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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양상을 토대로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문화

적 구조를 도출하는 일에 주목한다. 더불어 COVID-19로 인한 시의성을 고

려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

수업을 위한 수업준비를 비교대조 해가며 살핀다. 이러한 밑작업을 바탕으

로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문화적 구조와 그것의 변화가 어떠한 교육학적 함

의를 지니는지 파악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를 통해 발견

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양상은 어떻게 파악하여 구조화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양상을 크게 수업의 하드웨어

(hardware) 준비, 수업의 소프트웨어(software) 준비, 수업의 유스웨어

(useware) 준비, 수업의 바디웨어(bodyware) 준비라는 네 가지 문화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파악한다. 이 주제들은 각각 수업준비의 물질적 차원,

내용적 차원, 과정적 차원, 주체적 차원을 조명한다.

수업의 하드웨어 준비에서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가 물질로 가득 찬 곳

에서 물질로 된 것들을 다루며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초

등교사가 수업을 위한 장소를 구축하는 방식과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을 마

련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수업의 소프트웨어 준비에서는, 초등교사들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차원

의 교육과정에 담긴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현장에서 통용되는 형식에 따라

조직하여 공통의 시스템으로서의 “교육과정 문서” 상에 가시화한다는 점, 교

육내용을 실제 수업하는 데에 적합한 형태로 자료화하는 일을 중심으로 수

업준비를 수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수업의 유스웨어 준비에서는, 수업의 과정 그 자체에 비교적 직접적·즉각

적으로 적용·관여되는 요소들을 교사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선후적·인과적으로 연계되는 요소들을 절차화하

고 최적화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수업준비한 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업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수업준비한 바가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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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반영·활용·구현되는지를 파악한다.

수업의 바디웨어 준비에서는, 초등교사들이 몸을 가진 주체로서 수업을

하는 몸을 갖추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그들의 몸을 구축하게 되는

지, ‘주체-타자’로서 어떠한 타자들의 어떠한 성격을 띠는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면서 수업준비를 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준비

는 어떻게 다른가? 앞서 제시한 수업준비의 네 가지 문화주제와 그것에 상

응하는 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수업준비의 양상은,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준비 간의 비교대조 속에서 제

시된다.

수업의 하드웨어 준비 중 장소의 구축에서는, COVID-19 로 인한 수업장

소의 이분화와 수업장소 간 전환 그리고 수업장소 내 배치의 고정 심화를

제시한다. 또 수업장소화에 부과되었던 원칙이 무엇이었으며, 교사들이 그러

한 원칙을 어떻게 수업장소에 적용하였는지 살펴본다. 사물의 마련에서는

COVID-19 상황 속 사물의 전달을 어렵게 만들었던 조건과 교사들의 대처

방안, 새로이 등장한 사물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그러한 사물들이 교사들에

게 부과한 책임 등을 살펴본다.

수업의 소프트웨어 준비 중 커리큘럼의 현장화에서는, COVID-19로 인해

교육과정 문서의 표준화와 정밀화가 종래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했음을 제시

하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폐해가 생겼는지 밝힌

다. 수업내용의 자료화에서는 COVID-19로 인한 보안 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활용이 수업자료의 보관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 수업자료화가

수업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 교사 간 수업자료 전달 방

식 중 축소된 방식과 확대된 방식이 있다는 점을 그 까닭과 함께 제시한다.

수업의 유스웨어 준비 중 수업의 절차화에서는, COVID-19로 인한 수업

전 작업의 변화, 목적, 특징, 효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시정표의 다변화·복잡

화로 인해 수업 루틴이 붕괴됨으로써 드러난 문제들을 제시한다. 수업의 최

적화에서는, 수업계획안이 종래에 비해 더 중시되었으나 수업계획안과 수업

간 괴리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것,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대한 상상이 필요했다는 것, 의사소통 규칙의 적용 강도·여부·방식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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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더불어, 수업에서 교사의 말과 행동을 통한 개입이

부재하자, 아이들이 그러한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요구하기도 했

음을 언급한다.

수업의 바디웨어 준비 중 몸의 아비투스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 교사

의 직전실습이 지향하는 바에 변화가 생겼음을 밝히고, 교사가 종래에 겪어

본 적 없는 플랫폼 및 장비와 결합해야 한다는 몸틀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

구받았으며, 교육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음을 제시한다. 얼굴의 교차에서는, COVID-19로 인하여 교육주체들이

서로의 몸-얼굴을 만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조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

히고, COVID-19 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자아 이미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

러나며 그러한 자아 이미지가 수업준비에 어떻게 관여하게 되는지를 제시한

다. 또한, 교사주체가 동료교사, 학부모,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준비하

는 과정에서 겪게 된 어려움을 제시한다.

셋째,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이러한 구조와 변화는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

를 지니는가? 이 연구문제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실천과 연관되는 사회적

함의와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술 영역에서의 학문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학적 함의를 파악한다.

수업의 하드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교사가 ‘공간적 질서’를 도

입함으로써 수업을 위한 ‘장소-세계’를 구성, 해체, 재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장소-패닉’을 극복하여 새로운 ‘공간적 질서’를 따르는 수업장소를 구성한다

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사물-교사’ 즉, 사물과 교사 간의 ‘동기화하는 종

합’으로서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이것을 교사의 전문성 영역으로 볼 것을 제

안한다.

수업의 소프트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표준화에 내

재된 ‘동일률’에 근거한 ‘형식논리’ 체계와 교육과정의 정밀화를 이끌어내는

양(量)화된 언어에 대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시뮬라크르’와

‘에크리튀르’를 수업자료의 성격으로 상정하고, ‘푼크툼’ 느끼기 및 ‘찾기’, ‘상

상력’ 갖추기, ‘공포’ 극복하기가 수업자료를 다루는 데에 유의미한 교사의

태도임을 제시한다.

수업의 유스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수업 전 작업이 혼잡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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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그 가치를 찾고, 활동의 단계화가 ‘문화’와 ‘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을 드

러내어 보여주는 일임을 제시하며, 교사의 근대적-자본주의적 시간의식 및

COVID-19로 인한 ‘시간적 중력의 부재’와 삶의 리듬 상실을 토대로 수업에

새로운 시간 형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거친 기록과 ‘이미지적 사유’

방식을 통한 교사의 수업계획과 ‘토템적 분류’로서 ‘구체의 과학’의 성격을

띠는 교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결정한 의사소통 규칙 안에서 교사의 ‘권위’와 ‘학습자의 자유’가 어떻게 공

존하는지 제시하며, ‘수행적 예술’에서의 ‘연출’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교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수업의 바디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교사의 직전실습을 ‘습관을

획득’하여 ‘몸틀을 조정하고 확장’하는 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학교

의 현실에 대해 비판한다. 또한, 교사가 ‘카이로스’ 시간의 관점에서 구성한

자신의 ‘학습생애사’와 그것을 수업에 연관시키려는 ‘결단’, 그리고 ‘영향사’적

관점에서 획득한 은사와의 ‘연대의식’이, 교사의 몸에 새겨진 체험을 수업의

밑천으로 변화시키는 데 작용함을 제시한다. 더불어 교사의 몸틀에 대한 요

구를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른 요구와 교육적 요구로 구분하고, 요구에 대

한 적합성 판단과 그에 기반한 책임 부과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한편 교육

주체들의 얼굴을 사라지게 만드는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작동을 피하고

자, 교사들이 ‘일상생활의 창조적 실천’을 통해 ‘감시에 대항하는 망’을 구축

한다는 것, 교사가 ‘(소)타자’를 바라봄으로써 ‘자아 이미지’를 갖고 수업준비

와 그것에 대한 선악 및 호오 판단을 한다는 것, 수업준비에서 가장 중시되

어야 할 일은 교사가 수업준비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현상을 총체적, 실천적, 시의적, 존재론적,

교육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더 나아가 우리의 교

육이 문제삼거나 지향해 나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초등교사, 수업준비, 자문화기술지, 사례연구, COVID-19와 교

육,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학 번 : 2018-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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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 주변 초등교사들 사이에서 ‘개똥철학’처럼 전해 내려오는 명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5년 주기로 교사 생활에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공

교롭게도, 만 5년을 채워 근무한 나 또한 슬럼프의 예외가 아니었다. 나에게

슬럼프는 수업준비에 찾아왔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학교에 남아 당

직 주무관에게 쫓겨날 때까지 수업준비를 했을 정도로 수업준비에 열정적이

던 초임교사 시절의 나와 다르게, 2017년 5학년 영어 교과 전담 교사로 일하

던 나는 수업준비에 극도로 무기력했다. 나는 동료교사가 공유해준 양질의

수업자료를 보고는 위축되어 용기를 잃고 자포자기도 했고, 수업준비를 하다

가도 이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만용으로 게으름을 부리며 인터넷 서핑을 하기

도 했다. 심지어 수업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수업준비를 회피한 채, 영어실

안쪽의 교구 보관실에 숨어 잠을 자는 비밀스러운 일탈도 했다.

그런데 수업준비에 무기력한 것이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교

사로 근무하는 동안 나는 동료교사들이 수업준비가 안 되어 있음, 수업준비

를 할 수 없음, 수업준비를 하기 어려움, 수업준비를 하기 싫음, 수업준비를

할 필요가 없음, 수업준비는 해봐야 소용없음 등, 수업준비에 대한 고충과 불

만을 토로하는 것을 적잖이 들어왔다. 그러나 수업준비와 관련된 이러한 문

제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주로 교사들의 공허한 잡담이나 반복적 투

덜거림의 소재가 되는 데에서 그쳤다. 대화의 말미에서 교사들은 수업준비에

무엇을 더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상호 위안을 건네곤 했다. 그리고 수

업준비의 개선 불가능함을 기정사실화하며, 종국에는 냉소적이거나 체념적인

태도를 취했다. 동료교사들 또한 수업준비에 대한 열정을 잃은 채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수업준비는 수업의 밑작업이자 사전작업으로서, 수업의 실현 여부를 결정

하고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실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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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등교사가 근무 중 수행하는 다른 일들(예컨대 행정업무, 수업 후 휴식,

교직원 회의, 친목 도모, 동호회 참석 등)에 비해 뒷전으로 미루어지는 경우

가 많았다. 또, 수업준비에서의 전문성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해

야 그러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거나 대화할 여

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교사들은 수업준비 중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타

개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통을 오롯이 감수하는 방식을 택하는 듯

했다. 이에 나는 초등교사들의 수업준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연구를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연구를 구상하던 초기에는, 초등교사가 수업준비를 할 때 무기력을 겪는

이유를 찾고, 무기력을 극복하여 열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실행연구

를 해야 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런데 예비연구를 수행하면서 나의 초기 계획

에 균열이 생겼다. 예비연구 당시 연구참여자는 김목화1)였는데, 나는 그녀 또

한 수업준비를 할 때 나처럼 무기력감을 느껴보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그

녀와의 면담에서 무기력과 관련된 발화들이 나오기를 내심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은 수업준비에 무기력해본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나의 기

대를 꺾었다. 오히려 그녀는 넘치는 자부심으로 수업준비를 척척 해나갔다.

내가 내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녀를 억지로 무기력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이었다.

복직 후 연구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면서 내 계획은 완벽

히 수포로 돌아갔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수업준비를 했던 동학년 교사들

이 부지런하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준비를 해나갔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도 그들과 함께 너무 정신이 없이 수업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

에, 수업준비에 대한 무기력을 느낄새 조차 없었다.

게다가 현장에서 동료교사들과 함께 수업준비를 하다 보니, 내가 그들에게

“나도 그렇지만 당신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와 당신들의 수업 준비는 개선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

게 되었다. 수업준비로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내 예상보다 훨씬 능숙하고

세심하게 처리하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진 미숙함과

미흡함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고, 초등교사들의 수업준비가 매우 복잡다단하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었다.

1) 이상의 인명, 기관명, 지역명 등 고유명사는 모두 가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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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계속해 나가던 어느 날,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를 맞이했다. 김목화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때였다. 그녀는 초등교사의 수업

준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김목화: 교사들이 [수업준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잖아, 그치만

돌아서서는 그래도 애들한테 필요할 거야, 애들한테 좋을 거야,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 농땡이 필 거 같지? 농땡이 피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만나본 교사들에 한해서는. 편하

게 가자고 말로는 해도, 애들한테 도움 되는 거, 의미 있는 거

하려고 해∼ 회의의 이유도 다 그거고∼

그녀의 말에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그렇다. 내 곁의 많은 교사들

이 수업준비에 대해 이런저런 고충과 불만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분

명 수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무기력감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조차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수업준비함 속에서 수업준비에 대한 고충과

불만의 말 이외에도 수업준비를 구성하고 개진해나가기 위한 의미들을 생산

하는 말 또한 하고 있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Merleau-Ponty(1960)가 그렇게 보았듯, 언어활동은 “의미화의 역능”(조광

제, 2004: 255)을 지닌 몸의 동작의 일환이기에, 몸으로부터 출발하여 보다 근

원적인 의미인 몸 동작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언어활동의 의미를 이해

해야 마땅했는데, 나는 수업준비에 대해 재단하는 특정한 몇몇 말에만 사로

잡혀 있었다. 나는 그 ‘빈말’(Heidegger, 1927)들에 기대어 수업준비라는 현상

의 일부를 조악하게 포착했을 뿐, 수업준비에 대한 다른 많은 말들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교사들의 언어활동의 틈을 비집고 튀어나오는

그들의 “정서적 몸짓”(Merleau-Ponty, 1945: 293)에 주목하지 못했고, 그러한

정서적 몸짓이 ‘침묵의 목소리’로 암시하는 의미들도 붙잡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내가 속한 교사공동체의 역동, 우리 초등교사들의 수업준비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억측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문제다.” 하고 단정 지으며 섣부르게 진단하고 해결하려 들었다. 연구참여자

들과 함께 수업준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나가며, 비로소 나는 나에게 더 우

선적이고 시급한 과제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너무나도 친숙했던 문화를 낯설

게 보고 그것을 소상히 파악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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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준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쉽게 그리고 더 잘 떠올릴 수 있다면, 나와 동료

들이 느꼈던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 또한 자연스레 얻을 수 있을

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나의 연구 문제의식은 내 “개인 차원”의 “심리적”인 성격의 것에서

“집단 차원”의 “문화적” 성격의 것으로 전회하게 되었고, 나는 초등교사의 수

업준비 양상을 포착함으로써 그것의 문화적 구조를 파악하는 자문화기술적

사례연구를 수행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한편, 2019년 12월 중국을 시작으로 확산된 COVID-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으며, 전 세계는 대혼란을 맞았다. 지젝(Žižek)이 2020년 르몽드 디

플로마티크에 기고했던 글의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코로나 호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어느 누구도 내릴 수 없었다. “상황은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고,

너무나 많은 예측 불가의 변수들이”(Žižek, 2020: 11) 쏟아졌다. 우리 모두는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달라진 일상을 맞게 되었다.

COVID-19 팬데믹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역운이었고, 나의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역운 속에서, 그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초등학교 현

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2020년 초, 으레 했던 3월 1일 개학은 상상

조차 못할 일이 되었고, 개학은 야금야금 끊임없이 미뤄졌다. 교육부의 온라

인 개학 방침에 따라 4월 16일(고학년), 20일(저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

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수업은 종래에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이 해

본 적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진되어야 했다.

개학 6주차인 5월 25∼29일(나의 소속교의 경우 27일)에 이르러, 교육부의

순차적 등교개학 및 학생 수 제한 방침이 제시되었고, 초등교사들은 교실에

서 학급 아동들을 처음으로 만나 대면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COVID-19 하에서의 대면수업이 종래의 수업과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대면

수업은 비말차단, 접촉차단, 인원 제한, 안전거리 유지 등, 각종 방역 수칙을

우선적으로 엄수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이 시기 이후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은 유동적으로 번갈아, 병행 실시되었다.

그러던 중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 대규모 집회 발 COVID-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하여, 8월 26일부터(9월 11일까지)는 전면 비대면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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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했다. 비대면수업 초반에는 비대면 수업이 과제제시형 위주로 이루어졌

지만, 비대면수업이 더 이상 단기적으로 시행되고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자,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 이후의 모든 변곡점들을 짚지 않더라도, COVID-19 팬데믹 발발 이후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큰 틀에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교육부의 등교

방침 통보, 그에 준하여 결정된 개별학교 차원의 등교 원칙, 학급의 감염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수업일정 및 방식은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야 했고, 교사

들은 매번 새롭게 주어지는 조건에 맞추어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각각을,

그리고 양자 모두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렇듯 단순화, 객관화되고 무미건조하게 나열된 몇 줄의 요약문

은, COVID-19 팬데믹 하에서의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다

담을 수도, 그러한 일들에 내재된 복잡다단함을 충분히 표현할 수도 없다.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수업준비는 기존의 수업준비

와 사뭇 달랐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시

행착오와 고투, 좌절과 성취를 겪었다. 교사들은 새로이 주어진 삶의 조건과

행동 규칙 하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

워하기도 했고, 수업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가능하게 만들어보기 위해 발버둥

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던 종래의 수업준비와 상충하는 새로

운 방식의 수업준비에 대한 저항감에 굴복하고 낙담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저항감에 맞서서 새로운 수업준비의 가능성을 엿보고 길을 개척해나가기도

했다.

나에게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교사들의 수업준비 문화의 구조와 그것

의 변화 속에서, 교육적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

다는 것이었다. COVID-19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와중에도 교사들이 수업준

비 중에 고수하며 지켜내고 싶어 하는 교육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 시대적

사회문화적 격변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사라져가는 교육적인 무언가가 있다

는 것, 학교현장에 뿌리 깊게 박혀 계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요

개선점이 COVID-19로 인해 더 잘 보이게 되었다는 것, 교사들의 오랜 불만

과 요구에도 바뀌지 않던 요개선점들이 COVID-19를 계기로 너무나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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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기도 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나는 표면화시키지 않으면 이내 잊혀

져 버릴지 모를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붙잡아 기

록으로 남기고, 학술적인 눈으로 읽어내고 싶었다.

지금까지 상술한 바, 초등교사들의 수업준비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문화를 구조화하는 것,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의 준비를 비교대조해가며 살펴보

는 것, 그리고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구조와 그것의 변화가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지니는지 알아보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부름”(Heidegger, 1927)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러한 부름에 응하여 이것들을 연구목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첫째,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양상은 어떻게 파악하여 구조화할 수 있는가?

나는 수업준비의 양상을 기계적으로 포착하지 않고, 상황과 맥락 속에서

해석적으로 포착하여 가능한 한 “두텁게 기술(thick description)”(Geertz,

1973/2009)하려 한다. 그리고 그렇게 포착된 수업준비의 양상을 토대로 수업

준비의 구조를 구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구축하고자 구조는 초기 구조주의에서 강조되는 이항대립적이

고, 일반적 법칙을 제시하고, 명령하고 보호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임봉길,

2010). 도리어 그것은 발생, 사건, 배움과 결부되는 구조이다.

먼저, 발생과의 연관 속에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계 또는 현장에

서 이제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규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수업준비를 발견하여 현실적 구조로서 규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발생은 ...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자] ... 구조가 구현되어 몸을 얻

는 과정”(Deleuze, 1968/2004: 401)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조 안에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경우에’라는 물음”(ibid.:

398)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답하는 수많은 수업준비의 사건들이 살아 숨쉬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모든 수업준비 사건들을 일반적인

상위 원리에 따라 포섭하여 통일하는 수목의 형태가 아니라, 항 간의 접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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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로 구성된 리좀의 형태를 띨 것이다. 리좀적 체계는 “비-체계가 아니라

비중심화된 체계”이며, “그 자체로 유의미한 다양한 집결지를 가질 수 있는

체계”(이진경, 2002: 111)이다. 나는 “리좀 안에 수목적인 마디들”(ibid.: 118)

이 체계 내의 집결지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고, 분석의 과정에서 그러한 마

디이자 집결지로서의 문화주제들을 발견하여 제시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움과 연관되며 또 다른 구조화의 가능성을 촉발하는 구조이

다. 내가 구축할 구조는 일종의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하나의 개념적

구성물”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현실이라거나, “실제상황 혹은 행위가 ... 귀속

되어야 할 그러한 도식은 더더구나 아니다.”(Weber, 1949: 93; 김광기, 2014:

63) 다만 이것은 내가 현실에 근거하여 상상한 바를 토대로 구성해낸 형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내가 구축할 구조는 고정불변한 “앎의 요소가 아닌 ... 어떤

무한한 ‘배움’의 요소일 뿐”(Deleuze, 1968/2004: 416)이며, 그 또한 하나의 현

실화 된 재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코 어떤 제대로 된 질적 통합성을 구성

하지는 않음”(ibid.: 451)을 인정하고, 수업준비를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의

더 나은 구조화의 가능성을 개진하고 고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의 준

비는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 답을 함으로써 수업준비 문화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면,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수업준비를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을 위한 수업준비라는 하위 현상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현상을 ‘줌인(zoom-in)’하여 들여다봄으로써 그것들을

비교대조하여 제시할 것이다.

특히 수업준비의 주안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인데,

그 주안점은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볼 수 있다. 그것은 ‘상황정의’, ‘선택과 배

제’, ‘실천 및 적용’이다. 각 주안점 별 질문을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황정의’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는 각각의 수업준비에서 자신이 처해있는 상

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교사로서의 자신 및 자신이

마주하는 타자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다음으로, ‘선택과 배제’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는 각각의 수업준비 시에 무

엇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가? 또, 무엇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가? 혹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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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준비 중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필요함에도 추구하는 것이 있

는가? 교육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있는

가?

마지막으로, ‘실천 및 적용’과 관련하여, 수업을 위해 수업준비에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였으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고려 사항을 떠올리기는 했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는 없는

가? 나아가 각 수업준비는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즉 수업 준비와

수업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거나 혹은 괴리되는가?

단,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준비가 결국은 수업준비로서 어

떠한 공통적인 전제에 묶여있기도 하고, 서로를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등 상

관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수업준비를 극명하게 대비시

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두 수업준비를 견줌

으로써 그것들이 교육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셋째,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이러한 구조와 변화는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지니는가?

이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은 앞선 연구문제들의 답을 교육의 눈으로 검토하

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교육학 연구로서의 함의를 지니는 연구가

되려면 연구의 성과가 궁극적으로는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조용환, 2021b:

15; Spranger, 1966/2009)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교육의 본질”(조용환, 2021b: 82)은 그 반성의 기준이자 판단 지침이

될 것이다.

교육학적 함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볼 때, 그중 하나는, 교육 현장

에서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적 함의일 수 있다. 사회적 함의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라는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안목을 토대로 하여, 교육주

체들의 삶이 교육과 연관되는 측면과 방식, 교육주체들이 교육의 본질에 부

합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지점과 방향, 그러한 변화를 도모

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미시적(개별 주체) 거시적(교육문화 및 제도) 차원의

노력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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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학술 영역에서의 학문적 함의이다. 이 연구가 학계에서 이제

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또한

후속 연구들에 어떠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학술적 상호주관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복잡

다단한 현장의 사태를 질적 근거지표로 삼아 에믹한 이론을 구성하고 그것들

을 통찰할 수 있는 에틱한 논의체계를 도출함으로써,2) 이 연구가 교육현장에

대한 학술 영역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교육학이

라는 학문의 전통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나의 교육적 삶과 관련된 함의를 지

녀야 할 것이다. “질적연구는 일차적으로 ‘연구자의 학습과정’”(조용환, 2011:

52)이기에, 연구자인 나 자신의 연구를 통한 학습과정이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와 교육은 상호보완적”(조용환, 2004: 58)인 것으로서,

“연구를 통해 교육이 향상되고 교육을 통해 연구가 향상”(ibid.: 58) 될 수 있

기에, 나는 이 연구를 통해 교사로서의 나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과정

1) 연구방법: 자문화기술적 사례연구

(1) 자문화기술지

나는 이 연구를 자문화기술적 사례연구로서 수행하였다. 인류학의 전통적

연구방법인 민족지(문화기술지)에 뿌리를 둔 “자문화기술지는 이른바 ‘원시부

족사회’들이 급속히 문명화, 국가화, 근대화됨으로써 전통적인 ‘오지’ 인류학의

연구현장이 사라지는 시대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새로운 문화기술지이다.”(조

용환, 2019a: 10) 자문화기술지의 등장은 “종래에 ‘현지인’이었던 사람들 가운

2) 에믹과 에틱 관련한 논의는 조용환(2011: 21)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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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인류학자가 양성되면서 자기의 문화를 ‘토착’ 인류학의 관점으로 연구하게

된 변화와도”(ibid.) 관련이 있다. 나 역시도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일

을 하다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기에 내가 몸담고 있는 초등학교의

문화, 나의 정체성인 초등교사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

문화기술지라는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자문화기술지를 수행함에 있어 현지인인 동시에 연구자이기도 한 현지인-

연구자들은 “재현(representation)의 위기”(Marcus&Fischer, 1986/2014)에 대

해 민감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게 된다. Spivak(1988)이 지적하

였듯, 제 1세계(서구 남성으로 대표되는 지배집단) 및 제 3세계 엘리트 지식

인(토착 정보원)들에 의하여 재현되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 서발턴의 배제

됨과 관련하여, 내부자-연구자들은 서발턴의 목소리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들려주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재해석 해보자면, 교사-연구자는 외부

자들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그려내던 교사의 특정한 이미지를 덥석 받아

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극복해야 할 재현의 위기는 보다

다면적인 성격의 위기다. 재현은 단순히 외부자가 내부자를 대변하여 말하는

것으로부터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Willis(1977)에서 볼 수 있듯 내부자가

내부자 집단을 특정한 방식으로 다시 제시하고, 자신들의 부정적인 삶의 모

습을 재생산함으로써 야기되기도 한다. Weems(2003)가 “그들[흑인 하층민 여

성] 스스로의 비열했던 과거를 직시하고 옹색한 현실과 미래에 직면하면서

정치적으로 당당해지고자”(조용환, 2019a: 11) 그들 자신의 삶과 문화를 연구

했던 것처럼, 나의 자문화기술지는 스스로 열패감에 빠져 저주의 말을 하는

내부자인 교사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연구 내내 나의 주관을 유지하면서도, 자기고백록이나 사적인

일기에서의 성토대회처럼 주관주의에 매몰되지는 않도록, 상호주관성을 최대

한 염두해가며 연구를 수행하려 하였다.

자문화기술지를 수행함에 있어, 재현의 문제와 더불어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 즉 나와 동료 교사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자문화

기술지가 “‘自’를 의미하는 auto와 他를 전제하는 ‘ethno’”라는 다소 상호대립

적이고 모순된 두 요소의 공존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구 방법이기에(조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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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a: 10)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에 나는 “우리”라는 이

름이 포괄하는 서로 다른 두 개념, 즉 주체와 타자,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중

용의 미덕을 잘 발휘해가며 연구를 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 동시에 나와 상호작용하는 타자들에 대한 이

야기이기도 하므로 “‘주체의 타자화’와 ‘타자의 주체화’가 반드시 상관작용을

하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ibid.) 한다는 것을 유념했다. 이것은 곧 주체와

타자를 묘사할 때, 타자들에게 있어서 주체가 어떻게 규정되고 주체에게 있

어서 타자들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함께 고려하려 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가 개별 교사들의 실존적 체험을 제시하는 일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교사 집단의 문화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조용환(2015)은 문화를 인간

화(길들임), 방식화(생활방식), 의미화(의미의 구성과 공유)의 요소를 통해 규

정하였다. 자문화기술지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나는 이미 독특한

학교 문화와 교사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주체와 타자가 형성하는 관계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내가 속한 초등교사 집단의 수업준비 문화를 읽어내고 표현하고자 했다. 그

리고 “우리”의 관계와 문화에 대해 단정하거나 단죄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려

고 했다. SAGE 질적연구 핸드북 제 5판(Denzin·Lincoln, 2018)에서 28장 자

문화기술지 부분의 저술을 맡은 스프라이(Spry)가 언급하였듯, 자문화기술지

는 “주체와 타자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Denzin·Lincoln, 2018: 631)를 고정적

으로 명시하거나 그것을 무화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말해 모종의 분리주의

나 전체주의적 해석을 넘어서, “차이[가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관심”(ibid.)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적 삶에 대한 통찰을 얻고, 그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문화적 존재로서의 “우리”가 본분을 “이상적[으로] 수행

(utopian performative)”(ibid.: 641)하기 위한 “특별하고 실천적인 [공현존] 전

략”(ibid.)을 모색하고자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자문화기술지의 작업은 연구자인 나와 내가 속한 교사 공동체의 교사들

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자기변형(self-transformation)

을 요구”(Kwak, 2012: 124)하는 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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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연구

초등학교의 문화 그리고 초등교사의 문화를 연구한다 하여, 내가 모든 초

등학교의 모든 초등교사를 연구할 수는 없기에, 이 연구는 필연적으로 사례

연구일 수밖에 없었다. “사례연구가 다른 연구와 구분되는 특이성이 사례에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에서는 사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일차적인 문

제”(서덕희, 2020: 19)로 대두된다. 그렇다면 사례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SAGE 질적연구 핸드북 제 4판(Denzin·Lincoln, 2011/2014)에서 17장 사례연

구 부분의 저술을 맡은 플루비야(Flyvbjerg)가 문두에 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토대로 추론하자면, 사례는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영역 같은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플루비야는 스테이크(Stake, 2008)의 말을

인용하여 사례연구가 “‘기능 특정적인’ 또는 ‘제한된 체계’라고 부르는 ‘개별

단위’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하며, 이러한 “개별 단위 경계의 설정”이 곧 “사

례 만들기(casing)”(ibid.: 443)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나

의 연구현장과 연구참여자들의 수업준비를 중심으로 사례를 만들어가며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관점과 더불어 사례는 발견되는 것이

라고 보는 관점 또한 있다.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내가 그것을 사례

로 삼기에 앞서, 연구현장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수업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내가 다만 그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연구

가 개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례는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발견

되는 것인가? 어쩌면 둘 다 맞는 말일지 모른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에 대한 두 관점을 동시에 수용하고자 한다

면, 유명론(case is made)과 실재론(case is found)이라는 “양자택일처럼 보였

던 이 두 관점이 실은 과정상의 양 극단을 표현한 것일 뿐”(서덕희, 2020:

19)임이 드러난다. 사례가 “연구자에게 발견되면서 동시에 만들어”(ibid.: 24)지며

“사례가 되어가는 것(case-becoming)”(ibid.)이다. 실로 그러한 것이, 나는 연구의

목적을 갖고 사례를 만남으로써, 목적과 사례가 형성하는 “그 긴장 속에서 ...

[목적]의 내포[를] 구체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었으]며, ... 사례도 [보다] 온

전히 이해”(서덕희, 2020: 24)할 수 있었다.

한편, 플루비야는 “사례연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권위있는 저술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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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Denzin·Lincoln, 2011: 444)함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으로서의 사례연구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저평가되거나 무시되는 현상이 발견된다.”(ibid.)고 하였

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가 빈번하게 지적받는 바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가 빈번하게 지적받는 지점 중 한 가지는 사례

를 통해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질적연구

에서의 사례는 “주름잡힌 모나드”(Deleuze, 1988/2004)로서, “고유한 속성을

가진 다양체 혹은 변이체”(조용환, 2019b: 8)인 동시에 “각 사례가 사례들의

집합적 구성체 혹은 네트워크의 특정 지점에 위치”(ibid.)하기에, “개성과 고

유성을 갖는 동시에 전체의 속성들을 다양하게 반영”(ibid.)함으로써 일반성을

담지한다. 그리고 “소위 ‘전형적’, ‘평균적’, ‘특이적’, ‘변이적’ 등 사례의 성격

에 대한 표현 자체가 ‘일반화’”(서덕희, 2020: 31)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

는 내가 연구하는 사례를 통해, 사례가 속해있는 집합적 구성체와 네트워크

를 드러내고, 사례의 사례성이 어떠한지 표현함으로써,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 “모집단 자체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진”(ibid.) 나의

연구참여자들의 견해와 학교 및 교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축적된 평가 등을

통해”(ibid.), 나의 일반화에 대한 판단을 검토해가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일반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곧, 사례연구를 통

해 얻어진 이론이 보편적이고, 초 시공간적(불변적)이며, 맥락 독립적이고, 인

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지식인 에피스테메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례연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은 현실적이고

(pragmatic), 가변적이며(variable), 맥락-의존적인(context-dependent),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것으로서 가치 합리성에 기초하여 행위 과정에서의 가치 판단을

추구하고 목적과 수단 간의 내재적 연관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 실천적/윤

리적 지식(pronesis)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프로네시스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인간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특히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의 질서감각 하에서 삶을 성찰하고 인간적인

좋음(적절하고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는 활동인 프락시스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지식이기에, 나는 프로네시스의 획득을 위

해 연구현장에 “접촉”하고 현장을 끊임없이 “기어 다님으로써”(Flyvberg,

2014) 행위 주체들의 실천을 온 몸으로 느끼며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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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현장

이 연구의 연구현장은 크낙새초등학교이다. 나는 전임지에서 5년 넘게 근

무했기 때문에 학교 만기가 되어 학교를 옮겨야 했고, 2년 간의 연수휴직을

마친 후 2020년 크낙새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머무는 현장에서 연구자가 속한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는 자문화기술지적 사

례연구의 특성상, 크낙새초등학교는 자연스럽게 연구현장이 되었다. 새로운

학교에서의 연구는, 나에게 친숙했던 초등학교라는 현장을 낯설게 만듦으로

써 학교의 색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었다.

크낙새초등학교는 경기도 소재 대도시의 중산층 거주지에 위치한 학교이

다. 학교 주변에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건물이 혼재되어 있고, 가정 간의

사회문화적·경제적 편차가 다소 있는 편이다. 1921년에 개교하였으며, 2005년

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중간규모의 학교로, 5층짜리 2개 동(전관과 후관)

으로 된 “ㅁ”자 건물에, 28개의 일반학급과 1개의 특수학급이 있다. 한 학년

당 4-5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학생수는 800여명, 학급당 학생수

는 29명 전후이다.

2020년 현재, 내가 소속되어있던 2학년은 4개 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

으며, 학급 수가 적은 축에 끼는 만큼, 학급 당 학생수는 30-31명으로 많은

편이었다. 2학년은 전관 4층에 위치해 있었다. 운동장 쪽에서 학교 건물을 바

라볼 때 가장 왼쪽부터 1반, 2반, 3반이 있고 건물 가운데에 넓은 복도 공간

이 있으며, 그 건너편에 4반이 있었다. 학년부장 교실은 1반이었으며, 나는 2

반 교실을 사용했다. 1반의 맞은편에는 학년 연구실이 있었다. 나는 나의 교

실과 동학년 교사들의 교실, 연구실·특별실·복도 등 학교 건물 내의 곳곳, 그

리고 건물 밖의 운동장·놀이터·공터 등 학교 담장 안의 곳곳을 아울러가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공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 또한 연구현장으로 삼고 함께 살

폈다. 특히 초등교사 온라인 공동체인 인디스쿨에 상주하며 교사들이 올리는

게시글들을 살펴보았고, COVID-19 상황에서의 비대면수업을 위해 개설된 온

라인 플랫폼 상의 학급 공간과 온라인 플랫폼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의 가정

공간 또한 최대한 유심히 살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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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나의 수업준비 체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내 몸으

로 직접 해본 수업준비는 내가 초등교사의 수업준비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가 되었다. 2020년 나는 우연히 학년에서 학습준비물 담당을 맡게 되고,

교재교구선정위원회 위원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기회 덕에 연구주제를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예상 밖의 추가적인 연구자료를 접하는 행운도

얻을 수 있었다.

