 사람이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거예요. 계속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지원 안

해준대요.

(혜정, 다섯 번째 인터뷰)

예술강사는 종종 스스로의 불평등과 모순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불평등을 감내하는 서벌턴(subaltern)즉 하위 주체, 하위 타자로 인식

되었다(김은영, 2014, p.294). 김은영(2014)은 예술강사를 서벌턴으로 보

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목소리

를 내기 보다는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통해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술강사의 정부 예산안이 2017년에 비해 2018년

기준 44억이나 감소했다. 예술강사의 평균 수입이 100만원이 되지 않

는다. 또한 2009년 이후 배정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현주,

2018). 2018년 10월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국회

의원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되어

매년 청년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산이 삭감된다고 들었다”으며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선 청년

우선고용보다는 전문인력 선발이 더 중요하므로, 이런 예술교육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정부 일자리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현재 70%나 되는

청년목표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참여

자 중 한명은 낮은 급여와 처우 때문에 막상 예술강사를 하고 싶어 하

는 ‘청년’들이 있다면 일단 다시 한 번 고려해보라고 말할 것이라고 한

다.

한편 그동안 ‘서벌턴’으로 일컬어지는 예술강사들은 2013년 10월부터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 설립하며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행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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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교류와 2019년에는 예술강사자리

를 위협하는 일자리 일몰제29)에 정면으로 맞섰다. 2000년 국악강사풀

제 이후 약 20년이 흐른 지금, 예술강사들은 노조를 구성하고 연대하

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된 이유도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

다는 절박한 심정에서라고 생각한다.

예술강사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반증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이라는 제도권 밖에서

학교가 직접 고용된 주희의 이야기로 더 잘 드러난다. 주희는 학교의

늦은 재고용 통보로 그 사이 다른 일을 구해 학교 수업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적어도 2월 중순 안에는 연락을 주셔야 하는 건데 연락이 안 주시는 거예

요. 연락이 안 와서 아 이번에는 아닌가보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강사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3월 다 돼가지고 연

락이 온 거에요. 그 학교에서 꼭 저를 쓰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혹시 하

실 수 있냐했는데 저는 이미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여가지고 못하겠다

라고 해서 1학기때는 못하고 다른 친구를 추천해주었죠.

(주희, 첫 번째 인터뷰)

주희는 인터뷰 내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은 즐겁지만 행정적으로 강

사들을 배려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주희는 후에 문화예술사 자격증

을 취득하고 정식으로 예술강사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녀의 경험과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예술강사로 활동하는 세 연구참여

자들의 이야기에는 제도적인 간극이 존재했다. 상대적으로 파견되는

29)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07년 기획재정부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된 후 2011년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이에 2017년부터 실시된 
평가에서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아 매해 10% 점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자리 일몰
제’ 대상이 되었다(김우정, 2019). 평가는 취업취약계층 채용과, 청년일자리 제공이었으
나 예술강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기존 선발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그러
나 2019년 12월 예술강사노동조합에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됨
으로 폐지를 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뷰가 진행되던 2018년에는 사업이 하
위 평가를 받던 상황이라 연구참여자들은 더욱 불안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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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의 경우 수업을 얻고 배치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충분한 시수 확보와 처우 개선은 전업예술강사에게 좋은 방

편일수 있지만 창작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어딘지 창

작활동에 들어가는 관심과 시간을 빼앗긴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전업예술강사가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되며 교육가로서의 정체성이 강

화되고 자연스럽게 근무조건과 운영구조 요구가 정규직 수준으로 요구

한다는 것이다(김은영, 2014, p.299). 이런 논의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견해를 해석했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예술과 교육적 활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항상 호혜적이진 않

다고 생각했다.

예술강사가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예술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수입을 내

서 자기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생업이 되는 느낌? 보

통 그런 노조쪽에서 글들이 막 올라오면 자기 생업이다. 시수를 이것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어? 그게 생업인가? 분명히 200시수 넘으면 자

기 작업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분명 이틀 이상하면 힘들거든요.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작업은 언제하지? 이게 생업이 아닐

텐데 그런데 생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예술강사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시수가 줄어들면서 ‘생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미선, 다섯 번째 인터뷰)

미선은 예술강사일을 열심히 할수록 예술활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

각이다. 그렇다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예술가의 창작을 보조하기 위

한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의미조차 퇴색되고 단순히 ‘예술강사’라는 새

로운 직업군을 만드는데 그친다는 것인가? 아마도 학교 예술강사의 정

체성이 아직도 분분한 이유는 ‘예술하기’와 ‘가르치기’를 분절시켜 서로

를 상쇄시키는 대척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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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양은아 &석지혜, 2010; 정윤희, 2014; 윤

지혜, 2018)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현장에서의 이해는 이뤄

지지 않았다. 예술가가 내는 성과를 수치화시키고 예술강사사업을 평

면화시켜 이해한다면 향후 또 다른 제도적 파행은 일어날 수밖에 없

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예술가들의 일자리 사업과 문화예술교육활성

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목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서로를 상충시키는 상황에 놓

여있다. 그러나 최근의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둘러싼 연구들(양은아 &

석지혜, 2010; 정윤희, 2014; 윤지혜, 2018)에서 예술활동과 교육활동

모두 예술의 근원을 탐구하고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활동으로 상충된 활동이 아닌 공존하거나 시너지(synergy)를

줄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이런 부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술강사의

예술가적 자질을 높이 평가하는 미국의 TA(Teaching Artist)나 강사

가 교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방식의

프랑스의 참여예술가(artistes intervenants)와 같은 모델을 따르기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예술강사들의 현실과 현장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다른 풀에게 기대며 세상을 바라보기- 전문성 신장

들풀은 한 송이만 피는 법이 없다. 반드시 군집을 이르고 온실 속에

피어난 한 송이 꽃보다 더 장엄한 경관을 이룬다. 연구자는 예술강사

의 모습을 들풀의 메타포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혼자

보다 여럿이 모였을 때 더 발전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술강사들은 홀로 활동할 때 보다 여럿이서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고 발전하게 된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드러난 대표

적인 활동들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과정,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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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이름

사회성
장소성 시간성 키워드

내적상황 외적상황

김주희
예술강사직을 더
알아보고 싶지만
망설이는 마음

예술강사 지원사업
소속이 아니어서
연수참여 기회가

없음

학교,
사회,
제도

2016년
-

2018년

연수기
회
없음

강혜정

학교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심적 위로를 받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쌓음.

학부모독서모임,예
술강사연수를통해재
교육받음,동료강사
만남, 예술

교육활동 같이 하기

학교,
사회,
제도

2016년
-

2018년

연수,
심적
위로,
재교육

진미선

학교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심적 위로를 받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쌓음.

연수를 통해
동료강사를 만남.
수업연구를 함께 할

수 있음

학교,
사회,
제도

2016년
-

2018년

연수,
심적위
로,
전문성
재교육

정의진

수업동기부여에
대한 고민이
연수를 통해

해소됨. 작품활동,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나누기 가능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통해

교육전문성을 얻음,
새 프로젝트
도전하기

학교,
사회,
제도

2016년
-

2018년

동기부
여,
전문성
재교육

[표 Ⅴ-4] 연구참여자별 전문성 신장에 대한 고찰

수, 독서모임, 예술강사들과의 모임이었다. [표 Ⅴ-4]에서는 연수의 기

회를 통해 만나게 된 다른 예술강사들과 예술전시, 스터디그룹 조성, 그

리고 교육프로그램 공모전에 함께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정리

했다. 한편 주희의 경우 실질적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다른 예술강사들과는 출강하는 학교에서 만나 소극적인 수준의 교류

만 이어지게 되었다.