질적연구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정보가 풍부한 사례”(Patton,

2002: 46)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하나 하나를 목적성 있게 선정하

는 경향이 있으며”(Glesne, 2006/2008: 51) “양적 연구의 확률적 표집과 성격

이 다른 준거적 선택을 통해”(조용환, 1999: 27) 연구참여자를 선정한다. 나는

주참여자 7명, 부참여자 13명, 총 20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그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부터 참여자들의 이름, 연령, 성별, 소속(학교, 학년반

등), 특징 혹은 유의미한 사건 등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을 소개하고자 한

다. 주참여자에 대해서는 상술하되, 부참여자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1) 주참여자

주참여자는 총 7명으로, 배영주, 오승효, 유정화, 최가영, 임은수, 이해린, 김

목화이다. 이들은 나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연구 과정 전반을 함께

하였다. 이들은 소속을 중심으로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유

형은 동학년 소속 교사(배영주, 오승효, 유정화), 타 학년 소속 교사(최가영,

임은수), 타 학교 소속 교사(이해린, 김목화)이다. 초등교사의 수업준비는 기

본적으로 동학년 교사 단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나와 동

학년에 속한 교사들을 주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학년 간 비교대조를

위하여 타 학년 교사들 중 라포가 형성된 교사들을 주참여자로 선정하였고,

학교 간 비교대조를 위하여 타학교 소속 교사들도 주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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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영주

50대 초반의 여자로, 2학년 1반 교사이다. 학년 부장으로서, 학교 차원과

학년 소속 교사들 차원을 중개하는 위치에 있다. 그녀는 학년 교육과정 전체

얼개를 짜고, 학년의 수업자료를 제작 수합하여 배포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

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매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동학년 교사

들에게 알리고 체크하곤 하였다. 원리원칙을 중시하고 솔선수범하는 편이며,

예민하고 꼼꼼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싫어한다. 초기에는 낯선 상황에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학교 차원에서 정해진 바를 따르려 하였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자 도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창의적인 방법을 도

입하여 더 잘 해보려고 욕심을 내는 모습도 보였다.

나. 오승효

60대 초반의 여자로, 2학년 3반 교사이다. 기간제 교사이며, 주로 저학년을

맡아 가르쳤다. 취미생활로 그림 그리기나 자수 등을 하는데, 미술을 좋아하

기도 하고 잘 하기에, 지도에도 능숙하고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데에도 노하

우가 있다. 손이 빠르고, 물건 등의 정리정돈을 잘 한다. 반면 컴퓨터 등을

다루는 데에 두려움이 있으며, 주변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 아동

의 생활습관이나 과제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확인하지만, 일처리 측

면에서는 다소 의존적이고 대충대충 하는 면도 있다.

다. 유정화

50대 후반의 여자로, 2학년 4반 교사이다. 전년도에도 2학년을 맡아서, 동

학년의 다른 교사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 기독교 신자이며, 찬송가 듣

기, 독서, 성경 필사 등을 좋아한다. 다양한 전래놀이 활동을 알고 있으며, 저

학년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편이다. 다양한 수업 교구들을 보유하

고 있다. 도덕적이고 아이들에게 헌신적이다. 자기 학급만의 차별화를 원하

며, 학부모들의 평판을 의식한다. 컴퓨터 등을 다루는 데에 능숙하지는 않지

만 스스로 해보려고 비교적 노력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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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가영

30대 초반의 여자로, 4학년 교사이다. 내가 연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자신의 교실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고, 자

신의 학급운영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주었으며, 자신의 온라인 학급 공간에도

스스럼없이 초대해주었다. 동화책에 관심이 많고, 학급 특색 활동으로 필사하

기를 실시하며, 학급긍정훈육법이나 마음신호등을 비롯한 트렌디한 교수법에

관심이 많다. 전년도에 1학년 담임을 하여, 우리 반 아이들 중 몇몇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었고, 우리 반 아이의 형제자매가 최가영의 학급에 다수 소속

되어 있었다. 학부모들과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며, 자기 교수 행위의 효과성과

학습자 파악의 정확성에 관하여 확신이 있다.

마. 임은수

30대 초반의 여자로, 3학년 교사이다. 2020년 현재, 타 시군으로부터 본교

로 전입을 왔다. 대학원에서 상담학 석사를 취득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빠른 편이며, 교과목과 수업내용 및 수업준비 운영방

식 등과 관련하여 동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지점들을 알려주

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초등교사이다. 그녀는 새롭고 낯선 수업준비 상황에

서 겪는 감정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아 주었으며,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

할 때마다 흔쾌히 도움을 주었다.

바. 이해린

30대 중반의 여자로, 같은 지역의 타학교에 근무하지만, 나와 동학년인 2학

년을 맡았다. 그녀는 5년 동안이나 2학년을 맡아서, 2학년을 가르치는 일에

비교적 익숙한 편이다. 해외(베트남) 한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력

이 있다. 그녀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교대 출신이기도 하다. 나와의 친

분이 깊어,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가족 여건, 개인의 상태 등에 대해 내밀한

부분까지 드러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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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김목화

30대 초반의 여자로, 타 지역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이다. 예비연구부터 함께

해왔다. 자신의 수업준비를 솔직하게 보여주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

주었으며 현지자료도 충실히 제공해주었다. 그녀는 두드러지는 사건들이 있

을 때마다 나에게 연락하여 알려주었고, 수업준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해석도 소상히 말하곤 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동료교사들에 대한

의존과 신뢰가 높은 편이다. 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 박사 수료하였다.

(2) 부참여자들

부참여자는 총 13명으로, 이현실, 채은희, 이호진, 김정미, 박지연, 정은경,

김혜숙, 이경혜, 신형식, 김상우, 안재현, 인다한, 정예현이다. 이들은 나와 지

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나와 주참여자들의 수업준비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거나, 짧은 대화나 면담을 통해 수업준비와 관련된 의

미있는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사람들이다.

이현실: 40대 여자로, 6학년 교사이다. 비대면 수업을 위해 실과 교과를 맡아

수업준비를 하였고, 저학년의 방식과 대비되는 고학년의 수업준비에

대해 공유해주었다. 학급 내의 독특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등

교수업에서는 아이들의 수학익힘책을 하나 하나씩 직접 채점하였음을

알려주었다.

채은희: 40대 여자로, 1학년 교사이다. 학년부장을 맡고 있으며, 돌봄 관련 처

리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겪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상냥

하게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대한다. 학급 내에 교사용 책상을 독특하

게 배치하기도 했다.

이호진: 30대 남자로, 5학년 교사이다. 교재교구선정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

하였으며, 교육청에서 정해져 내려온 지침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자신

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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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40대 여자로, 5학년 교사이다. 학년부장과 정보과학부장을 맡고 있으

며, 교재교구선정위원회 회의 개회 및 비대면수업용 기자재 마련에

힘썼다. 그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겪기도 했다.

박지연: 40대 여자로, 4학년 교사이다. 배영주의 교실로 찾아와 온라인 학급

공간 활용 방법과 학습자료 제작 및 공유 방법을 알려주었다.

정은경: 40대 여자로, 1학년 교사이다. 나와 같은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

으며, 내가 고등학생 시절에 만났던 한 교사를 함께 알고 있었다. 당

시 그녀는 반장이었으며, 사춘기를 호되게 겪었다.

김혜숙: 50대 여자로, 1학년 교사이다. 전년도 1학년 부장이었으며, 당시 특수

교육대상자인 현 우리 반 아이를 맡았다. 올해는 우리 반 한 아이의

쌍둥이 동생들의 담임을 맡았다. 우리 학년 연구실에 찾아와 소고와

모형시계 등, 필요한 교구를 빌려갔다.

이경혜: 50대 여자로, 1학년 교사이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교재교구선정위

원이었으며, 교재교구선정위원회 참여 시 학년에서 원하는 물품 구매

를 교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고충을 겪었다. 김혜숙과 함께 교구를

빌리러 우리 학년 연구실에 찾아왔다.

신형식: 40대 남자로, 연구부장(교육과정부장)을 맡았다.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담당하며, COVID-19로 인한 교육과정 조정 및 수업 진행 방

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메시지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교육청에서 온 비대면 수업 관련 자료들도 메시지로 수

시로 공유하였다.

김상우: 40대 남자로, 교무부장을 맡았다. 학교의 전반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

립 추진하며, 조율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COVID-19로 인한

아노미 속에서 교육청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 등교일정 조정을 수시

로 해야 했으며, 돌봄 업무까지 담당하여 고충을 겪었다. 학교 차원

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다수의 메시지는 그가 보

냈다.

안재현: 30대 남자로, 타 지역 초등학교 6학년 교사이다. 그는 놀이체육에 관

심이 많으며, 비교적 유명한 교사 유튜버이다. 영상 제작 관련 노하

우를 알려주었고, 자신이 주도하여 운영하였던 놀이체육연구회와 자

발적 영상 제작 교사 모임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도교육청의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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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다고 했다.

인다한: 30대 여자로, 4학년 교사이다. 우리 반 한 아이의 오빠가 그녀의 반

이었는데, 학부모가 다소 비협조적이어서 오빠와 동생 모두 비대면수

업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긴급돌봄교실에 있는 자

신의 학급 아동들의 학습준비물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두 아이

의 엄마이며 재택근무를 신청하기도 했다.

정예현: 30대 초반의 여자로, 타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이다. 김목화의 친구로,

김목화와 수업자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곁에 있으며 자신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수업준비 체험에는 늘 동료교사들의 손길이 닿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수업준비를 체험하는 동시에 내 곁의 동료교사들의 수업준

비도 함께 체험했다. 나와 동료교사들, 우리의 더불어 수업준비함은 매우 당

연스러운 일이었으며, 그 얽힘은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와 함께 고군분

투하며 수업준비를 하였던, 그리고 자신의 수업준비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들

을 들려주었던 동료교사들 덕분에, 나는 나의 그리고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

대해 더 풍성하고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3)

4) 구체적 연구 과정: 예비연구와 본연구

(1) 예비연구

학계와 현장을 넘나들며 이론을 구성하는 질적연구의 특성상, 예비연구 또

한 연구 주제와 관련한 문헌 및 실제 현상을 두루 살피는 형태로 이루어졌

다. 예비연구의 수행은, 앞으로 수행할 나의 연구에서 어떤 부분들을 유념하

여 다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주

었다.

3) 조용환은 니체를 해설하며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강물’[로 은유되는 교육현실]

을, 즉 내가 속한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주체인 내가 올곧게 ‘바다’[로 은유되는

이상적인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주체-타자로서 ‘강물’을 직관하고 그 속의 역동을 직

관해야 한다.”(2014: 61)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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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휴직하기 직전인 2018년 2월, 학교현장에서 동료였던 30대 여교사 나

형숙 및 엄민하와 소통하며 3Es(Experiencing, Enquirying, Examinng)

(Wolcott, 1992) 작업을 간단히 진행해 보았다. 4학년과 6학년 영어 교과 전

담교사 나형숙은 4학년 수업 준비로서 자신의 자녀가 집에서 가지고 노는 장

난감 세트를 학교까지 들고 오는 등 열정을 보였지만, 6학년을 위한 수업준

비에는 번번이 난관에 봉착하며 자신감을 잃었음을 고백했다. 한편, 엄민하의

경우 연초 학년배정 시점에 어떤 학년에 배정되는지 확정이 나지 않아서 새

학년 수업준비를 미리 해둘 수 없음에 답답해하고 있었다. 교사 배정 과정에

서 엄민하가 지원한 학년에 많은 사람이 몰려, 관리자들이 엄민하에게 양보

를 요청했고, 그녀에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학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

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년으로 가게 되자, 그녀는 크게 상심

하고 수업준비에 의욕을 잃게 되었다. 아주 짧은 기간의 3E였음에도 수업준

비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들을 발견하면서, 수업준비라는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동료교사들과 함께 수업준비를 더 잘 해보기 위해 연구를 해야 하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8년 2학기 ‘문화전달이론’ 수업에서는 준비와 수업준비라는 현상에 천착

하여 나의 연구 주제와 관련한 현상의 본질적 속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였

다. 이 과정은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내가 관심 현상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의 외연과

내포를 검토하도록 도와주었다.

2019년 1학기 ‘현지연구와 질적분석’ 수업에서는 “초등교사 수업준비에 대

한 질적 연구: 교사의 무기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실습과제를 수행하

였다. 당시 연구참여자로 초등교사 김목화를 섭외하였으며, 그녀는 그때부터

계속 연구에 참여해주었다. 나는 그녀의 수업준비를 살펴보며 내가 직접 수

업준비를 하기만 할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수업준비의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초등교사의 수업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구조화해볼 수 있었다.

2019년 2학기 학과 차원에서 연구계획서 발표를 하였고, 2020년 9월 한국

교육인류학회 월례발표회 자리에서 변화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반영한 연

구계획서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도 떠올려볼 수 있었고, 감사한 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봉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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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실마리와 연구 진행에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2) 본연구

본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거쳐 실시되었다.4) 연

구 초반에는, 학교 현장에 적응하는 것 자체에 꽤나 애를 먹었다. 대학원 공

부를 이유로 초등학교로부터 한동안 멀어져 있었기도 했고, 크낙새초등학교

가 내가 계속 근무해온 학교가 아닌 새로 발령받은 학교이기도 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대해 느꼈던 낯섦은 연구에서 핵심적인 자료들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적응 문제도, 현장에서 계속

살다 보니 시나브로 해결이 되었다.

학년 초, COVID-19라는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적잖이

힘들어했다. 나는 가뜩이나 예민하고 불안한 상태의 그들에게 내 연구로 인

한 부담감을 추가적으로 얹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연구 초반에는 혼

자서 다소 조심스럽게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 함께 일하

며, 나와 연구참여자들 간의 라포가 점차 강화되었고, 햇살 좋던 어느 날 연

구참여자들과 함께 교정을 산책하던 중, 나는 내가 연구를 하고 있음을 밝히

며 그들에게 연구참여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흔쾌히

응해주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에게 자료를 들려주고 보여

주었다. 그 시점을 계기로 나는 연구에 큰 용기를 얻었고, 연구 참여자의 범

위도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하나의 몸을 가지고 교사로서 일하는 동시에 연구자로서 연구작업을 수행

한다는 것은 녹록치 않았다. 그렇다고 명색이 수업준비를 주제로 삼아 연구

를 하는 것인데, 수업준비를 연구한답시고 수업준비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도리에 안 맞는 일이었다. 또, 내가 현장사람이기 때문에 3Es가 용이하

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연구자료화 할 수 있는 현상이 늘 과도하게 범람하는

데다 현상이 늘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에, 자칫하면 자료 구성 부담

에 압도당하거나 현상들의 중요성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그것들을 그저 흘

려보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었다. 현상을 자료화하기 위한 “현장연구 기록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연구 성격에 맞는 기록 유형”(이용숙 외, 2012:

4) IRB No. 201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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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교사와 연구자라는 두 역할을 모두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학교현장에서 샘솟는 잠재적 자료들을 가능한 한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했다.

참여관찰한 바를 자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노트’[(field notes)]와 ‘현장일

지’[(field diary/reflective diary)]를 통합한 현장 저널(field journal)”(ibid.) 형

태의 기록방법을 택하였다. 나는 현장에서 중요한 사태가 포착될 때마다 그

것을 되도록 상세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술하듯 기록했고, 그와 함께 자

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기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불현듯 떠오르는 질문 등도

기록하였다. 주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일의 현장 저널을 남겼고, 업

무 진행중이라 차분하게 기록하기 어려울 때에는 핸드폰의 메모장에 “핵심

단어만이라도 [틈틈이] 써놓고, 가능한 한 빨리 보완”(ibid.: 185)하여 “확장된

노트”(Spradley, 1980/2006: 90)를 작성하고자 했다.

참여관찰한 바를 사진촬영하는 것 또한 내가 자주 활용한 자료구성의 방식

이었다. 사진 이미지가 문자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생활세계의 감각적

기표들을 담아내는 데에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공간의 시각적 특성을

남기고 싶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드러내면 좋을 것 같을 때,

“문화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야 할 때, “사람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

을 드러내어야 할 때 사진을 찍었다(이용숙 외, 2012: 205; Arnould 외, 1944:

488).

나의 연구에서 면담은 기본적으로 “참여관찰을 동반”하는 “비구조화된 [면

담]”의 형태를 띠었다(윤택림, 2013: 120). 나는 동학년 회의가 있을 때, 점심

식사를 할 때, 업무 회의나 전체 교직원 회의 혹은 연수 등으로 인해 여러

학년 교사들이 모일 때,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교사들을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포커스그룹(초점집단)”(윤택림, 2013: 119; Glesne,

2006/2008: 120)을 형성하고 비구조화된 면담을 개진했다. 단, 참여관찰과 비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구성된 자료들로부터 착안한 궁금증이나 더 자세히 확

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연구참여자들의 내밀하고 사적인 삶의 이야기

를 듣고 싶을 때, 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면담해야 할 때에는 “구조화

된 면담”(Glesne, 2006/2008: 121)을 택했다. COVID-19 상황 상 직접대면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연구 후반부 짧은 면담이 필요할 때에는 전화통화를 하

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관찰 시의 기록과 유사하게 즉석메모(face sheet)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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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트를 그때그때 작성하되, 핵심적인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나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기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녹취를 하고, 추후 그것을 재청취하며

확장하였다.

“현지의 물적 토대, 현지문헌, 현지문화재”(조용환, 2019a: 27) 등의 현지자

료 수집에도 신경 쓰려 했다. 학교 현장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이미 생산되어있는, 그리고 연구 중 부단히 생산되는 현지자료가 매우

많았고, 그 유형도 다양했다. 나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며 기록, 보관

하려 했다. 파일 형식으로 되어있는 현지자료는 유형별로 폴더에 넣어 보관

하였고, 백업 및 열람을 위해 출력하여 인쇄본도 만들어두었다. 온라인 상의

현지자료는 스크랩 기능과 캡쳐 기능을 활용하거나 모니터 화면 자체를 사진

으로 찍어 보관하였다. 부피나 소유권한 등을 이유로 원본·원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었다. 수집한 현지자료는 그

자체로서 자료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3E의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

“질적연구에서 글쓰기는 결코 마지막 작업이 아니다.”(조용환, 2011: 18) 질

적연구의 작업은 “나선형적 순환 작업”(조용환, 2019a: 31)으로서, “연구의 설

계, 자료 수집, 자료의 분석과 해석, 글쓰기의 과정이 단선적으로 진행되지

않[기에, 나는] ... 각 작업 사이에[서] 부단한 왕래와 피드백[을 거치며 글의]

수정과 보완을 반복”(조용환, 2011: 19)하였다.

“질적 분석은 일차적으로 자료 속의 질적 지표들을 정리하여 범주화, 체계

화, 계열화, 구조화하는 작업이다.”(조용환, 2013b: 1) 나는 분석의 과정에서

질적 분석의 “일반적 유의사항”(ibid.)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려 했

다. 질적연구의 초심자로서 질적 분석을 그것답게 하는 것을 몸에 익혀두는

일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코딩작업에서는 살다냐(Saldaña)가 코딩을 위한 자질로서 제시한 체계성,

인내심, 모호함에 대한 대처, 유연성, 창의성, 철저한 윤리성, 광범위한 어휘력

등을 나의 코딩작업의 원칙으로 삼고 작업하려 노력했으며(2009: 28-30), ‘에

믹(emic)’과 ‘에틱’(etic)을 코팅작업 시의 큰 틀로 두고, 현장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최대한 살려 표현하는 질적연구 특유의 코딩인 “생생코딩(in vivo

coding)”을 비롯한 다양한 코딩방법의 속성을 가능한 한 중층적으로 적용하

여 마인드맵을 그려보려고 했다.

조용환은 분석의 과정에서 코딩 작업에 더불어 “분석 도구”를 활용할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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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2019a: 33-35)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연

구의 과정 중에 다양한 형태의 분석 도구 활용을 시도하였지만, 나의 연구자

료들에 적합하여 최종적으로 글에 남은 분석 도구는 목록, 눈금, 표, 행렬표,

분류표 등이었다. 상황분석의 경우,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 명시적으로 실시하

지는 않았으나, 글 전반에서 상황의 차원들과 그것들 간의 관련성을 최대한

살려가며 글을 쓰려 노력하였다.

질적 해석의 작업에서, 나는 “기존 문헌이나 연구들이 내 연구의 문제/용어

/개념 등과 관련된 문질빈빈을 어떻게 해왔는지”(조용환, 2014a: 23)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나의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ibid.: 22)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수업준비라는 일이 상당히 포괄적인 성격을 띠는 터라, 선행연구

들은 수업준비 전반에 대한 것과 수업준비의 유관주제 및 하위주제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부한 이론 중 현상을 해석하

는 데 적합한 이론들이 있는지 떠올리며, 혹여나 적합한 이론이 없으면 새로

운 이론들을 찾아 공부해가며 글을 썼다.

5) 분석틀: 수업준비의 네 차원

나는 ‘교육의 네 가지 웨어(ware)’(조용환, 2021a; 조용환, 2021c)를 분석틀

로 삼고, 이것에 기대어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문화주제

를 도출해내었다. 이때 각 웨어는 그것이 지니는 속성에 따라 초등교사 수업

준비의 서로 다른 차원을 주목한다.

분석틀로서의 교육의 네 가지 웨어와 그것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하여, 웨어의 의미와 교육 웨어의 네 가지 분류 및 각 분류에 해당하는 교육

웨어의 구체적 의미를 알아보고, 교육의 네 가지 웨어라는 관점에서 초등교

사 수업준비에 접근하는 것이 지니는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웨어(ware)란 무엇인가? 웨어는 판매를 비롯한 모종의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재료나 방식으로 제작된 어떠한 부류의 사물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용법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웨어는] 그 부류에 속하는 유형·무형의

서비스, 지식, 절차 등을 포함하는”(조용환, 2021c: 5) 광의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웨어의 이러한 의미로부터 착안하자면,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특

정한 재료나 방식으로 제작된 사물 및 유형·무형의 서비스, 지식, 절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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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를 교육 웨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웨어는 크게 “하드웨어(hard ware), 소프트웨어(soft ware), 유스웨어

(use ware), 바디웨어(body ware)”(조용환, 2021a: 20-21)의 네 가지로 분류

해볼 수 있다. 교육의 네 가지 웨어는 교육활동에 활용되는 요소들의 서로

다른 차원을 조명하는데, 하드웨어는 물질적 차원, 소프트웨어는 내용적 차

원, 유스웨어는 과정적 차원, 바디웨어는 주체적 차원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다.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와 관련하여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드웨어는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조건 일체를 일컫는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 테두리 안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놓여있거나,

공간 안으로 도입되거나, 공간 안에서 창조되는 각종 사물을 하드웨어라 칭

할 수 있다. 한편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습

자가 가정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시설, 장

비, 교구들 또한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는 교수-학습의 소재가 되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자료

등에 담긴 교육내용(지식·기능·가치 및 태도 등)과 그 교육내용을 형식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가통제

가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학교교육 영역 밖에 존재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자료들 또한 있는데, 그것들에 접근하여 교육 소프트웨어로 삼을 수도 있다.

셋째, 유스웨어는 교육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요소들

을 뜻한다. 예컨대, 교사가 교수-학습의 기획, 운영, 평가, 재구성 등의 실천

에 적용하는 매뉴얼이나 노하우 혹은 전략 등이 유스웨어에 해당한다. 유스

웨어는 알고리즘의 형태로 교육활동의 이면에 내재 되어 있고, 교육활동 중

에 발생하는 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교육활동 전개의

구체적 실태를 좌우한다.

넷째, 바디웨어는 교육주체의 몸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개별 교육주체들

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어떻게 그들의 몸을 움직여 활용하는지, 몸을 가진

교육주체들이 상호작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성격의 관계를 형성하

는지, 그리고 교육주체들의 몸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장 안에 교육주체

들의 몸이 어떠한 모습으로 놓이게 되는지 등을 의미한다. 바디웨어는 교육

주체 몸의 내·외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교육주체 몸의 항상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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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도 하고 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교육의 네 가지 웨어와 그것의 각 차원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나누어서,

또 나눈 것을 한 데 묶어서 살펴보는 것은, 각양각색의 요소들이 복합적·중층

적으로 얽혀 성립되는 교육활동의 속성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다.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접근방식은 학교교육 운영 논리의 일부로 포섭되어 다루어지곤

하기에 간과되기 쉬운 교사의 교육 실천을 부각시키는 데 유용한 골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그 자체로서 교육활동인 동시에 학교교육의 일

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초등교사의 교육실천 중 하나인 수업준비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데에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을 적용하는 일은, COVID-19로 인해 학교에 자리잡

고 있던 기존의 정상성·일상성·표준성이 와해되고, COVID-19 극복 이후 학

교의 새로운 정상성·일상성·표준성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된 지금, 노

멀-뉴노멀을 총체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포스

트코로나시대의 학교교육과 초등교사 수업준비가 나아가야 할 항로를 모색하

기 위해서 또한 유의미할 수 있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연구의 범위와 한계에서는 “연구에서 다룰 문제의 범위와 한계, 연구에서

다룰 현장의 범위와 한계, 연구에 할애할 시간의 범위와 한계, 연구에서 활용

할 방법의 범위와 한계, 연구자 자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르는 한계”(조용환,

2020a: 6) 등의 사항을 다루게 된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내 연구는 수업준비에 초점을 맞춘다. 수업도 아니고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수업준비를 연구주제로 삼은 까닭 중 하나

는, 질적연구에서의 연구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이다. 수업준비는 교사로서

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내가 양자의 작업 모두에

충실히 임하는 데 적합한 주제이다. 또한 수업준비는 어느 정도 공개적 협업

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도 수업 공개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나 경계심 없이 자신의 실천을 열어 보이며 동



- 28 -

참할 수 있는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를 함으로써 나는, 수업준비

가 단순히 연구의 유용성 측면에서 도구적 가치만을 지니거나, 수업에 비하

여 부차적인 가치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연구 시간과 관련하여, 나는 교사로 발령을 받은 2011년 이래로 초등교사

로서 근무하며 수업준비를 했고, 2018년부터 이 연구주제에 천착했다. 그런데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위한 수업준비의 경우는 COVID-19 이후인 2020학

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자료가 주로 내가 근무했던 2020년 중심으로 구

성된 것이라 그 역사가 다소 짧은 편이고, 그러한 탓에 종래의 전통적인 수

업준비에 대한 자료에 비해 COVID-19 이후의 수업준비에 대한 자료의 깊이

와 두께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수업준비에 대한 자료

들과 새로운 성격의 수업준비에 대한 자료들을 비교대조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독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려 하였으며, 수업준비 자체에 대한 해석과 격

변기의 수업준비에 대한 해석을 고루 도출해내려 노력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자문화기술지적 사례연구이

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나의 문화가 어느 범주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느 공동체가 그러

하듯 초등교사 공동체 역시 “수많은 ‘내적 언어’를 가진 개별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전현욱, 2021: 98)일 수 밖에 없으며, ‘집단 내 편차’, ‘문화 내 편차’라

는 것이 존재하므로, 내가 초등교사라는 집단의 문화에 대해 말하기는 하지

만, 그것이 모든 한국 초등교사들의 수업준비 문화를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나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소속학교인 크낙새초

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다른 교사들의 다

양한 수업준비 모습들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했으며, 다룬다 하더라도 깊이있

게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내가 소속되어 근무한 학년이 2학년이었기 때문

에, 다른 학년 연구참여자들과의 비교대조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의 상당 부분이 2학년의 수업준비를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참여자들이 모두 여자교사들이며, 동학년 소속 교사들의 연령대가 50대 및

60대라는 점 또한 특수한 지점이다. 그러나 내 힘 닿는 한 학교에서 근무하

며 수업준비를 했던 거의 모든 시간을 어떠한 형태로든 연구자료화 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학년의 특수성과 사례성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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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초등교사 수업준비를 관통하는 지점을 발견하려 노력

했음을 밝힌다.

연구자 자신의 여건 및 역량과 관련하여, 내 곁에는 업무부장이나 학년부

장 교사들이 있었으나, 그들을 주참여자로 삼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 연구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을 예상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남자여

서 연구참여자 성별의 편중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나는 COVID-19 상

황에서 바쁘게 일하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짐이 될 것을 지레 염려하여 그

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다. 내가 조금 더 요령이 좋거나 용기가

있었다면 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 학교의 일들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면도 있다. 또한 “질적 글쓰기에 임할 때 연구자는 참여

자들의 변호인(advocate)을 자처해야 한다.”(조용환, 2019d: 13)고 하는데, 그

들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 않되 그들을 변호하는 것, 그들을 비난하지 않

으면서도 충실히 비판하는 것이 꽤나 어려웠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통감한

것은, 삶이 너무나도 복잡다단하기에 그것을 제대로 붙잡아 언어화하는 것이

도무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료를 연구 주제로 수렴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이 주제

에 대해 감히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고, 내가 이 글에

담은 내용들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다뤄진 작은 조각에 불과함을 밝힌다.

5. 선행연구 개관

연구에 앞서 나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업준비, COVID-19와 교육 그리고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해보았다.

먼저 수업준비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 사이에서 수업준비라는 말

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것과는 달리, 수업준비라는 개념을 제목에 명시하며

주목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유사한 주제로 간주 되곤 하는 수업계획에

대한 연구에 견주었을 때, 수업준비에 대한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외 연구 역시 수업준비(class preparation, lesson preparation)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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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계획(lesson planning)에 대한 연구나 예비교사의 교사가 될 준비

(teacher preparation)에 대한 연구에 비해 적었다.

수업준비를 연구 주제로 명시한 각 연구들이 지니는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

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업준비에서 다루어지는 교

과의 내용지식이나 특정 주제 및 덕목 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학(권성룡, 2011; Berk 외, 2009; Choy, 2014), 과학(손연아, 2012;

Thomas 외, 2003), 체육(고문수, 2015; 노형규, 2007; 전영한, 2021; 정순종,

2018), 기술·가정(김성일 외, 2019), 음악(Wacker, 2020) 등 초중등학교 교과

나, 물리학(최미정 외, 2015) 및 간호학(Peck, 2013) 등의 대학교 전공 과목에

대한 교수와의 연관 하에 수업준비를 다룬다. 또는 미래기술(김성일 외,

2019)이나 경쟁활동(정순종, 2018), 섹슈얼리티(Rhodes 외, 2013)나 Java

(Carlisle, 2010) 등의 주제, 그리고 자율성·배려·끈기·협동·존중·책임·규칙준

수·소통·창의력·가족사랑·적극성·자신감 등의 덕목(고문수, 2015)에 초점을 맞

추어 수업준비를 바라본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의 경우, 특정한 하나

의 과목, 주제, 덕목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과목, 주제, 덕목

들을 아울러가며 가르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로서의 아이들을 가르

치기 위해 수업준비를 하게 된다.

교수내용지식(PCK)이나 교사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도 있다. 교사

의 PCK와 학생의 수업준비를 연관 짓는 연구(Wacker, 2020), 교사용 지도서

활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수업준비 상황에서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식 유형

과 교사의 지식 획득 및 활용 방식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연구(이신애 외,

2015), 온라인 협업의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함에 있어 교사의 지식이 어떻게

전환 되는지에 대한 연구(Chen 외, 2019),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준비

가 되어 있는 교수자와 그렇지 않은 교수자를 비교대조하는 연구(Rhodes 외,

2013), 협력적 수업준비에서의 교사 자율성 계발에 대한 연구(Xu, 2015), 통합

체육 수업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요건을 중심으로 수업준비를 보

는 연구(노형규, 2007)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히 특정한 전제가

붙지 않은 교사의 수업준비 일반에 내재된 교수내용지식과 교사 전문성도 있

을 수 있음은 간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삶 전반을 아울러가며

그러한 교수내용지식과 교사 전문성을 갈고 닦는다는 점도 크게 주목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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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업준비에서 수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것을 문서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수업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다(고문

수, 2015; 정순종, 2018). 이 경우, 수업준비는 상당 부분 수업계획과 동일시되

며(Wacker, 2020; Choy, 2014), 수업준비의 가치는 수업모형 등이 수업계획안

에 구현된 정도나 수업계획안이 치밀하게 세워진 정도에 의해 평가되기 쉽

다. 그런데 수업준비는 수업계획안으로는 다 포괄할 수 없는 범주의 일로서,

앎의 영역을 넘어선 함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에, 인식론적 방식이 아닌 존

재론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수업준비의 평가 및 반성에 대한 연구도 있다. 먼저, 수업준비에 대한 교사

들의 자기반성 및 자기평가와 관련하여,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수업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판단하며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함에 있어 무엇을 어려

워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을 파악한 연구(김성일 외, 2019), Covid-19 상

황 속에 이루어진 체육수업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초등체육 수업을 위해 갖춰

나가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연구(전영한, 2021) 등이 있다.

더불어, 수업준비를 평가하는 객관적 척도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상

황에 적합한 수업준비 척도를 타당화하는 연구(여상희 외, 2021)가 있다. 그

러나 수업준비에 대한 평가 및 반성에 앞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타당화하는

데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기초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외적 요인이 수업준비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도 있다. 학생의 학

업성취도에 따라 교사의 수업준비 시간이 달라짐을 제시하는 연구나(남인혜

외, 2020), 교사에게 관료적 책임을 부과하는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가 수업준

비라는 교사의 본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행정업무를 경감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김경년 외, 2014), 정보 및 의사소통 관련 기술을 활용함으로

써 교사의 수업준비 수행이 강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연구(Oko 외, 2015),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교사의 수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Olagbaju,

2019), 교사의 수업준비에 동기를 부여하고 수업준비를 돕는 마음챙김 유도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Pamuk, 2021), 교사의 수업준비를 지지하고 그것에

기여하는 도서관에 대한 연구(Owan 외, 2021)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연구

들은 수업준비 그 자체보다는 외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펼치고 있었

다. 또, 그러한 외적 요인들이 수업준비 실천에 어떻게 스며들어있는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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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러한 외적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가며 수업준비를 하게 되는지

등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 밖에도, 교원양성과정 중에 실시되는 예비교사의 수업시연 준비 혹은

수업실습 준비에 대한 연구나(권성룡, 2011; 손연아, 2012; 조기범 외, 2020;

Tas 외, 2018) 교사가 아닌 학생의 수업준비를 다루는 연구도 있었다(유장순,

2011; 최미정 외, 2015; McDougall 외, 1996; Choi 외, 2015; Dobson, 2008;

Peck 외, 2013; Lineweaver, 2010; Carlisle, 2010; Peltier 외, 2021). 전자의 경

우에는 실습록·자기성찰지·수업분석지·동료피드백자료 등의 서면 자료에 기반

하여 간접적으로 수업준비의 장면을 포착하고, 내용분석을 위주로 분석을 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에서 상정한 기본 틀을 대전제로 삼고

그것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읽어내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

교사가 채택하여 적용한 모종의 방침이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준비를 하게 만

드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준비에 대한 연구 중 학생의 수업준

비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외연구가 국내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수업준비라는 개념을 제목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업준비

와 유관하거나 수업준비의 일부라 볼 수 있을 현상들을 주제로 삼은 연구들

은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이 글의 말미

에 부록으로 제시해 두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수업준비 관련 현상들

을 교사의 실제 수업준비 체험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

며, 그러한 현상들과 연관된 교사의 수업준비 체험 그 자체에 내포된 논리와

의의에 대해서 궁구하지도 않았다.

다음으로 COVID-19라는 특수한 대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하

여, 국내에서는 연구 보고서 및 정책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이 발행되

었다. 이러한 간행물들을 통하여, 국가가 학교교육에 부과하는 COVID-19 관

련 지침, 감염병 위기 단계별 초중등학교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임선일 외, 2021: 20) 각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제, “온라인

학습 관리 매뉴얼 [과 영상 등의] 개발 및 보급”(한국교육개발원, 2020a: 6)

현황,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ibid.: 7) 현황, 태블릿 PC와 무선

인터넷 단말기 구입 현황을 비롯한 각종 정책적 행정적 추진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적 행정적 대처를 위해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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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야 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공히 거시적, 추상적인 차원의 것이기에, “교육공

동체 구성원 간 소통에 기반하여 실제적인 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ibid.:

ⅲ)해야 한다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을 피상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

으며, 현장의 생생함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특히 현장의 교사들이

COVID-19 상황에서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개별 지평 속에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교사 교육 실천의 요개선점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등과

같이, 실제 교육 장면과 맞닿아있는 미시적이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사항들

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학교 현장과 교사 체험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었다. 하나는 인식론적 틀을 우선시하여, 그러한 틀 유지에 부

합하는 방식으로 현상을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가령, 학생 돌봄을 지원사업

(이근영 외, 2021)이나 정신건강 정책 또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의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이나(한국교육개발원, 2020b)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의 학교교육의 역할(한국교육개발원, 2020c) 혹은 온라인 수업환경 개선을 위

한 메타버스 활용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등을 강조함으로써(한국교육개발원,

2021),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

존재의 실질적 양상,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기본적이고 궁극적 소임은 경시

한다.

다른 하나는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사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말이나 작동하는 부품처럼 그려낸다는 것이다(서전고

등학교, 2020). 이러한 관점에는 정책적 행정적 방침이 선의의 옹호자로서 교

육 현장의 일반적인 어려움을 상당 부분 제거한다는 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관점은 정책적 행정적 방침을 현실에서 구현할 책임을

지는 자는 곧 교사라는 것을 천명하고, 교육활동의 성패를 오롯이 개별 교사

의 역량 탓으로 전가한다. 그로 인해 정책적 행정적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혹은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은 교사가 당연히 감내해야

할 몫처럼 여겨진다. 즉, 구조적 부조리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행위 주체로서

의 교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사태를 부분적으로만 포착함으로써, 그것의 복잡다단함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별 교사의 설명과 해석이 주가 되는 면담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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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료를 수집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과 그

것 하에서의 교육 주체 간 역동을 총체적으로 살피지 못한다(김경애 외,

2020: 142). COVID-19 상황에서의 교육활동을 성립시키기 위해 교사가 활용,

고안, 변모, 도입한 실천적 지식 중 언어화되지 않은 것이 많으며, 교사는 교

육활동 시 그들이 몸담은 장에서 마주하는 타자들과 부단히 상호작용하게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교육활동의

편린을 붙잡아 생산되는 원론적이고 클리셰적인 논의를 벗어나, 교육활동과

진정으로 맞닿은 논의를 펼치기 위해서는, 교사주체들의 몸이 놓여있는 현장

속에서 그들의 실천 전반을 온전히 살피는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COVID-19 상황 속 대면

수업 및 비대면수업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대면수업이 종

래의 수업과 극명하게 달라진 형태로 새로이 등장해서인지, 대다수의 연구가

대면수업을 배제한 채 비대면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

한 연구들은 비대면수업의 성립 요건의 복잡성과 중층성에 무심하였으며, 원

론적 혹은 공학적인 대안만을 제시하여 실천적 차원에서 교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실마리를 제공해주지는 못하였다(김상미,

2020; 김진숙, 2020; 남창우 외, 2020; 오재호, 2020; 정익중, 2020; 조은순,

2020).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함께 다룬 연구의 수는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두 방식의 수업이 실시된 이후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수업평

가, 수업 만족도 등의 준거와 관련하여 두 방식의 수업 간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조성일, 2020; 이봉숙, 2021; 이정오, 2021; 이한샘 외, 2021; 황혜연,

2021). 그러나 서로 다른 두 방식의 수업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일들

이 있었는지, 두 수업이 결국은 수업이기에 갖는 공동의 기반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종래의 전통적인 수업과 어떻

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초등교육 영역에서 COVID-19와 교육 그리고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을

다룬 연구들은 수업분석 및 반성에 대한 연구(경미선 외, 2021; 권정민, 2021;

김경인, 2021; 김혜진, 2020), 특정 교과의 수업 운영에 대한 연구(김세기,

2020; 문현진, 2021; 박주만, 2021; 송하인, 2021; 양동석 외, 2020; 이제행 외,

2021; 정숙진 외, 2020),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연구(김세영, 20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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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2020)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한정된 문항 답안

혹은 단발적 면담 속 설명에 의존하여 학교의 현장성을 간접적이고 추상적으

로 파악한다는 점, 여러 교과를 모두 가르치는 초등학교 수업의 실질적 상황

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COVID-19 상황에서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교사가 수행한 다양한 일을 두루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각

기 한계로 갖는다.

COVID-19와 교육에 관련한 해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학교 폐쇄 이후의 등교 여부 및 구체적 등교 방안 결정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등교를 통한 COVID-19 전파 가능

성이 미미하므로 학교 폐쇄를 중단해야 함을 주장하거나(Heavey 외, 2020),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병행될 시 학교 폐쇄가 COVID-19 전파 방지에 크

게 효과적이지 않음을 주장하는 연구(Viner 외, 2020), 감염병 현황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적화된 등교 방침이 무엇인지 제시하거나(Gandolfi,

2021) 학교 관련 발병 사례 및 현황을 추적하는 연구(Im Kampe 외, 2020;

Leeb 외, 2020)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연구(Krishnaratne

외, 2020)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의학적 관점에서 COVID-19 상

황 속 교육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등교 일정에 관여하였다. 그러

나 그러한 관여가 실제 교육 장면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는 논외

의 대상이 되었다.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폐쇄로 인해 아이들의 권리가 위협받는

것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에 기반한 각종 서비

스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웰빙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Masonbrink

외, 2020). 그렇기에, 학교 폐쇄로 아동의 결식과 빈곤이라는 위기가 초래되고

(Van Lancker, 2020), 아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인터넷에 노출됨으로써 행동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며(Chen 외, 2020), 가정

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뿐 아니

라(López-Bueno, 2021) 아동이 가정 학대 등에 취약해질 위험이 있음을 염려

한다(Baron 외, 2020). 이러한 연구들은 공히 아동 복지의 관점에서

COVID-19 상황 속 교육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교사의 교수권이나 학생의 학

습권을 부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다루었다.

COVID-19 상황 속 비대면수업과 아동의 학습에 관련된 연구들 또한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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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비대면수업의 난점을 제시하고(Putra

외, 2020) 그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 손실을 염려하는 연구(Engzell 외, 2021)

들이 있었다. 또, 공시적 측면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유형이

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따른 학업적 성과를 비교대조하는 연구(Clark 외,

2021), 자기 조절력(Calamlam 외, 2022)이나 학업 성취도(Grewenig 외, 2021)

혹은 학습 기회(Blikstad-Balas 외, 2022) 등이 서로 다른 학생 집단을 비교

대조 함으로써,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됨을 제시하는 연구들

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통시적 측면에서 표준화된 수학·쓰기·읽기 시험 점수

를 COVID-19 전후로 비교대조함으로써 학교 폐쇄로 야기된 아동의 학습 손

실을 염려하는 연구(Engzell 외, 2021), COVID-19와 학교 폐쇄가 아이들의

학업적 성취에 끼칠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거나(Kuhfeld 외, 2020), 비등교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 손실이 COVID-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염

려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행과 교육과정 등을 개선하여 학습 손실을 보완해

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Kaffenberger 외, 2021).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아동의 학습을 교과 위주의 인식론적 학습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동이 교육주체로서 각자의 소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다

른 교육주체와 관계 맺으며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관계가 시간의

흐름과 대상황의 추이에 따라 변모하였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았다.

COVID-19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했던 교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연

구도 있었다. 그중에는 비대면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가령, 교육 게임, 시뮬레이션 기

법, 장소 기반 학습 등의 혁신적 교수법이 아동의 학습 참여를 개선하는 대

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거나(Squire, 2022)), 학습에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디지털 기술과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한 교수법이 온라인 상황에서의 협업과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를 냄을 입증하는 연구(Yates 외, 2021) 등

이 그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인 대안이나 이론적 교수법의 적용이 더

나은 비대면수업을 만드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술이나 이론이 교사가 즉각 활용한 형태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거

니와, 그것들을 적용하려면 우선 수업 자체가 성립해야 하며, 그것들이 수업

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COVID-19 상황 속

수업의 성립 및 개선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통찰하는 연구가 필요



- 37 -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제시하는 많은 기술과 이론들은 교

사들이 실천적 차원에서 이미 체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인 경우가 많고, 교

사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수-학습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지만 부재한 기술이나 이론 또한 있으므로, 현장의 교육실

천 장면을 중심으로 기술과 이론을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앞에서도 드러났듯, 교사의 교수활동을 다루는 상당수의 연구들은 비대

면수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COVID-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수업을 진

행함에 있어 초등교사가 겪는 어려움의 요소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

(Fauzi 외, 2020), 온라인 학습플랫폼 선택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Zamora-Antuñano 외, 2022), 초임교사의 COVID-19 상황 속 온라인 교수에

의 적응에 교사교육 및 교사역량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önig 외,

2020), 비대면수업 상황으로 인해 교사가 이주자 혹은 난민 아동의 학습을 보

살피기 어려웠음을 제시하는 연구(Primdahl 외, 2021), 원거리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을 돕기 위해 교사가 어떠한 전략과 도전을 체험했는지

에 대한 연구(Halpern, 2021)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사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모두를

번갈아가며 시행해야 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COVID-19 상황에 직면한 교사의 전반적인 체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었다. COVID-19 기간 동안에 교사 소진을 야기한 요인에 주목하거나

(Pressley, 2021) COVID-19 상황에서 교사에게 부과된 책임, 근무 형태, 일상

의 루틴, 개인적 신체상황에 따른 위험, 감정적 반응 문제 등, 변화된 교사의

근무 환경을 다룬 연구(Nabe-Nielsen 외, 2021), COVID-19 상황에서 공립학

교 교사들이 직면한 경험과 도전을 다룬 현상학적 연구(Robosa 외, 2021),

COVID-19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때 필요한 역량을 함양

하는 교사의 온라인 비공식 학습과 그것의 동기로서의 자기효능감 등을 다룬

연구(Yu 외, 2021), COVID-19로 인한 교육적 난관을 타개하는 데 교사가 교

수 성공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그것을 지지하는 학

교의 근무 조건을 제시하는 연구(Kraft 외, 2021)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사들의 실천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COVID-19 상황 속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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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다루는 연구는 비교적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이 대학 및 대학원의 특

정 전공 수업 관련 연구였으며, 초중등 학교급 관련 연구는 특히 희소했다.

COVID-19 이후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간의 이점을 통계적으로 비교대조

하는 연구(Tomasik 외, 2021)가 있기는 했지만, 학교교육에서 두 방식의 수

업이 병행, 전환되며 공존한 현실은 연구에서 사장되었다. 또, 오프라인 수업

과 온라인 방식의 수업을 비교대조한 연구는 있었지만(Cooper, 2001; Barrett,

2010; Miller 외, 2012) 그것들은 모두 COVID-19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었으며, 전통적 수업과 COVID-19 이후에 이루어진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을 총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연구는 종래에

대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수업이 COVID-19 이후에는 비대면수업으로 전

환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COVID-19 상황에서의 대면수업 실시를 마치

정상으로의 복귀처럼 여기기에, COVID-19 상황에서의 대면수업에는 크게 관

심을 갖지 않는 듯했다.

수업준비, COVID-19와 교육 그리고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나는 수업준비 체험에 대하여 인식론적 방식

이 아닌 존재론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교사의 분절된 삶의 일부가 아닌 총체

적인 삶과의 연관속에서 수업준비를 다루며, 무엇보다도 COVID-19 상황에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하기 위해 수업준비를 하는 교사를 ‘정위의 원점’

(조용환, 2013a: 10; Sheets-Johnstone, 2020: 6; Husserl, 1989: 166–167)으

로 삼고, 수업준비라는 ‘사태 그 자체로’ 다가가 그것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

로 열어 밝힘으로써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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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업의 하드웨어(hardware) 준비: 물질성

눈과 피부에 다가와 부딪치는 오후의 황금빛 햇살, 사람들을 품은 채 그들

과 한데 얽혀 미끄러지는 배, 사람들의 손에 움켜쥐운 노, 사람들의 서툰 노

젓기에도 배가 정처 없이 흘러가도록 이끄는 물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서문에 제시된 시의 첫 연이 묘사하는 장면은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물질적

인 요소들을 다채롭게 제시하고 있다(Carroll, 1865/2016).5)

비단 소설 속 시 한 구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물질적인 조

건 속에서 물질로 된 것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초등교사의 수업

준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교사의 수업준비는 어떠한 물질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까? 또 초등교사들은 물질로 된 것들과 어떻게 상호작

용을 하며 수업준비를 해나갈까? 이 장에서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서 드러

나는 물질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교사가 물질로 가득찬 학교

공간을 어떻게 전유(專有, appropriation)하여 수업을 위한 장소로 구축해 나

가는지, 그리고 물질로 이루어진 사물들을 어떻게 마련하여 수업에 활용 가

능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려 한다.

1. 장소의 구축

아파트와 빌라, 상가건물이 즐비한 크낙새동 동네 한 켠에 크낙새초등학교

가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다. 크낙새 초등학교는 내가 2년 간의 휴직을 마치

고 복직하여 근무하게 된 학교였다. 2020년 2월 초 크낙새초등학교에 발령장

5) All in the golden afternoon

Full leisurely we glide;

For both our oars, with little skill,

By little arms are plied,

While little hands make vain pretence

Our wanderings to guide.



- 40 -

을 들고 처음 찾아간 날, 나는 학교를 둘러싼 담장 너머에 서서 학교를 바라

보며 학교의 전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딱딱하고 네

모난 건물과 텅 빈 운동장은 여느 학교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

적막한 겨울 날씨 때문이었는지 오랜만에 돌아온 초등학교가 낯설어서였는

지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진을 찍던 순간 나는 크낙새초등학교가 다소

공허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과거에 교사로 수년간 근무했으면

서도 눈앞의 학교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될 나의 모습을 쉬이 상상할 수 없

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하는 엉뚱한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학교 안에 그것을 가득

메운 채 격렬하게 우글거리는 물질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새 학년 새 학기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

가 그 물질들 속에서 그것들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학교 공간이 수업을 위한

장소로 바뀌어 간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학교 공간은 어떻게

다른 그 무엇을 위한 장소가 아닌 수업을 위한 장소가 되는 것일까? 그것을

위해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

1) 공간의 전유와 장소화

매년 초 2월 말경이 되어 학년 발표가 나면, 초등교사들은 명절의 민족 대

이동을 방불케 하는 연례행사에 참여한다. 그것은 전년도 교실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새로 배정받은 학년반의 교실로 옮기는 일이다. 교사들은 기본적인

<사진 1> 크낙새초등학교 전경



- 41 -

사무용품, 수업할 때 사용하는 교구, 전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학습

준비물 등을 종이상자, 플라스틱 멀티박스, 이삿짐 상자 등에 넣고, 카트(끌

차)나 바퀴 달린 교사용 의자 위에 얹은 채 이동하여 새로운 교실 안에 위치

시킨다. 그리고는 상자를 풀고 자신의 물건들을 새로운 교실의 교사용 책상

이나 캐비닛, 책장, 사물함 등 적당한 위치에 비치한다. 여름 철새 제비가 날

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틀 듯, 교사들은 새 교실에 둥지를 튼다.

이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청소이다. 학기 중에

대청소를 다시 맘먹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작년 한 해 묵

은 먼지들을 쓸고 떨고 닦아내야만 새로운 한 해 동안 아이들과 깔끔한 환경

에서 건강하게 지내며 수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사물함 위와 뒤,

창틀, 멀티비전 뒤, 칠판 위, 신발장, 문틀 사이 등, 교실 곳곳을 손본다. 수년

에 한 번 학교 차원에서 바닥 청소 업체를 부르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대청

소는 모두 교실을 맡은 교사의 몫이다.

교실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앉을 책상

과 의자를 배치하는 것이다. 교실이 네모반듯하고 모든 교실 크기가 같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실이 직육면체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각 교실마

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크낙새 초등학교의 경우, 건물의 가운데가

약간 둥글게 튀어나온 유선형 구조로 지어져 있는데, 같은 2학년 교실이라

하더라도 건물 가장자리 쪽의 1반 교실은 건물 가운데 쪽에 위치한 3반과 4

반 교실에 비해 더 좁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다른 반과 동일

한 31명 분의 책상을 넣어야 하는 1반 교사 배영주는 조금 더 애를 먹었다.

책상과 의자를 배치할 때의 고려 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간격이다. 좁

은 교실 안에는 아이들의 몸, 옷, 가방, 준비물 등이 모두 놓여야 한다. 그런

데 아이들이 몸을 움직일 여유 공간이 없으면 수업 중 활동을 할 때 부대껴

불편해하거나 다툴 소지가 있다. 교사들은 제한된 교실 공간 안에 아이들 하

나하나가 최대한 자신의 공간을 보장받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그렇다고 아이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면 상호작용이 어려워져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므로 무조건 간격을 넓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책상과 의자 배치에서 또 다른 고려 사항은, 학생들이 앉는 자리에서 볼

때의 시선이다. 특별히 신경 쓰는 위치는 교실의 각 모서리에 해당하는 위치

이다. 앞쪽 양 모서리의 경우, 교사 책상과 모니터 혹은 판서하는 교사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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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멀티비전이나 칠판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뒤쪽 양

모서리의 경우에는 교사와 아이들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이

쉽게 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 나는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아이들이 앉을 자리에 직접 앉아보기도 하며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곤

한다.

교실 안의 기물들이 적합한지,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수업에 돌입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다. 기물들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학급 구성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수업

의 흐름을 끊거나 수업 시간을 잡아먹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속했던

2학년은 전년도에 5학년이 사용하던 교실을 물려받아 쓰게 되었는데, 교사들

은 책상과 의자를 아이들의 신체 치수에 맞는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행정실에

요청해야 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사용할 사물함도 일일이 열어보면서 혹시

문고리나 경첩, 칸막이 고정핀 등이 떨어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그리고 멀티비전 리모컨이나 시계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행정실에 찾아가

서 건전지를 받아다가 다시 끼워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 또는 멀티비

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기사를 불러 조치하는 일이

다. 오승효 교실의 컴퓨터처럼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교사가 컴퓨터를 사용

하면서 너무 많은 자료를 쌓아두어 컴퓨터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 경우도

있으며, 유정화 교실의 멀티비전이 그러했듯 방학을 나는 사이에 전자기기가

고장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실 앞뒤 게시판을 꾸미는 것도 학년 초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 하나

이다. 옛날 관리자들은 교실 환경정리 검사 시 게시판을 유독 많이 지적했는

데, 요즘 관리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서 뭘 많이 꾸밀 필요 없이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교사들 사이의 중론이다. 게시판 환경 물품은 우드락, 스

티로폼, 펠트지 등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기성품을 붙이는 경우도 있

고, 창작하거나 기성품을 본따 자신이 직접 만들어 붙이기도 하며, 인디스쿨

등에서 찾은 자료를 컬러로 인쇄하여 코팅한 다음 붙이기도 한다. 요즘에는

게시판용 현수막도 잘 나와서 게시판 크기에 맞게 주문을 하면 게시판 전체

를 메울 수 있다.

게시판을 꾸미는 취향은 제각각이지만, 게시판에 부착되는 정보들에는 어

느 정도 유사점들이 있다. 앞게시판에는 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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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인터폰 번호, 업무분장, 결재경로, 시정표 등)이나 학급운영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고해야 할 것들(시간표, 주간학습안내, 학급규칙, 1인 1역,

학급 아동의 생일, 학급 어린이회 구성, 급식 식단표, 이달의 행사 등)이 붙는

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똑같이 게시판을 꾸미는 것은 아니다. 또, 위에서 언

급한 사항들은 교사들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취사선택된다.

한편 뒷게시판은 주로 수업 활동의 시각화된 결과물을 게시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것은 학급의 심미적 효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학급 구성원들로 하

여금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교학상장 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제작한 작

품을 만들어 붙일 경우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사진 2-1> 게시판(앞)

<사진 2-2> 게시판(뒤)

많은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학급 규칙”과 “미덕”이 담긴 글귀를 게시판에

붙인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며 공부하는 교실 공간에서, 아이들이 지켜야

하고 배워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들의 이름을 아이들이 눈으로 자연스럽

게 자주 접하도록 부착해두는 것이다. 가령 학급규칙의 예로는 “발표는 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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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로 하기”, “친구를 배려하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등이 있다. 최

가영은 자신이 미덕들을 특히 중시한다고 하였는데 그녀의 뒷게시판 가장자

리에는 너그러움, 용기, 존중, 진실함, 사랑, 믿음직함, 명예, 헌신, 예의, 정의

로움 등, 각종 미덕이 가득 적혀있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실 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건물 안

에서 교실 이외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은 강당(체육관), 다목적

실(우리 학교의 경우는 예절실이라고 불리고 공식명칭은 유희실인 실내체육

실), 시청각실, 도서실,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과학실, 음악실,

영어실 등을 꼽을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공간들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

만, 동료교사나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각 공간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둔다.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인솔하여 그곳으로 가야 하

기 때문이다.

학교 건물 밖도 수업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학기 초 유정화는 배영주

와 나에게 봄볕을 받으러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유정화는 학교 건물

주변을 돌며 학교 밖 공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

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학교 한 바퀴를

돌면서, 파인 곳이 많고 모래로 되어 있어 아이들의 부상에 유의해야 하는

운동장, 유치원 놀이터쪽 바닥에 페인트로 그려진 달팽이놀이와 8자놀이 밑

그림, 가을꽃 관찰하기와 가을낙엽 작품 만들기 그리고 겨울나무 관찰하기에

필요한 꽃과 나무들이 학교 곳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3> 달팽이놀이 밑그림

교사는 공간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함에 더불어 공간의 구성과 속성을 조합

하여, 그 공간이 수업 장소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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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업을 구상할 때 그 공간을 수업의 소재로 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수업 전 당부를 하거나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한다. 가령, 나와 오승효는 수학의 길이 어림하기 수업을 위해

운동장으로 함께 나가 축구 골대의 가로세로 길이, 스탠드 기둥 사이의 거리,

운동장의 가로 세로 길이 등을 재며 수업준비를 했다. 또, 과거에 나는 과학

실 공간의 소리 울림으로 교사의 발화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며 실험대를 중심

으로 둘러앉는 좌석 배치 때문에 아이들이 소란스러울 것을 예상하고는, 과

학 전담 수업에 보낼 때마다 아이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당부하곤 했다. 그

리고 과학·실험관찰 교과서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가도록 지도하였다.

수업이 직접 진행되는 장소는 아니지만, 수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장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연구실이다. 연구실은 동학년 간 조율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거나 수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학년초 연구실 정비 시

<사진 4> 연구실 전경

에는 원래 있던 물품을 빼는 작업과 올해 써야 할 물품을 넣는 물갈이 작업

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내가 소속된 2020년 2학년 연구실은 전년도인 2019년

에는 4학년 연구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이었다. 연구실을 2학년에 적합한 방식

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우리 학년 교사들은 전년도 4학년 물품을 새로운 4학

년 연구실로 보내고 전년도 2학년 물품은 작년 2학년 연구실로부터 받아와야

했다. 그러나 연구실 한 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캐비닛에 있는 모든 물건

을 옮긴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므로, 교사들은 가능한 한 물건

을 적게 옮기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우리 학년 부장인 배영주와 4학년 부장

은 학년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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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들만 옮기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연구실 안의 물품 정리는 크게 세 가지 준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는 우리 학년에서 사용할 물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 둘째는 버려야 할

물품인지 보관해야 할 물품인지를 구분하는 것, 셋째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

지를 기억해두거나 무엇을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택일적 준거들을 철저히 준수하며 물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업과 수업준비에는 늘 불분명함과 애매모호함과 변화무쌍함이 동반되기 때

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학년 교사들은 각각 학년부장(배영주), 전년도에 해당

학년을 했던 교사(유정화), 평소 정리 요령이 좋은 교사(오승효),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나)라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와 대화를 나누면서, 앞서 언급한 준

거들을 되도록 고려해가며 연구실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은 학교의 공간들을 수업에 필요한 공

간이라고 상정하고 그것을 전유하여 수업을 위해 최적화된 장소로 구성하려

노력한다. 이때 최적화된 장소라 함은, 수업 방해요소가 최소화되고 수업 시

의도적 비의도적 교육 효과가 발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소를 의미한다. 수

업 장소의 최적화는 교사가 동료 교사들 및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교육함을

전제하여 이루어지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최적화의 방식이 구체화

되고 그 엄밀함이 확보된다.

그런데 혹시 교사가 특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의식한다

면, 수업 장소는 달리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어떤 공간을 수업을 위

한 장소라고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공간은 수업

을 위한 장소가 아닌 것이 되거나, 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2) 장소의 구성과 해체와 재구성

앞서 수업장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런데 한 번 구성된 수업장소가 무조건적으로 영구불변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

니다. 교사에 의해 구성된 장소는 교사에 의해 해체되기도 하고 재구성 되기

도 한다. 장소의 구성과 해체와 재구성을 선명하게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

례 중 하나가 교실 안 책상 및 의자의 배치의 변화이다. 교사들은 수업 상황

별 필요에 따라 그 배치를 섬세하게 그리고 부단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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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책상 및 의자 배치

(일제식, 분단 및 모둠형)

<사진 5-2> 책상 및 의자 배치 (디귿자)

<사진 5-3> 책상 및 의자 배치

(시험 대형)

<사진 5-4> 책상 및 의자 배치

(빈 공간 확보형)

우리가 흔히 학교의 교실을 상상하면 떠올릴 수 있는 책상과 의자 배치의

기본 대형은 일렬 종대의 일제식 배치이다. 일제식 배치는 학기 초 교사가

번호순으로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익힐 때나, 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여 교

사의 설명에 집중하게 해야 할 때 활용된다. 일제식 배치라 하여 책상과 의

자가 그저 단순하게 놓이는 것은 아니다. 몇 개 분단, 몇 개 모둠으로 학급을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책상은 다르게 놓이게 된다.6) 이 기본 대형에서 책

상을 4개씩 돌리고 붙여 앉으면 모둠 대형의 배치를 만들 수 있다. 수업에서

모둠 활동을 선호하는 교사들은 아예 모둠 대형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6) 학급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명(또는 3명)씩 한 모둠으로 하여, 4개 분단 8개 모

둠(또는 3개 분단 6개 모둠)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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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는 아이들이 칠판과 멀티비전을 볼 때 자세가 불편할 것이 염려되

어 모둠 활동이 필요한 때마다 책상을 돌리고 붙여 앉게끔 하는 편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대형 디귿자 형태의 배치가 있다. 유정화는 학기 초에

일제식으로 책상을 배치하면 자신의 “마음이 답답해져서 수업이든 생활이든

못하겠다.”며 대형 디귿자로 책상을 배치하였다.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나의

한 동료 교사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아이들이 교사를 더 잘 주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대형은 학급 아동 전체가 서로의 얼굴을 보기 쉬운 구

조이기도 해서 전체 토론에도 적합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몸을 돌리

거나 책상을 붙이면 모둠 활동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나 역시 다른

배치로의 가변성이 좋은 이 대형을 가장 선호하여,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을

맞춰 외워야 하는 학년 초반 외에는 이러한 대형으로 책상을 배치하였다. 유

정화는 “떠드는 아이들은 디귿자의 맨 끝인 교실 가장 앞쪽(앞문 근처)에 앉

히면 [아이가 수업에] 조금 더 잘 집중”한다는 팁을 알려주었다. 또한 이 대

형으로 책상을 배치하면 가운데의 넓은 공간에 “아이들이 앉아서 놀기도 좋

다.”고 했다. 그녀는 넓은 깔개를 구매하여 그 공간에 깔아두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흔히 “시험 대형”이라고 부르는, 모든 개인 책상들을 다 떨어뜨리는 대형도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접촉이나 소통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형이다. 뒤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사

들은 부득불 책상과 의자를 시험 대형으로 배치해야 했다.

아니면 책상을 교실 밖 복도로 빼거나 교실 가장자리로 밀어 빈 공간을 확

보하고 수업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춤 추기”와 같이

교실 안에서 무용을 할 때, 그리고 “나의 꿈과 연관된 물건 만들기”나 “사라

진 개구리 찾기 미션 해결하기”처럼 아이들이 옹기종기 바닥에 모여앉아 학

습지와 준비물을 늘어놓고 활동을 해야 할 때 이러한 배치를 사용하였다. 과

거에는 학급올림픽에서 페트병 볼링시합 같은 교실 체육활동을 할 때나 학급

대청소 후 아이들과 함께 교실 바닥에 둘러앉아 친목 도모용 게임을 할 때

이러한 배치를 사용하기도 했다.

사진으로는 싣지 않았지만, 교사의 취향이나 더 특수한 수업상황에 맞춰서

책상과 의자는 그때그때 다르게 놓이기도 한다. 학예회 등이 있을 때라면 관

객석으로 정해진 교실 뒤쪽에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은 복도로 빼서 무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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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확보한다. 교실 벽에 학습 내용을 부착하고 감상이나 조사 활동을 한다

면, 책상과 의자는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실 가운데로 몰아둔다. 벼룩

시장 등을 할 때는 각 가게별로 책상을 모아두기도 한다. 미술관 관람하기와

같은 수업을 할 때에는 책상을 활용하여 이동 통로를 조성하기도 한다. 전체

토론이나 찬반토론을 할 때는 책상을 원형으로 잇거나 두 팀으로 갈라 마주

보고 앉게 하기도 한다.

교실 밖에서도 수업 장소의 구성과 해체와 재구성은 일어난다. 2학년 통합

교과서 <여름>에 등장하는 여름 동물 흉내내기 놀이 수업을 준비하는 장면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름 동물 흉내내기 놀이는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

었는데, 그 중 하나는 다람쥐 놀이였고, 다른 하나는 거미줄 놀이였다.

<사진 6> 다람쥐놀이 세팅 <사진 7> 거미줄놀이 세팅

동학년 교사들은 먼저 다람쥐 놀이를 어디서 하면 좋을지 논의하였다. 유

정화는 예절실이 늘 비어있어서 다른 학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학년

아이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 좋은 규모의 공간이니, 예절실에 다람쥐놀이 장

소를 세팅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우리는 함께 5층 후관의 예절실로

직접 올라가 확인해보기로 했다. 배영주는 예절실을 쭈욱 둘러보더니 “여기서

해도 좋겠다.”고 말하였다. 다른 교사들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였다. 우리는 예

절실 공간 곳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지점들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직접 움직

여 위치해보면서, 출발점을 어디로 하면 좋을지, 경로와 구간(쪼그려뛰기-구

르기-전력질주)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구르기를 할 때는 몇 번 구를지 등

을 논하였다. 먼저 매트를 깔았다. 두 명씩 시합을 시키는 형태로 결정이 되

었기에, 2개 레인(lane)에 맞추어 매트를 2×2의 형태로 깔았는데, 공간이 비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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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1의 형태로 깔게 되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움직일 동선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라바콘이 필요했다. 나와 배영주는 예절실 옆의 강당 무대

옆에 있는 체육 물품 보관함으로 가서 라바콘을 가지고 예절실로 돌아왔고,

동학년 교사들은 논의했던 바에 따라 바닥에 라바콘을 깔았다. 그런데 홀수

번호 등교일과 짝수번호 등교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었던 이 수업에서, 동학

년 교사들은 첫날 수업을 해보고 나니 공간이 너무 비좁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 교사들은 예절실에 세팅해두었던 것을 모두 정리하고, 강당으로 공간을

옮겨 재세팅을 하였다.

또 다른 여름 동물 흉내내기 놀이인 거미줄 놀이를 준비하며, 나는 예상치

못한 공간이 수업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실 밖의 복

도가 그러했다. 교사들은 종종 아이들이 “바람통로”7)라고 부르는, 복도 중에

조금 넓은 부분을 수업 장소로 고르고 그 텅 빈 공간을 수업에 알맞게 조직

해 나가곤 했다. 동학년 교사들은 거미줄 놀이를 위한 거미줄을 바람통로에

함께 세팅했다.8)

하나의 공간에 수업을 위한 장소는 수시로 세워졌다가 허물어지고 다시 세

워진다. 다람쥐놀이를 했던 예절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긴줄넘기를 하는

곳으로, 피구를 하는 곳으로, 겨울잠 자는 동물 찾기 놀이를 하는 곳으로, 그

모습을 매번 바꾸었다. 거미줄 놀이를 위해 활용된 바람통로 공간은 3반과 4

반이 문지기 노래에 맞추어 동대문 놀이를 하는 곳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학교 공간은 한정되어있고, 여러 교사들은 그 한정된 공간을 공유하며 각

자 학급의 수업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 이러한 공존공생을 위해 한 학급의

교사가 어떤 공간을 특정 수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한 이후에 다른 학급을 위

해 빠르게 그 장소성을 지워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는 장소성을 지우는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가령 유정화는 작년에 고무

줄로 만든 거미줄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걸어서 사용한 후 놀이가 다

끝나면 그대로 거두어 보관하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었다. 또

김목화는 사방치기 놀이 등을 위해 바닥에 청테이프를 붙여 구획을 표시해야

할 경우, 테이프를 완전히 바닥에 붙이지 않고 끝을 살짝 접어서 쉽게 뗄 수

7) 이것은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초록초등학교 아이들이 해당 공간에 붙인 호칭이었다.
8) 예전에는 수업을 위해 학교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안

전 등을 이유로 학교 밖은 점차 수업 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교사들은 수업

장소를 조성할 때 학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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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두는 것이 자신의 꿀팁이라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다른 학급을 위해 우리 학급의 장소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복수의 학급이 하나의 공간을 동시에 각자의 수업을 위한 장소로 활용

해야 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강당이나 운동장 사용이 그러하며, 이러한 상

황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럴 경우, 교사들은 거리를 띄운다거나 목소리를

낮출 것을 지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 학급의 영역이 다른 학급의 영

역과 맞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렇지만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

을 예로 할 때 타 학급에서 사용하던 공이 굴러옴, 타 학급 아이들이 소리를

지름 등과 같은 이유로 장소의 경계는 흔들리고 깨지곤 한다. 교사들은 어느

정도의 장소 중첩과 침범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해당 수업

을 진행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장소를 부단히 공고화한다.