나는 연수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연수가 갔다 오면 뭔가 내가 뭔가 더

채워져서 그거를 더 꼭 그게 아니 여도 배운 걸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더라

도 뭔가 내가 배운 거가 꽉 차 있으면[좋아요]. 그것을 얘들한테 다른 걸 전

달하더라도...... 뭔가 이게 좋아요.

(혜정, 두 번째 인터뷰)

연수를 통해 단순히 예술기능에 대해 배우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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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통해 강사들은 새로운 공예스킬보다는 사람을 얻었다는 표

현을 더 많이 썼다. 연구에 참여한 예술강사들 몇몇은 모여 작품 전시

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예

술가로서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연수에서도 만나고 뭐 물어볼 것도 하고 서로 전시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언제 그렇게 만나겠어요. 제가 대학원에 가고 싶은 것도 그 중에 한 부분이

에요. 인맥 말고, 뭐 인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줌마들 만나면 자식이야기하고 학원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대 그런데 가면 나랑 같은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만나는 것 좋아요. 내성적이

지 않아서.

(미선, 다섯 번째 이야기)

학교의 외로운 섬 같은 강사들은 서로 연대하며 좋은 수업이 무엇인

지 공유하며 예술창작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한다. 교육자들은 연수와

같은 훈련 과정을 통해 선배나 후배 강사들의 삶을 공유하게 된다. 이

런 경험들은 교육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심적 보상을 얻게 된다(Scheib, 2006. p. 8). 연구참

여자들은 연수 참여를 통해 단순히 기능적인 스킬을 습득하지 않는다.

사실 모두 전공자인 그들에게 기능적인 수업보다는 예술철학이나, 동

기부여, 창의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 자신의 수업과 연결시

킬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수업들이었다. 의진은 몇 년 전 같은 수업을

반복해서 진행하는 것에 매너리즘을 느꼈었다. 그런 그녀를 환기시킨

것은 새로운 예술기능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학습 동기부여에 관한 강

의나 무용, 연극과 같은 다른 예술분야에 대한 수업이었다.

뭐 쪽 염색 이런 건 과정을 잘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런 것 보다는 더 다른

수업들 조금 더 추상적인거나 차라리 전공이 다른 연극이나 무용수업을 한

다던가. 아 몸을 움직였더니 이런 기분이 들었어. 내가 더 자유로워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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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뭔가 릴렉스 한다. 더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을 공예

랑 접목하면 좋겠다. 이렇게 더 생각이 되거든.

(의진, 다섯 번째 인터뷰)

의진은 연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강사로서 어떤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곤 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학교 예술강사는 학생들에게 기능적인

전수나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포괄적

으로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것

을 찾아갈 수 있도록 탐색을 독려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예술강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독서토론회에 참

석하면서 예술분야 밖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

도 한다. 또한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같이 교육학을 공부해야하는 자격

증을 취득하며,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교육과 예술의

가능성을 새롭게 환기하기도 했다.

혜정, 미선, 의진은 연수와 자격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되거나 소개받

은 다른 예술강사들과 만나면서 예술작품을 함께 창작하고 수업에 대

해 공부하는 비공식적인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혜정은

예술강사들끼리 만나면서 교환하게 되는 수업아이디어, 수업운영방식

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예술강사들이 조직하게 되는 이런

교육공동체들은 예술강사의 수행에 대해 서로가 피드백을 해주는 등

전문성 신장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함께 새로운 교육프로그

램 공모에 나가기도 하는 등 예술강사활동과 연결된 영역으로 확장시

킬 수 있었다.

모임이 있어요. 그때 전시했던 사람들이랑 계속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게 안됐어 거기서 몇 명 빠지기도 하고 뭐 제주도 선생님들 빠지고 안 맞는

선생님들 빠지고 해서 지금 거기서 A 선생님이랑 나하고 또 다른 그룹이랄

까 다른 사람이랄까, 그 사람들하고 해서 다섯 명이서 단톡을 하면서 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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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하려고.

(혜정 7번째 인터뷰)

단순히 스터디를 넘어서 함께 예술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하

기도 한다. 의진은 연수에서 알게 된 강사들과 연계하여 연수에서 소

개된 교재를 가지고 스터디를 조직했다. 그 모임은 배운 내용을 토대

로 실제로 교육공모사업에 출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강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윤지혜, 2018)도 대한 연구에서 예술강사는 얼굴 있

는 타자, 즉 학생과의 관계 맺음으로의 스스로 교육적 주체가 되어가

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비슷한 맥락에서 예술강사는 학생이외,

예술강사들, 다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책속에 등장하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적 정체성으로서의 예술강사로서 형성됨을 의미

한다.

5) 들꽃은 척박함을 이기고 튼튼하게 피어난다.

들녘에 자생하는 많은 풀들은 인공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

적인 흐름에 따라 스스로 피어나고, 지고 또 다시 핀다. 예술강사는 척

박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찾아내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연구자는 매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새

로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도 매해 다시 살아나는 들꽃의 모습과

닮았다고 느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첫 만남과 마지막 만남

에 같은 질문을 던졌다. 과연 예술강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정

체성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다. 질문의 확고한 답을 구하고 싶

었기 보다는 연구자와의 만남으로 이후 학교에서 ‘삶을 살고(living)’,

‘말하고(telling)’, ‘다시 말하고(retelling)’, ‘다시 살기(reliving)'하는 과

정30)정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삶이 다양했던 것만큼 그들이 ‘무한히 형성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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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자화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진입경험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다기 보다 예술가,

디자이너, 공예가, 학원강사, 혹은 주부로 살아오던 삶속에서 우연히

만난 기회를 통해 예술강사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전원은 대학을 졸업

할 때까지 예술강사 되기를 희망하지 않았고 겉으로 보면 그들은 우연

히 정부출원사업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 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면과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살펴면 예술강사가 되는 길은 필연

으로 보인다. 어릴 적부터 놓지 않았던 예술을 끈을 계속 붙잡다가 다

시 예술을 전공하게 된 것, 또 결혼과 양육을 수행하며 양립 가능한

직업을 찾다보니 예술강사가 된 것은 무수히 스쳐가는 우연과 기회들

중에 연구참여자가 필연적으로 취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와

의 대화를 통해 기존에 스스로 질문하지 않았던 것, ‘왜 예술강사로 살

아가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했고 자신들이 예술과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실제 학교 내 삶에 대해 예술강사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

다. 몇 년째 반복되는 수업을 통해 느끼는 예술다운 수업을 할지에 대

한 고민, 고용과 노동에 대한 고민, 그리고 흥미롭게도 예술교육이 과

연 학교에 필요한지에 대한 원론적인 회의감이었다.

예술강사들은 처음 연구자가 예술강사가 무엇일까란 질문에 너무나

쉽게 대답해 연구자를 놀라게도 했다. “예술강사는 학생들한테 예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인성도 좀 도입할 수 있고

또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정부문서나 홍보 브로슈어에 적힐법한 꽉 닫친

문장이었다. 그러나 연구가 계속되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삶 자체

를 궁금해 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이야기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면

30) Connelly와 Clandinin(1999)은 교사정체성을 ‘살아내는 이야기(Stories to live by')
를 통해 내러티브연구방법적으로 풀이하고자했다. 즉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적 맥락에
서 형성된 개인적실제적 지식들은 살고 말하고의 반복인, ’살아내는 이야기‘를 통해 구
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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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술강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질문

의 대답은 선행연구나 정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닫힌 내용

이 아닌 연구참여자 각자가 학교에서 예술강사라고 살아가는 과정 속

에 있었다.

예술강사들은 매해 벌어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기틀을

찾아가고 있다. 예술활동이 개인적 사유의 표현이라는 일방적인 방향

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술교육은 예술 언어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소화

시켜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 활동 모두 표

현의 주제가 될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전재로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예술적 체험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간을 이해하

는 능력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일과 창작하는 일은 예술의 근원에 대

해 이해하고 그것을 납득 가능한 형태로 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연결되

는 지점이 있다. 또한 예술강사를 둘러싼 고용과 노동에 대한 정책 역

시 그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학교 안에 어떻게 자리매김 시킬지에

대한 깊은 고뇌를 가져왔다. 기관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교육과정을 따

르지 않아도 되는 실험적이고 특별한 예술강사의 이미지부터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학교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며 존폐의 위

기를 몸소 겪어야 하는 약자의 위치까지 모두 체화되고 있었다. 그러

나 이런 위기와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술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기쁘고 소중하다였다. 혹자가 말하듯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단순히 예술가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지원사업이었다면

연구에 참여한 예술강사를 비롯한 그 누구도 자신의 예술전문성을 어

떻게 더 잘 교육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혹은 예술과 교육의 시너지

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하거나 더 나은 예술강사가 되려

고 노력하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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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하기’에서 ‘예술 가르치기’로

연구참여자들이 예술강사로 살아가는 순환적 과정 중 다양한 위기

만나게 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과 교육의 통합을 모

색하게 된다. 위기의 극복이 예술과 교육의 통합으로 가능했다라고 여

긴 이유는 이런 위기들이 근본적으로 예술 교육을 경시하고 예술강사

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대내외적 현실로 나타났는데 학교 예술강사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예술교육에 대한 부정적 견해나 어려움 등을 고민하

거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예술교육의 가치를 깨우치

게 되고, 더 나은 예술교육을 위해 수행하기 위해 자기 발전의 계기

로 삼았다. 연구자는 이 지점에서 기존의 정체성 이론에 빗대 예술가

의 정체성과 교육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지

더 자세히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분석, 평가하는 것은 현재 예

술강사인 사람들, 예술강사직에 입직할 가능성이 있는 예술전공 대학

생 및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전공을 하고 교직에 들어선 일반 교사들

에게 ‘예술하기’와 ‘가르치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그리

고 왜 연결되는지 제시한다. 또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하기’와

‘가르치기’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정체성 형성을 조명한다.

1) ‘의미 만들기’로서의 예술과 교육의 통합적 요소

네 명의 예술강사들의 학교경험 이전의 교육적 배경과 입직상황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회색지대(Grey zone)31)에 속했다가도 주체적, 긍

정적으로 ‘예술하기’와 ‘가르치기’ 사이를 연결시키고 개인적 실제적 지

31)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집단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 국제정치에 있어서
는 어느 초강대국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역을 가 킨다. 중동이 대
표적인 지역인데, 냉전 시기에는 이런 지역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했기 때
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그레이 존’, 2021.3.1.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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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의미 만들기’로서 예술과 교육의 통합

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을 구성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이것을

‘의미 만들기(meaning making)’의 차원에서 정리했다. 본래 미술교육

에서 다루는 ‘의미 만들기’는 모더니즘이 지닌 수동적인 인식론에서 벗

어나 구성주의적 차원에서 학습자가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미술작품

의 의미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듀이(Dewey, 1934)

와 프레이리(Freire, 1938)는 사람이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

부 세상을 접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

가지로 연구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에 반응하고 필요한 의미와 지

식을 경험을 통해 구성해갔다.

연구자는 이것이 예술가, 혹은 교육가 한쪽의 측면이기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완전한 예술강사의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연구참여

자들과 연구 수집을 포함하여 약 4년간 교류하면서 그런 특징들은 더

선명하게 다가왔는데 이런 통합적 지점인 ‘의미 만들기’를 구성하는 하

위요소로 ‘메타 인지적 관점’, ‘인간에 대한 이해’, ‘창의적 활동’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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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도출했다.

첫째, 메타 인지(metacognition)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

고차원적 생각의 기술이다(Metcalfe & Shimamura, 1994). 단어의 어

원 'meta'가 '~에 대해서'를 가리키듯, 메타적 사고는 자기 자신에 대

한 성찰적 사고인 반성적 사고와 연결된다. 그러나 여기서 반성적 사

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예술이라는 유구하고 장대한 영역을 예

술강사가 선행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변화시키

고자 이해하는 내용적 지식, 그리고 동기부여활동과 같이 학생들이 수

업에 더 잘 참여하게끔 난이도와 절차를 세분화하는 전략적인 지식과

같은 개념들이 인지적 측면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본 질

적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문제상황에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예술의 언어를 이해하고, 예술의 전문성을 분석하여 예술교육능

력을 가다듬는 것을 엿보면서 이것 또한 예술강사로서 통합적 정체성

을 구성하는 과정의 하나로 여겨졌다.

미선이 처음으로 발도르프 초등학교에서 목공수업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는 이런 메타적 인지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미선

은 학년별 수준에 맞는 공구와 그에 관한 수업을 고민했는데 이때 학

생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주어진 공구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모두 생각해야 했다.

그때 공부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의 발달 뭐 그게 있어야지 거

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뭐 진짜 공부 진

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때는 너무 많은 가짓수의 도구수를 사용하는 것보

다 한 가지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셋이 모여서 그때 의논진짜 많이 했

던 것 같아요. 2학년 수업에는 망치만 사용하자. 그러면 망치에 관련 된 커

리큘럼을 만드는 거죠. 그럼 4학년 일 때는 2학년 때 망치를 했으니까 뒤에

는 공구를 하나 사용하던지 조각칼을 사용하던지. 조각칼은 애들이 다칠 거

같으니까 그거는 6학년에 넣는다던가.

(미선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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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단계에서 익힌 공구 사용법과 재료에 대한 이해와 같은 학습결

과는 상급단계 학습의 출발점 행동이 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복잡하고 정교한 목공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수업에 대한 수준별

분석뿐만 아니라 미선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목공 수업에 대해 연구하

고 샘플을 제작하게 되고 자녀들이나 조카들에게 직접 해보게 함으로

서 수업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의진은 예술강사를 위한 세미나에서 동기부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했고 그것이 다른 영역의 교과 외 수업과 예술강사의 수업이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동기부여의 방식은 학습과제의 특성과

방향에 대한 통찰이 선행되어야만 결정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고차원적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부와 결부해

학생의 인지에 대한인지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무용, 연극과 같은

활동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방향성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열쇠고리 만들자. 그리고 싶은 거 그려’ 그러면 저학년은 그림

다 잘 그려요. [중략] 근데 그중에 누군가는 뭘 그려야할지 몰라요. ’얘 네가

좋아하는 건 뭐니?‘ 그러면 또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질문에 질

문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금방금방 끄집어 내지 않는데 선생님은 한

정된 시간이 있어서 짜증나겠죠. 과정을 건너뛰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는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규칙 같은, 글로 써 주

거든 칠판에요.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어 애가 몇 명 질문하면 거기에 선생

님은 조금만 더 보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할 줄 알

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갈려고 하면은 강사가 길목 길목에 적절한

질문을 해서 저절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 방법이 꼭 질문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게임을 하다가 느낄 수도 있

고, 연극을 하다 보니 느끼고) 그러니까 융합적으로 동기부여를 심리적으로

확대시켰을 때 그 목표를 향해 쉽게 갈 수 있고, 또 재미있게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예술은 저절로 구현 하는 거지. 쥐어짜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학교 다닐 때 예술을 쥐어짜가지고 예술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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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진과의 인터뷰)

의진이 비판한 ‘쥐어짜기’식 예술교육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産婆

術)과 대비된다. 산파술의 핵심은 산파가 직접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

는 것이다. 오직 산모, 즉 철학적 산파술의 대상이 되는 학생만이 지혜

를 터득할 수 있다(장영란, 2009). 때문에 산파, 즉 가르치는 이는 지식

을 전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이 무지의 혼란상태인 아포리아에 빠

지는 것에서 구해내고 진정한 아이(지혜)를 낳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산파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이 많아 진짜로 아이(지혜)가

나오는 진통과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예술을 가

르치는 이 역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배워야 하는 사

람의 입장에서 지식을 전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메타 인지적 관

점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마음의 작동 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반성적

사고의 형태로도 연결된다. 결국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이해, 인간(나,

그리고 모두)에 대한 관심과 사유라는 측면에서 다른 두 가지 요소인

‘인간에 대한 이해’나 ‘창의적 활동’과 연결된다.