지금까지 학교 공간에서 수업 장소가 교사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고 해체되

며 재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항상 교사가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만, 혹은 교사가 의도한 바를 구현하기만 하면 되는 선에서만, 수업 장소의

구성과 해체와 재구성이 이루어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3) 장소-패닉과 극복

일상적인 수업 장소의 구성에서 기존의 예상과 의도가 들어맞지 않을 경

우, 교사들은 종종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가령, 수업 장소로 활용하려고 계획

했던 공간이 다른 학급에 의해 선점되어 있다거나, 날씨 등의 이유로 해당

수업에 적합할 공간을 수업 장소로서 활용할 수 없다거나, 해당 공간에 익숙

하지 않아 수업 장소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구성되지 않는다거나, 수업 장

소를 잘 구성했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수업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럴 경우, 교사들은 다른 공간을

찾거나, 다른 때에 다시 그 공간을 찾거나, 장소 구성을 소폭 수정하거나, 실

패를 유념하여 그 점을 추후 수업 장소의 구성에 반영하는 등, 돌파구나 우

회로를 찾는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사들이 겪었던 당황스러움은 그 수

위가 남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기존의 예상과 의도에 근거하여 수업 장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다거나 수업 장소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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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다소간 차질이 생겼다의 차원이 아닌, 공간의 물적 특성과 그것을 다루

는 방식에 대한 기존의 예상과 의도에 근거하여 수업 장소를 구성한다면 수

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근원적인 지각변동

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선 COVID-19 이후 수업 장소의 큰 지형도부터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의 장소는 크게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장소와 비대면수업을 실시하

기 위한 장소로 이분화되었다. 교사들은 공존하는 두 장소 모두를 관리하면

서도, 소위 “네이버 공문”이라고 명명되었던 COVID-19 감염자 추이에 따른

교육부의 예측 불가하고 밭은 매체 입장발표에 따라 수업 장소를 동시에 혹

은 번갈아, 변덕스럽고 급작스럽게 채택해야 했다. 그럼 지금부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수업 장소와 비대면수업 장소가 각각 어떻게 구성되었

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비대면수업만을 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교사들은 사

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됨에 따라서 대면수업을 실시하기도 해야 했다.

대면수업이 기존에 실시되지 않았던 온라인 수업에 비해 덜 새롭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기존의 수업과 유사하게 보인다고 하여 전적으

로 동일한 것도 아니다. COVID-19 팬데믹 하에서의 대면수업을 가능하게 만

들기 위해서, 학교 공간은 다른 방식으로 장소화되어야 했다.

<사진 8> 중앙현관 발열감시

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처음 결정되었을 무렵, 교사들이 공동으로 신경 써

야 했던 곳은 중앙현관이었다. 감염 유증상자를 학교 건물 내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던 초반에는 중앙현

관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관리해줄 인력이 없었다. 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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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체해줄 인력은 바로 교사였다. 교사들은 “발열감시조”로 일했다. 교사들

은 자신이 맡은 학년의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이면 보건교사가 정한 일

정표에 따라 아침 일찍 중앙현관 앞으로 두 명씩 나와서 아이들의 등교지도

(입장 시 줄 서기와 간격 유지)를 도왔고, 열화상 카메라에 고열의 환자가 잡

히지는 않는지 확인했다. 발열감시조 활동이 끝난 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

고 교실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다. 교사들은 발열감시조 활동 외에도, 교실

문 손잡이나 사물함 등 손이 닿는 곳에 소독약을 뿌리거나 아이들의 책상을

소독 물티슈로 닦아주는 일도 수시로 했다.9)

교실 책상배치와 간격도 조정해야 했다.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교무부장 김상우는 전체 교사에게 “교장이 학교

현장 방역 점검을 할 예정이니 오늘 중으로 교실 책상을 최대한 멀리 배치”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을 본 학년부장 배영주는 동학년 교사들에게

“책상 대형[을] 바꾸라고” 독려했다. 동학년 교사들은 각자 자신의 교실에서

책상 간 간격을 “최대한 멀리 배치”하기 위해 책상들을 밀어 “시험대형”으로

바꾸었다. 교사들은 책상이 홀짝등교에 알맞게 놓여있는지, 즉 같은 날 짝꿍

두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지는 않는지 점검했다. 책상 배치가 바뀜에 따라

책상 위의 아이들의 번호가 적힌 이름표도 다시 붙여야 했고, 책상 배치를

기록해둔 자리배치표도 다시 작성하여 뽑아야 했다. 기존의 수업에 최적화되

도록 교사 나름대로 배치해두었던 서른 개의 책상을, COVID-19 상황에 적합

하게 다시 움직이고 정렬하는 대작업이었다.

책상 위에는 방역용 가림판을 설치해야 했다. 가림판이 배부되었다는 소

식이 들리자, 교사들은 학년별로 후관 중앙현관으로 내려가 그것을 수령해

온 후, 설치해야 했다. 가림판은 스프링 제본 시 표지로 활용되는 것과 유사

한 단단한 플라스틱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자리를 힘주어 눌러 접어야만

세워지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설명서를 보며 가림판 접는 방법을 익혔다. 학

급 아동 전원의 가림판을 일일이 접어서 세워야 하는 작업은 맨손으로 하면

손이 새빨개질 정도로 힘이 들고,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작업이었다. 고학

년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설치하게 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대부분의 교

9) 2020년 하반기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되었지만, 2021년에는 교육청 예산의 부족으로 인

해 방역인력을 학교예산으로 처리해야 했으며, 학교예산 또한 충분치 않아 결국은 이 역

할을 다시 교사가 도맡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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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그 작업을 미리 해두고 등교할 아이들을 기다렸다. 방역이 완료된 상황

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림판을 그냥 세워두기만 하면 가

림판이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 학년 교사들은 테이프로 가림판을 책상

에 붙였다. 디귿자 모양 가림판 3면 밑에 테이프 하나씩만 붙인다 쳐도, 30개

의 책상이면 90번의 테이프 붙이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교실 곳곳에 방역 알림 게시물을 붙이기도 했다. 교사들은 손 씻기와 코로

나 예방법을 적은 인쇄물을 출력하여 나눠 갖고, 교실 곳곳에 붙였다. 배영주

는 마치 차압딱지를 닮은 붉은 색의 “만지지 마시오” 경고문구를 인쇄, 코팅

하여 자신의 교실 중 아이들의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붙이고는, 동학년 교

사들에게도 그 여분을 나누어주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자극적이게 느껴져서

붙이지 않았다. 1학년의 몇몇 교사들은 아이들끼리 오가다가 얼굴을 마주 보

아 비말이 튀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앞문은 들어오는 문, 뒷문은 나

가는 문으로 정하고, 역방향으로 오지 말 것을 지시하는 안내 문구를 인쇄하

여 붙였다. 복도와 교실 바닥에 발바닥 표시를 붙이기도 했다. 아이들끼리 어

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렁더울렁 생활하는 학교 상황에서, 책상 배치도, 이런 가

림판도, 모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역의 “구색”

을 갖추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동료 교사들은 투덜거렸다.

<사진 9>

책상 간격 조절 및 가림판 설치

<사진 10> 방역 알림 게시물

교실이 아닌 장소는 더더욱 수업에 활용되기 힘들었다. 아이들 간의 “접촉

을 차단하기” 위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교실의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암묵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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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처럼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했다. 전담교사들은 음악실이나 과학실과 같은

전담실을 두고 각 교실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했다. 서로 다른 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만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등교 인원 자체

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교실 밖에는 인적이 드

물었다. 학교는 적막하기 그지 없었다.

그런데 방역을 위한 배치 하에서 수업을 몇 차례 해보고 난 후, 유정화는

불만을 토로했다. 책상이 흩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수업에 통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아마 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차이를 잘 느끼지 못

했을지 모르지만, 나 또한 그런 유정화가 느낀 것과 같은 불편함을 느꼈다.

유정화와 나는 기존의 분단 대형으로 책상을 옮겨, 책상 간 “간격을 좀 더 좁

히기로” 했다. COVID-19 때문에 찝찝하기도 하고, 학교 구성원이나 학부모

중 누군가가 방역의 결함을 지적 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당장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 배영주와 오승효도 우리 반 배치를 와

서 보고는,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말하고 책상 배치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몸을 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학교 곳곳을 수업

에 사용하는 모습도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하기도 했다. 중·고학년 체육수

업과 병설유치원 및 저학년 신체놀이 활동이 가미된 수업으로 인해 운동장과

강당, 유희실과 학교건물 전관과 후관 사이의 공터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

전만큼 시끌벅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슷하게 운동장에도 강당

에도 아이들의 종알거림과 교사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와일드(Wilde,

1888)의 <욕심쟁이 거인>에서, 거인의 정원 중 아이들이 머물며 놀았던 나무

에 꽃이 피고 새가 날아와 앉아 봄이 찾아왔듯, 아이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으

로 얼음 같았던 학교 공간에는 온기가 스며들었고, 학교가 교육활동으로서의

수업의 장소로서 깨어나는 것을, 나는 체험할 수 있었다.

한편, 비대면수업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학급 대신 온라인 학급을 개설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었다. 휴업 초반, 아이들의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서 EBS

강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EBS온라인클래스 개설 운영 및 학생 회원 가입

이 추진되었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것만으로는 학급 구성원들이

소통할 수도 없고 정규 교육과정 진도에 따른 제대로 된 수업을 해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실에 교사와 아이들이 모여 함께 지내듯이, 온라인 상

에서도 교실과 같은 곳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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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온라인 학급 공간 플랫폼이 결정되어야

했다. 2020년 3월 말과 4월 초, 교무부장 김상우는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소속의 장학사가 통합메신저를 통해 보낸 “원격수업 운영 매뉴얼” PDF 파일

등을 교사들에게 공유했다. 파일에는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위두랑, 구

글 클래스룸, Classtion, MS Teams, 초등 온라인배움교실, 초중등 학교가자

등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과 각 “플랫폼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서술”한 비

교대조표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 “각 학교별 상황에 맞는 수업 플랫폼을 선

택”하라는 말도 적혀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자료들이 플랫폼 선택으로 곧장 쉽게 이어지는 것은 아

니었다. 전공분야나 관심분야가 아닌 책을 처음 접할 때면 사전 이해가 없어

해당 책이 잘 읽히지 않듯, 당시 온라인 수업 플랫폼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교사들에게 설명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었다. 게다가 제공된 자료가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유형의 정

보들을 교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제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

다. 또 내가 어떤 플랫폼을 원한다고 하여, 그것을 꼭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하며, 그 지침에 준하여 학

교 차원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교사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였다. 내가

학년부장 배영주에게 “온라인 수업 방식은 교사마다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고 묻자, 그녀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다소 언성을 높이면서

“학교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부장 신형식을 중심으로 하여 부장단 회의(원격수업관리위원회 회의)

가 여러 차례에 걸쳐 열렸고, 배영주는 하루가 머다하고 그 회의에 참여했다.

오랜 회의 끝에, 플랫폼이 결정되었다. 학교마다 선택한 플랫폼의 종류와 활

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는 학교차원에서 결정된 플

랫폼인 클래스팅과 ZOOM을 학교 전체가 동일하게 활용하기로 했다.10) 클래

스팅은 공지사항과 수업자료 및 과제 등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플랫폼

10) 2020년 기준,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학년끼리만 플랫폼을 통일하기도 했다는 이야기

를 연구참여자들은 들려주었다. 2021년이 되어서는 크낙새초등학교 역시 학년끼리만 플랫

폼을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배영주가 연임하여 학년부장을 맡은 2학년의

경우, 국가 소관의 e학습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김목화에 따르면 e학습터는

자료제시형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모두 진행할 수 있게 구성된 플랫폼이지만,

접속이 다소 불안정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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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ZOOM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사 간 일정을 공유하고 수업자

료를 공동제작 하는 데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

용하기로 했다.

교사들 자신이 플랫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플랫폼에 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하는 작업을 했다. COVID-19 이전이든 이후이든 오프라인의

수업은 일단 아이의 몸이 학교의 교실로 들어오기만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

든 수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비대면수업에서는 아이가 온라인 학

급에 접속해야만 수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몸으로

부딪치며 배운 플랫폼 활용 방식을 정리한 다음, 안내문 형태로 작성하여 가

정으로 보냈다. 플랫폼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고, 우리 반을 찾으

며,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만 학급 구성원으로 인정받는지 등을 알렸다. 그리

고 학부모 및 학생들과 날짜 및 시간을 약속하여, 출석확인 게시글과 학습완

료 확인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을 연습하게 하고, 공지사항과 수업자료

들의 업로드 방식 및 열람 방식 등을 익히게 했다. 또 실시간 쌍방향 수업용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법, 출석하여 대기하는 절차, 이름을 바꾸는 방법, 화면

송출과 음성송출을 조절하는 방법을 비롯한 시시콜콜한 사항들에 대한 안내

문도 보내고 수업장면에서 직접 연습시키기도 했다.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집 공간을 수업장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했다. 우선 심리적 장벽부터 넘어야 했다. 교감이 특별한 사유

가 없는 교사들은 학교로 출근하기를 은근슬쩍 바랐다는 소문이 돌았고 적지

않은 교사들이 교감의 눈치를 보았지만, 인다한은 나에게 “재택근무는 우리의

권리”라며 자신은 재택근무를 신청했다고 했다.

다음으로 행정적 처리를 거쳐야 했다. 임은수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위해서

는 “사전결재”를 받아야 했다. 최초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했고, 주간학습

계획안을 결재받고 나이스상에 복무상신을 해야 했으며(유연근무 신청-스마

트워크근무형), 매일 나이스 메모로 출근 시 출근 보고와 퇴근 시 퇴근 보고

(업무요약 한글파일 업로드)를 해야 했다. 게다가 집에서는 학교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없어 “EVPN”(업무포털 원격지원 사이트)을 통하여 업무포털과 통

합메신저에 접속해야 했는데, 너무 많은 교사들이 동시접속 하다보니 그 접

속이 원활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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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여건도 갖춰야 했다. 임은수는 교과서나 지도서 등 학교에는 당연히

있는 것들이 집에는 없어서 싸들고 가느라 불편했다고도 했다. 그나마 같은

초등교사였던 그녀의 “남편이 [그녀보다 먼저] 한동안 재택[근무를] 해서” 다

행이었다고 했다. 업무포털과 나이스 그리고 통합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는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수업에 활용되는 장비들도 구매하여 설

치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그녀의 남편이 해두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나의 동학년 교사들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배영

주는 학년부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 나와 일을 해야 하는 데다, 재택근

무 중 필요한 것이 있어 학교에 잠깐 들렀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도 일일이

복무상신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오승

효와 유정화는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기도 하고 컴퓨터에 서투르

기도 해서, 모든 컴퓨터 환경이 세팅되어있는 학교로 나와 근무하는 것이 도

리어 더 편하다고 했다. 우리 학년 뿐만 아니라 1학년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

았는데, 저학년의 경우 돌봄 문제로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돌봄 아이들이 담

임 교실로 오게 되어 아이들을 맡아주어야 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2. 사물의 마련

우리는 늘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것”(Heidegger, 1927/1979: 101)인 도구

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도구로

활용될 사물(thing)을 사전에 구비(具備)해두곤 한다. 이처럼 준비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물을 마련해두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할

때, 수업준비는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을 마련해두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업을 위해서는 어떤 사물들이 필요하며, 그 사물들은 교사들에

게 어떻게 의미화되어 있을까?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은 어떤 물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속성은 교사들의 수업준비 방식을 어떻게 규정하고

한계지을까?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은 어떻게 교사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

해질까?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의 범주는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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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물-초등교사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물은 크게 교과서, 학습준비물과

교구, 장비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지금부터 초등교사에게 있어 각각의 사

물이 어떻게 의미화되어 있는지, 또 교사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

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교과서는 학교에서 수업 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다. 교사

에게 있어 교과서는 상비(常備)된 상태에 있어야 하는 성격의 사물이다. 2014

년에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 <슬로리딩, 생각을 키우는 힘> 편에서 나왔듯,

교과서를 활용하는 대신 소설책 한 권을 가지고 한 학기 국어 수업을 이끌어

가는 수업 방법도 있다.11) 그러나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교과서의 기본 구

성과 진도에 맞추어, 혹은 교과서를 각색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나간다. 물론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지는 않고, 가끔씩 교과서 없이 수

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전적으로 교과서 없이 수업한다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초등교육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되며, 교과서

는 그 교육과정을 고루 반영해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빼면 가르침에

있어 빈틈이 생길 것 같기 때문이다.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학교 안팎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은 널리 알려져 있고, 당연히 학습과 교육의 내용과 범주가 교과서로 국한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예상 외로 나의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의 가치에 대해

꽤나 높게 평가를 했다. 김목화는 “교과서대로만 해도 평타는 칠 수 있다.”고

하였고, 유정화는 교과서가 “그래도 전문가들이” 즉, “우리[교사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정선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교과서[에 나온 것]만 제대로 가

르쳐도”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제대로 가르

친다는 것은 교과서에 제시된 것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주입시킨다는 것을 의

미한다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수업에

서 잘 구현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가까운 것 같다. 연구참여자 중 이해

린은 나에게 다른 나라 교과서의 구성과 우리나라 교과서의 구성을 비교해

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서교육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수업 방법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온책읽기”, “온작품읽기”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3-6학년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왔

고, 국어 교과서에도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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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베트남 한국학교에서 파견교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비해 베트남의 수학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얼마

나 부실하고 미흡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우리나라의 수학이나

과학 교과서가 “아주 체계적이고,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잘 계열화된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가끔씩은 삐딱하게 교과서를 바라보기도 했던 나와는

사뭇 다른 시각이었다.

다음으로 “학습준비물”과 “교구”를 보자. 학습준비물과 교구는 공히 수업을

하는 데 아이들 손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물품을 일컫는다. 초등학생 아

이들은 피아제가 제시한 발달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

다. 초등학교 교과서도 이러한 발달단계를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교

사들 역시 교대 시절부터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가르쳐야 함을 배워

숙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배우게끔

도와줄 학습준비물과 교구를 마련하는 것은 초등교사들에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학습준비물과 교구는 학교 현장에서 다소 혼용되어 사용된다. 그렇지만 일

반적으로 학습준비물은 소모품을, 교구는 지속성이 있는 물건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소모품이다 보니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배부되는 물품들이 많으며, 후자는 비교적 고가에 아이들이 사용하고

나면 돌려받아 학교에 보관하며 오래 두고 쓰는 물품들이 많다. 때로는 학습

준비물 비용 안에서 교구를 사는 경우도 있고, 값이 나가거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교구의 경우에는 학교 예산 항목에 준하여 따로 회의절차를 걸쳐 구매

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주로 학기 초에 교과서와 지도서를 뒤져보며 한 학기

동안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대략 무엇이 현재 있고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에 학습준비물과 교구를 구매하게 된다. 보통 한 학기

에 한 번 대량 구매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중간중간 구매한다.

그러나 학습준비물이나 교구를 무조건 구매하기부터 하는 것은 아니다. 많

은 경우, 학교에는 수업하는 데 필요한 학습준비물이나 교구가 이미 있다. 왜

냐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은 학년 불문 유사한 측면이

있고, 수년에 걸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다. 간혹 교

과서 개편으로 수업 활동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의

대대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선 기존에 마련되어있던 물품 중에서 올해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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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낭비와 자리 차

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매 학기마다 한 번은 구매해야 하는 학습준비물과는 달리, 교구들

은 학교에 보관되어 있어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교구들은 연

구실 캐비닛을 뒤져보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학년에서 사용해

야 할 교구임에도 우리 학년 연구실에 없는 물품들도 있다. 그러면 교사들은

필요한 교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한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늘 분

명치 않지만, 학교 구성원 중 누군가는 그 물품을 갖고 있거나 그 물품이 어

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필요한 물품이 학교 어딘가에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교사가 수많은 수업에 필요한 수많은 물품들의 행방을 모조리 꿰고 있

는 것은 실상 어렵다. 그래서 교사들은 직접 손품 발품을 팔며 학습준비물과

교구를 찾아다닌다. 보통 학교에 오래 있었거나, 해당 학년을 작년에도 맡았

거나, 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 문의를 하면, 물품의 위치나 획득 방

법을 쉽게 알 수 있다. 나의 경우는 일단 학년부장인 배영주에게 먼저 달려

가 묻곤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물품의 행방을 쉽게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통합교과인 가을의 즐거운생활 <왕도토리> 수업에서 필요한 소고가 우

리 연구실에 없길래 배영주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소고가 음악실에 있을 것

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음악실에 찾아갔고, 음악교과 전담 교사로부터 소고

들을 빌려올 수 있었다. 한편 1학년 김혜숙과 이경혜는 배영주와의 인터폰

연락을 통해 우리 학년에 모형시계와 소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들을 빌려 가기 위해 우리 학년 연구실에 찾아왔었다.

그러나 물품이 당장 내 눈앞에 혹은 곁에 없거나, 주변의 동료교사도 그

물품의 행방을 잘 모르거나, 교사 자신이 교구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의지가

없거나 바쁨 등으로 인해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그 물품을 안 쓰고 말거나,

차선책의 물품으로 대체하고 마는 경우들도 있다. 때로는 물품이 근처에 있

었으나 찾지 못했을 뿐인 경우도 있다. 나는 수학 길이재기 수업에서 필요한

줄자가 연구실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과학준비실의 과학실무사에게 빌려왔

는데, 알고 보니 연구실에 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했다.

교사들은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학습준비물과 교구들을 일정 분량 교실

에 챙겨둔다. 매번 찾거나 가지러 가기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주 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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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한 번만 사용할 것이라면, 연구실 등에서 필요한 사물을 찾고 챙겨서,

수업이 있기 전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학급에 가져다 두는 방식으로 수업

을 준비한다. 사물을 계속 학급 안에 놓아두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연

구실에 놓기 어려운 것이라면, 학급 내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

아둔다. 다른 수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활용되는 장비들을 살펴보자. 집안의 비품에 빗대어 생

각해보면, 냉장고나 세탁기 그리고 침대나 식탁처럼, 일단 설치하면 변동이

쉽지 않거나, 무겁거나 커서 움직이기 힘든 장비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항

상 혹은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비들은 특정한 자리에 붙박이로 계속 두게 된

다. 학교 안에도 수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자리해 있다. 이를

테면, 교실 안의 칠판, 컴퓨터, 프로젝션 TV, 게시판, 사물함, 책장, 전자피아

노, 실물화상기, 교실 밖 연구실의 복사기, 코팅기, 플로터, 운동장의 축구/농

구 골대나 육상 트랙, 도서관의 장서들, 과학실의 실험설비 등이 수업을 위해

마련된 장비들이다.

물론 이러한 장비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영원히 그 자

리에 있을 것도 아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괘도나 OHP, 그리고 풍금 등과

같은 장비들이 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장비가 한 번 수업을 위한 것으로서 선택되고 자리를 잡으면, 장비들은 상당

기간 그곳에 놓여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장비가 사라지는 시

점에 이르기 전까지 그 비품들은 잘 가꾸고 관리되어야 한다. 비록 비품들이

“예술작품의 경우처럼 잠재적 불멸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영구

성을 갖는” 그것들은 “세계에 머물”며 인간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

다(Arendt, 1968/2005: 280-281). 기본적으로 장비들은 견고한 성격을 띠는 사

물이기에 유별난 가꿈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나는 교사들이 교실

안의 장비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이것은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섬세하게 돌보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것은 결국 교사 자신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수업에 활용되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교사들의 의존도가 가

장 높은 것은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예전에 사용하던 다양한 장비들의 역할

을 모두 수행해내는 종합적인 장비가 되었다. 컴퓨터에 설치되는 다양한 소

프트웨어의 기능에 따라, 컴퓨터는 과거의 많은 장비들을 대체하는 역할을



- 63 -

하게 되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괘도나 OHP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인 파

워포인트나 한쇼 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풍금은 온라인 사이트의 음악

재생으로 대체되었다. 또 컴퓨터는 다른 장비들과 연동해서 사용될 때 그 중

심에 있는 장비이기도 하다. 요즘의 실물화상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공간

안의 물건을 컴퓨터 화면상에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한 멀티

비전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컴퓨터의 화면을 크게 확대하여 학급 공간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편, COVID-19로 인해 컴퓨터가

수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고조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형화하는

지, 그리고 각 유형별 사물이 교사에게 어떻게 의미화되어 있으며, 교사들이

그러한 사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교사가 사물을 주도하

여 포획하거나 조종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과 교사가 관계를 맺고 상

호작용한다 할 때, 그 방향성이 단지 일방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사물 또한 교사에게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할까? 마치

어떤 책이 바로 그곳에 놓여있음으로써 나의 눈길을 끌어 자신의 문장을 나

의 글에 인용하게 만든다거나, 이른 새벽 유독 강하게 스며드는 한기와 창밖

으로 보이는 소복이 쌓인 눈이 내가 30분 더 일찍 출근길에 나서게 만들듯

말이다.

2) 사물의 속성과 관리

이 장의 첫머리에서, 수업준비는 물질로 된 것들을 다루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수업에 활용되는 사물들은 공히 물질로서 독특한 속성을

띠게 된다. 이제까지의 나의 수업준비 체험, 그리고 내가 관찰한 동료교사들

의 수업준비 체험으로 말미암아 볼 때, 수업에 활용되는 사물들이 지니는 속

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물은 부피가 있어서 자리를 차지하며 위치와 방향을 갖고 놓인다. 사물

은 무게가 있어서 운반할 때 크든 작든 힘을 써야 한다. 사물은 자연적으로

든 인위적으로든 만들어지며, 사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 때로는 돈

도 드는데, 한 사람의 역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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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어느 정도는 항구적이지만 언젠가는 닳고 망가진다. 한 사람의 몸이 사

물에 접근(접촉, 획득,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물마다 다르며, 그 접근

방식 및 가능성은 의도와 조건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다소 단편적으로 정리해본 것이고,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속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사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물의

이러한 물질적 속성들을 토대로 수업준비를 해나간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사물들의 물질적 속성들로 인해 교사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물의 물질적 속성을 바탕으로 교사

들이 수업준비에 활용되는 사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앞에서 분류하였던 사물의 유형별로 살

펴보도록 하자.

먼저 교과서는 손에 가장 잘 닿는 가까운 곳에 놓아두게 된다. 매일의 수

업에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보통 교사용 책상 뒤쪽 책장에

교과서들을 꽂아두고, 해당 수업 시간에 맞는 교과서를 그때그때 꺼내어 사

용한다. 아이들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다. 모든 아이들이

다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보통 사물함에 교과서들을 넣

어두고, 그날 하루 동안 또는 특정 수업시간에 사용할 교과서만 따로 꺼내어

자기 책상서랍 속에 넣어두곤 한다.

교과서는 앞에서부터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겨가며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내용 전개 자체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사와 아이들은 해당 교과의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묻고 답하며 해당 차시에 공부할 교과서 쪽수를 확인하고 찾

는다. 교사들은 수업준비 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준비하

고, 교과서에 핵심개념이나 정답 또는 해줄 말 등과 관련된 간단한 메모들을

교과서 위에 남겨가며 수업을 준비한다.

교과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용도로 수업에서 활용된다. 물론 교과서는 주로

그 속에 담긴 글과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된다. 하지만, 교과서

는 <장사꾼 노래>에 맞춰 배달 놀이하기 활동을 할 때 머리에 얹어 운반할

물건의 대용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림그리기 등을 할 때 유성매직이 책

상에 묻지 않게 하고 색연필 등의 색상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칠해질 수 있

게 하기 위해서 받침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수학 시간 길이 어림하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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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재기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학기초에 배부하고 남은 교과서들은 연구실 캐비넷에 꽂아 보관해 둔다.

교과서를 배부한 후에는 항상 여분이 있어야 한다. 그 까닭은, 우선 전출생의

경우 국정 교과서는 원적 학교에서 교과서를 챙겨서 새로운 학교로 가는 것

이 불문율이어서 전출 가는 아이 손에 반드시 교과서를 챙겨 보내야 하기 때

문이다. 다음으로, 새 학년이 시작되면 전입생이 올 것이 분명하며,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선택한 출판사가 다르므로 전입생에게 학교의

여분을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교과서를 받아간 아

동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교과서를 안 가져올 경우 교사가 빌려주어야

할 때도 있으므로 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혹시 교과서 부수가 부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교과서들도 남겨둔다.

보통 연구실에는 전년도 교과서와 새로 배부된 교과서가 함께 꽂혀있게 된

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가 개편이 되기도 하고, 대대적 개편

이 아니더라도, 교과서 발행년도가 다르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학년 수학 교과서의 달력 읽기를 배우는

부분을 보면, 2019년 교과서에는 2019년 달력이, 2020년 교과서에는 2020년

달력이 실려있다. 이처럼 예시삽화나 이야기글 혹은 낱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내가 교과서 업무를 담당했을 수년 전만 해도 교과서의 수량을 그다지 정

밀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탓인지, 학교가 바뀐 탓인지,

요즘에는 그것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는 추세인 것 같다. “계에서(업무 담당

자가)” 교과서 배부 후 여분이 몇개인지 헤아려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메시지

를 각 학년 부장에게 보냈고, 배영주는 그 수를 세어 담당자에게 알려주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모자랄 경우 추가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거나, 버려지는 교과서를 최소화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이

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는 학습준비물을 살펴보자. 학습준비물은 보통 동학년 각반 교사에

게 배분되어 보관된다. 그 구체적 과정은 이러했다. 학기 초 학습준비물이 각

연구실에 도착했다는 과학실무사의 메시지를 받고,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였

던 나는 연구실로 가서 배송 온 박스를 가위로 하나씩 뜯었다. 그리고 연구

실 책상 위에 동일한 물품끼리 모아 쌓아놓으면서 개수를 세고, 인쇄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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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목록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며 신청내역과 실제 배송 품목이 부합하는

지 확인했다. 오배송, 미배송 된 건에 대해서는 업체에 전화를 하여 정정 요

청을 했다.

내가 물품을 확인하고 있는 동안 연구실로 온 유정화는 나에게 “학년 일은

혼자 하지 마.”라며, 팔을 걷고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학교 일을 혼자 하

려고 하면 지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 학년 학급 수인 4개의 박스를 연

구실 바닥에 깔고, 물품들을 종류별로 박스마다 똑같은 수량으로 배분하기

시작하였다. 유정화에 의해 물품은 “ ” 되었다. 그녀는 “ ”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연구실에 보관하자고 하며, 남은 물품을 연구실 캐비닛 안으로 넣었다.

각 반 교사들은 “ ” 된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교실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진 11-1>

학습준비물(배송)

<사진 11-2>

학습준비물(확인)

<사진 11-3>

학습준비물(분배)

학습준비물을 배송 온 상자째로 연구실에 놓아두거나 연구실 캐비닛에 쌓

아 보관하면, 학습준비물은 공간만 차지하는 짐으로 전락하기 쉽다. 또, 각

교사가 필요한 물품을 찾기 위해 매번 연구실에 와서 연구실을 뒤지는 수고

를 해야 하며, 교사가 물품을 적시적기에 자신의 수업 리듬에 맞게 활용하기

도 어렵다. 그래서 교사들은 도화지 등의 기본 학습준비물 외의 학습준비물

을 되도록 나눠 가져가서 각 교실의 교사용 캐비닛 안이나 교사용 책상 주

변, 사물함 빈칸 등에 넣고 각자 관리하려 하는 것이다.

학습준비물은 그때그때 필요한 수업에서 활용된다. 그런데 수업에 알맞게

표적 구입된 학습준비물을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이

미 있는 학습준비물 중에서 수업과 연관된다 싶은 것을 골라 끼워 맞춰 소모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가 점토이다. 점토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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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데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많이

차지한다. 점토는 막상 사면 잘 안 쓰게 되는데, 없으면 허전한 애물단지 학

습준비물이다. 어느 날 유정화는, 연구실 구석에 쌓여있는 점토를 다음날 있

을 가을 열매 바구니 만들기에서 써서 치워버리자고 했다. 학습준비물이 그

러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업의 방식이 결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교구를 살펴보자.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교구들은, 있긴 있으나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다. 교구들이 비교적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임에는 틀림 없지만, 결국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망가짐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망가진 교구들은 사용하는 데에 다소 불편하고 찝

찝하기는 하지만 막상 버리자니 아깝게 여겨진다. 게다가 교구는 모두의 것

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공공재이기 때문에, 처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또한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사진 12>

뚜껑이 없거나 찢어진 소고들

<사진 13> 늘어난 줄자

특정 교과와 차시에 활용되는 교구들 이외에, 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

구들 또한 있다. 보통 교사들은 자기가 수업에서 선호하는 활동의 패턴이나

놀이 유형에 알맞은 물건들을 구매하여 갖고 다니는 경향이 있다. 동학년 사

이에서 교구 아이디어가 좋기로 정평이 나 있던 유정화는 질의응답 카드덱,

하브루타 주사위, 현수막 세계지도, 골든벨 판이나 모둠 활동 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자석형 산다케이스, 라바콘 등을 나와 오승효에게 소개해주었다.

유정화는 “작고 가벼운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전근을 한 번 갈 때마다

짐이 너무 많아 고생스럽기 때문에 그렇다. 그녀는 지난 학교에서 이번 크낙

새초등학교로 전근 오면서 “버리는 법을 터득”했다고 하였다. 반면 배영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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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못 버리고 쌓아두는”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좋은 게 보이면 “욕심”나

서 사게 되고, 사둔 것을 또 “언제 쓸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버리기가 어렵다

는 것이다.

교구들 중에는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구들도 있다. 수업에 필요한 모든 교

구들이 기성품 형태로 구매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설령 있다 해도 그 많은 수

업에 비싼 가격의 교구를 매번 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구들을 직접 제작하여 활용한다. 가령 나는 수학 수업의 “덧셈과 뺄셈의 관

계를 식으로 나타내어봅시다.” 차시에서, A+B=C라면, C-A=B이고 C-B=A이

며, 그 역도 성립한다는 추상적 원리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실생

활에서 볼 수 있는 구체물인 수박을 서로 다른 크기의 두 조각으로 자른 모

양의 교구를 제작하였다.

<사진 14-1>

제작 교구(덧셈과 뺄셈)

<사진 14-2>

제작 교구(오감 놀이)

<사진 14-3>

제작 교구(역할놀이

텔레비전)

이렇게 제작한 교구들에는 구입한 교구들 못지않은 위상이 부여된다. 심지

어 나는 남들이 보면 그까짓게 뭐라고 못 버리는가 싶을 교구들도 잘 버리지

못한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이다. 우리

학년 연구실에는 작년 2학년 교사들이 오감놀이를 위해 제작한 후 물려준 상

자가 보관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언젠가는 다시 쓸 수 있을 것만 같

고, 그러한 교구를 다시 그럴싸한 형태로 제작하는 데에는 또 상당한 시간과

수고로움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제작한 교구를 누구한테 주자니,

또 줄 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고 “쓰레기가 될 것” 같았다고 유정화는 말했

다. 그녀는 한동안 보관하고 있던 역할놀이용 텔레비전 틀을 전근 가는 학년

말이 되어서야 직접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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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비들을 살펴보자. 교사가 교실 안의 장비들을 관리할 책임을

맡는 기간은 1년이다. 행정실 주무관들이 각 학급의 장비들의 “현황조사”를

요구하고, 교사들은 교실 안에 있는 각 장비들의 정보(학년반, 모델명, 물품분

류번호, 고유번호, 취득일 등)를 묻는 회람 파일의 빈칸을 채워, 학년 수합하

여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실에서 장비들에 부착할 관리용 스티커를 나

눠주면 교사들은 그것을 각 장비들에 부착한다. 이것은 여름철의 모기처럼

귀찮지만 피할 수 없는 연례행사이다.