둘째, 인간에 대한 이해는 나와 나의 만남, 나와 타자와의 만남, 나

와 사회와의 만남에 대한 요소인데 소통과 상호이해의 기저에는 상징

적 상호작용이 수반된다. 사람이나 사회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문화도

곧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통해 형성되고 때문에 문화 역시 사회적 질

서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체계다(Williams, 1983). 여기서 소통은 개인

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재생산된다. 때문에

모더니즘적 사고에서 예술가의 창작이 지닌 이미지를 천재의 활동에서

점점 관계지향적으로 바뀐다. 교육학의 흐름이 행동주의, 인지주의 전

통에서 구성주의로 이행되었듯이 교사들은 수직적으로 지식을 전달하

기보다 스스로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독려한

다. 결국 사회재생산에서 학생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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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도록 강조되었다. 미술교사연구에 있어서 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는 초임미술교사들이 학교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해소시

켜주는데서 드러나게 된다. 최근 미술교사 연구에서 하나월트와 호프

세스(Hanawalt & Hofsess, 2020, p. 26)는 적극적인 멘토링을 통해 멘

티인 초임교사들이 호소하는 괴리와 모순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탐

구의 주제인 상상력, 긴장감, 실행이라는 힘으로 치환한다고 말한다.

멘토와 맨티와의 1:1 관계와 그룹 토론과 주제별 작품을 제작하면서

이런 활동은 더 구체성을 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예술강사들의

활동은 학생, 학교, 사회, 가정, 동료 예술강사 집단이라는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해석되며 재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쌍방의 소통이 이루어지

게 되고 혼자만의 고민이 모두의 고민으로 나눠지고 이해받게 됐다.

단순히 다른 강사들을 수업 전후 짧게 만나 간단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 보다 직접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작품활동과 전시를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혜정과 의진의 경우는 소극적이었던 태도

가 격려와 고민 나누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습득한 정보를 실

제 수행에 적용해 본 경우다.

혜정: 사실은 혼자서는 뭔가가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예술가

로 크던 예술강사로 크던 내가 지금 활동하는 일에 나 혼자 뭔가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강사들끼리 같이 뭉

쳐서 뭔가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맛을 느꼈다고 할까요. 연수하면서 공부

하는 것이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만학도가 생길 거예요. 어렸을 때 는

공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꼭 해야 하잖아요. 학점을 맞고 평가

를 받고 비교당하고 경쟁을 하고.

연구자: 어느 순간에는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혜정: 대학교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하는 공부는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공

부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혜정과의 인터뷰)

혜정은 다른 강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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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인터뷰가 마무리된 후에도 혜정과 강사들의 그룹이 함께 학습공

동체를 형성하고 학습주제를 직접선정하고 자료들을 나누고 토론하는

장이 이어갔다.

예술강사로서의 고민나누기를 통해 새로 배운 것을 시도할 용기를

얻기도 한다. 의진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랜 시간 일을 하면

서 방향을 상실했다고 느꼈을 때 동료강사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되었

다.

비슷한 연수를 듣는 선생님이랑 우연히 얘기를 했다가 앞으로 제가 이제

작업도 개인적으로 오래 하다가 뭐하나 생각도 들고, 삶이 너무 편안해 진거

예요. 제가 열정이 불타오르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 들고 이러면서 뭔가 다

힘들어진 상태가 왔을 때 우연히 동료선생한테 얘기를 했죠. ‘선생님 나는

꿈이 없는 거 같아.’ ‘왜 하는지 모르겠어. 흥이 안나’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

다가 우리 수업에도 [연수 때 배운 것을] 한번 해볼까 해서 전엔 좀 소극적

이였는데 학교에 가서 완전히 해 본거에요 기존 공예들을 다 탈피하고 아이

들이랑 운동도 하고 연수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해 봤던 거예요 근데 애들 반

응이 너무 놀라웠어요.

(의진과의 인터뷰)

의진은 적극적으로 무용, 연극과 같은 다른 예술분야와의 통합적인

시도를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었다. 한편, 동료강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학생과의 만남 또한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으로서 예

술강사의 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 예술강사들의 학생들,

특히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행위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했다. 미선은 단순히 학교에서 공예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이 일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했다. 일반 사춘기 학

생들의 짓궂은 태도, 크고 작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 탈북자 청소년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런 고민

은 더 거대해졌다. 미선은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2019년에 대학원에 입

학해 미술치료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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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생기게 되었고,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혜

정은 연구가 마무리된 후 있었던 가장 큰 변화라는 학생들의 마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으며 스스로 예술강사로서의 자존감

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수업 중 다른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학생

에게 특별히 관심을 준다던가, 협력교사가 행정상의 실수로 일에 차질

이 있었을 때도 이전이라면 불만이 터져나왔을 것이 차츰 줄어듦을 느

꼈다. 그것은 내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주는 타인에 대한 올

바른 인식 덕분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라는 장소에서 학생과 소

통하고 또 학교 밖의 공간에서 다른 예술강사들고 소통하며 예술과 교

육의 통합적 측면에서 예술강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셋째, 예술강사들은 교육과 예술을 통합하는데 있어 새로움을 받아

들이는데 창의적인 활동이 함께 수반됐다. 창의성이란 과제의 제약을

만족시키면서 새롭고 독창적인 산물을 만드는 능력이다(Lubart, 1994).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워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상한

아이디어와 확연히 구분된다. 창의적이란 것은 결국 상황에 따르는 제

약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유용성을 갖는 산물이여

야 하기 때문이다(Lubart & Guinard, 2009). 예술강사들의 수업은 예

술가의 수업이어야 하고 예술다워야 한다는데 의진은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전시하는 성과

주의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의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발전하

길 바라는 것이다.

학교에 이미 온갖 공예강사가 있어요. 다 전문적이야. 클레이, 재활용. 너

무 많아.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만든 것이 다 전시되어있거든요. [중략] 정말

너무 잘 만들어. 그러니깐 내가 너무 고민 되는 거예요. [중략] 굳이 내가 가

서 하는 이유는 뭔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학교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수업들을 봤을 때는 몰랐죠. 그러면서 같은 공예 선생님이랑 이야

기도 해보고 그렇단 우리가 똑같은 클레이를 했을 때 차별화 할 수 있는 것

은 뭘까? 어느 부분일까? 굳이 왜 우리가 가야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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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것이 [중략] 왜 굳이 왜 예술가가 가야할까? 거기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에릭 부스(Erick Booth)32)도 만나면서 생각

하게 된 것은 그거구나. 그 전 과정. 동기부여. 그 앞부분이 더 벌려야 하는

구나. 그리고 밑에 감상과 관련된 활동까지요.

(의진과의 인터뷰)

예술강사는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실현 불가능

한 종류의 예술활동을 수행할 수는 없다. 예술강사들에게 학교 수업이

라는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그 환경에 맞는 유용성이 있는 산물

로서 수업을 구성해야 했다. 주희는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패션디자인

수업에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수업을 하면서 제약조건을 잘 지키면서

학생들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구안했다. 패션일

러스트 수업은 인체와 드로잉에 대한 선이해가 갖춰져야 수업이 가능

했는데 사실상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어떤 친구들은 그냥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거 선택할거 없어서 여기 왔어요.’ 이런 애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그냥 다 그림을 [준비했

죠.] 또 오히려 배운 친구들도 그려 가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고를 수는 있

으니까 어쨌든. 왜냐면 제가 뭐 12장이 면은 12장의 포즈를 다 다른 거로 그

려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고르면서 재미있어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꽃만 얹어서 드레스만 만들면 되고 뭐 색연필 같

은 거로 그냥 헤어나 아니면 신발 같은걸 그려주면 되니까요.

(주희와의 인터뷰)

인체를 그리기에 짧은 차시를 소모하기보다 표현하기에 집중하여 수

업을 할 수 있게 집중시키는 것이 주희가 학생들이 단순 이해에서 지

32) 의진은 2017년 12월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예술강사 대상 연수에 
참여하여 미국 링컨센터 예술교육원의 예술교육가 개발연구과정 지도자인 Booth의 수
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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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종합과 창안이라는 고등정신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지식에 대한 복잡한 사고는 단지 블룸(Bloom, 1959)의 교육목표

분류학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예술가의 창

의성과도 결부된다. 예술성은 숙련된 손기술 여부와 점차 멀어지면서

사물, 혹은 현상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

었다. 주희는 패션일러스트 수업에서 학생들이 물체를 제대로 그려내

도록 힘을 쏟기보다 오히려 스파게티면, 꽃잎과 같은 일상사물의 형태

와 색채적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능력과

창의성을 중요시했다.

예술과 교육의 통합적 지점을 논의하고 하위 개념인 메타 인지적

관점,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창의적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

술강사들이 형성한 교육과 예술의 통합적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

데 그 연결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던 것은 교육과 예술 모두

인간형성의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다른 존재자들과

달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존재다.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사유는 나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타자와

나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윤리성은 교육

이 지향하는 바이다. 또한 인간만이 예술다운 예술을 할 수 있고 교육

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 즉 예술강사의 정체성은 경험의 생산과 재생

산이라는 원리로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

2) 예술강사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과 그 의미

연구자는 예술강사들의 입직 전 경험과 예술강사로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그들이 예술과 교육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중적인 정체성,

정체성 혼란과 같은 상태에서 탈피하여 온전한 예술강사라는 통합적 정

체성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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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예술강사들의 정체성 지위 변화

과정을 마샤(Marcia, 1980)의 정체성 지위이론에 입각해서 [그림 Ⅴ-2]로

정리 했다. [그림 Ⅴ-2]에서 연구참여자의 이름이 이탤릭체로 표시된 지

점은 입직 초기의 상태다. 화살표는 연구가 마무리될 시점 변화된 연구

참여자의 상태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

먼저, 유실에서 성취로 넘어간 사례, 유예에서 성취로 변화된 사례, 유

실에서 유예로 변화된 사례다. 이들의 유형을 분류한 근거는 예술강사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체성 유형에 관한 연구, ‘예술가인가 교육가

인가?’(김인설, 박칠순, & 조효정, 2014)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했다. 본고

에서는 단기간의 다인원 연구로서 밝히기 어려운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요인에 대한 해석을 가미해서 보충했다.

첫째, 혜정과 미선은 정체성 유실상태에서 성취상태로 변화했다. 유실

은 고민과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것들이 정체성 형성에 소극적으

로 작용하여 타의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된 상태다. 주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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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로, 또 예술강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친구, 동료의 추천을 통해 예

술강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결혼과 자녀양육이라는 외부적 상황에 의

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고 처음부터 예술교육에 자발적인 관심

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으로서 예술전문성을 가지

고 할 수 있는 찾다보니 우연히 예술교육이 적합한 유형이었다. 혜정과

미선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술강사직을 찾아내고 무리 없이 받아들

였다. 정쳬성 유실의 단계는 부모나, 교사같이 의미 있는 타자의 추천이

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 모델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외

부압력과 위기에 쉽게 영향 받기도 한다. 그러나 5년, 6년간의 학교 예술

강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술강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고찰하게 되었고

성취에 이르게 되었다. 혜정과 미선이 성취라고 판단한 근거는 학생, 교

사, 학교 밖 사회, 가정, 그리고 연구자와의 만남을 통해 학교 예술강사

로서 만나게 되는 내적, 외적 위기들을 경험했고 삶을 통해 나름의 해답

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강사로서의 삶에 진심으로 만족한

다는 이야기와 현 상태에 안주하기 보다는 더 나은 ‘가르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다른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작품활동 하기, 교육활동하기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관련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된 데에 있다.

둘째, 의진은 예술가적 정체성이 강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

유와 예술활동을 잘 지속하고 기존의 교육활동과의 연계를 꾀하고자 했

으며 유예의 위치에서 시작했다. 유예는 고민과 위기는 있지만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선택은 없었던 상황이다. 근거는 의진이 인터넷에 ‘예술로

먹고살기’를 검색했다는 부분에서 위기와 고민이 두드러진다. 의진이 다

른 연구참여자들과 다른 점은 이미 스스로 예술강사로서의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술을 가르치기를 통해 소속감을 얻고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모색하고 고민했다. 유예의 지위는 다른 유형의 사

례들보다 많은 불안감이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과 안정감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런 내부적 갈등 덕에 자기 규정적 소재가

(locus of self definition) 더 잘 발달되며 성취 단계에 이르기 쉽고,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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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체화되어왔던 통합적 정체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Marcia,

1966). 실제로 의진은 교육과 예술의 통합적 관점에서 가장 호혜적이고

통합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하지

만 사실상 간접적으로 예술적 속성이나 습관들이 교육활동에 통합되거나

교육적 활동이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등 역행될 수는 있어도, 직접적

이고 적극적으로 예술가로서의 개인적인 작품이 학교 현실에서 교육과정

으로 통합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연구참여자들이 말했다. 그러나 의진

은 자신의 작품활동이 예술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학생들과의

만남이 작품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자: 선생님이 작품을 통해 생각하시는 방식이 교육에 전이가 되는 것도

많겠네요.

의진: 네 전달이 되고 저도 학생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연구자: 와 어떻게요?

의진: 순수하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연구자: 순수하게요.) 어떤

것들은 1차적으로 처음부터 내 작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학생들 수업

하려고 연구하고 찾아본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직조라던가, 베짜기 같

은, 이런 거는 공예도 약간 유행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런 거

많이 하고. 보다가 직조 같은 거 많이 해서 ‘너무 재밌다’ 그래서 했어요.