아무리 좋고 거창한 수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장비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수업은 실현 불가능하다. 제아무리 백종원이라도 오븐이나 가스레

인지 같은 조리용 장비 없이 요리를 할 수 없듯 말이다. 그런데 학교의 장비

들은 늘 아쉬울 때가 많다. 때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학교의 설비나 필요하지

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학교의 설비 때문에 더 좋은 수업을 지레 포기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술 감상 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마음 같

아서는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XY 플로터로 실제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크

게 인쇄하여 교실 벽면에 붙여놓고, 아이들이 실제 돌아다니면서 감상을 하

게 해주고 싶었다. 예전에 교생실습 때 그런 수업을 해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해당 기기가 없어 포기했다. 내가 XY플로터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

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 상태로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있을 가

능성이 크다.12)

수업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지만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 하

여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학급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와

프린터 토너였다. 내가 거쳐온 두 개의 학교 모두 컬러프린터는 학년에 한

대뿐이었고, 나머지는 흑백프린터였다. 교사들은 컬러 인쇄가 필요할 때면 유

일한 컬러프린터가 있는 오승효의 교실을 찾았다. 나는 학급의 프린터가 흑

백프린터인 것이 늘 불만스러웠다. 흑백으로 출력된 자료에는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컬러프린터를 사주기는커녕, 프린터는 추가 구매하지

않으며 프린터 토너도 1년에 1개씩만 배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다.

12) 반면 김목화는 XY플로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행정실 주무관과 자신이 친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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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토너 구매비용보다 복사기 렌트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였다. 경제

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교육적 편리성과 효율성은 반환한 셈이었다. 배

영주에게 전해 듣기로, 이것은 관리자의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교사

들은 가지고 있는 프린터 토너를 아껴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실 복사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과 시간낭비를 감수해야 했다. 프린터를 많이 사

용하는 편인 나는 토너가 떨어졌을 때 과학실무사나 관리자에게 아쉬운 소리

를 해야 한다고 상상하자,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던 중 검색을 통해 토너의

가격이 9천원 가량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여차하면 토너를 내 돈 내고 사기

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초조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장비에 발생하는 문제가 수업에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은 꽤 빈

번하다. 노후화되거나 관리되지 않아 느린 컴퓨터, 작동하지 않는 콘센트나

멀티탭 과부화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누전차단 등이 그것이다. 장비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려움이 큰 이유는 그것을 교사의 선상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장비 문제는 보통 행정실 시설 주무관이나 컴퓨터 기사, 과학실무사 등

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처리하게 된다.

수시로 망가지는 우리 학년의 복사기는 문제를 일으키는 장비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였다. 우리 학년 연구실의 복사기는 우리가 연구실을 사용하기 전

부터 이미 망가져 있었다. 복사기 상단의 여러 장 복사 시 사용하는 투입구

가 오작동하여, 교사들은 번거롭게 한 장씩 일일이 복사를 해야 했다. 한편,

교사가 장비를 망가뜨릴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장비가 망가지기도 한다. 유정화가 가을 일러스트 스테인드글라스 도안을

OHP 필름에 복사하는 통에 복사기가 고장 나게 되었듯 말이다. 아마 장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복사기에 OHP 필름을 사용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모

순적이게도 수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다.

3) 사물의 전달

앞서 살펴본 사물들이 학교 안 일상에서 늘 보인다 하여, 그 사물들이 어

딘가에서 저절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또 아이들은 어

떻게 그 사물들과 만나게 될까? 각 유형별 사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주

체들에게 전달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런데, COVID-19로 인해 사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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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판세가 달라졌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러한 변화의

함의는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다.

먼저, 교과서의 이동을 보자. 교과서 업무담당자(과학실무사 또는 교사)가

신청해놓은 새 학년 새 학기 교과서들이 배송 업체의 트럭에 실려 학교에 도

착하면, 행정실의 시설 주무관은 각 학년의 복도 앞 등 지정된 장소로 교과

서 상자를 가져다준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이 직접 수레를 끌고 가서 교과

서 상자를 받아 온다.

과목별 교과서 상자는 노란색의 납작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끈으로 포장되

어 온다. 우리 학년 교사들은 장갑을 착용하고 그 노란 끈을 가위로 힘주어

잘라가며 박스를 풀기 시작했다. 상당한 무게의 교과서 묶음들을 꺼내어 종

류별로 복도 벽에 나란히 쌓은 후, 학년부장 배영주를 필두로 모든 교과의

주·부 교과서가 다 왔는지, 알맞은 부수가 왔는지를 확인했다.

일반적으로는 학년의 각 학급 담임들이 일부 또는 전체 아이들을 데리고

교과서가 쌓여있는 장소로 가서, 아이들로 하여금 교과서를 종류별로 챙겨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할 교과서들

을 자기 손으로 직접 챙기는 기회를 잃었다. 유정화는 “교과서 [가져가는 것

을] 애들[에게] 시키면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고 아쉬워했

다.13) 오승효는 교과서를 나르는 일과 같은 “몸 쓰는 것도 [아이들이 몸소]

해봐야 하는데”, 몸 쓰는 것을 익힐 기회가 사라졌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옮겨보고, 종류별로 차곡차곡 쌓고, 못 챙겨온 것이 있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고, 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체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COVID-19 상황에서 교실이 아닌 각자의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교과서가 문자메시지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 같은 디지털화 된 정보가 아닌 사물이기에 갖는 물질적 제약 때문이었

다. 결국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과서를 수령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교사들은 교과서를 종류별로 일일이 챙겨서 비닐봉투(김목화네 학교는 에

코백) 안에 담았다. 우리 학년의 경우, 동학년 4명의 교사가 아동 120여명 분

13) 내가 겪어본 바로도 아이들은 교과서를 가져오는 일을 학급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

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에 설레하며, 받은 교과서를 훑

어보고 내용에 대해 서로 대화도 나누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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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과서 묶음을 만들었다. 배부일이 되자, 교사들은 포장해두었던 교과서들

을 상자에 담아 끌차에 실어서 배부장소인 조회대로 가지고 내려갔고, 책상

에 인쇄물을 부착하여 배부대를 꾸렸다. 교과서 상자가 무거우므로, 상자를

끌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필요한 만큼씩만 교과서 묶음을 꺼내어 배부대 위

에 올리고 학부모들에게 배부를 하였다. 학부모들 중에는 아이의 형제나 자

매의 교과서를 함께 받아가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른 학년의 교과

서 묶음들도 함께 챙겨 보내야 했다.

<사진 15-1>

교과서 배부1

<사진 15-2>

교과서 배부2

<사진 15-3>

교과서 배부3

<사진 15-4>

교과서 배부4

<사진 15-5>

교과서 배부5

<사진 15-6>

교과서 배부6

다음으로 학습준비물 및 교구의 구매 및 배부 과정을 보자. 먼저 과학실무

사가 전년도 해당 학년 학습준비물 목록 엑셀 파일을 메시지로 보낸다. 동학

년 교사들은 그 자료에 준하여 학습준비물 구매 논의를 한다. 보통은 유정화

처럼 과거에 해당 학년을 맡아본 적 있는 교사가 자료에 제시된 물품을 사용

한 수업의 교과와 주제, 해당 물품이 유용했는지의 여부를 동학년 교사들에

게 조언해준다. 교과서 및 지도서와 위의 조언을 바탕으로 교사들은 전년도

목록 중 사지 않을 품목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 품목이 있는지, 구매할 품

목의 수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등을 논의한다. 구매 품목 및 수량은 학급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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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소이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학급에 알맞게 약간씩 조절을 한다.

논의가 끝났으면, 해당 학년 교재교구선정위원(우리 학년에서는 내가 그 역

할을 맡았다.) 교사가 결정된 내용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과학실무사에게

보낸다. 과학실무사는 모든 학년의 학습준비물 목록 파일을 수합한 후, 교재

교구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교감, 과학실무사, 과학부장,

그리고 각 학년의 교재교구선정위원 교사들이 참석한다.

교재교구선정위원회 회의 중 교감이 지적한 사항은, 학년에서 선정한 물품

중 교육청 지침의 “구매 불가 물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것을 어기는 것은 “주요 감사 사항”이므로, 학년 간 검토를 하여 구매 불가

물품을 찾아내고 목록을 수정하라고 교감은 지시했다.

우리 학년은 수학의 분류하기 수업을 위해서 고래밥 과자를 구매할 예정이

었지만, 교육청 지침에 간식류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고래밥은

목록에서 제거되어야 했다. 5학년 이호진은 자기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

며, 그 당시 자신의 “사비로” 고래밥을 샀었다고 말하였다. “공부담 공교육

비”로는 허용되지 않는 영역의 품목이라 “사부담 공교육비”를 교사 개인이

지출한 것이었다(조용환, 2021b: 71). 1학년 이경혜는 COVID-19 시기 가정

학습에 적합한 연필, 지우개, 종합장 등을 사고 싶다고 교감에게 어필했지만,

그것들은 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 비용으로 사지 않도록 금지한 물품인 기본

학용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를 거부당했다. 회의 자리에서 과학실무사는 과거

스케치북 구매 시 미술 교과용이라는 것을 밝혀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교감에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교감이 언짢아 할 것을 염려했는지, 회

의가 끝난 후에 참석했던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적받았던 물품들을 모

두 빼고 다시 파일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한편 김목화가 말한 대로, 학습준비물이나 교구는 대부분 “여유 있게 못 정

하고, 급하게 한꺼번에 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실무사가 학습준비물

목록을 완성해서 보내 달라고 주는 기한이 너무 짧아 쫓기듯 정해야 하고14)

학습준비물을 구매해야 하는 시기가 교육과정 문서 작업을 하는 시기와 다소

겹치는 데다, 학기 초 교사들이 새로이 맡은 각자의 행정업무 추진을 해야

14) 올해의 경우 과학실무사는 교사들에게 3일 정도 말미를 줬던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실무사의 일처리 방식 차원의 문제일까? 아니

면 교육청 공문 발송 시점과 회신 기한 등에 관련된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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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사면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 물품을 사

려면, 그때마다 물품 규격 및 단가, 판매업체, 예산 항목, 결재라인 등을 알아

보고, 공문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상신하고, 오류가 있으면 회수하여 재상

신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고, 행정실 계장에게 알려 구매 추진을 해야 하는

데, 그 절차가 꽤나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행정적 절차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직원에게는 그것이 별일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 업무가 아님에도 그것을 해야만 하는 처지인 교사들에게, 에듀파인(학교회

계 온라인 플랫폼) 업무는 상당히 피곤하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적지 않은 교

사들이 에듀파인 업무를 헷갈리며 힘들어한다. 교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돈 쓰는 게 일”이라는 상용구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온 말이다.

학년 차원의 학급준비물 예산 이외에도 각 학급에서 따로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학급비가 주어진다. 학급비의 예산 항목은 쪼개져 있는데, 이것은 정

신없이 바쁜 학교 일상에서 교사를 더욱 정신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학급

비로 쓸 수 있는 30만원 중 절반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혁신공감 예산이었고

절반은 학교 자체 예산이어서, 교사들은 매번 과거 공문을 뒤져 예산 항목과

기 사용액을 짚어가며 품의를 올려야 했다. 유정화는 이것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 해당 내용을 기록한 종이를 교사용 바인더에 철해두었다고 했다.

학급비를 사용할 때는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이나 S2B학교장터(교육기관전

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바우처를 끊어서 오프라

인 문구점으로 직접 사러 갈 수도 있다. 먼저 온라인 구매의 장점은 개별 교

사의 취향을 반영한 흥미로운 품목을 구체적으로 골라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교사가 특정 교과의 수업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꾸미고 싶을 때,

혹은 교과와 무관하게 자기 학급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을 때, 온라인

구매는 유용하다. 반면, 앞서 언급했듯 예산 사용 시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물품 업체별로 배송비가 붙어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점, 물품의 품질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물품 오배송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배송 기간이 소요된

다는 점 등은 온라인 구매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바우처를 끊어서 오프라인 문구점으로 직접 사러 가는 방법도 있

다. 오프라인 구매는 물품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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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즉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 바우처에서 사용한 금액만 차감한 후 남

은 금액 한도 내에서 일년 내내 원하는 시점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편리하다. 그러나 불편한 점도 있다. 크낙새초등학교에서 선정한 거래

업체 두 곳 중 한 업체는 나 같이 차가 없는 뚜벅이는 갈 수 없는 곳에 위치

한 데다,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으며, 오래된 도매 문구점이어서 물품이 흔하

고 기본적인 것 위주로만 갖춰져 있었다. 조금 특별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려

면 그 업체에 따로 말해 주문해야만 했는데, 이 경우 가격은 매우 비싸게 책

정되었다. 다른 한 업체는 학교 바로 앞의 대기업 체인 문구점이었는데, 교사

들은 그 업체의 단가가 너무 비싸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이용을 꺼렸

다. 그러나 교감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학교 예산의 일정부분은 그

문구점에서 소모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한편, COVID-19로 인해 아이들의 외출이 제재되면서, 학습준비물과 교구

는 학습지 파일과 함께 학습꾸러미라는 형태로 학부모를 통해 배부되어야 했

다. 교사들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재차 살펴보며 학습꾸러미 안에 무엇을 얼

마나 넣을지를 논의했다.

이 작업에서 교사들이 특히 신경 쓴 점은 최대한 먼 시점까지, 가능한 한

많은 학습준비물을 확보해서 보내는 것이었다. 언제 등교가 가능해질지 모르

는 상황에서, 준비한 학습준비물이 동나면 교사에게나 학부모에게나 피차 고

생스러울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찬찬히 숙고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볼 여력도 없이, 물품은 급히 선정되었다. 동료교사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로 사물을 결정하여 활용한다거나 하는

일은 애당초 차단되었다.

학기 초에 구입한 학습준비물은 대면수업을 전제한 것이었으므로, 학습꾸

러미에 넣어 배부하기 위해서는 수량이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했다. 가령, 운동화 끈 묶기를 스스로 해보는 활동과 관련하여, 운동화 끈을

이미 구매해두기는 했지만, 그것은 여러 반이 재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구매

한 것이었다. 비대면수업 상황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운동화 끈을 각각 한

쌍씩 보내주어야 했으므로, 추가구매가 필요했다.

한편 학교에 있지만, 배부하기는 어려운 물건들이 있었다. 그중 한 예로 수

모형을 들 수 있다. 수모형 같은 교구는 모둠에 한 세트씩 배부하여 여러 아

이가 함께 조작해보는 물품인데다, 고가품이라 학생 수대로 구매하기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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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이 들고, 배부했더라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었다. 교사들은 수모형 배부를 포기했다.15)

대용량으로 사둔 것들도 배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포장 규격이 작아질수록

단위량의 가격이 비싸지므로, 학교에서는 보통 벌크나 대용량 제품을 사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주곤 한다. 그런데 큰 통과 벌크 지퍼백에

담겨있던 아이클레이의 경우, 조금씩 나눠주고 싶어도 공기에 노출되면 이내

말라버리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었다. 결국은 대체물품으로 아이클레이보다

저렴하지만 저품질인 고무찰흙을 구매하여 학습꾸러미에 넣을 수밖에 없었

다. 반면, 벌크 제품이라 하더라도 쌓기나무 블록과 같이 개수 별로 배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사들은 가내수공업 하듯 일일이 10개씩 묶음 소포장하

여 배부했다.

<사진 16> 수모형 <사진 17> 아이클레이 <사진 18> 쌓기나무 포장

<사진 19-1>

학습꾸러미1
<사진 19-2>

학습꾸러미2

<사진 19-3>

학습꾸러미3

15) 기하판(지오보드)의 경우도 고가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는 실물 교구 대신

온라인 상의 지오보드 모듈 링크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었고, 일일학습안내 자료에 그것

을 첨부하였다. 최가영도 실물 칠교 대신 칠교놀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

아이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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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배부 때와 마찬가지로, 동학년 4명의 교사가 120여 명 분량의 학습

꾸러미를 쌌다. 그리고 배부 당일에는 상자에 담은 학습준비물들을 끌차에

실어 전관과 후관 사이의 공터로 가지고 내려갔다.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가

배부대를 설치하고, 반별 배부 시간에 맞춰 내려가 학부모들에게 학습꾸러미

를 전달하였다. 이 과정은 2학기에도 되풀이되었다.

지금까지 사물의 전달과정을 살펴본 바, 수업에 필요한 사물을 다루는 방

식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달라질 수 있는 것

은 단지 사물을 다루는 방식뿐만이 아니다. 수업에 활용하는 사물이 무엇인

가에 대한 범주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

4) 사물 범주의 확장

당연히, 수업에 활용되는 사물의 범주가 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는 사물의 경계는 늘 흔들리며, 더 나아가서

는 확장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확장은 어떠한 성격을 띠며,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COVID-19로 인한 사물의 범주의 확장은 어떠한 특징을 지닐

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는 수업을 위해서 내가 잘 모르는 특별한 재료를 찾

아 활용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 없었다.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것

으로도 충분하며, 그것을 가지고도 수업을 잘 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었다.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사용해보는 모험,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새로이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자청하고 싶지 않았다. 반면 유정화는 흥

미로운 재료가 있어야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재료를 구매해서 써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유정화는 진로교육 수업에서 플레이콘을 활용한 만들기를 해보자고 우리

학년 교사들을 설득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거부감이 심했는

데, 그녀의 등쌀에 못 이겨 플레이콘을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상

플레이콘을 가지고 장래희망에 관련된 도구나 장소 만들기 수업을 해보았더

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작품도 멋지게 나오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존에 활용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사물을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교사가 상정한

수업용 사물의 범주는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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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확장은 기존에 있던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함을 뜻하기도 한

다. 나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이 중요한 학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

고는 있었지만, 나에게 동화책은 아침 시간을 보내는 데 활용하는 사물일 뿐

이었다. 반면 최가영은 수업을 위해서 수업 주제와 연관된 그림책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서관 사서 교사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이러이러한 주제의 수업을 할 것인데 관련 책들을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다고 했다. 그리고 그 책들을 교실로 가지고 와서 칠판 앞에도 세워두고, 자

신의 책상 옆에도 쌓아두었다. 나는 그녀 덕에 나도 동화책을 수업에 활용해

보아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진 20> 플레이콘 <사진 21> 동화책

이처럼 사물 범주의 확장은 주로 개별 교사의 호기심과 영감에 의한 시도,

동료교사들의 제안과 경험담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몰이

나 티처몰 등의 사설 업체가 특정한 사물을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되거나, 코

딩교육이 교육과정에 도입되면서 코딩 로봇 등의 사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

수받게 되는 등, 각종 상황을 계기로 하여 사물 범주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번에는 COVID-19 상황을 주목해보자. COVID-19 하의 학교에는, 방역

을 위한 각종 사물들이 도입되었다. 아니, 그보다는 그것들이 침입했다는 표

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장소의 구축 부분에서 일부 언급되었던 가림판이나

분무용 소독약, 손소독제, 소독 물티슈, 그리고 체온계, 마스크 등이 그것들이

었다. 학교의 모든 학년 교사들이 방역 물품을 수령하고 배부하기 위해 너

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오갔다.

방역 물품의 등장만으로도 교사들은 그 사물들이 자신들에게 끼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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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지하였고, 그에 따라 움직였다. 대면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가림판을 세

웠고, 분무용 소독약을 뿌렸으며, 아이들로 하여금 손소독제를 바르게 했고,

소독 물티슈로 교실 곳곳을 닦았으며, 체온계로 아이들의 체온을 쟀고, 마스

크 끈이 끊어지거나 마스크가 지저분해진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

스크를 씌웠다. 이처럼 교사들은 그러한 사물의 기능과 규칙에 부합하는 방

식으로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사물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문제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COVID-19로 인한 사물 범주의 확장 중 한 예는, 기존에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교과서 전자저작물16)이 전보다 활발하게 사용되

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는 제작한 자료 안에 교과서의

삽화나 내용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이 교과서를 촬영하는 것보다

전자저작물 안의 파일화된 교과서를 캡처하는 경우가 더 편리하고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음원이나 학습지 파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그러나 전자저작물 사용에는 이모저모로 번거로움이 있었다. 일단 전자저

작물은 USB 형태로 되어있어서, USB 소트에 꽂거나 실행파일을 누른 뒤 로

딩을 기다리고, 폴더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는 과정 거쳐야 했다. 게다가 특정

교과의 경우에는 PDF화 된 교과서 파일이 따로 없이 전자저작물 전체가

Flash 기반의 swf 형식 파일로 제작되어 있는데, Adobe Flash Player가 제대

로 설치되어있지 않으면 교과서 열람이 불가능했다. 심지어 2020년 12월 31

일부로 Adobe Flash Player 지원이 중단되면서, 2021년에는 이 전자저작물의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인디스쿨 상의 한 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전자저작물이

모조리 바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였다.17) 디지털 전자저작물의 사례는, 아무

16) 전자저작물은 교과서와 지도서 책자의 PDF 파일,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이나 음원파

일, 간단한 학습지 파일 등을 담아둔 USB를 말한다.
17) 인디스쿨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2021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전자저작

물 사용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 왔는데, “별 내용은 없고 e-book 말고 그냥 탐색기

에서 폴더 찾아 들어가서 직접 파일 실행하라는 내용”만 있었을 뿐이었다고 했다. “교과

서 출판사에서 [교과서 파일을 하나씩]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교사들은 번거롭게도 “로그인”에 “교사인증까지” 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어떤

교사는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교과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큐레이팅하여

하나의 게시글로 모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교사는 “3년 전부터 [Adobe Flash] 플레이

어 종료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출판사들은 나몰라라 하고 usb[를] 비싸게 팔아먹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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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디지털화된 자료라 하더라도 “저장하고 전달하는 매체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조용환, 2000: 172)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COVID-19로 인한 사물 범주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 하나를 꼽으라고 한

다면, 그것은 바로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을 위한 장비들이 도입된 점일

것이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학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겠지만, 교육청과 학교 교사들은 어떤 품목의 장비들이 실시간 쌍

방향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필요한지를 파악하였다. 기본적인 품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학년부장을 통해 각 학년 교사들에게

공지되기는 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구매에는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다.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많은 업체의 수많은 상품이 있는데 각각의 품목에

어떤 상품을 택해야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혹시 더 좋

은 장비 조합이 있는지 등을 교사들은 계속 토의해야 했다.

평소에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교사였다면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던 상당

수의 교사에게는 각 품목의 성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이해

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 부장(원격수업관리위원)이나 교

재교구선정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도 있었고, 관심과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도 있었으며, 그 선정 과정이 복잡하므로

동료교사들이 고민하여 선정하여주기를 기다리는 교사들도 있었다. 우리 학

년의 경우 오승효와 유정화는 젊은 사람이 많고 남자교사들이 많은 고학년이

선택하는 대로 따르자는 의견을 내었다.

정보과학부장인 김정미는 교재교구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교재교구선정위

원을 통해 각 학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

에 비로소 최종적으로 구매할 상품을 선정을 하게 되었다. 선정한 상품의 품

의 결재를 올리고, 행정실과의 협력 하에 실제 구입을 추진하는 것도 김정미

의 몫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까지 원해도 쉽사리 들어오지 않았던, 혹은 교실

안에 놓일 것이라고 크게 예상하지 않았던 장비들이 교실로 갑작스레 물밀듯

들어왔다.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

니터가 하나 더 배부되었다. 줌 활용 수업 시 한 모니터는 아이들의 얼굴이

라며] 나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게 짜증난다.”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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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화면으로, 다른 화면은 자료공유용 화면으로 활용해야 했기 때문이다.18)

또,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이 가능하도록 마이크 내장형 카메라가 제공되

었다. 컴퓨터상에서 손글씨 필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타블렛19)도 배부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장비를 동시에 꽂을 수 있는 USB 멀티허브, 영상 촬영에 유

용한 핸드폰 거치대 등도 교사 손에 전해졌다. “비대면 수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배부되었고, 교사들은 그 장비들을 수업 장면에서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단순한 한 문장으로 일축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수일의 시간이 흐른 후 구입된 장비가 각 교실에 배송되었다. 그러나 장비

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곧 그 장비가 수업에 즉각 활용 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들은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했다. 모니터를 배송해준 업체의 직원들이 교사용 책상 위에 모

니터를 올려두고 가며, 자신들은 모니터를 놓아두고 가는 역할만 하고 추후

에 설치 기사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이 되어 듀얼 모니터 세팅을

위해 학교 컴퓨터 설비 전반을 살펴봐 주는 업체의 기사가 각 교실로 방문하

였다. 모니터를 컴퓨터 본체 어디에 연결해야 하는지, 하드웨어를 연결한 이

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해야 실제로 듀얼모니터 활용이 가능

18) COVID-19 이전, 듀얼모니터의 편의성을 알고 있던 교사들은 사비를 들여 마련한 개

인용 모니터를 가져다 설치하거나, 새학년이 시작될 무렵 학교의 남는 모니터를 발 빠르

게 선점하여 사용하곤 했다.
19) 나는 학교의 타블렛이 배부되기 전에 나의 사비로 타블렛을 미리 사두었다. 타블렛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태블릿PC)도 사두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사비

를 들여 수업준비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구입하였다. 한편 어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태블릿PC를 구입하여 교사 전체에게 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22> 듀얼모니터 <사진 23>

마이크 내장형 카메라

<사진 24> 타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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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아는 교사들도 있지만 당장의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모니터 설치를 신경쓰기는 어려우며, 아예 모니터 설

치를 할 줄 모르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교실 안에 듀얼모니터가 설치되었다.

듀얼모니터 외의 소규모 장비들은, 교사 스스로 혹은 동학년 교사들끼리

도와가며 설치를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카

메라의 경우, 배영주와 나는 각자 교실 것을 설치하였고, 오승효와 유정화의

카메라 설치는 내가 가서 도왔다. 그녀들이 새로 도입되는 장비들에 대한 두

려움을 계속 표해왔고, 결국은 그녀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올 것을 예상

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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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업의 소프트웨어(software) 준비: 내용성

글작업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면 펼쳐지는 장

면을 떠올려 본다. 모니터 화면에는 윈도우 로고가 등장하고, 이내 바탕화면

이 뜬다. 나는 바탕화면에서 글 아이콘을 찾아 클릭하고는 글작업에 돌입

한다. 여기에서, 윈도우는 플랫폼 소프트웨어(OS, 운영체제)로 여러 사용자

간에 통용되는 공통의 시스템 역할을 하고, 각종 장치들을 제어하거나 네트

워킹하는 추상적 기반이 되어준다. 다음으로 글과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

(appliciation, 앱)는 사용자의 아이디어나 의도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

태로 구현해줌으로써 작업을 돕는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공히 모종의 알

고리즘을 내포하며, 프로그래밍 언어를 수단으로 삼아 제작된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작업을 위한 전제나 보조이기에 작업의 준비단계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면, 혹시 수업이라는 작업을 위한 수업준비에도

소프트웨어의 작용과 같은 영역이 있지는 않을까? 나는 연구를 통해 초등교

사가 교육내용을 다루는 방식이 소프트웨어의 작용과 유사한 면이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수업준비에서 초등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담긴

교육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통용되는 문서 형식에 따라 조직하며, 교육내용을

실제 수업하는 데에 적합한 형태로 자료화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

고 거기에 모종의 논리체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독특한 성격을 띠는 언어가

활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1. 커리큘럼의 현장화

코스를 따라 마차 등이 빠르게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쿠레레

(currere)’로부터 유래했다고 알려진 교육과정(curriculum)이라는 용어는, 그

해석과 용례가 무척이나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의 목록, 배우는 양과 순서까지 정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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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형빈, 2015: 51)으로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표

되는 계획되고 의도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교

육과정 재개념화를 주창했던 파이너(piner)”(ibid.)와 같이, “그 코스를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내용’”(ibid.)으로서의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국가나 학교의 계획과 의도 차원이 있고, 학생의 교

육적 체험의 차원이 있다면,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매개자로서의 교사가 둘 사이를 ‘매개[하는] 상황’(조용환, 2019a)

에 의해 가능해진다. 수업준비에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동료교사들 및 아이

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을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현

장 교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시스템이자 수업에 유관한 요소들을 아

우르는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문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 및 제작되고, 어떠한 특징을 지닐까?

1) 표준화

한반도 동쪽 끝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를 갑자기 서쪽 끝 이름 모

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놓고 지금 당장 교육과정 문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

려도, 그 교사는 큰 문제 없이 교육과정 문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

교 교육과정이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있어 “교육

과정을 짠다.” 함은 기본적으로 국가-학교급-개별학교-학년 교육과정을 근거

로, 그 위계의 말단에 놓인 자신의 학급 교육과정 문서를 만드는 일이다.

우선, 평교사(보직을 맡지 않은 교사)가 학급 교육과정 문서작업을 하기 전

까지의 절차부터 보자. 국가에서 규정한 연간 수업 일수를 기준으로 삼아, 관

리자와 교무부장은 방학, 개학, 공휴일 등 학교 차원의 일정을 결정한다. 굵

직한 스케줄이 정해지고 나면, 각 학년에서는 자기 학년에 해당하는 연간·학

기당 수업 시수를 채울 수 있게 교육과정을 짜야 한다. 이 기초작업은 보통

학년부장이나 학년의 교육과정 담당 교사가 하게 된다. 기초작업이 끝나면

학년부장은 자기 학급 교육과정 문서 파일을 예시로서 각 학급으로 보낸다.

각 학급 담임교사는 학년부장으로부터 받은 그 파일을 부분부분 손대가며

자기 학급의 교육과정 문서를 만든다. 자기 학급의 특색이 드러나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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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면, 교육과정 문서는 동학년 타 학급과 큰 틀에서 동일해야 한다.

즉, 학급의 교육과정 문서는 학년 차원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학년

의 교육과정 문서는 다른 학년과 큰 틀에서 동일해야 한다. 즉 학교 내 모든

학년 소속 모든 학급의 교육과정 문서는 학교 차원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동

일하지 않다는 것, 통일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오류를 의미하고, 오류는 곧

관리자의 지적사항이자, 교육청 감사 시 징계의 대상이 됨을 뜻한다.

완성된 교육과정 문서는 출력하여 3공 펀치로 뚫은 다음 바인더에 철해두

고, 수정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거나 재출력하여 첨

부하는 방식으로 수정사안을 반영한다. 교육과정 바인더는 매 학기 초와 학

기 말에 제출하여 학년부장-교육과정부장-관리자 라인으로 결재를 받게 된

다. 이 작업은 보통 학년 초와 학기 초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교육과정 문서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문서도 있다. 그것은 “주간학습안내(주안)”이다. 주간학습안내는 일주일

동안 시간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가정에 통보하는 안내장이다. 예전에는

주간학습안내를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는 최근

에는 e알리미나 하이클래스 등의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발송한다. 주간학습

안내에는 몇월 며칠 무슨 요일에 몇 교시를 하고 무슨 과목 교과서 몇 쪽의

어떤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지 등이 간략하게 적혀있다. 저학년을 처음 해본

나는, 저학년 수업이 고학년 수업에 비해 주간학습안내에 더 강하게 구애받

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학년을 오래 해온 동학년 교사들은 학년 전

체가 주간학습안내를 통일하여 동일한 진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당연하

게 생각하고 있었다. 임은수에게 물어보니 “저학년 교사들이 무엇이든 더 같

<사진 25> 교육과정 바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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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려는 편인 것 같다.”고 하였다.

한편, COVID-19 상황에서, 교육과정 문서의 표준화는 전보다 더욱 강하게

엄수되어야 할 것이 되었다. 등교일정과 수업방식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이 수차례 번복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서를 번복하는 과정

에서 오류가 생기기 쉬웠기 때문이었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의 예를 들자면, COVID-19로 인해 감축된 전체 수업시수와 과목별 수

업시수 변동 내역이 교육과정 문서상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변동된 시간표

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수업의 시간표 및 나이스

상의 시간표와 동일한지, 학기 초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 했다가 하지 않는

것으로 변동했는데 혹시 그 행사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 문서에는 남아있지는

않은지, 원래는 대면수업으로 계획되어있어서 수행평가를 실시하려 했던 날

이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로 인해 비대면수업일로 변경되었는

데 평가 계획의 변동사항도 기재가 되었는지 등이 그것이다.

주간학습안내와 더불어 COVID-19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작된 교육과정 문

서인 일일학습안내20)는, 단지 저학년 뿐만이 아니라 저·중·고학년 모두, 동학

년 차원에서 거의 완벽하게 통일된 형태로 제작된 후 가정으로 배포되었다.

20)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항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그림 1> 주간학습안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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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문서들에 명시된 일정에 철저히 따라 학년 전체의 수업이 동일한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사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까닭 중 하나는, 예측 불가한 대상황 속에서

일정 결정이나 변동에 들이는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장기적

인 안목을 확보한 채 수업준비를 하기 위함, 그리고 교사 간 분업과 협업을

통해 수업자료를 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 교사 각자가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수업준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까닭은 주간학습안내와 일일

학습안내가 학교로부터 가정에 전달되는 공식성을 띠는 문서이므로, 합의된

공동의 양식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근

저에는 학부모의 혼란이나 불만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나의 동료교

사들은 학부모 민원을 상당히 꺼리는 눈치였는데, 안내된 문서에 학급 간 차

이가 있으면 서로 다른 반 학부모들끼리 소통하다가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며 차이가 생기는 것을 경계했다.

그렇다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과정 문서의 이러한 통일이 실

제 수업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되었을까? 소기의 성과라 하면, 일단 수업이라

는 이름의 무언가가 가능해지기는 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겪어본

적 없는 초유의 상황에서 그나마의 수업이라도 어떻게든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동학년 각 학급의 교사들이 그리고 학교와 가정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어도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문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서

에 담긴 일정과 보조를 맞추며 수업은 하나하나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사들은 종래보다 더 엄격하게 통일된 교육과정 문서에 정해진 대

로 따라야만 한다는 것에 답답함과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계획에 수업을

끼워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동학년 차원에서 통일된 일정을 자의적

으로 고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령 임은수와 최가영은, 원래 같았으면

수업 내용 및 활동에서 더 좋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법 한 것도 포기해야 했

으며, 학급 상황이나 아이들의 요구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업 일정을

재량껏 유연하게 바꾸고 싶어도 이미 문서가 배포되었기에 억지로 강행해야

만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김목화의 동료교사 한 명은 국어교과에서

온책읽기를 시도하고 싶어했지만, 교육과정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운영

하는 COVID-19 상황에서 그러한 시도가 동학년의 다른 교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의견이 학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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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화

교육과정 문서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 교사들은 무엇을 신경

쓸까?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교육과정 문서는 오류가 없이 통일

될까? 나는 직접 교육과정 문서작업을 해보고 동료교사들의 교육과정 문서작

업을 곁에서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한다. 그것

은 바로 정밀하게 맞추는 일이다. 정밀하게 잘 맞추어야만 앞서 이야기한 표

준화가 가능해진다. 도대체 교사들은 교육과정 문서의 무엇을 정밀하게 맞춘

다는 것일까? 그 정밀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지금부터는 교사

들의 학급 교육과정 문서작업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

보기로 하겠다.

학급 교육과정 문서를 제작할 때,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연간시간표·시수표·진도표이다. 이 세 부분은 학년부장 교사로부터 받은 교육

과정 파일을 각 교사 자신의 학급에 맞게 고칠 때 손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

세 부분에 대한 작업은 주로 교육과정 작업을 보조하는 이지에듀(Easyedu)라

는 프로그램상에서 이루어진다.21) 그렇다면, 연간시간표·시수표·진도표가 각

각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

과정에서 이지에듀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될까?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간시간표는 일년 동안 몇월 며칠 몇교시에 어떤 교과의 수업을 할 것인

지를 차시 단위로 조직해 놓은 시간표이다. 연간시간표는 보통 학기별로 나

뉘어 제작된다. 연간시간표는 나의 학창시절 교실에 붙어있던 일주일 시간표

나 대학교 수강 시간표와는 다르다. 연간시간표의 모양은 수많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 형태로 되어있다. 행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차를 의미하고, 열

은 요일과 교시를 의미한다. 교사들은 행과 열의 교차로 만들어진 빽빽한 네

모칸들 안에 적절한 교과목을 위치시킨다.