학생들 수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전시하면서 만든 게 있는

데 공동(관객 참여) 작품으로 직조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을 해서 (의도적으로)내 작업에 써야지. 이건 아닌데, 그냥 들어온 거지

무의식속에, 그러면서 나주에 보면서 응용되는 거지. [중략] 직조 공동 작

업할 때도 동네 애들이 와서 많이 같이 작업했어요. 그냥 내가 꿈꾼걸 드

로잉하고 그런 사이에 구멍을 많이 뚫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실을 갖

다놨어요. 가위하고. 거기에 온 관객들로 하여금 자기의 꿈을 추적하면서

구멍구멍을 실로 연결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게 했는데 그게 우리 학교

수업에서 했던 거거든 털실가지고 직조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셋째, 주희는 위기 없는 헌신을 했던 유실 지위에서 예술강사 관련 자

격증을 취득하고 연수 참석을 시도하며 성취 단계로 진입하려 했으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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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겪었다. 그 후 학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체

성 유예의 지위로 변화되었다. 주희가 선택의 기로에서 발길을 돌린 것

은 오랫동안 일했던 학교에서 더 이상 채용이 없었다는 것, 결혼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여 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등 외적 변인과 함께 예술강

사직이 발전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새 학교를 찾거나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다는 내적 변인도 함께 작용했다.

한편 주희의 이미 중년에 접어든 다른 연구참여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젊

고 결혼과 이직으로 인해 인생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 주희는 예술강사로서의 정체성에

헌신하는 것을 멈춘 상태였지만 여전히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

신의 예술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 짓고 새로운 정체성 성취를 어떻게 이

룩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다. 주희의 상황은 성공적인 단계인

성취 지위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취한 정체성과 대비시킬

수 있으며 성취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전재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여지를 준다. 또한 어떤 변인들이 주희가 성취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가로막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성취

에 위치하지 못하고 결핍욕구33)가 채 해소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주희

는 자신의 예술전문성을 교육과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헌신이 채용단절로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

으로 교육과 예술로 통합하거나 호혜적인 상황을 연출하지는 못했다. 연

구자는 주희의 경우를 통해서 예술과 교육의 통합을 이뤄 성취에 해당하

는 정체성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핍 욕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깨달았

다.

[그림 Ⅴ-3]은 ‘예술강사들의 정체성 지위 변화’와 연결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매슬로우(Maslow, 1943)의 욕구 단계설을 변용한 것인데 이 모형

은 종종 발달적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을

33) 결핍욕구는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1943)가 욕구위계이론을 통해 인간
이 자아실현을 하는 단계를 보여주는데 피라미드의 가장 기저에 위치하는 인간의 선천
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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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Miller, 1993). 연구자는 마샤의 이론에서 파생된 [그림 Ⅴ-2]과

연결시키면서 위기의 극복과 헌신에 대한 선택이라는 기제를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발달되는 상황을 나타냈다.

 [그림 Ⅴ-3] 예술강사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 과정

입직단계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특정 직업이나 정체성에 대한 헌신

도 없던 혼미의 상태에서 내외부적 변인을 정체성형성이 시작되는 지점

으로 봤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추천을 통해 예술강사직을 선택하는

유실의 상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혜정, 미선, 주희가 속한 유실 단계에

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알아보거나 새로운 곳에 이주하여 새 직

업을 알아보기도 하고 육아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이 일어나는 시기가 된다. 의진은 일이 끊어지고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

면서 생계의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 자신의 미래나 새로운 정체성에 대

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상태에 귀속되지 못

한 상태로 정체성을 계속 유예시키는 단계다.

저차원적 수행의 단계는 유예와 유실의 상태에서 내적 외적 변인들로

인해 고민과 헌신에 대해 새롭게 지각하는 시기가 된다. 본 연구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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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부분 이때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만남이 이뤄지게 되었는데 연

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삶에 막연한 불안이 있었으며 직업에 대한 평

면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나 학생, 다른 예술강사들

과의 만남을 통해 위기 상황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위기에 대해 스스

로 답을 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예

술의 근원을 돌아보는 메타적 인지적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자 했다.

또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 자신들을 둘러싼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런 모든 과정은 창의적 활동의

수행, 혹은 수용적 자세로 나타나게 되는데 상상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에 거부감이 없어지고, 또 학교 환경이 주는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형태를 모색하게 된다. 사실, 성취의 단계는 잠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고민이 나타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

는 유예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예술강사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예술과

교육의 통합적 정체성을 ‘의미 만들기(Meaning making)’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대 미술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미술을 통해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 해내는 것이다

(Efland, 2002). 때문에 미술, 혹은 예술교육을 행하는 교수자의 정체성

도 ‘의미 만들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 기존의 지식

에 대해 이해, 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고등정신능력이 수반되어

야할 창의적인 활동들은 미술교육 활동에 녹아있다.

‘의미 만들기’, 혹은 통합의 요소들은 예술강사들이 저차원적 수행에

서 고차원적 수행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학교 내 교육활

동, 학교 밖 예술창작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자기연수, 장학, 연구 활동

들은 모두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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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네 명의 학교 예술강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그들

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연속성인, ‘학교 예술강사’로 되어가는 과정

을 탐구했다. 연구주제에 대한 출발은 Ⅰ장에서 서술한 연구자의 내러

티브에서였다. 연구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예술교육

의 수혜자에서 예술전문가로 그리고 다시 예술교수자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예술하기’와 ‘가르치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

에 예술관련 교과목이 있는데도 예술전문성이 있는, 예술강사가 투입

될 필요성은 무엇인지, 예술강사, 학교, 학생이 모두 행복하기 위한 학

교 예술강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정말 ‘그런’ 예술강사들이 있는

지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문제 1은 학교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질문하며

그 의미를 찾고자 했다. 연구자는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어떤(what)

고정적 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기보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

(how)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꽃으로 은유

했는데 이것은 독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했

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34). Ⅳ장 ‘학교 예술강사 되어가기

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술강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서술하며

분석했다. 예술강사는 학교라는 물리적 환경과, 제도라는 무형의 환경

속에서 교섭작용을 한다. 예술강사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시 자신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을 변화시킨다. 학생, 교사의 태도변화, 그리고

예술강사 동료집단의 변화, 더 나아가서 집단행동을 통해 실제 제도에

변화를 시도한다. 이런 과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생한다. 연구자는 관찰한 현상을

34) 하이데거(1999, p. 65)는 “인간은 대지위에 시적으로 거주한다“(조용환, 2011 재인용)
고 밝혔듯 인간은 대상을 추상적이고도 은유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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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데 있어 주간과 객관 혹은 인식과 대상을 분리시킨 데카르트

적 인식론과 대치되는 듀이가 주장하는 상호작용성과 연속성과 관련시

켰다.

연구자는 연구문제 2를 통해 예술강사들이 어떻게 예술과 교육적 전

문성을 어떻게 통합시켰고 그 함의를 질문했다. Ⅴ장 해석 및 논의에

서 예술강사의 삶의 흐름과 의미를 해석하면서 예술강사들의 삶을 흐

름을 다섯 가지 범주인 진입경험, 학교에서의 삶, 고용과 노동, 전문성

신장, 통합적인 해석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각각의 이유로 우연한 기회

에 예술강사가 된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삶 속에서 무관

심, 한정된 재화, 고용의 문제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 이런

어려움은 표면적으로 외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예술강사들

의 내재적 어려움으로 치환되고 있었다. 이런 불안감은 예술강사들이

온전한 예술강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예

술강사들은 내외재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예술교육의 실행자인

예술강사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고 발전시켜야 했다. 이런 과정

은 구체적으로 예술강사를 위한 연수 참석, 다른 예술강사들과의 만남,

예술활동, 예술전시, 공부하기를 통해 이뤄졌다.

연구자는 예술강사들이 찾아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점인 ‘예술하기’

와 ‘교육하기’의 통합적 지점을 ‘의미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의미 만들

기’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더 구체화되었다. 연구

자는 ‘의미 만들기’를 다시 메타 인지적 관점, 인간에 대한 이해, 창의

적 활동으로 나눴으며 이 세 가지 요소는 학교 예술강사들의 삶에서

체화되고 있었다. 예술강사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마샤(Marcia.