앞서 말했듯, 연간시간표 작업은 이지에듀라는 프로그램상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지에듀를 사용한 연간시간표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연간시간표의 “모양”을 맞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수

“0”을 맞추는 것이다. 두 사안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21)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는 나이스 자체 프로그램이나 한글 또는 엑셀 등을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스쿨마스터라는 프로그램도 사용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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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간시간표의 모양을 맞춘다 함은, 예를 들어 모월 모

일 모시에 같은 학교 동학년 교사들이 수업을 4교시까지 하기로 했다면, 우

리 반만 5교시가 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다. 같은 날 다른 반의 연간시간표

는 네 칸까지 차 있는데, 우리 반 연간시간표만 다섯 칸이 차 있으면 안 된

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수 “0”을 맞춘다 함은, 각 교과 및 “창체(창의적체험활동)”의

<그림 2> 연간시간표 예시

<사진 26> 이지에듀 시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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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기준 수업 시수와 해당 학급에서 배정한 수업 시수가 같도록 즉 편차가

“0”이 되도록 맞춘다는 것이다.22) 예를 들어, 2020년 1학기에 우리 학년에서

국어를 110차시 가르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반만 109시간 혹은 111시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절대 오류가 발

생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며, 교육청 감사의 대상이자 관리자의 지적사항이다.

한편, 시수표는 매주 어떤 교과의 수업이 몇시간 들었는지, 그래서 한 학기

에 각 교과를 총 몇 시간 수업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문서이다. 또 진도표

는 각 교과별로 몇월 며칠 몇교시에 어떤 단원, 어떤 차시, 어떤 주제와 내용

의 수업을 하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된 문서이다.

교육과정 문서 작업에서, 시수표와 진도표 작업은 연간시간표 작업에 비해

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지에듀 프로그램 상에

서 연간시간표 각 칸에 교과를 알맞게 집어넣고 시수 편차만 0이 되게 맞추

었다면, 어차피 시수표와 진도표는 학년부장이 설정해둔 기준에 맞춰 자동적

으로 처리되어 나오므로, 이지에듀에서 산출된 내용을 교육과정 안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진도표의 경우 실제 수업을 위해 진도표

를 참고하는 일은 드물기에, 교육과정 문서의 기초작업을 하는 학년부장 외

의 교사들은 진도표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교사들이 학급 교육과정 문서작업을 함으로써 한 해 동안 자신이 맡은 학

급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얼개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지만, 학급 교육과정 문서작업을 통해 교사

들이 극심하게 유념하고 체득하게 되는 것은, 마치 시계수리공이 시계 안에

수많은 작은 태엽들을 집어넣듯, 교육과정 문서 안에 작은 수업의 조각들을

빈틈없이 짜 맞춰 넣는 것, 무엇보다도 부족함도 넘침도 없이 딱 맞는 개수

의 조각들을 넣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스킬이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수업 여건은 변화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업 일정과 방식이 변덕스럽게 뒤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 관련 문서는 더욱 정교한 지점까지 추가적

으로 제작되어야 했다. 그것은 주보다 더 작은 일 단위의 “일일학습안내”라는

문서였다.

22)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맞추기 시에는 하위항목인 “자동봉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각각이 해당 학년의 기준 시수에 맞게 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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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학습안내에는 하루 동안 각 교시에 공부할 교과, 단원 및 교과서 쪽수,

학습주제, 요목화된 학습활동 및 상세설명, 학습자료 링크, 과제 및 준비물(기

존의 알림장에 적어야 할 내용) 등이 표 형태로 정밀하게 기록되었다. 모든

학년이 다 일일학습안내를 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위 말하는 “FM” 스타

일인 배영주는 교육과정부장 신형식이 학교 차원의 예시로서 준 파일에 따라

학년 차원의 일일학습안내 문서를 작성할 것을 결정하여 추진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배영주는 일일학습안내 문서가 지니는 한계를 의식하

기 시작했다. 일일학습안내 문서 작성 시, 맞춤법 오류나 비문은 없는지, 날

짜나 요일이 잘못 적히지는 않았는지, 작성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강조 표기

할 부분이 있는지, 안내 문구에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첨부해 넣은 링크가

제대로 된 것이 맞은지, 저작권 침해사항은 없는지, 혹시 이것을 학부모가 받

아보았을 때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지 등을 일일이 고려하고 확인해야 했던

것이다.

학부모들이 흘끗 보고 지나쳐버릴 일회용의 문서, 그러나 매일 새로운 내

용이 오류나 누락 없이 칸칸이 채워져 배부되어야 하는 문서, 이것만 보고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것이냐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불러 일으키지만 군더더

<그림 3> 일일학습안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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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없이 체계적이고 깔끔한 바로 그 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교사들은 너무나

많은 공을 들여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일일학습안내 문서 제작을 멈추고, 다

른 학년처럼 주간학습안내와 함께 매일의 수업자료만 제시할 것을 제안해보

기도 했지만, 배영주는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도중에 멈출 수는 없다고 하였

다. 학부모들이 성의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초등교사들은 수업을 정밀하게 직조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문서

작업을 하고, 그것에 따라 수업을 운영한다. 게다가 COVID-19 이후 교육과

정 문서작업 및 수업 운영에서 정밀성은 더욱 고도화되었다.

3) 조율과 조정

표준화와 정밀화의 예를 들어야 한다면, 나는 뉴스 등에서 보았던 반도체

공장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표준화된 공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는, 인간이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부분까지 관

여하며 완벽하게 맡겨진 작업을 수행해낸다. 그러나 교육과정 구성과 문서

제작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인 교사들이 의식적으로 하

는 일이다. 그리고 공정과 같은 통제된 성격의 업무가 아니기에, 예측불가하

게 수시로 등장하는 각종 변수들을 아울러가며 작업하게 된다. 이에, 앞서 말

한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정밀화 작업에는 서로 다른 요소나 입장 사이를 적

합하게 맞춰나가는 조율과 이미 정해진 것을 수정하거나 더 마땅하도록 매만

지는 조정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율과 조정은 무엇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COVID-19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율과

조정이 요구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조율과 조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율과 조정에서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학교

및 학년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들이다.23) 연간시간표 상에서 행사는

알아보기 쉽도록 푸른 글씨, 볼드체, 밑줄로 강조 표기된다. 행사는 때로는

교과로 처리되기도 하고, 창체로 처리되기도 한다. 즉, 교과수업인 동시에 행

사, 창체수업인 동시에 행사가 되는 것이다. 행사들은 학교 및 학년 차원에서

23) 인성조회, 학급임원선거, 전교임원선거, 재난(화재, 지진 등)대응훈련, 친구사랑의 날

행사, 과학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다문화 행사, 스포츠클럽대회, 체육축제, 현장체

험학습, 문화예술공연관람, 꿈끼탐색주간, 진로적성검사, 신체발달검사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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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한시 혹은 같은 주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년부장은 이지에듀 프로그램

상에서 교육과정 기초작업을 할 때 행사로 지정될 칸의 위치를 고정해둔다.

다른 교사들은 이 고정된 것을 건드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혹은

학년부장이 설정한 주에서 다른 반과 겹치지 않는 날이나 교시를 찾아 자신

의 반에 알맞게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칸에 교과(나 창체)들을 배치한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한정된 재화의 분배 문제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학교의 공간을 여러 학급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특별실이나 운동장

및 강당 등의 사용 시간표에서 해당 공간이 우리 학급에 배정된 때가 무슨

요일 몇 교시인지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짜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저학년의

안전이나 중·고학년의 과학·영어·음악·체육 등의 교과전담 수업은 한명의 교

과전담 교사가 한 학년 혹은 여러 학년에 걸쳐 여러 학급에서 수업을 해야

하므로, 각 학급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에 배정된 전담 시간표에 맞게 해당

교과를 배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은 학년과 학급 아동의 특성, 교과의 특성, 수업의 운영

등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고려사항을 설정한 후 자

신만의 노하우를 가미하여 연간시간표의 각 칸들을 조율해나간다. 그 구체적

인 방식의 예는 아래와 같다.

교사들은 보통 수업의 호흡이 긴 주제가 많은 저학년의 통합교과나 중·고

학년의 미술, 고학년의 과학이나 실과 등을 가능하면 연차시로 배치한다. 이

러한 교과 외에도 한 과목을 연달아 수업하는 편이 수업의 깊이와 시간 활용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다. 반면 어떤 교사는 하루에 같은 과목

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으면 아이들이 버거워한다고 생각하여 하루 동안 여

러 종류의 교과를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어떤 교사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1교시에 도덕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초반에 해야 한

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교사는 창체를 배정하여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한 주

를 시작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교사는 오전에 체육 등 몸

을 움직이는 활동을 위주로 하여 아이들의 뇌를 깨우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

는 미술 등의 수업을 먼저 한 후 주지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는데, 역으로 어떤 교사들은 아이들이 차분할 때 주지교과를 빨리 해치워버

린 다음 예체능 수업을 하여 아이들이 즐거운 기분인 상태로 집에 보내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떤 교사들은 학기 초에 주지교과를 많이 배정해두고,



- 94 -

학기 말이 될수록 예체능 교과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교사들은 학기초부터 학기 끝까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교과목을 균형있게

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역, 학교, 학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언급한 어느 것 하나

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이 외에도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이러

한 각종 사항들을 반영하여, 확실하게 정해진 위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알

맞은 위치를 찾아야 하는 884(797)피스짜리24) 다차원의 직소 퍼즐 맞추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무리 교사들이 연간시간표를 잘 짜려고 해도, 각 차시의 수업내

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결정하기 힘든 사항들이 많다. 또, 지원사

업 공문 등이 와서 새로운 행사가 일정에 추가된다거나, 소방서 등 외부 기

관의 사정 등으로 행사 일정이 변동된다거나, 새로이 떠오른 수업 아이디어

를 적용하고 싶다거나, 곤충이나 식물 등 살아있는 학습준비물을 예상보다

서둘러 활용해야 한다거나, 불량 등으로 인해 활용할 물품이 특정 시점까지

확보되지 않았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거나, 다른 학년의 일정과 충돌이

일어나는 등, 짜놓은 연간시간표대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각종 변수들

이 늘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기초에 일차적으로 연간시간표 작

업을 해놓고 추후 연간시간표를 차차 수정해 나가거나, 연간시간표는 그대로

두고 실제 수업 차시만 교사 재량으로 그때그때 적당히 바꾸어 수업에 임하

기도 한다.

이번에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조율과 조정이 어떤 모

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우선 교육과정 문서 번복의 심화가 일어났다.

원래도 교육과정 문서는 위에서 제시된 변수들이나 오류 교정 등을 이유로

번복이 잦았지만, 그 번복의 정도와 빈도는 더욱 심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로 인해 원래 세워두었던 계획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되

었기 때문이었다. 가령, 수업 활동의 특성, 교과전담 수업 배치, 행사 진행, 평

가 실시 등을 이유로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이루어져야 할 수업들을 다음 주

일정으로 잡아두었는데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 되는 경우,

교사들은 기껏 구성해놓은 교육과정 문서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급

히 재작성해야 했다. 학년부장 배영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동이 벌

24) 우리 2학년의 경우 COVID-19로 인해 884시간에서 797시간으로 시수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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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때마다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겨우 끼워 맞춰둔 일정을 다 갈아

엎고 다시 짜야 했기 때문이었다. 학기 초 한 번의 대공사면 족했던 연간시

간표 작업은, 몇 번이고 다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 문서 완성본의 분화가 이루어져야만 했다. 교

육과정 문서를 참고해야 하는 주체의 입장이 기존보다 세분화되었고, 서로

다른 성격의 수업 상황들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분화는 특히 주간학습

안내 문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전면 대면수업이나 전면 비대면수업 때

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학급의 일부는 등교하여 대면수업을 하고 일부는

가정에서 비대면수업을 하는 부분 등교의 상황이 문제였다. 이 경우 주간학

습안내는 “교사용”, “홀수용”(홀수번호 학생에게 배포할 용도), “짝수용”(짝수

번호 학생에게 배포할 용도)으로 나누어져 삼중으로 만들어졌다. 교사용은 대

면수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25)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평가 일정 등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홀수

용에는 홀수번호 아이들의 대면수업 일정과 비대면수업 일정이 담겨있었고,

짝수용에는 홀수용과 같은 방식으로 짝수번호 아이들의 일정이 담겨있었다.

교사는 교사용, 홀수용, 짝수용 총 세 종류의 주간학습안내를 동시에 함께 챙

겨가며 수업을 준비하고 일정을 진행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학교

에서 진행할 대면수업과, 수업자료를 업로드함으로써 진행될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신경써야 했다. 한 교사가 마치 하나의 몸으로 두 개의 학급을 두 개

의 차원에서 동시에 그리고 번갈아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서로 다른 층위의 교육과정 문서들끼리 사이를 합치시키는 데에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연간시간표-(주간학습안내)-수업이 연계되기만 했던,

혹은 그 연계 마저도 엄청나게 강제적이지는 않았던 종래와는 달리, 연간시

간표-주간학습안내(3종)-일일학습안내-수업 간의 철저한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의 검수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오류가 있으면 학부

모들의 불편과 민원, 교육과정 운영에의 차질, 평가내용 기록 등 NEIS 정보

공시 시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EBS 방송 일정과 학교의 일정을 맞추는 작업도 추가적

25)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비대면은 어차피 수업자료를 올리고 나면 그

만이지만, 대면수업은 아이들과 직접 만나 활동을 해야 하므로, 그 수업을 따로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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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비대면 수업 시 EBS 활용 여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

로 결정되었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 통합교과와 창체 그리고 안전은 교사들

이 자료를 찾거나 만들어서 탑재하고, 주지교과인 국어와 수학은 EBS를 활

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EBS 방송은 EBS가 결정하여 통보한 일정에 따

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매일의 교과와 수업 차시가 고정되어 있었다. 교사들

은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탑재되어있는 시간표를 찾아 다운로드한 다음,

EBS 일정에 겹치지 않게 나머지 교과들을 배치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

표 구성의 자유도가 떨어졌다. 통합교과 연차시 확보가 어려워져 교과서 이

곳저곳을 헤매고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가며 시간표를 짜야 했고, 진도를 더

빠르게 혹은 느리게 나가고 싶어도 EBS 호흡에 맞추느라 그럴 수 없었다.

조율과 조정을 위한 각종 노력에도 완벽한 조율과 조정은 어려웠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혼란들이 발생했다. 그중 하나는 주간학습안내와 일일학습안

내 사이에서의 혼란 문제였다. 우리 학년의 경우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의

학급 전체 아동을 위한 주간학습안내를 업로드하였고, 수업 전날에 그 다음

날 가정에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아동을 위한 일일학습안내를 업로드하

였다. 그런데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아동의 학부모 중에서 일부는 주간학습안

내가 아닌 일일학습안내를 참고하여 다음날 수업을 준비시켜 보내기도 했다.

물론 더 세심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혼란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

겠지만, 교사들은 수시로 바뀌는 일정 속에서 정신없이 대처를 하며 수업자

료를 만들어 나가기에 바빠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간의 침습 문제도 있었다. 간혹 가정에서 교사들이

만들어 보낸 주간학습안내나 일일학습안내의 일정에 따라 자녀를 지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EBS만 계속 시청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몇몇 아이

들은 EBS 스케줄과 학교의 스케줄의 차이로 인해 방송에서 보았던 내용을

대면수업에서 다시 공부해야 했다. 역으로, 전(前)차시를 EBS 시청을 통해

학습하게 되어 있었으나, 어린 아이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가며 EBS

시청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 상당수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해당 내용을 EBS

방송을 통해 학습했는지조차 모르고, 전차시에 대한 기초가 없이 대면수업

차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래서 교사들은 전차시 내용을 가르친 후 본차시

수업을 실시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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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내용의 자료화

교육과정의 현장화 작업은 교육내용을 다루는 체계이자 기반으로서 컴퓨터

의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수업준비에서 컴퓨터

의 응용소프트웨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수업

자료를 마련하는 일이다. 수업자료는 교육내용에 교사의 아이디어와 의도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각 차시의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나

물품의 형태로 구현해놓은 것을 의미한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하

인디스쿨)의 한 교사가 자신의 게시글 끝 서명으로 붙여둔 “자료의 질이 수

업의 질이다.”라는 말처럼,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좋은 수업자료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준비 중 수업자료 마련에 상당한 공을 들인

다. 그렇다면 교사는 수업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까? 나

는 교사들이 한 쌍을 이루는 두 종류의 일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 차

원에서 실천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보관하기와 찾기, 바

꾸기와 만들기, “뿌리기”와 “올리기”이다.

1) 보관하기와 찾기

초등교사들이 수업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짚

어볼 것이 있다. 그것은 수업자료의 종류이다. 초등교사들은 어떤 종류의 수

업자료들을 마련하고자 할까? 개괄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수업자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즉 활동지(학습지), PPT, 예시자료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각각의 수업자료에 대하여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활동지는 아이들이 수

업 중에 활동한 과정, 학습한 내용, 생각이나 느낌 등을 글과 이미지 등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핸드아웃이나 활동을 위한 도안 및 설명서 등

을 말한다. PPT는 교육내용이나 특정 활동의 흐름을 교사가 제시해가며 안

내하기 좋도록, 파워포인트나 한쇼, 구글 프레젠테이션 상에 슬라이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담아놓은 파일을 말한다. 예시자료는 아이들이 참고해야 하는 사

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달해야 하는 결과물이 완성된 형태로 제시되는 실

물, 사진 및 그림, 영상, 오디오 등을 말한다. 각 유형의 자료들은 서로에 포

함되기도 하므로, 세 자료 사이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 어느 것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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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다른 것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자료들은

수업 장면에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 교육내용이 이미 자료화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

춘 수업자료로서 있다. 이럴 때에는 교사가 그 자료를 보관하는 일과 보관되

어있는 수업자료들을 찾아내는 일이 초등교사들의 수업자료 마련에서 핵심적

인 부분이 된다. 그렇다면 자료들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될까? 그리고 교사들

은 보관되어있는 수업자료들을 어떻게 찾을까?

수업자료의 보관방식은 보관 주체(개별교사vs집단)와 보관 조건(오프라인

vs온라인)을 중심으로 (1) 개별교사-오프라인, (2) 개별교사-온라인, (3) 집단

-오프라인, (4) 집단-온라인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 구

체적인 내용은 제시한 표와 같다. 각각의 유형별로 수업자료들이 어떻게 보

관되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그 보관된 수업자료들을 어떻게 찾으며, 그 과정

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번째로 살펴볼 것은 개별교사가 오프라인에서 보관하는 방식의 수업자료

보관과 그러한 자료의 찾기에 대한 것이다. 어느날 유정화는 나에게 “우리 일

은 자료를 잘 모아야 돼.”라고 말했다. 어느 분야에서든 크게 다르지 않겠지

만, 유정화의 말처럼 개별교사가 수업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일은 상당히 중

요하다. 어떤 수업에서 갑작스럽게 특정한 성격의 자료가 필요한데, 자신이

보관해둔 자료 중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보관 조건
오프라인 온라인

보

관

주

체

개별

교사

(사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C: 등)
이메일 또는 메신저

(교육청 제공/사기업 제공)
이동식 저장장치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청 지원/교사 사비 구매)인쇄물 또는 제작물

집단

(공적)

학년의 한 학급

또는 연구실

자생적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

시설관리실

(구 발간실)

수업 보조 사이트

(초등 아이스크림 등)
검색 포털 또는 영상 플랫폼

(네이버,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표 1> 수업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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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배영주는 적당히 괜찮은 자료를 찾았으면 “일단 저장”해두어야 한다고 하

면서, 찾은 자료들을 우선 컴퓨터 바탕화면에, 즉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에

모조리 다운로드했다. 나 역시도 그녀처럼 하곤 했다. 추후 그 자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되었을 때, 그 자료가 있던 웹상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일단 보관해두는 것이다. 매 차시 수업 주제가 다르고 수업 시

수가 많다 보니 교사들이 컴퓨터에 깔아두는 자료의 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

러한 자료들로 인해 학교 컴퓨터는 쉽사리 느려지곤 한다. 원활한 컴퓨터 활

용을 위해서는 컴퓨터 상에 파일이 적게 깔려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언

제 어떤 자료를 쓰게 될지 모르는데 자료가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으므

로, 교사들은 일단 다 깔아두는 길을 택한다.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빠서 학기

나 학년이 다 끝나도록 쌓인 자료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교사마다 차이가 있어, 정리를 잘 하는 성향의 유정화는 필요 없는 파일들을

그때그때 정리하여 깔끔한 바탕화면을 유지하는 편이었다.

실제로 수업에 활용해보았더니 좋았다거나, 앞으로 요긴히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거나 하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추려진 자료는 USB나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의 폴더에 저장된다. 언제부터인지 이동식 저장장치를 학

교의 예산으로 구매하는 것을 교사의 예산 전용으로 해석하는 규정이 하달되

었고, 이동식 저장장치는 구입 금지품목이 되었다. 이에 교사들은 이것들을

사비로 구매했다. 아무리 견고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소모품이므로 문

제가 발생하는데, 이동식 저장장치들도 예외는 아니다. 배영주가 겪었듯 바이

러스 등의 이유로 “외장하드 [자료]가 다 날아”가거나, 본체나 접촉부가 고장

나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김목화가 그러했듯 USB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

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자료가 확보되어있어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그것이 언제라도 사라져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라는 모순된 감정 속에서 이동식 저장장치에 자료를 보관한다.

김목화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러한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거나,

파일화된 자료를 다루는 것이 불편할 때, 혹은 파일화 된 자료가 없을 때, 출

력된 인쇄물 형태의 자료 자체를 보관하기도 한다. 우리 학년에서는 유정화

가 주로 그랬는데, 그녀는 과거에 동료교사에게 얻은 좋은 학습지 인쇄물을

클리어파일 하나에 넣어 간직해 가지고 다녔다. 그 외에도, 앞장에서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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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체제작 교구와 유사하게, 제작에 공이 많이 들어간 예시자료 또한 보관

해두었다가 찾아 쓰게 된다.

두번째로 살펴볼 것은 개별교사가 온라인에서 수업자료 보관하는 방식이

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이다. 이메일과 메신저는 기

본적으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이지만, 전달 과정에서 자료를 잠시 보

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것을 자료의 임시 보관장소

이자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자료를 손쉽게 찾는 방안으로서 이용하기도 한

다. 그 중 이메일은 주로 수업자료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아 집에 가서 추가적

인 작업을 해야 할 때 교사가 자기 자신에게 자료 파일을 보내두는 용도로

활용하고, 메신저는 동학년 교사나 행사 담당 교사가 보내주었던 수업 자료

를 찾을 때 활용하게 된다.

이메일과 메신저 중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다. 학교에서는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육청 이메일에 로그인하는 데에

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메일과 메신저 모두 보안과 실행을 위한 각

종 부대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상에 깔아야 한다. 학교에는 이러한 기초작업이

이미 다 되어 있지만 교사들의 자택은 그렇지 않으므로,26) 교사들은 학교 밖

에 있을 때 교육청이 제공한 이메일과 메신저를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용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수업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자, 교사 자택 컴퓨터에 인증서 및 부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필수처럼 자리 잡았다. 예외적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오승효는 이러한 설치를 애당초 포기하고 차라리 학교에 출근

하여 일처리 하기를 택했다.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도 있다. 교사들은 이것들을 “외부

메일”이나 “외부메신저”라고 불렀다. 접근성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이것들이

더 나음에도,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 내가 발령받았

을 무렵만 해도 외부메일이나 외부메신저를 학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보안을 이유로 이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료의 임시 보관을 앞에서 언급했던 이동식 저장장

26)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부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실상 번거로운 일이다. 설상 부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려고 시도했다손 쳐도, 설치 과정에

서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잦고,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원인불명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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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런데 COVID-19 팬데믹 상황이 되자, 교육

청은 원활한 수업준비를 도울 요량으로 학교안에서의 외부메일 및 외부메신

저 사용을 한시적으로나마 허가해주었다. 동학년 교사들은 이 변화로 인한

편리함에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방침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였으면

서 여태껏 막아둔 것이었냐며, 외부메일이나 외부메신저를 열어두어도 보안

상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려 했으면

진즉에 다 새어나갔을 것”이라고 조소 어린 농담을 했다.

한편 최근 들어 자료 보관에 전보다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방법이 있

는데, 그것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따로

업로드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수업자료가 자동으로 보관이 되고 서로 다른

전자기기 간에 연동도 되어서, 교사들의 수업준비를 용이하게 했다. 소속 시

도 교육청에서 MS 원드라이브나 G suite(현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구글 드

라이브 등의 서비스와 협약을 맺은 경우, 해당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는 정해

진 용량 안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다. 아마

도 이 사안과 관련한 공문이 내려왔을 테지만, 사안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인지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충분히 나지 않아서인지, 자기 소속 교육청

의 협약 여부를 모르거나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을 모르는 교사들도 상당수였

다. 이런 교사들은 인디스쿨에 질문글을 남겨서, 다른 교사들의 조언을 청했

다.

교사가 사비를 들여 개인 계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

었다. 교육청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염려되는 부분이나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가령 전근을 가게 되었을 때, 기껏 보관해놓은 자료

들을 다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한 예였다. 인디스쿨의 게시글에 따르면

지역마다 안내 내용에 차이가 있는 듯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교사는

공문에서 “학교를 옮기면 계정을 바꾸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보았다고

했고,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는 “학교[를] 옮겨도 계정은 유지된다고 공문에

나와있다.”고 하였다. 설령 계정을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정의 자료

가 삭제되기 전에 새로운 학교 계정을 개설하고 자료를 이관하면 된다는 의

견을 내는 교사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개인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

한 교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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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집단적으로 보관되는 수업자료에 대한 것이다. 크

게 두 가지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학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업

자료를 한 교사의 학급이나 연구실에 보관해두고 학년에서 필요한 교사가 그

때그때 해당 자료를 찾아 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년 차원의 대량인쇄물

이 필요하여 주무관에게 복사를 부탁해 놓았을 때, 복사가 완료된 채로 시설

관리실에 보관되어있는 수업자료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간

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온라인에서 집단적으로 보관되는 수업자료와 그것

을 찾는 일에 대한 것이다. 교사들이 자료를 찾는 대표적인 온라인 공간 중

하나는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인디스쿨이다. 인디스쿨에 보관되어있는 자

료를 찾아 활용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인디스쿨 메뉴

중에는 자료실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료실 메뉴에서 과목, 학년, 주제 등의

하위메뉴를 선택한 후 필요한 차시의 단원명과 교과서 쪽수, 주제, 활동명,

자료명 등 알맞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여러 교사들이 기 제작하여

올려둔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인디스쿨이 초등교사들의 자생적 온라인 커뮤니티이고, 인디스쿨에 보관되

어있는 수업자료들은 교사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교사들의 손으로 제작된 것

이기에, 교사의 취향에 맞고 실제 수업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들이 많다. 그

러나 동일한 교육내용을 다룬 자료라 하더라도 교육내용에 접근하는 방식은

해당 수업자료를 작성한 교사마다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좋은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된다. 오승효는 이 과정이 자신에게 익숙

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며, 인디스쿨에서 수업자료 찾는 것을 배영주와 나에

게 상당 부분 위임하였다.

그렇지만 찾고자 하는 자료와 연관된 주제어를 가능한 한 다양하게 떠올려

검색을 해보고, 최대한 많은 게시물을 열어보며, “좋아요” 수나 리뷰 수를 토

대로 여러 교사에게 좋은 평을 받은 자료가 무엇인지 눈여겨보고, 궁극적으

로는 첨부된 자료 파일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내가 구상한 수업장면과

연관 짓는다면, 좋은 자료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

다. 아마도 이미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교사

뿐만 아니라 좋은 자료를 찾아야 하는 입장의 사람이라면 누구든 비슷한 작

업을 할 것이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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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스쿨 외에, 상당수의 교사들이 수업자료 마련에 활용하는 곳은 초등

아이스크림(이하 아이스크림)이다.27) 아이스크림은 시공테크 산하의 아이스크

림 미디어(구 시공미디어)에서 제작한 교육전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아카이브

및 디지털 플랫폼으로, 각 학년 각 교과 해당 교과서의 차시별로, 그리고 주

제별로 모듈화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한다.

아이스크림의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 되는 특징은, 정선된 자료가 잘

정렬된 채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선되었다 함은 수업자료들이 검수를

거쳐 수업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선별 보관 되어있음을 뜻하며, 잘 정렬

되어있다 함은 문두에 언급했던 여러 유형의 수업자료들이 모듈화된 수업의

흐름 중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28)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수업자료의 이러한 특성이 어떠한 측면에서 장점이 되고, 어떠한 측면에서

단점이 되는 것일까?

장점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스크림 자료들은 교사가 좋은 자료를

찾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 유정화가 높게 평가했던 것

처럼, 아이스크림에는 개별 교사의 확보 능력을 넘어서는 자료들도 많고, 무

엇보다도 욕설이나 외설 등 비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을 염려할 필

요가 없다. 따라서 “시간도 없는데 어설프게 자료 만들어서 할 바에야” 아이

스크림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 또 교과명, 단원, 주제, 교과서 쪽수만 알면 해

당 수업에서 사용 가능한 수업자료들과 즉시 접촉할 수 있는 데다, “교과서

가르치는 순서대로 [자료와 발문이] 쭉 나와있어서” 아이스크림 수업자료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 교사 역량이 부족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교사가 “수업 연

구”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나마의 교과내용지식은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반면 단점도 있다. 아이스크림이 교사에게 “믿는 구석”이 되어버려서, 수업

27) 그렇다고 모든 교사가 아이스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스크림 공동구매 수

요조사를 했을 때 학내 교사 중 절반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클릭교

사”라는 오명을 싫어하여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지 않는 교사도 있다. 김목화에 따르면 아

이스크림을 사용하지 않는 교사들은 필요할 경우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의 수업지원 사이

트를 활용한다.
28) 아이스크림에는 현직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기에, 아이스크림 내 수업자료의 정선과 정렬이 비교적

교사친화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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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마련에 교사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거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억제하며, 참신하고 특색있는 수업의 가능성을 낮추기도 한다. 또 교사 스스

로 깊이 공부해보거나 고민하지 않은 채 가르치게 되어, 교사가 수업을 주도

하기는 커녕 아이스크림이 견인하는 수업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자료 정렬 방식이 반드시 아

이들의 학습에 최적화되어있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는데, 배영주는 국어 순

서대로 말하기 수업에서 아이들이 너무 못한 까닭이 “[아이스크림] 시스템 특

성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해당 수업을 위한 아이스크림의 자료 정렬

방식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인디스쿨이나 아이스크림처럼 학교 수업을 위해 최적화된 사이트가 아니더

라도, 알고 싶거나 얻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네이버나 구글 등의 검색 포털,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리고 왓챠 등의 영상

플랫폼도 수업자료를 얻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이다. 교사들은 블로그나 위키

피디아의 정보나 EBS 다큐프라임 영상 등에서 수업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거나 교육적인 성격을 띠는 수업자료를 찾기도 하고, 뽀로로나 펭수 그리

고 미니언즈 등의 캐릭터, 문제적 남자 프로그램에서의 퀴즈 포맷, 인기 아이

돌의 노래 등, 수업 전개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아이들의 외적 흥미를 유발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자료를 찾기도 한다.

지금까지 수업자료를 보관하고 찾는 일을 교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

하는지, 또 그 수행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교

사들이 언제나 기존에 보관되어있던 수업자료들을 찾아서 수업에 그냥 쓰기

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COVID-19 상황이 되면서,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

이 되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교사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나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2) 바꾸기와 만들기

보관되어있던 수업자료를 찾은 후, 자료화된 형태 그대로 그것을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교사들은 찾은 자료의 요소들을 만족할

만큼 바꾸어 수업에 활용한다. 이러한 바꾸기는 수정의 정도와 수정 방식에

서 매번 차이가 있다. 교사가 자료의 완성도와 수업 활용에의 적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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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료마다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료가 자료화된 형태, 달리 말하면 교육내용이 자료 안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방식에, 교사가 추가적으로 관여하여 수정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교사의 관여도가 낮아서 자료에 담긴 교육내용 구성 방식을 적게 변화시키는

쪽에서부터 관여도가 높아서 많이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축을 그린다면, 그

축 위에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수정 방식을 차례로 나열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자료의 규격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쓰는 사항은,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 즉 아이들의 학

교, 학년, 반, 번호 이름을 기재하는 란을 적절하게 바꾸는 일이다. 때로는 찾

은 자료 중에서 다른 초등학교의 명칭이 기재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

년이나 반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교사들은 이것들을 수정하게 된다.

COVID-19로 인하여 우리 학년에서 추가적으로 신경 썼던 사항은, 자료의 틀

을 바꾸는 일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틀을 바꾼다는 것은 원본 수업자료의 양

식을 폐기하는 대신 그것에 학교, 학년, 학급 등에서 규정한 양식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배영주는 교육부 전자저작물 USB, 타 시도 교육청, 인디스쿨

등에서 수업에 적합한 학습지를 찾으면, 그 학습지의 본문 부분만 복사하여

우리 학년 양식에 넣었다. 나 역시도 어떤 자료를 찾든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내가 제작하는 PPT 자료의 기본 포맷에 찾은 자료를 가져다 넣곤 했

다.29)

둘째는, 자료의 유형을 바꾸는 것이다. 가령 나는 배영주가 활용을 제안한

다문화이해교육 영상을 보고, 영상의 핵심 내용을 짚어가며 빈칸을 메우는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활동지 제작은 영상 속 이야기의 사건 흐름과 논리 전

개를 그대로 따라가며 제작되었고, 영상에서 제시되는 교육내용을 최대한 반

영하여 담았다. 또 다른 예로, 나는 인디스쿨에서 찾은 “가을이 오면”(가을

날씨의 특징과 그에 알맞은 옷차림 및 하는 일) 활동지의 내용을 채워 넣어

예시자료의 형태로 바꾸었고, 그 예시자료를 다시 PPT의 형태로 바꾸었다.

이러한 방식의 유형 간 전환은 자주 이루어지는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수업

29) 앞서 교육과정의 현장화 부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규격이 통일되어야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는 느낌을 주고, 교사가 제작에 손을 대었다는 성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COVID-19 혼란 상황에서 학습지를 가정으로 배부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신

경써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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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들이 동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즉 아이

들에게 활동지에 활동을 하게 하면서, 예시자료를 보여주면서, PPT자료를 바

탕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내가 인디스쿨에 올린 PPT

자료로 영상을 제작하여 다시 인디스쿨에 업로드한 교사도 있었는데, PPT

전개에 맞추어 교사의 수업 진행 목소리를 포함시킨 영상이었다. COVID-19

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이러한 식의 영상 제작이 증가했다.

셋째는, 자료에 반영된 교육내용과 그 구성을 바꾸는 것이다. 가령 나는 통

합교과 봄의 “봄날씨는 변덕쟁이” 수업과 관련하여 인디스쿨에서 비교적 마

음에 드는 PPT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그 자료에는 봄날씨의 여러가지 특징

들 중 아지랑이와 일교차 등의 내용이 빠져있었다. 나는 그 내용들을 추가해

넣었다. 또, 자료에 수록된 사진 중에서 핵심개념을 잘 대표하지 못하거나 화

질이 좋지 않은 사진은 더 나은 사진을 찾은 다음 바꾸어 넣었고, 주술이 안

맞거나 문맥이 매끄럽지 않거나 설명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고쳐 적었다.