1966)의 정체성 지위이론, 매슬로(Maslow, 1943)의 욕구 단계설을 통

합하여 분석해 연구 결과를 단순히 다큐멘터리식 이야기의 나열이 아

니라 정체성 이론의 맥락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예술강사들이 저차원의 수행에서 고차원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주한 문제 상황 (교권의 부재, 부족한 자원, 전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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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고), 즉 위기의 존재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위기의 순간동안 의

미 만들기 차원에 속하는 반성적 태도로 스스로 돌아보기, 예술의 근

원에 대해 생각하기, 사회와 상호작용하기(메타 인지적 관점), 다른 예

술강사들, 교사, 학생들과 소통하고 반응하기(인간에 대한 이해), 독창

성을 가지고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창의적 활동)를 통해 나아갔다. 이

런 상황에서 극복해야할 위기는 더 이상 ‘제약 조건’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유능한 예술강사로서의 전문적 성장과 예

술전문교육을 받은 개인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성

장을 가져왔다. 예술가의 활동과 교육자의 활동이 분리되는 지점이 물

리적, 철학적 차원에서 분명 존재하지만, 예술가와 교육자가 하는 활동

의 본질은 ‘의미 만들기’라는 부분에서 연결되었다.

그렇다면 예술강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미술교육학

분야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연구자는 해당 연구문제 3

의 해답을 찾으면서 미술교육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주목했다. 미술교

육 혹은 예술교육에 대한 이론은 아동중심주의, 표현주의, 사회 재건주

의와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혼란스러운 맥락들은 사실 모두 예술교육

가, 예술가가 지니는 탁월한 능력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예술강사가 지닌 통합적 정체성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미술교육이 충분히 표현주의면서 동시에 사회재건주의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예술적 전문성을 지니고 다시 학교교수자로 활동하는 사람들

의 성장에 대한 탐구는 예술, 혹은 미술교육의 근원에 대해 해체하고

다시 재조립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며 얻어진 예술교육의 요소들은 예술강사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상상하게 한다. 예술가들은 지각적 자극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하여 지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4차 산업혁명이후 인지적

학습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가치, 인간성, 창의성과 같은 정의적, 생각

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심동적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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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되고 학교교육과정은 점점 과정 중심적이고 학생중심적인 교육으

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예술강사의 존재는 중요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을 제시하며

미술교육에 대한 함의를 던져본다. 예술을 전공하고 예술교육을 했던

연구자가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단기직 예술강사로 근무하면서

미술교육에 대한 선험적이고 주지주의적인 편견에 오랜 시간 사로잡혔

다고 생각했다. 연구자의 본 연구를 통해 예술과 교육이 어떻게 교육

자, 학생, 교육기관, 개인의 삶의, 제도, 역사성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밝

히고자 했다. 초중등교육을 받는 동안 경직된 미술수업을 받고 입시를

위해 받은 훈련 역시 기능을 익히는 훈련이었지 제대로 된 예술교육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예술을 사랑

하고 전공하고 싶어 하던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구시대의 교육과정 속

에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상황을 증언한다. 한편, 지나치게 막연하게 예

술가의 수업이 어떤 마법과도 같은 일을 하리란 환상을 품기도 했다.

사실 문화예술교육사 수업에 참여하면서 듣게 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이 사업 자체가 예술가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락시키는

게 아닌가란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나의 연

구태도 편파적이었다. 인터뷰 방식은 지나치게 유도적일 수밖에 없었

다. 하지만 질적 연구방법론 워크샵들을 계속 들으면서 연구참여자들

과 함께 살아가고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태도로 전환되었

고 네 명의 각기 다른 강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것들 속에서 의미

를 발견하고자 했다. 클랜디닌(Clandinin, 2016)은 경험의 선택과정과

모호성 그리고 그것들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응하

기 위해 듀이(Dewey, 1984)를 인용하며 우리의 경험이 공동체의 살아

있는 경험 안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선택이

라는 주장이다. 연구 결과가 개인적 정당성에서 벗어나 실제적 정당성

과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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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예술강사들의 실제 예술교육 혹은 미술교육 학교현장에

주는 의미를 통해 이론과 실천에 대한 반성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이

는 실제적 정당성으로 이행되는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참여자들

은 자신들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고 말했다. 본 연구를 통해 예술강사들이 자신들의 이전 삶, 예술활동,

학교에서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르길 바란다. 연

구자는 혜정의 첫 번째 인터뷰와 마지막 인터뷰를 비교하며 실제적 정

당성이 구성되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면담이 진행되는 시간동

안 연구참여자인 혜정은 나름대로 삶의 곳곳에서 예술강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르네 마그리트(René François

Ghislain Magritte)의 초현실주의 그림을 보고 묘한 위로를 느꼈다. 규

격화된 학교 교육의 현실에 자신과 같이 특이한 수업을 하는 강사 어

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은 특이한 생각도 마냥 이상하기만 한 것이 아

니라, 멋지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나 같은 사람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그냥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아서 재

밌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동질하게 느껴지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런 사람들과 동질화되는 것이 나쁘

지 않아. 좋아 재밌어. 그렇게 되었어요.

(혜정, 여섯 번째 인터뷰)

숫자로 설명되는 세상에서 예술강사로 사는 것은 고단한 일일 수 있

다. 그러나 그런 삶의 독특함을 유지하고 예술을 개인적 차원으로 사

유하는데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재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

다면, 예술강사는 분명히 우리 세상에 새로운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중

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학교 예술강사의 삶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가진다. 그것

은 약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5000명에 달하는 예술강사들의 상황을

알리고 정책 입안자들이나 학교관계자들의 주위를 환기시킨다는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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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원에서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의 교육환경으로 들어온

예술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 매워지기 바랐다. 또한 예술강

사가 지니고 있는 예술성이 교육되어질 만한 것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

하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그들이 8500개가 넘는 학교

에서 행하는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프링(Pring, 2016, p. 64)의 ‘교육연구의 철학’에서 교육연구

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으로 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학생

은 상호작용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 기술, 이해와 음미의 양식

이 개발되기 때문이고 그러한 가치는 물리적인 환경을 통제하거나, 사

회적 경제적 힘을 이해하는 능력을 환기시킨다는데 있다. 즉 가르치는

사람을 연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동과 삶을 연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인류 과업의 일부가 된다. 즉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문화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구현시키

는 매개자가 되게 하며 공적 이해와 도덕적 목적성을 잊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결국 인간의 성장이다.

한편, 연구자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학교 예술강사의 삶

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학교 예술강사와 학교문화예

술교육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시선을 조명한 학

교문화예술교육은 장르중심, 기능중심에 한정된다. 그것은 결국 일회

적, 단기적, 불안정한 예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전문화되고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예술교육의 부재라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시킨다(김은

영, 2014). 그 동안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문제의식을 느끼던 입장은 상

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었던 예술강사 쪽이었다. 그러나 상황을 다각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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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from different areas of culture and arts are serving as

lecturers to provide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school

environment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by investigate

how the experts become school teaching artists in their personal

life and the professional environment. Four school teaching artists

in the fields of design and craft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and their ontological continuity was explored to investigate their

process of becoming ‘teaching artists for schools’ through the

narrative inquiry methodology, which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need for the present study began with th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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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s about the personal life as one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classes for fostering teaching artists and worked as a teaching

artist for schools. Encountering many teaching artists at schools

and the fostering institution, the author has observed that they

undergo difficulties in forming their identity as teaching artist for

schools. Although the present study began with the author’s

personal concerns, the author employed a macroscopic viewpoint to

extend and analyze the relevant issues.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described below.

Research Question 1. In what process has the identity of the

school teaching artists been formed, an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process?

Research Question 2. How have the teaching artists integrated

their identities as artist and educator and what is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Question 3.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the school teaching artists in terms of the

education of fine arts?

The study was conducted by narrative inquiry whe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t least 6 times with each of the 4

subjects. The data was collected between June 2018 and September

2019. The duration of each interview was 60 to 90 minutes, and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later transcribed.

The recorded contents were prepared as the interim study texts,

which were sent to the subjects for verification. In addition, the

photo materials that the author voluntarily provided were used. At

the final stage of the study, art works were prepared with the

theme of ‘the identity of teaching artist’ with the subject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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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d to so.

The 4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were school teaching artists

who had the professional career of 2 years or more. The subjects

were selected by the reference sampling method from the 6

candidates in the preliminary study conducted in early 2018. All the

four subjects were lecturers teaching visual arts at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Hyejeong, the first subject, was a woman in

her early fifties who had majored metal sculpture and was working

as a teaching artist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Juhui, in her

early thirties, majored fashion design, and has provided fashion

design lectures at youth center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She was the only one, among the subjects, who was not a

teaching artist supported by the Teaching Artists Supporting

Program. Miseon, in her forties, majored industrial design and

learned woodcraft later, currently giving woodcraft lecture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Euijin, in her early fifties, majored

Western painting and taught at a college. She has also held a

private exhibition. At the time of the present study, she was

giving craft lectures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Previous studies on the identity of the school teaching artists

and teaching artists were analyzed, and the identity theories in the

individual academic sectors were reviewed in the part of the

teaching artist identity. All the discourses on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including child-centered education, social reconstruction,

and expressionism, provided different interpretations about the

superior abilities of artists.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e

identity included the debate whether the human identity is born in

a social context or it is inherent, wherein both of the standing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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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as the frameworks for identity formation. The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artists and educators have shown

that the two different identities may be highlighted from a

reciprocal and integrated point of view. The author derived a

sub-category of meta-cognitive human understanding.

The section, ‘The Fruit Obtained by Preciously Cultivating a

Tiny Seed,’ describes the experiences of entering into the

professional. The teaching artists were not aimed at the profession

of a teaching artist initially. The majors that they firstly chose

included astronomy, statistics and nursing science, which are far

from arts. They did not enter into the field of arts, although they

liked arts, because the Korean society has a tendency of neglecting

arts and a conception that ‘Arts don’t pay enough.’ Nevertheless,

they had a strong desire for artistic expressions. Although they

majored arts and worked in the fields of arts, their social activities

were frustrated by the marriage and childbirth or they were unable

to earn a living by the artistic activities alone. This eventually led

them to the teaching job.

The section, ‘The Freedom or Indifference in the Field,’ deals

with their life in the schools from two different viewpoints. The

school teaching artists have often been marginalized in the schools,

because they are not full-time employees and they teach arts,

which are not counted as so-called ‘major subjects.’ Hence, the

teaching artists feel alienated and think that their classes are not

respected. On the other hand, some subjects considered it positively

that they can provide the classes without being hindered. However,

there was a consensus among the subjects that the school staff

needs to pay more attention and help to the teaching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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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the use of the

limited material resources, and their life in the schools.

The section, ‘Can I Sprout Again Next Year?’, highlights how

the life of the teaching artists are configured by the nature of the

employment and the perception regarding labor. Particularly, a

teaching artist, who does not benefit from the governmental

teaching artist support program, has to wait for the re-employment

by the school each time. Those who are hired as a teaching artist

of the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sensitively

responded to the number of times of the classes, which is

decreasing each year, or the abolishment of the education system

itself, rather than the employment. Breaking free from the standing

of subalterns who have no choice but to ask others for salvation,

the teaching artists are gradually making their own voices more

positively about the improvement of their labor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being a teaching artist provides a situation where the

art activities conflict with teaching activities. However, the

researcher discussed the possible coexistence of teaching and

creating, rather tha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n, in association

with the identity of teaching arti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Korea teaching artist model, rather than simply copying the

examples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section, ‘Gazing at the World While Leaning on Other

Blades of Grass,’ describes how the teaching artists examine and

develop themselves by their communications with the surrounding

individuals having the same interests, usually the same teaching

artists, through training programs and group exhibits. All the

subjects positively commented that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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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rtists have provided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new

people and reflect on the art education. The subjects also said that

they benefited from the training programs that allowed them to try

convergence with other fields and develop practical teaching

methods, rather than the programs focused on mere functional

things. The subjects said that what they learned from other

teaching artists mitigated the feeling of being isolated as a

teaching artist in the schools. Convening joint exhibits with

like-minded artists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continuing their

creative activities in the arts.

The section, ‘The Wild Flow Become Strong After Overcoming

the Barren Soil,’ compares the teaching artists, who have to be

arranged to different schools each year and adapt themselves

thereto, to wild flowers that bloom again each year. The process

of becoming a teach artist was not linear; it was a cyclic process

including the stages of living, telling, retelling and reliving. Despite

being an artist, the author was in the course of looking for the

answer to the fundamental question, “Is art necessary to schools?’

In addition, the author was thinking about what can be provided to

the students from a teaching artist. The occupation of teaching

artist is not simply a result of a job creation project, but it is

based on the artistic activities of teaching artists who can draw

out creative capabilities from the students.

VI. The conclusion section summarizes the process of becoming a

teaching artist in terms of sociability, placeness and temporality, and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process. Teaching artists negotiate

between the physical environment, which is a school, and the

intangible environment, which is the system. Adapting themselv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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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s, the teaching artists have changed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m. They attempted to make

changes in the attitude of the students and teachers and in the group

of the fellow teaching artists, and even tried to make changes in the

system through group actions. The process was not a one-shot

action, but it continued endlessly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personal life and the environments. This pattern is in confrontation

with the Cartesian epistemology characteriz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subjects and objects or between recognition and subjects,

and is related to the interaction and continuity argued by Dewey.

The school teaching artists had the dual identity of artist and

educator in the early stage of their career, recognizing themselves

as being in the gray zone or being made to recognize themselves

so through otherization. However, they have formed an integrated

identity through ‘meaning-making’ for integrating artistic activities

and education activities in a proactive and positive manner. The

author categorized the elements of the identity integration into

metacognitive understanding, human understanding and creative

activity, all of which have been embodied in the life of the

teaching artists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s.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the teaching artists was

analyzed by combining Marcia’s identity status theory (Marcia

1980, 1988) and the Maslow’s hierarchy of needs (Maslow, 1943),

dealing the process as, not just a documentary listing of stories,

but a matter of the identity theories. The teaching artists were

able to progress from the low-degree performance to the

high-degree performance because of the crisis, the problematic

situations that they faced (lack of educational authority,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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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ources, and reconsideration of expertise). During the moments

of the crisis, the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made progress by

introspecting themselves with a reflective attitude that belongs to

meaning-making, contemplating on the origin of arts, interacting

with the society (metacognitive perspective), communication with

and responding to other teaching artists, teachers and students

(human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constraints creatively

(creative activity). In this situation, the constraints were no longer

limiting their roles; they served as a kind of catalyst for further

growth. In this way, they have accomplished the professional

growth as competent teaching artists as well as the personal

growth for contributing to the society as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special education in arts.

keywords : art education, teaching artist, narrative

inquiry, design and craft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4 - 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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