내 기준에서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심미적이지 않은 글씨체 및 색깔 배색 등

도 수정했다. 원래의 자료 말미에는 패스더볼(pass the ball)30) 게임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COVID-19 상황에서 해당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것은 없애고 일반 Q&A 형태로 바꾸어 넣기도 했다. 즉, 추가, 교체, 정정, 삭

제 등의 작업을 한 것이다.

이처럼 교사들은 자료의 규격, 자료의 유형, 그리고 자료에 반영된 교육내

용과 그 구성을 “구미에 맞게” 바꾼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바꾸기 작업은,

이미 기초작업이 다 되어 있는 자료를 조금 손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

이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받은 자료를 “고치기만

하는데도 한 세월”이라고 했던 배영주의 말처럼, 바꾸기 작업은 적지 않은 노

고가 들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그리고 교사의 그러한 바꾸기

작업을 통해, 수업자료는 특정한 교사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게 될 바

로 그 수업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렇기에, 바꾸기는 어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는 교사들이 자료 만들기라고 부르는 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문두에 언급했던 각 유형별 자료들을 만들 때 교사들이 무엇을 유념하

고 고려하는지, 또 COVID-19 상황에서의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을 위한 자

30) 공을 던지고 받으며 문답을 함으로써 학습내용을 익히거나 정리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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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만들기는 기존의 수업자료 만들기와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주목해보기

로 한다.

먼저 학습지(활동지) 만들기를 보자. 학습지를 음식 담는 그릇에 비유하자

면, 그것은 구획이 지어진 급식판에 가깝다. 학습지의 스타일은 천차만별이지

만, 기본적으로 학습지는 그 가시화 된 짜임새만 보아도 수업에서 어떤 내용

을 어떠한 순서로 다루게 되는지, 각 빈칸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넣어야 할지

를 교사와 학생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제작된다. 학습지를 만들어 제

공하는 것이 혹시 아이들의 자유로운 학습을 억제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도리어 아무런 구획이 주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당황하며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수업에 대한 예지(protention)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사들

은 아이들이 학습지 상의 빈칸에 학습한 내용(교과내용지식)을 가능한 한 꼼

꼼하게 기록할 수 있게, 또는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여(생각, 의견, 느

낌, 그림 등) 빈칸을 채울 수 있게 학습지를 구성한다.31)

다음으로 PPT 만들기를 보자. PPT에는 앞서 활동지에 기록해 넣어야 하

는 답이 되는 핵심 교육내용이나, 핵심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

는 예시자료들, 혹은 뒤에서 다루게 될 수업 활동의 전개 과정 등이 담기게

된다. 다소 시시콜콜한 것일 수 있지만, 교사들이 PPT 제작에서 신경 쓰는

것들이 있다. 첫째는 글자의 크기, 색깔, 폰트 등이다. PPT는 보통 학급의 멀

티비전에 띄우게 되는데, 학급 공간의 여러 위치에 있는 아이들에게 모두 잘

보여야 하고, 아이들이 중요한 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육내용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이미지나 다이어그램 혹은 영

상을 싣는 것이다. 설명글만 제시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집중

력이 쉽게 흐트러지곤 하기 때문에, 초등 수업자료는 “비주얼 씽킹”을 돕는

방식의 자료 구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다. 셋째, 애니메이션이나 음향 등

의 효과를 부과하는 것이다. 교사가 의도하는 타이밍에 클릭을 하여 필요한

만큼만 자료를 띄우고, 특정한 내용의 등장이나 시간제한 등을 알리는 소리

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의 주목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을 능숙하게

조작한다면 PPT 상에서 간단한 게임 모듈을 구성할 수도 있다.

31) 반면, 활동지가 아닌 빈 종이를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그릇은 민무늬의

흰 접시에 가깝다. 그러나 수업시간 교사의 지시가 어떠하냐에 따라, 아이들은 그 그릇에

서 보이지 않는 구획을 발견하고 활동하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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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시자료 만들기를 보자. 때로는 말로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만져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도달점을 선구적

이며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도록 하는 것이, 학습활동에 대한 아이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교사의 지시 사항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데 훨씬 유리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예시자료를 만든다.

한 예로,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장난감 만들기 수업에서 일본의 장난감

켄다마 실물 예시자료를 만들었다. 내가 만든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

지고 노는 시범도 선보인 후,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 동안 그것을 갖고 놀 수

있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얼른 장난감을 만들고 싶어했다. 그 후

재료가 되는 종이컵 2개, 털실, 아이스크림 막대, 스티로폼 공을 나누어주자,

아이들은 이내 그 낱낱의 재료들을 만지고 조합해가며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

하기 시작했다. 실물자료 이외에 사진, 영상, 오디오 등의 예시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 교사들은 촬영이나 녹음을 한다.

추가적으로, 나의 경우는 꼭 이미지적 결과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퀴즈의

정답이나 써야 할 글의 완성본 같은 것까지도 내가 직접 작성한 예시를 보여

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또한 그것을 직접 했다는 것을 알 때, 아이들이 자

신들의 활동에 대한 몰입을 훨씬 더 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승

효와 유정화는 이러한 수업자료 제작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다지 선

<그림 4> 학습지 예시 <사진 27> 예시자료(켄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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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지는 않았다. 이미 있는 설명서나 설명 영상을 찾을 수 있다면, 아니면

옆반 교사가 만든 예시자료를 빌릴 수 있다면, 자신들이 수업 중에 설명만

잘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듯했다.

김목화와 이해린은 교사들이 자료제작에 점점 힘을 덜 쏟게 되는 이유를

자료의 “일회성”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는데, 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드는 일인 반면에 겨우 한 차시의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터라, 들인 공에

비해 순간적인 효과만 내기 때문이라고 그녀들은 말하였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이 되어, 교사들의 수업자료 만들기도 상당한 변화

가 생겼다. 우선 수업준비 시 자료 제작에의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어들고, 만나도 할 수

있는 활동의 제한이 커졌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을 [자료의 형태

로 만들어 대신]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수업에서라면, 줄넘기나

가창 등 반드시 자료화하지 않아도 실현 가능했을 수업들까지도 모두 자료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했다. 자료를 내보내는 것이 곧 수업을 준비했음을 증명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인디스쿨의 많은 교사들은 자신이 자료를 만

드는 사람인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헷갈린다고 한탄을 했

다. 예전에도 자료를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료를 만드느라 너무 많

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반면에 “막상 수업 장면에서 내가 할 일은 없어

지는 기분”이 들고,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던 것이었다.

다음으로, 수업자료 제작에 더 높은 완성도가 요구되었다. 인디스쿨의 한

교사는 COVID-19 상황에서의 수업자료 제작에서 “교실 수업에 비해 더 완

벽히 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기존에 보

관되어있던 자료를 찾아 쓰는 일이 위축된 까닭 중 하나도, 그것들이 완벽하

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은 기존의 교실 수업을 위한 자

료들은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은 단연코 아니다. 인디스쿨의

한 교사는 “칠판에 글씨 쓰면서 설명할 것들도 일일이 자료로 만들게 돼서

그런 것 같다.”고 하였다. 기존의 수업에서, 자료들에 핵심적인 모티프만 잘

담겨있어도 교사들은 그것에 닻을 내리고 수업을 구현할 수 있었다. 자신이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여 설명을 덧붙여주면 되었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속

에서 그 자료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혹여 자료

에서 의문점이나 오류가 등장하더라도,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해결하고 고쳐



- 110 -

가며 공부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COVID-19 상황에서, 특히 비대면 수업에

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의 설명이나 예

상가능한 상호작용을 자료 안에 최대한 욱여넣으려 했고, 영상 등을 만들 때

는, 안재현이 그러했듯 “일주일이 넘게 구상”을 하거나 김목화가 그러했듯 대

본을 쓰기도 했으며, 가급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만

든” 정선된 자료를 가정에 내보내려 했다. 나와 배영주의 경우, 한 차시짜리

수업용 PPT 하나를 만드는 데 보통 예닐곱 시간이 걸렸다. 아마 많은 교사

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작하는 자료 유형의 경향이 변화하였고, 자료 제작을 위한

플랫폼이 다변화되었다. 수업자료의 각 유형별로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학습

지의 경우 고학년에서는 종이로 된 학습지를 제공하는 대신, 패들렛이나 구

글 설문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규격에 맞춰

과제를 제공하고 응답하도록 하는 일들이 생겼다. PPT 제작에는 링크를 통

한 공유와 공개범위 설정(열람, 수정, 다운로드 등의 조건)이 용이한 구글 프

레젠테이션이 추가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예시자료 중에서는 기존에 그

다지 많이 제작하지 않았던 영상 제작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는데, 영상에는

수업에서의 흐름(설명이나 시범, 활동 지도 과정 등)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자료 제작을 돕기 위한 부가적인 기

능을 지닌 플랫폼들이 함께 활용되었다.

종이 학습지

대체용

과제제시 전용
Teacher made
트라이디스

과제제시 및 서면응답 확인 겸용
패들렛
구글 워크시트
구글 설문지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용
오프라인

파워포인트
한쇼

온라인 구글프레젠테이션

영상 제작용
컴퓨터 화면 단순 녹화

O cam
반디캠
윈도우10 이상

window+G키(녹화)

모바일용 녹화 및 편집
키네마스터
블로(vllo)

<표 2> COVID-19 이후 활용된 수업자료 제작용 플랫폼



- 111 -

지금까지, 교육내용을 수업자료화 하기 위한 교사들의 바꾸기 작업과 만들

기 작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교사들 간에 수업자료를 전달하는 두

가지 방식인 “뿌리기”와 “올리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뿌리기”와 “올리기”

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수업자료를 “뿌린다.”는 표현이 있다.

교사들은 자료를 찾거나 만들었을 때 그것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기도 하는

데, 이때 자료 파일을 동학년 교사들을 비롯한 동료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것

을 흔히 뿌린다고 표현한다. 한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는 없던 자료들을 그

들에게 가닿게 만드는 일인 자료 뿌리기는, 마치 농부가 빈 땅에 씨앗을 뿌

리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보통 자료 뿌리기는 교육청 통합메신저 메시지에 자료 파일을 첨부하여 보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용량이 너무 큰 자료는 USB를 활용하여 손

에서 손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뿌리기와 비슷한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으로는

“돌리다.”나 “빌려주다.”가 있는데, 보통 인쇄물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각

반으로 보내는 것을 “돌린다.”고 표현하고, 배부 주체인 교사에게 되돌려주어

야 하는 실물의 전달에는 “빌려주다.”라는 표현을 쓴다.

김목화에게 왜 자료를 뿌리는지 물어봤을 때, 그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PC용 편집
초급

뱁믹스
곰믹스

전문가용
프리미어
OBS스튜디오

기타

교과서 다운로드
국정 학교온, 에듀넷

검인정
검인정교과서 출판사

사이트
일러스트 다운로드 플래티콘
프레젠테이션 프레임 미리캔버스
텍스트 소리 전환 클로바더빙

저작권 문제 없는 무료 음원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라이브러리

저작권 문제 없는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
펙셀

저작권 문제 없는 무료 폰트 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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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었다. 그 중 하나는 “좋은 게([자료가]) 있으면 나눠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

었다. 임은수에 따르면, 뿌리기 좋은 자료는 “이거면 어떤 선생님이든 사람

타지 않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자료이며, 그런 자료를 받

았을 때 동학년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이 자료가 그분들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면 자료를 뿌리게 된다고 하였다.

김목화는 자료를 뿌리는 것이 교사들이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율을 얻기 위

한” 전략인 것 같다고 하였다.

김목화가 제시한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자료로 자기만 “독단적으로

[수업을] 하긴 좀 그렇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만약 자신 혼자 어떤 좋은 자

료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하굣길에 자신의 반 아이들이 완성된 작품을 들

고 나가는 모습을 옆 반 교사가 보게 된다면, 자신의 입장이 난감할 것 같다

고 했다. 그리고는 자신이라면 “다른 반 선생님이 재밌고 독창적인 걸 했는데

우리 반 애들은 [그 활동을] 못하고 가면 속상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늘 자료를 뿌리고 싶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료를 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창의

적 체험활동의 독도교육 동기유발자료를 만들었다. 자료가 완성되자 왠지 뿌

듯한 마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동학년 교사들에게 그것을 뿌리려고 하다가,

고민 끝에 뿌리기를 잠정 포기했다. 그 당시 기록해둔 나의 솔직한 심정은

아래와 같았다.

별것도 아닌데 보내나 싶어서 찜찜하기도 하고, 우리 반에서 내가 지도

하는 스타일이랑 다른 반 선생님의 스타일이 다른데 월권을 하는 것이

거나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봐, 그냥 보내지 말기로 했다.

자료 뿌리기가 어렵고 두려웠던 당시의 심정을 말하자, 김목화는 나에게 “너

무 생각이 많다.”는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정예현은 나

에게 “동학년에서 [자료를] 주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분이 계셨나요?” 하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이] 그럴 거라고 느낀 것 같다.”고 답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동학년 교

사들이 나의 자료 뿌리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라 예상했지만, 막상 내가

점심시간에 다시 용기를 내서 자료를 뿌려볼까 한다는 말을 그들에게 넌지시

건네자, 동학년 교사들은 “자기야 일단 뭐 있으면 보내봐.”라고 말하고 흔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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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렇게 하라는 표정과 몸짓을 보이며, 꽤나 호의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

었다. 이에 나는 자료 뿌리기를 포기하려 했다가 시행에 옮길 수 있었다. 그

런데 나와는 반대로 임은수는 자료 뿌리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원래 자료를 뿌리는 스타일이었지만 “이번 동학년은 소통이 많

이 없[는 데다, 자료를] 몇 번 뿌려봤는데 [그 자료가 동학년 교사들에게] 쓰

임새 있게 쓰인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더 이상 자료를 뿌리지 않게 되더라

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다면 나와 임은수로 하여금 자료 뿌리기를 포기를 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동료들의 피드백과 그것에 대한 나와 임은수의 해석 문제

였다. 나는 신규교사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금 튀는 행동을 했다고32)

부장으로부터 제지나 힐난 등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몇 차례 있는

데, 그 일들을 계기로 나를 드러내는 것에 다소 몸을 사리게 되었고, 그것이

자료 뿌리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한편 임은수는 “준 걸로 재밌게 [수

업을] 했다.”는 동료교사들의 피드백을 받고 싶었지만, 만족할 만한 정도의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자료를 뿌리고 싶다는 의욕을 잃은 것 같았다. 그렇다

면 어떤 식의 교사 간 피드백이 자료 뿌리기를 촉진할까? 더 근원적으로는

교사는 자신이 받은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위축되지 않고 자료

뿌리기를 할 수 있을까?

김목화와 정예현은 자료 뿌릴 때의 마음가짐과 요령을 알려주었다. “이거

쓰세요,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뿌린 자료를 “알아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

라고 권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예현은 자신 역시도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저장만 해놓거나 스킵하고” 하므로, 다른 교사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목화는, 강요는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자료의 활용 방법을

“물어보면 얘기해주기도 하고 … 더 좋은 의견 있어요? 좋은 방법 있을까

요?” 하고 되묻기도 한다고 하였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말해준 비법

은, 씨앗은 뿌리되 싹을 피울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싹을 피우라고 종용하지

는 않으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것, 자신도 다른 교사가 뿌린 자료에 대해 편

안하게 대하듯 다른 교사들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씨앗을 따로

또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었다.

32) 가령 게시판을 독특하게 꾸민다거나, 통지표 문구의 학년 공동제작을 거부한다거나,

교과서에 없는 활동을 한다거나, 학교의 일상을 사진촬영 하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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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OVID-19 상황이 되어서는 “뿌린다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김목화는 말하였다. “며칠 몇교시 어떤과목[의 자료제작]을 한 사람씩 맡아서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었다. 해당 수업을 위해 동학년의 각 교사가 마련한 완

성본 수업자료를 수합한 뒤, 동학년의 모든 교사들이 그것들을 동일하게 “퍼

가서” 그대로 활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보기에 뿌리기 자체가 아예 사

라졌다기보다는, 예전의 자료 뿌리기가 흩뿌리기에 가까워서 시시때때로 예

측 불가한 지점에 자료들이 떨어지고, 그 자료들이 제각기 싹을 피우기도 하

고 아니기도 하고 했다면, COVID-19 이후에는 점뿌리기에 가까워서 싹을 틔

울 씨앗을 엄선하여 심고 바로 그곳에 그 씨앗의 싹이 트게끔 유도하는 방식

으로 뿌리기의 방식이 변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사마다 다른 토질을 갖고 있고,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도 학급마다

아이마다 다르므로 수업이 전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교사들은 자료를 “뿌린다”는 표현과 함께 “올린다”는 표현도 사용한다. 동

료교사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큰 결에서는 뿌리기와 유사하지만, “올

린다”는 것은 자신이 찾거나 만든 자료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

쿨의 자료실에 탑재함으로써, 타 지역 타 학교 교사들에게도 해당 자료에 접

근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보관하기와 찾기에서 부분에서

도 언급되었고 자료의 바꾸기와 만들기의 토대가 되기도 하는 인디스쿨 상의

수업자료 아카이브는, 수많은 교사들이 자료를 올림으로써 구축된 것이다. 내

가 확인한 연구참여자들 중 자료를 올려본 적이 있는 교사는 나와 정예현 그

리고 이해린이었다. 수업자료를 올려본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사항들은 표와

같다.

자료를 올린 까닭을 묻자, 정예현은 자료를 “맨날 받아쓰[기만 하]는 게 너

무 미안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마음이 있었

올린 시점 자료 유형 올린 횟수
정예현 COVID-19 이후 예시자료(활동 결과물 사진) 1회
나 COVID-19 이후 활동지, PPT 28회
이해린 신규교사 5년차 전까지 활동지, PPT 5회 미만
최가영 임용 후 3, 4년차 활동지 5회 전후

<표 3> 수업자료를 올려본 연구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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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빚을 갚고자 자료를 올렸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자료

를 올리게 된 시점은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 보조

및 대체용 자료를 집중적으로 만들게 된 때였는데, 나 역시도 그녀와 마찬가

지의 시점부터 자료를 올리게 되었다. 정예현도 나도, 그 전까지는 주로 자료

를 받아서 쓰기만 하다가, 막상 직접 만들어보니 이제까지 자료를 올려주었

던 교사들의 노고와 한창 자료를 만들고 있을 다른 교사들의 고군분투를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자료를 올림으로써, 정예현은 자료를 올리는

교사들에 비해 자신이 “초라한 교사 … 노력을 안 하는 교사”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나도 자료를 올리고는 내가 다른

교사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최가영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해린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신이 수업자료를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구

상을”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혼자 [수업]하고 혼자 끝내기엔 아까우니

까” 자료를 올렸다고 말하였다. 나 역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잘

만든 자료를 이대로 묻히게 두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에 자료를 올린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지속적으로 자료를 올리는 교사들은 없었다. 정예현은 한

번 자료를 올린 이후에는 다시 올리지 않았다고 했고, 최가영과 이해린은 과

거와는 달리 지금은 자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자료를 한 번도 올려보지

않은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배영주, 오승효, 유정화, 임은수, 김목화, 최가영

이 그들이었다.

교사들은 자료 올리기를 중단한 까닭이나, 시도하지 않은 까닭을 직간접적

으로 다양하게 드러냈다. 그것을 간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역량 부족 때문이다. “컴퓨터를 잘 못해서”, “영상을 만들 줄 몰라서” 자료를

아예 혹은 잘 만들지 못하므로, 자료를 올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자료

를 올리는 것은 자료 찾기와 바꾸기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다

른 교사들이 동일한 차시에 대해 좋은 자료를 많이 올려놓았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낫고, 굳이 자신이 “딴사람 수업까지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셋째, “현실에 바빠서” 시간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올리기

위한 자료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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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도 여러 수업들을 준비해야 하고, 수업준비 외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이

다. 넷째, 자료를 잘 만들어 올리는 것보다 우리 반 수업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료를 잘 만든다고 꼭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잘 된 수업의 모습을 자료 안에 다 담아 올릴 수도 없다. 다섯째, 올리기

위한 자료만이 지니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 자료나 올릴 수는

없으며, 나의 수업에 도움이 되었던 자료가 꼭 올리기 좋은 자료는 아닌 것

이다.

나는 이 중 네 번째 이유와 다섯 번째 이유가 특히 흥미로웠다. 이 두 가

지 이유가,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곧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통념에 균열을

내고, 올리기 좋은 자료와 수업하기 좋은 자료 간에 간극이 있음을 드러내주

었기 때문이다. 이것들과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린은 자신이 교

사로서 “경력”이 쌓이면서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그 수업을 최대한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면서,

자료를 덜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올리는 자료는 “남들도 이걸 썼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된(임은수의 표현으로는 뿌리기 때보

다 “만지는 단계를 한번 더 거친”), 마치 “완성품”과 같은 자료, 비유하자면

“스테디셀러나 베스트셀러” 같은 자료여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김목화는 “객

관적으로 화려한 자료”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러나 김목화는 자신이 “사용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멋지지 않더라도, 말[상징적 상호작용], 경험[교수

-학습]이 잘 됐을 때 잘 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자료에 다 담지

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업자료를 올리는 일이 좋은 일임에는 기본

적으로 동의하는 듯하다. 한 교사가 수업자료를 올림으로써 다른 교사는 “그

걸 보고서 또 할([자료를 올릴]) 마음이 생기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

는 등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자료를 올리는 일이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가 있어

야만 가능해지며, 다른 교사들의 피드백에서만 만족을 얻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해린은 말하였다.

한편, COVID-19 팬데믹 이후, 자료 올리기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작권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교사들의 자료 올리기를, 그리고 그

것을 포함한 자료 마련 전반을 방해하는 주요한 외적 요인으로서 등장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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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사들이 저작권 준수에 순응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는 일과 동시에 역으

로 저작권을 위반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

나는, 수업준비 결과물로서의 수업자료 자체뿐만이 아니라, 수업준비 과정과

방식으로서의 수업자료 제작 절차와 노하우를, 인디스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과 경로로 공유하는 교사들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점을 짚어두고, 추후 다른 글에서 더 깊이 논의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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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업의 유스웨어(useware) 준비: 과정성

앞서 이해린과 최가영 그리고 김목화 등은, 수업자료를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업을 이끌

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꽤 준비되어 있다며, 확신을 드

러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처럼, 수업자료를 마련하는 차원과 구별

되는, 수업의 과정 그 자체를 준비하는 차원의 일이 있는 것일까? 있다면 수

업의 과정 그 자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준비하는 일은 어

떻게 이루어질까?

이 장에서는 수업의 과정 그 자체에 비교적 직접적·즉각적으로 적용·관여

되는 요소들을 교사들이 무엇이라 상정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선후적, 인과적으로 연계되는 요소들을

절차화하거나,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해나간다는 점에 주목한다.

1. 수업의 절차화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순간이동을 하여 정상에 도달할 수는 없다. 산을 만

나기 위해서는 산의 초입까지 가야 하고, 산의 초입부터 능선을 타고 한 걸

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때로는 종종걸음으로, 때로는 성큼성큼,

순간순간 내디딘 발걸음이 모이다 보면, 우리의 몸은 어느새 정상에 다다르

게 된다. 나는 이러한 이치가 수업을 성립하게 하는 데에도 적용이 되며, 교

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작은 단계들을 자기 나름의 절차에 따라 요령

있게 밟아나감으로써 수업이 성립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는 그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수업 전

작업이고, 둘째는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단계화이며, 셋째는 활동의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중에 이루어지는 시간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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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전 작업

수업을 앞두고, 교사들은 수업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담아, 여러가지

활동을 연쇄적으로 수행한다. 이것을 나는 수업 전 작업이라 일컬으려 한다.

교사들이 수행하는 수업 전 작업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기존의 수업 전

작업과 COVID-19 이후의 그것은 어떻게 다를까? COVID-19 전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전 절차에는 유사한 목적이나 애로사항 등이 있지

는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나와 동료교사

들의 일상을 아울러, 수업 전 작업을 개관해보려 한다. 물론 개별 교사에 따

라 순서와 시행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우선, COVID-19 이전, 기존의 수업 전 작업부터 살펴보자. 아침에 출근을

하면, 교사들은 앞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벽에 붙어있는 형

광등 스위치를 눌러 교실을 밝힌다. 보통 학교건물은 정남향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밝은 날은 창가쪽을 제외하고 형광등을 켜지만, 흐린 날이나

임은수의 교실처럼 후관에 있는 교실은 어두워서 형광등을 다 켜야 한다. 운

동장 쪽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거나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간밤에 가

라앉은 먼지를 품은 묵은 공기를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한다. 교

실 공간에는 교사와 수많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복작거리면서 말하고 움직이

며 생활하므로, 학급 구성원들의 컨디션을 위해 환기를 잘 시켜야 한다. 뒷문

이 잠겨있으면 고정고리를 빼서 뒷문을 열어둔다. 환기와 통행을 위해서다.

춥거나 더운 것 같으면, 창문을 닫고 형광등 스위치 옆에 부착된 냉난방 조

절기 전원을 눌러 냉난방기를 가동시킨다. 아이들이 올 시점에서 적정온도가

되게 하려면 미리 가동시켜두는 것이 좋다. 간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꺼

두었던 멀티탭의 차단을 해제하고, 컴퓨터 전원버튼을 눌러 수업에서 가장

요긴하게 활용되는 장비인 컴퓨터를 켠다. 전날 칠판에 일일시간표를 부착해

두지 않았다면 부착한다. 하루 수업 일정을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주지하고

있어야 매끄럽게 수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활동이 있다면

칠판에 적거나 붙여 안내해둔다. 아침활동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 차분한 분

위기를 조성하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데 도움을 준다. 배부된 설문지 등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안내도 함께 칠판에 적거나 붙여둔다.

컴퓨터 부팅이 되는 사이에 마실 물을 뜨러 간다. 동학년 교사 중 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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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우리 학년의 경우 주로 오승효가) 연구실 커피포트에 물을 받고

레버를 눌러 마실 물을 끓여둔다. 물이나 차 혹은 커피를 마신다. 목 상태가

촉촉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수업 장면에서 말할 때 통증 없이 충분한 성량이

나오고,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깨기 때문이다. 이때가 소위 “티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인데, 주로 이 타이밍에 동학년 교사들끼리 비공식적으로 만나

오늘 수업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상호 확인한다. 꼭 티타임이 아니더라도 수업 전 협의가 필요하

면, 학년부장의 호출에 따라 연구실이나 학년부장 교실 또는 복도 등에서 잠

시 모여 협의한다. 당장 오늘 아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

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잊지 않도록 사안만 서로에게 공유해 두고 오후에

얘기하기로 한다.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굳이 모일 필요까지는 없다면,

메시지로 간단하게 내용을 공유한다.

담임용 책상에 앉아서는, 부팅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업무메신저에서 안

읽은 메시지들을 클릭하여 읽는다. 오늘 하루 수업하는 동안 유념하거나 처

리해야 할 일들이 안내되어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업무포털에도 접속하

여 배정된 공문이 있는지 확인한다. 김목화의 경우, 아침 시간 내에 금방 처

리해버릴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미리 해둔다고 했다. 거슬리는 일 없이 마

음이 편해야 수업에 더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아이스크림 인터넷 창이나 인디스쿨에서 다운로드 한 PPT 등의 수업

자료 파일을 열어둔다. 수업종이 울리면 바로 수업에 돌입하기 위함이다. 전

날 마련해둔 학습지나 학습준비물 및 교구는 아이들에게 적시적기에 즉각 배

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손에 쉽게 닿는 위치에 둔다. 자료와 함께 교

과서, 지도서 등을 다시 훑어보며 가르칠 것을 개관하고, 수업 아이디어를 조

금 더 구체화해보거나 바꾼다. 혹시 전날 바빠서 수업준비를 충분히 못 해두

었다면, 인디스쿨을 뒤져 적합한 자료가 있는지 서둘러 찾아보거나, 아이스크

림에 제시된 해당 차시 자료에 반영된 수업의 흐름을 살펴본다. 학습준비물

및 교구 중에서 챙겨두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연구실이나 교실의 캐비닛 등을

뒤져 필요한 것을 찾아 꺼내온다.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면, 아이들과 가볍게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기분이나 몸 상태 등을 살피고, 전날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처리하며, 인사 예절을 지도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있었던 일 혹은 궁금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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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민을 말하고 싶어하곤 하는데, 그럴 경우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아이들에게 칠판에 적어둔 아침 활동을 수행할 것을 안

내하지만,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둔다. 아무리 소소한 것

이라 하더라도 삶을 말하고 들음으로써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는 9시 무렵, 열려있던 앞뒷문을 닫아 소음을 차단하고,

빈자리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교실에 안 온 것인지 확인한다. 학급 아동 중

에 그 아이의 행방(학교에 왔는데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다거나)을 아는

친구가 있는지 묻고, 사전통보(현장체험학습신청서 제출이나 결석 예정 연락)

없이 안 온 아이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왜 아이가 학교에 안 온 것인지를 확인한다.

출결 확인이 끝나면, 아이들로 하여금 책상 줄을 맞추고 의자를 당겨 바른

자세로 앉게 한다. 가방이나 옷가지가 제 위치에 깔끔하게 걸어져 있는지를

묻고 주변을 정돈케 한다. 학급 임원 구령 하에 아침 인사를 나눈다. 하루의

시간표를 주지시키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교과목과 교과서 쪽수를 확인한

후, 칠판에 수업 주제 등을 적거나 멀티비전을 켜고 수업을 시작한다.

한 시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한다. 교

사 자신도 가르칠 준비를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배울 준비를 하도록 안내한

다. 아이들에게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음 시간 수업 교과서와 준비물을 챙겨

놓도록 지시하고, 혹시 없다고 하면 옆 반 친구에게 빌리라고 하기도 한다.

지난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어둔 것을 교사가 직접 지우거나 1인 1역 칠판

당번에게 지우게 한다. 다음 시간 새로운 수업의 필기를 위해서다. 혹시 지난

수업 중 아이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갈등 당사자들을 불러 서로 소통하

게 하고 화해시킨다. 감정이 상한 상태가 지속되면 학급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갈등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학급 친구들까지도 그 다

음 시간의 수업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1교시 쉬는 시간에는 우유지도를 신경 쓴다. 우유지도는 해당 기간에

우유급식을 신청한 아이들이 자신의 우유를 먹거나 가져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 혹시 전 시간

에 만들기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면, 작품을 제출하거나 게시판 등에 부착하

게 하고, 발생한 쓰레기를 정리하게 한다. 전 시간의 수업이 남긴 흔적이 잘

마무리 되어야 다음 시간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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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책상과 의자의 배치가 달라져야 한다면, 옮길 것을 지시한다. 만약

교실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아이들이 신발이

나 옷가지, 준비물 등 필요한 물품을 상황에 알맞게 챙기도록 지도한다. 담임

교사 자신이 아닌 전담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시간일 경우, 수업 예절 등에

대해 한번 더 주지시킨다. 외부에 비춰지는 우리 반 아이들의 행실은 곧 담

임 교사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걷어야 할 설문지나 과제

등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수업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쉬는 시간 동안에 걷

어둔다.

하루의 모든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다음날 수업

을 위한 수업준비가 시작된다. 아이들의 고사리손으로 한 교실 청소는 다소

미흡하므로 마저 치우고, 다음날 시간표를 확인한 후 일일시간표를 칠판에

부착해둔다. 교과서와 지도서, 초등아이스크림 사이트 등을 살펴보며, 괜찮은

PPT자료가 있다면 바탕화면에 깔아 두고, 학습지는 출력하여 복사해둔다. 학

습준비물과 교구를 미리 꺼내어 자르거나 손질하여 다듬어두거나, 사람 수대

로 나눠두거나, 정렬하여 쌓아둔다. 교실 밖 수업이 있다면, 특별실 사용 가

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외부 수업일 경우 날씨 등을 확인해본다.

이번에는 COVID-19 이후의 수업 전 작업을 살펴보자. 먼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을 위한 수업 전 작업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앞서 언

급한 기존의 수업 전 절차 중에서 사라지거나 축소된 것도 있고, 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으며, 전에는 없었으나 추가된 것들도 있다. 등교

수업이 막 시작될 초반에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냉난방기를 가동하

지 말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그러나 찜통과 냉골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신랄한 비판이 언론과 현장에서 이어졌고, 결국 냉난방

기를 가동은 하되,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으로 방침이 조정되었다. 학

교 공간의 특성상 교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옆반 교실의 소음이 우

리 반 수업에 방해가 되면 교실 문을 닫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감염 예방의

이유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소음을 감수하면서 수업

을 해야 했다. 나는 소음탓에 수업을 진행하기가 도저히 어려우면 문을 닫기

도 했는데, 순회를 돌던 교감은 닫혀있는 우리 반 문을 열어놓고 지나갔다.

교사들은 교실 안에서 물을 마음 편히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COVID-19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감염병에 대한 긴장도가 풀어지면서 교실 안에서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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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경우들이 점차 생기긴 했지만, 물 마시는 빈도는 기존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교사들은 목을 제대로 적실 새도 없이 계속 생목을 써가며 수업을

해야 했다. 동학년끼리 모였을 때, 동료교사들은 마이크를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푸념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학교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쉬는 시간이 최소

화되었다. 원래 한 교시 수업이 끝날 때마다 10분씩 있었던 쉬는시간은 두

교시 마치고 10분으로 바뀌었다. 우리 동학년은 줄어든 쉬는시간 대신 수업

중간 적절한 타이밍에 간헐적으로 쉬며 아이들을 화장실에 보내기로 하였다.

다수 밀집을 막기 위해서였다. 쉬는시간과 수업시간의 구분은 전보다 더 모

호해졌다. 감염 방지를 위한 이동과 접촉 차단 등을 이유로, 쉬는 시간에 해

결되어야 했던 일 중에서 사라진 것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우유급식이었

는데, 교사들은 이것을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 다른 하나

는 칠판 지우기 1인 1역이었는데, 1인 1역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유

독 좋아하던 칠판 지우기 역할은 교사 혼자 도맡아 하게 되었다.

아침의 학년 공통 협의는 예전보다 더 강조되었다.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한번 나온 날에 중요한 공지사항을 필히 전달해야 했

고, 비대면 수업을 위한 활동지나 학습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학급 간, 교사 학생 간, 교사 학부모 간, 불편함이

나 오해 혹은 갈등이 생길 수 있기에, 교사들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서로

를 재차 챙겼다.

아이들을 살피는 일은 종래와 조금 달라졌다. 먼저 아이들 자리의 책상 가

림판을 수시로 보수해야 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책상 위의 가림판을

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아이들이 가림판이 떨어졌다며 해

결해달라고 찾아오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물레방아 테이프를 빌려주거나

손이 야무지지 못한 아이의 것은 직접 가서 붙여주곤 했다. 아이들의 건강상

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조치해야 하기도 했다.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는 발열체크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예전 같았으면 열감이나 기침

등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아이는 보건실에 다녀와서 다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했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모두 COVID-19 의심 증상인 것으로 되었다.

그래서 보건교사로부터 유증상자가 학급에 있다는 연락을 받거나 증상을 호

소하는 아이가 있으면, 교사는 즉시 가정에 연락을 취해서 아이가 집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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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도록 조치해야 했다. 아이들의 기본 생활습관이나 학습습관, 기본예절이

흐트러져있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통에,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신경

써야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나와서 생활했더라면 갖춰져 있었을 기본

적인 것들인데, 등교하는 날이 적어 그것들을 익힐 기회가 적었던 탓이었다.

다음으로 비대면수업을 위한 수업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대면수업과 가장 극명하게 차이나는 2.5단계 전면 비대면 상태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과제제시형 수업이 병행되던 때의 수업 전 절차는 다음과 같

이 이루어졌다. 일단 교실에 도착하여 교실 정비를 마친 후, 컴퓨터를 켜고

줌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여 줌 학습방을 연다. 닫아두었던 카메라 렌즈

커버를 열고 줌 학습방 안에서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카메라 작

동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카메라 화면차단 버튼과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눌

러둔다. 아이들이 줌 학습방 대기실로 입장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수업 이외

의 교실 상황을 송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출석확인 게시글을 업로드한

다. 출석확인 게시글에는 줌 학습방으로 들어오는 데 필요한 링크와 학생건

강자가검진 링크, 그리고 학습방 입장과 자가검진 실시에 대한 안내사항이

기록되어 있다.33) 준비한 수업 PPT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둔다. PPT와 함께

엑셀파일로 제작한 출석부를 띄워두거나, 오승효와 유정화처럼 출석부를 인

쇄하여 수기로 기록할 준비를 해둔다.

출석확인을 하기로 정해진 시간인 8시 50분이 되면, 대기실에 입장해있던

아이들이 줌 학습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수락 버튼을 누른다. 아이들이 들

어오면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왼쪽에 띄워둔 엑셀 출석부에 출석한 아

이들을 일일이 체크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왔더라면, 빈자리를 보고 부재한

아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줌 학습방에서는 자리의 고정 배치가 번거

롭거나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출석체크의 과정에서는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친교의 말을 건네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교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기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모두 줌 학습

방에 들어왔다면, 하루 수업 일정을 소개한다. 이미 공지사항에 일일학습안내

와 학습지 파일을 올려두었고, 학습준비물과 학습지 출력본도 다 배부되었지

만, 교사가 구두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학습에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

33) 김목화네 학교의 경우에는 e학습터를 활용하면서, 과제진도율로 출석을 대체하는 방식

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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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학습의욕이 강해서 스스로 하려는 아이라 하더라도, 교

사로부터 하루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안내를 받으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되고, 성과물도 더 잘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1교시를 시작할 시

간이 되면 수업을 바로 개진할 수 있도록, 모니터의 오른쪽 창에는 아이들에

게 화면공유로 보여줄 학습자료를 띄워둔 채 대기한다.

줌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바로 이어지는 다음 시간 수업인 EBS 시청을

안내한다.34) 아이들에게 EBS 선생님 말씀도 열심히 잘 들을 것을 당부한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EBS를 집중해서 시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직

접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EBS 시청 이후에 있을 과제제시형 수업에도

열심히 임하여, 오후에 올릴 선생님의 학습확인글에 답변을 달 것을 당부하

고, 실천할 것을 약속받는다. 줌 학습방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마친 후, 줌 프

로그램을 끈다.

멀티비전의 외부입력 버튼을 눌러 컴퓨터 대신 TV로 전환을 하고, EBS

채널을 튼다. 교실에 있는 긴급돌봄 아동들의 EBS 시청을 지도해야 하기 때

문이다.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꺼내라고 하고, 연필을 챙겨주며 EBS를 시청하

게 한다. 아이들이 멍하니 있거나 장난치면 잔소리도 챙겨 한다. 아이들이

EBS 시청을 하는 동안 나는 귀로는 EBS 방송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수

업을 위한 수업자료를 만든다. EBS를 듣는 까닭은 돌봄아동들이 집중을 하

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학습완료

확인글에 넣을 질문을 EBS 내용 중에서 찾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혹은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과 아침인사를 하는 도중에 아이들에게 학습을 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사실상 멀티태스킹이 좋은 업무 성

과를 내지는 못하며 둘 다 이도 저도 아니게 되지만, 이것은 어떻게든 한정

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보려는 몸부림이었다.

EBS가 끝나면, 긴급돌봄 아동들에게 수업을 해준다. 원래는 보육 명목이므

로 학급 안에서 데리고만 있으면 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주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정화는 차라리 수업을 하고 말

지, “그냥 데리고만 있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조금

34) 중, 고학년은 그렇지 않았지만, 저학년인 1, 2학년은 줌 수업이 끝나면 EBS 시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러나 크낙새초등학교의 바로 옆 학교는 저학년이더라도 아예 EBS

시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듣기로, 타 지역 중에서는 교장이 EBS 시청을 하지 못하게

한 곳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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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호흡으로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 나는 수업자료를 만들거나, 쌍방향 수업

에 불참했거나 출석 댓글조차 달지 않은 아동의 학부모에게 출석 독촉 연락

을 돌리고, 보건교사가 구글시트로 요청한 학생명단(등교인원, 가정학습인원,

결석인원 및 사유)을 작성한다. 업무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

을 하는지 신경을 쓰고 있다가 반응을 해주고, 질문을 하는 경우 답변해주기

도 한다.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교사인 나의 관여 없이 과제제시형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못내 신경 쓰이지만, 그 시간은 교사인 나에게는 등교수업

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업자료를 만들고 일처리까지 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돌봄 아이들 점심 식사 지도를 마친 후 아이들을 보

내고 나면, 잠시 한숨 돌렸다가, 이내 다시 앞으로의 수업들을 위한 자료 제

작을 시작한다.

COVID-19 상황에서 대면수업은 대면수업 대로 힘들고, 비대면수업은 비

대면수업 대로 힘들었지만, 더 큰 난관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

단계일 때, 홀짝등교의 방식이 채택되어 학급 아동들이 절반씩 번갈아 등교

하면서, 학교에서의 대면수업과 과제제시형 비대면 수업이 한날한시에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학년

등교방식
학교 가정

1단계 전면 등교 전체 아동 (대면수업) x

2단계 홀짝 등교
홀수 (대면수업) 짝수 (과제제시형 비대면수업)
짝수 (대면수업) 홀수 (과제제시형 비대면수업)

2.5단계
전면

비대면

긴급돌봄 아동

(실시간쌍방향 비대면수업

시 대면수업, EBS 시청,

EBS 시청 후 대면수업)

나머지 아동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

EBS시청, 과제제시형

비대면수업)

<표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크낙새초등학교 2학년 수업 방식

와 가정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대면수업을 위한 수업 전 작업과

함께 비대면수업을 위한 수업 전 작업은 중첩되어 이루어져야 했다. 마치 서

로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는 두 개의 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나는, 정신이 없어져 많은 것들을 놓치기 시작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이나

보건교사가 요청한 학생명단 작성을 까먹기 일쑤였고, 등교한 아이들을 챙기

느라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출석확인 게시글을 못 올리는 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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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아이들을 고려해가며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이었다. 아이들마다

나오는 날이 달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때에 맞춰 학습지를 챙

겨 보내야 했는데, 한두장도 아니고 열장에 가까운 학습지를, 집으로 가져가

도록 배부할 것과 학교에서 하도록 남겨둘 것으로 일일이 구분해야 했다. 가

정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학습지가 없으면 안 되고, 학교에서 공부할 것인데

가정으로 배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나와 오승효는 이것이 매번 헷갈

려 서로에게 하소연을 하곤 했다.

지금까지 수업 전 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절차화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초등교사들이 수업의 진행 자체를 절차화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활동의 단계화

초등학교에서 수업은, 해당 차시의 수업에서 “무슨 활동”(들)을 할 것인가

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활동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러할까? 활동은, 아이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인지적이며 통제 불가하다고 느

낄 법한 수업내용을,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형태 즉, 구체

적이고 신체적이며 조작 가능한 형태로 구현해내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행위의 다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모두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동료교사들은 각양각색의 흥미로운 활동들을 자신의 수

업에 적용하곤 했다.

거의 모든 수업은 해당 차시의 수업 주제와 연관된 학습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한 단수 또는 복수의 활동으로 구성되어있다. 내가 교대에서 공부

하며 공개수업을 참관했을 무렵, 그리고 초임교사 때만 해도 한 차시의 수업

에 세 개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정석처럼 내세워지기도 했던 것 같다. 그

러나 현장의 교사들은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수의 활동을 하는 것이 오

히려 수업의 호흡을 가쁘게 만들며, 도리어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

을 알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점차 한 개 또는 두 개의 주력 활동을 깊이

있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을 견지해 왔다.

활동이 한 두 개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풍성하고 의미 있는 수업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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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그 활동 하나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보이는 한 덩어리의 활동이, 교사의 눈에는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서 파악되

곤 한다. 수업준비 과정에서 교사들은 그 복잡한 한 덩어리의 활동을 연이은

작은 단계들로 쪼개어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한다. 이러한 작

업은 작품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활동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나

는 이러한 현상을 김목화에게서 처음 발견하였다.

김목화는 미술 수업 입체작품 만들기의 한 사례로 아이스크림 모형 만들기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결과물만 딱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

하여, 김목화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차례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녀에 따르

면 아이스크림 모형 만들기 활동은, “학습지 컬러 인쇄본 배부 및 수령 → 아

이스크림 모양을 따라 스케치하기 → 스케치한 것을 색칠하기 → 색칠한 종

이를 선 따라 접기 → 종이 사이에 솜 채우고 덮기 → 종이의 열린 양 끝을

<사진 28-1> 입체작품 만들기1 <사진 28-2> 입체작품 만들기2

<사진 28-3> 입체작품 만들기3 <사진 28-4> 입체작품 만들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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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플러로 박아 입체화하기”라는 작은 단계의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하나의 고철 덩어리로 보이는 기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여러

량 잇달아 연결된 열차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 나는 그녀의 설명을 통해 활

동이 일련의 작은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데 활동 안의 한 단계는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그 다음의 단계로부터 구분되는 것일까? 교사들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단

계와 단계를 나누는 것일까? 교사가 활동 안의 단계들을 가르는 기준점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을 수 있는 행위의 한계점이다. 동시에 그것은 아이들

이 그 지점까지 다다라서 행위를 잠정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도달점이다. 나는 교사들이 이

러한 단계들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그 사유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

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교사들이 이러한 작

업을 매우 여러 차례 수행하여 숙련이 되어 있으며, 나름의 직관과 통찰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분명했다.

교사들이 활동을 이렇듯 단계화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것은, 아이들에게 활동을 큰 덩어리째로 던져주고 수행해내라고 하면 아이들

이 사고나 조작을 전개해나갈 수도, 결과물을 완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물

론 저학년 아이들에 비하여 고학년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큰 덩어리로 활동을

제시하더라도 주어진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또, 아이들에

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시행착오를 거치게 한다면, 굳이 활동을 단계화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아이들이 활동을 완수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이렇듯 활동을 단계화하여 안내하는 것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하되 정해진 수업시간 안에 해당 활동을 끝마치고

다음 진도를 나가야만 하는 학교 수업의 특성이 가미된 선택일지 모른다.

활동의 단계화 작업은 하나의 활동 안에서 그것을 쪼개는 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여러 활동을 단계적

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가령, “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종류와 특

징을 알아보기→겨울잠을 자는 동물 퀴즈 풀어보기”라든지, “우리 동네에 대

한 이야기 나누기→우리 동네 소식지 만들기→우리 동네 소식지 소개하고 감

상하기”처럼, 한 차시 수업 내의 여러 활동들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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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차시 내의 수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수

업들 안의 활동들이 여러 날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것은 흔히 “계열화”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가령, 6학년 2학기 수학 5

단원 원의 넓이를 보면, “(2차시)원주와 지름의 관계 알아보기→(3차시)원주

율 알아보기→(4차시)원주와 지름 구해보기→(5차시)원의 넓이 어림하기→(6

차시)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기→(7차시)여러 가지 원의 넓이 구해보

기” 순으로 차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사들은 이러한 차시 간 흐름을 알고

각 차시에 맞는 활동들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활동의 단계화가 전적으로 교사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방금 언급한 두 가지(차시 내, 차시 간)의 활동 간 단계화가 그러하다.

실상 교과서의 대부분은 단계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들이 다운로드

해서 활용하는 수업자료들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교사가 의식적

단계화를 하지 않더라도, 교과서와 자료에 수록된 활동에서 단계를 감지해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활동은 어느 정도 단계화되어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의 역량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다. 때로

는 교과서나 자료에 수록된 활동이 단계화 없이 단순 나열만 되어 있거나,

단계화가 너무 거칠게 이루어져 있어 더 세세한 단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

다. 또, 교과서나 자료를 제작한 사람들이 제 아무리 전문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활동을 단계화 해놓은 방식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합한 활동의 단계화가 어떠한 것인지는 담

임교사가 가장 잘 알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교사의 활동 단계화 역량이 십

분 발휘된다. 이러한 활동 단계화의 재구성 및 재정향은 수업의 성패를 가르

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된 단계화는 기본적으로 교과내용지식의 구조에 방점을 찍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스토리텔링형으로 활동을

구상하여 스토리 전개의 단계에 수업내용을 얹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아

이들에게 친숙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상황을 설정하고 아이들이 주인공 혹은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 수업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

이다. 특히 고도의 추상적 사고가 요구되어 수업내용의 단계를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수학 교과에서 이러한 활동 구성이 주로 채택

된다. 이 방식의 단점은 “주객전도가 되어” 수업내용보다 스토리가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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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데, 이러한 스타일의 활동을 적용할 “단원 선정”을 잘 하고, “칠판 수

업”이 적절히 병행 된다면, 수학 교과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

고, 아이들이 “수학시간을 기다리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

그런데 어떤 활동들은 선형적인 단계화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

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규칙에 따르는 활동을 들 수 있

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교적 어리므로, 놀이를 겸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에게 당연시되는 편인데, 많은 수의 놀

이활동이 반복을 기본 틀로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ox 퀴즈, 초성 퀴

즈, 골든벨 퀴즈, 주사위 말판놀이, 패스 더 볼/폭탄돌리기, 가위바위보, 몸으

로 말하기 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놀이활동들의 규칙보다 다소 복잡한 규

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활동은 하나의 완결된 반복 구조를 갖는

다. 그 예로는 읽고/듣고/보고 난 후 묻고 답하기, 율동하기,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하기, 편지쓰기, 받아쓰기, 역할놀이, 신문 만들기, 책 만들기, 마인드맵

그리기, 삼행시 짓기, 토의토론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 학년,

여러 교과, 여러 차시의 수업에 걸쳐 재차 사용되곤 한다.

교사들도, 아이들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무언가를 반복하는 형태의 활동을

수업중에 실시하거나, 정해진 활동을 여러 수업에서 반복하여 활용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하다. 그런데 혹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무언가를 반복하는 형태

의 활동은 그저 답습이나 훈련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

다. 해당 활동 밖에 서서 활동에 깊이 심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놀이활동의 틀은, 학습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안정감의 기초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그 틀 안에서 기꺼이 헤매며, 실

수하고 실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공부한 수업내용을 점검하기도 하

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수업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친구들의 배움을 돕기도 한다. 비록 선형적이고 절차적인 단계가 명시되어있

지는 않아도, 그 반복되는 놀이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배움과 성장의 단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딛고 올라간다.

다만 이러한 성격의 활동에서 아이들이 밟아나가는 단계가 곧 교사가 명시

한 단계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더욱 주의 깊은

관찰과 세심한 지도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교사가 수업내용과 부합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반복되는 형태의 활동을 무작정 제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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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 자신은 그 놀이활동의 방법과 묘미를 숙지하지 못했으면서 아이들

에게 적절한 안내 없이 활동을 던져주기만 할 경우, 아이들은 활동 속에서

배움과 성장의 단계를 밟아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기 쉽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

다.

COVID-19 상황에서는 활동이 갖는 이러한 특징과 묘미들을 충분히 살리

는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먼저, 교사가 수업준비 과정

에서 채택 가능한 활동의 종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

우 수업에서 무리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교과서 및 인디스쿨의 수많은 활동

은, 비대면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혹은 대면수업 시 적용되

는 방역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계열화된 교과서 상의 활동들이 지니는 유기적 연계성을 그대로 유지되도

록 보호하거나 그러한 활동들을 창의적인 논리 순서에 맞게 새로이 배열하는

것도 녹록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변덕스럽게 바뀌었고, 그것에

맞추어 등교와 비등교가 부단히 번복됨에 따라,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이라

는 서로 다른 성격의 수업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최우선 조건으로 두고 활동

을 배치해가며 교육과정 문서를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활동을 이해시키기 위한 준비에 과도한 노력을 들이면서도, 그

것이 곧 최선의 교육적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줄넘기 활동

이나, 겨울 동물 매직북 만들기 활동에서 드러나듯, 활동은 몸으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교사가 제대로 체득만 하고 있다면 수업 중에 교사가 활동 시범

을 보여주며 간단한 설명만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활동의 단계를 일일이 사진으로 찍고, 정교하게 글로 적어

자료에 담는 작업이 수업준비에 수반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마저도, 교사의

실제 활동단계 지도가 아닌 자료화된 활동단계인데다, 각 아이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활동 단계를 세세하게 짚어가며 안내하는 개별화교육도 어려우니, 노

력 대비 성과, 즉 교사가 수업준비에 들인 공에 비해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

이 되는 정도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3) 시간 관리

학교 수업의 단위시간은 보통 “교시” 혹은 “차시”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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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공히 수업의 단위시간을 일컫는 것이지만, “교시”는 하루 일과 중 특

정 수업이 몇 번째 수업인지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차시”는 특정 교과

나 주제 내의 수업 진도(몇 번째 차시)나 분량(몇 차시 짜리)을 표현할 때 주

로 사용된다. 교사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두 용어 중 적절한 것을 취사선

택하여 활용한다.

초등학교의 한 차시 수업시간은 시계 시간으로 40분에 해당한다. 40분이라

는 수업 시간은 중고등학생보다 짧은 초등학생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결정

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 차시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10분의 쉬는 시간

이 주어지고, 쉬는 시간이 끝나면 다음 교시의 수업이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수업시간(40분)과 쉬는 시간(10분)은 번갈아 등장하며, 학교 및 학년마다 사

정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마지막 오전수업인 4교시가 끝

나고 나면 급식을 먹는 점심시간(50분)이 끼어있다. 그 후 소위 오후수업이라

고 부르는 5, 6교시 수업이 이어지게 된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수업이 각각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는지

정해놓은 것을 시정표라고 한다. 이 역시 학교 및 학년 간에 다소 차이가 있

지만, 9시 정각에 1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크낙새초등학교의 경우, 시정표는

첨부한 표와 같다. 교사에 따라서는 시정표를 교실에 붙여두는 경우도 있고,

학기 초반에 안내만 하기도 한다. 1학년 담임인 정은경의 교실에 갔을 때, 나

는 흥미로운 시정표를 발견하였는데, 그녀의 학급 시정표는 시계 그림 모양

으로 되어 있었다. 1학년 아이들의 경우 2학기 말이 되어서야 시계 보기를

처음으로 배우기 때문에, “숫자로 시간만 써 두는 시정표는 의미가 없고 바늘

의 위치로 시간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 보았지만, 인디스쿨

교시 시간
아침활동 -09:00
1교시 09:00-09:40
2교시 09:50-10:30
3교시 10:40-11:20
4교시 11:30-12:10

(점심시간)
5교시 13:00-13:40
6교시 13:50-14:30

<표 5> 시정표 예시

<그림 5> 1학년용 시정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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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해보니 꽤 많은 1학년 교사가 이러한 형태의 시정표를 채택하여 활용

하고 있는 듯했다.

각 교시 수업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는 종이 친다. 수업 시작종은 수

업을 시작하라는 신호이고, 수업 종료종은 수업을 마치라는 신호이다. 수업종

은 교사에게 수업 시작종과 수업 종료종 사이에 수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

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것은 교사

들에게 더 이상 요구로 해석되지 않고 교사의 의무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

는 것 같다. 오히려 교사들은 수업종이 치지 않는 상황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기계적 결함이나 행사 진행 등을 이유로 수업종이 치지 않을 시에는 불편함

을 느끼며 수업종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시정표를 매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또 수업 종이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사들은 정해진 때에 수업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교사들

이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수업이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딱 맞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교사들이 시계를 보며 수업시간을 요령껏 관

리한 덕에 가능해진 일이다. 보통 교사들은, 교실 오른쪽 벽면 가운데 기둥에

달린 벽시계를 중간중간 보면서 수업 시간을 관리한다.35)

수업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수업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한 차시, 즉 40분이라는 시간 내에 하나의 주제에 대한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해당 주제의 수업이 한 차시 안에 소화되기 어

려운 것이라면 수업이 연차시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한

차시(40분) 안에 하나의 주제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 지어 담는 것을 원칙으

로 삼고 준수한다. 마치 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상자마다 귤을 3kg씩 동일하

게 담아서 판매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수업 진행 도중에 수업시간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요령

은 어떠할까? 우선 교사는 수업시간을 쪼개어 각 단위활동에 배분해야 함을

안다. 가령 교과서의 이 부분까지는 몇 분 내로 마쳐야 하는지, 한 수업 안에

서 두 가지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 중 첫 번째 활동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

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감을 바탕으로 교사들은

적절한 양의 수업 자료를 준비한다. 아무리 좋은 예시 영상이라 하더라도 한

정된 수업시간 내에 너무 오랫동안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위시간 안에

35) 교사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시계를 보면서 수업 시간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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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영상을 준비해야 한다. 보여줄 영상의 길이는 짧고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료들은 이미 손질된 형태로 아

이스크림이나 티셀파 등의 홈페이지 안에 있다. 만약 원하는 자료가 없다면

교사는 자신이 따로 찾은 유튜브 영상이나 인디스쿨 등에서 다운로드한 영상

을 적당한 길이로 끊어 보여준다.

교사 혼자 시간관리에 신경을 쓰기만 하면 수업시간 관리가 반드시 성공적

일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의 연습, 제작, 협업 등이 주가 되는 활동을 해

야 하는 수업이라면, 교사는 아이들의 수행에 걸릴 시간 소요를 예상하고 아

이들에게 제한 시간을 안내한다.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 교사들은 타이머를

TV화면에 띄워놓고 몇 분 내로 끝내라고 아이들에게 지시하거나, 혹은 교실

시계의 몇 분이 될 때까지 마치라고(가령, “긴 바늘이 10자에 올 때까지”) 지

시하게 된다. 이때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이나, 아이들끼리 담소를 나눔으로써

할애되는 시간 등도 고려 대상이 된다.

콩나물 시루 속의 콩나물이 제각기 다른 속도로 자라나듯, 수업을 하다 보

면 주어진 활동을 먼저 끝내는 아이들도 있고 늦게 끝내는 아이들도 있다.

교사들은 활동을 일찍 끝낸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할지를 안내하곤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을

일찍 끝낸 아이들이 떠들거나, 다 못한 아이들을 방해하는 등, 비교육적이거

나 반교육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주로 활동을

일찍 끝낸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게 한다거나, 다음 단계의 활동

을 제시한다. 다음 단계의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 어느 타이밍에 다음 단계의

활동을 진행하도록 안내할지가 관건이 되는데, 난이도가 없는 활동이거나 아

이들끼리의 협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수행해 낼 수 있는 활동의 경우 바로

제시하여 수업 진행을 빠르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게 된다.

2021년 9월 인디스쿨에는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 고민이라는 한 교사의

글이 올라왔다. 조언 외에도 오히려 자신은 “시간이 늘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교사들의 댓글도 속출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만큼의 수업내용을 가

르치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같

은 값이면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지 않도록 수업 시간을 다채롭고 풍성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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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 좋겠지만,36) 이미 수업이 일찍 끝나버린 경우 남은 시간을 잘 때우는

것 또한 중요한 기술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김목화는 “좀 시간이 걸리는

학습지”를 추가적으로 마련해두기도 한다고 했다. 우리 반의 경우, 아이들이

독서나 다른 공부(문제집 풀기 등)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 때때로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보고싶어 하기도 하고, 수업 주제와 무관한 놀이 활

동을 하고 싶다고 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남아있는 수업 시간과 수업 상황등

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남은 시간을 채운다.

남은 수업시간에 놀이활동을 하는 경우, 놀이활동은 교과 교육의 틀 안에

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소재들을 다룬다. 그리고 논리력, 창의력, 상

상력, 인내력, 순발력, 어휘력, 리듬감, 협동심 등 각종 역량을 기르기 좋은 것

들이 주로 선택된다. 보통, 교사들은 각종 보드게임이나 장난감 등의 놀이도

구를 교실에 일정량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활용한다. 또, 숨은그림

찾기, 미로찾기, 로직, 스도쿠 등의 활동지 파일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성퀴즈, 딸기게임, 마피아게임 등 학급에서 할 수 있는 단체

놀이 아이디어도 다양하게 알고 있다. 놀이 아이디어들은 온오프라인을 막론

하고 빈번하게 공유된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몰에는 남은 수업 시간을 위하

여 교사가 직접 제작한 “한꺼풀(한가할 때 꺼내 풀어요)”이라는 이름의 놀이

활동 책자도 판매한다.

역으로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수업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수

업 종이 쳤을 때, 교사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도중에 중단하기도 하기도 한

다. 특히 다음 교시의 수업이 전담 시간일 경우 그러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사들은 쉬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여 수업을 계속 하거나, 아이들을 일단

쉬게 한 후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해당 수업을 하고, 대신 다음 교시의

수업을 보다 압축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수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과감히 주어진 한 차시의 수업 시간을 넘어선 시간을

더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교사에게 준 얼마 안 되는 권한 중

에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고, 큰 틀에서는 여

러 차시의 수업 모두 하루의 일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하루 전체 일정을 어

36) 위에서 언급한 게시글에는 이에 대한 구제적 방법을 조언하는 동료교사들의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다. 이 글에서는 다음 절의 ‘연출방법 수립’ 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내

용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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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식으로 흘러가게 만들 것인지를 교사 나름대로 유연하게 결정하여 운영하

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교사들은 수업 장면의 흐름을 보아가며 순간순간 아주 직감

적으로 시간관리 역량을 발휘한다. 이러한 역량은 처음부터 갖춰져 있는 것

이라기 보다는 교직 경력이 쌓이면서, 또 해당 학년을 수차례 도맡아 가르치

면서, 그리고 당해년도 아이들의 과제해결 속도 및 능력들을 알게 되고 그들

과의 호흡이 맞춰지면서, 점차 더욱 정교하게 계발되고 발휘되는 역량인 것

같다. 이처럼, 교사들은 정해진 한 차시(40분) 안에 수업을 담되, 시간의 남음

은 채우고 시간의 부족함은 추가적으로 확보해가면서, 수업 시간을 관리해

나간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수업시간 관리는 이전 같지 않았다. 우선 대면수

업에서의 시간관리부터 살펴보자면, 시정표는 다변화, 복잡화되었다. 그 결정

적인 까닭은 “안전을 고려”해서 “등하굣길”에 여러 학년의 아이들이 교차하

는 일을 가능한 한 막고, “급식실” 수용인원을 줄여 점심시간의 인구 “밀집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5월 25일 기준, 크낙새초등학교의 1, 2,

5학년은 9시에 등교를 하고 11시 50분부터 점심을 먹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

으며, 3, 4, 6학년은 9시 10분에 등교하고 12시 50분에 점심을 먹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1, 2, 5학년이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가면 줄이 길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학년마다 시간차를 두어 급식을 먹으러 가야 했다. 이를 위해 학년 간 조율

과 양보가 필요했다.

시정표가 전과 달라졌고 다소 복잡하더라도, 그것이 한 학년 내에서 매일

일관성있게 운영되기만 하면 견딜만 하다. 패턴에 적응을 하면 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2020년 10월 20일, 급식실에서는 급식 인원 제한 및 원활한 배식

에 문제가 있다며, 자체결정한 각 학년별 급식 시간을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점심시간은 A주와 B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 2학년의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A주의 월·화·목요일은 12시 40분에, 금요일

은 1시에 점심을 먹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B주의 월·금요일은 12시

50분, 화·목요일은 12시 40분에 점심을 먹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주마다, 요일

마다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시정표[에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교사들

은 부득불 통보받은 급식 시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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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는 기껏 10분 20분 차이가 뭐가 대수인가 싶겠지만, 많은 요소들

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학교의 수업 일정에서 루틴의 깨어짐은 상당

한 혼란을 초래했다. 학년마다 일정을 통일할 수 없기에 수업종도 치지 않는

마당에, 교사들은 결정된 시정표에 맞춰 움직이기 위해 조마조마해 하며 과

도한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동학년 교사들은 하루가 머다하고 매일의 시정

표를 확인했다. 우리 반에 들어오는 안전 전담 교사는 시정표가 헷갈려서 매

번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수업을 늦게 끝냈다. 나 역시 시정표를 헷갈려서

늘어진 수업을 허겁지겁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을 서둘러 진행한 적이 있었

다. 어느 날 유정화는 “시정표를 착각하여 아이들을 30분 넘게 늦게 집에 보

냈”는데,37) 아이들을 귀가시킨 후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된 그녀는 학부모들이

자신을 무능한 교사라고 생각하고 욕할 것 같다며 울었다. 스포츠 분야의 많

은 프로 선수들이 자신의 루틴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처럼, 교사들도 루틴의 깨짐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수업시간은 전보다 더 촉박하고 빠듯해졌다. 등교가 결정되어 아이들이 한

번 학교에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은 학습체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하고,

가정학습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다시 짚어주어야 하며,

받아쓰기와 수행평가 및 서술형평가 등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수

업과 직접 연관된 것 이외에도 건강 및 안전체크와 관련하여 수업 중간중간

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수업 시간은 방해를 받았다.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크낙새초등학교의 경우는

1교시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줌 플랫폼에 접속을 하다 보니, 튕김이나 딜레이 등의 접

속 오류가 발생하여, 시간을 불필요하게 잡아먹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38) 비

대면수업용으로 제작된, 내용이 빽빽하게 담긴 수업자료도 수업 시간을 촉박

하고 빠듯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정해진 1교시에만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진

행해야 하니, 수업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가장 문제였다.

37) 1, 2, 3반은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옆 반이 움직이는 기척을 느껴 암묵적으로 서로를

챙기게 되는데, 유정화의 교실인 4반은 바람통로를 사이에 두고 1, 2, 3반과 떨어져 있어

서 벌어진 일이었다.
38) 최가영의 경우 이러한 사태를 피하고자 1교시가 아닌 오후 시간에 실시간 쌍방향 수

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학년은 그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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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수업상황이었다면 하루 종일 학급에 아이들이 늘 있어서 언제든 편하

게 소통을 시도하고 소통을 멈출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줌 학습방에서 만나

려면 아이들 및 학부모들과 사전에 약속을 하고, 정해진 때에 접속을 해야

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동료교사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도 유연한 시간운영의 방해요인이

되었다. EBS 방송시청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어느 날 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조금 더 길게 했다. 내가 수업하는 소리를 들은 배영주는 우리 반 앞

문을 열고 들여다보며, 왜 공식적으로 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업을 더 하

냐는 눈치를 주었다. 수업을 마친 후, 나는 중간에 줌이 튕기는 바람에 수업

을 제대로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학년 차원에서 합의한 끝에, 정해진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확보하여 과자 파

티와 신청곡 감상도 하고, 크리스마트 파티도 진행한 최가영의 4학년과 사뭇

다른 것이 우리 학년 분위기였다.

교사의 수업시간과 다른 성격을 띠는 시간 간의 중첩 및 충돌 문제도 있었

다. 하나는 학교 시정표와 EBS 방송 시정표가 일치하지 않아서 벌어진 중첩

이었다. 2학년 EBS 온라인개학 방송은 9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

었는데, EBS 수업을 듣게 하려면, 9시에 시작해서 9시 40분까지 진행해야 했

을 1교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9시 30분이 되기 전에 강제 종료되어야 했

다. 다른 하나는 과제제시형 수업 시간이 출석확인 및 COVID-19 관련 일처

리 시간이자, 긴급돌봄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이자, 수업자료

제작의 시간으로 활용되면서 벌어진 중첩이었다. 과제제시형 수업시간은 수

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정작 수업이 아닌 다른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역으로 자료제시형 비대면수업에서는 시간관리에서의 교사의 강제

력이 전적으로 사라지고, 자료의 업로드 시점 이후와 과제 검사 이전의 시간

관리의 몫이 아이들과 가정의 학부모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수업시간임에도 교사가 관리하지 않는 수업시간이 되었다. 대신 나의 경우,

수업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이후의 시간, 심지어 퇴근 후 그리고 밤중까지,

수업 시간에 해주어야 했을 피드백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겪는 교사들을 인디스쿨에서 적잖이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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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의 최적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내비게이션은 최적경로를

찾아 추천해준다. 내비게이션은 최단경로를 찾는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

(Dijkstra, 1959)과 함께 “실시간 교통 정보나 고속도로 및 국도 전용도로 선

택 여부, 유료 도로 여부, 교통 신호나 과속 단속 구간”(김지연, 2019)과 같이

“경로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 [각종] 요인들”(ibid.)을 반영한 알고리즘을 추

가적으로 적용하여 최적경로를 찾는다. 내비게이션이 추천해준 경로를 따라

가면, 우리는 비교적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데에도 최적경로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야 수업이 실현된다, 이렇게 하면 수업이 마땅하게

잘 된다 등과 같이, 수업함의 길잡이가 되어줄 최적경로를 교사들이 알고 있

거나 갖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교사들은 어떠한 방식

으로 수업을 위한 최적경로를 찾고 그릴까? 또, 교사에 의해 그려진 수업의

최적경로는 어떠한 모습을 띨까? 나는 교사가 수업의 조감도를 그리며 수업

을 계획하는 서로 다른 그러나 상호작용하는 방식인 기록과 상상, 수업에서

학습자의 반응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학습자 유형화, 수업

에서 이루어질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규칙 결정, 수업 중 발생하는 우연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연출방법 수립의 네 가지를 교사들이 수업에 대해 지

니는 최적경로로서 발견하였다.

1) 기록과 상상

우리는 어떤 일을 적절하게 잘 해내야 할 때,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곤

한다.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사들은 수업을 적절하게 잘 해내기 위해

수업 계획을 세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 계획을 세울

까?

수업 계획의 가장 공식적인 형태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아마도 공개수업을

위한 수업계획안(다른 이름으로는 지도안, 교수학습계획안, 배움중심수업과정

안) 작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공개수업이라 함은 1년에 몇 번 없는 연

례행사인 관리자 임상장학, 동료장학, 학부모 공개수업 등을 뜻하며,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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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공개수업을 위해서 수업계획안 문서를 긴 시간 공들여 제작하게

된다. 양식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업계획안에는 보통 교과·지도교사·

학년반·학급 아동의 특성·일시 및 장소·단원 및 차시·교과서 쪽수·학습주제

또는 학습목표·성취기준·핵심역량·인성덕목·수업모형·활동의 종류 및 단계·발

문 및 예상답변·준비물 및 유의점·평가기준 등의 요소들이 꼼꼼하게 기록된

다. 이때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 소상히 담으면 세안, 일부를 생략하거나 간단

히 담으면 약안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수업계획안을 열심히 작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공적인 수

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임교사 시절, 동학년에 40대 여교사 한 명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공개수업을 앞두고 나와 대화하던 중에, 자신이 공개

수업만 하면 꼭 수업계획안을 준수하지 못해 수업을 망치고 만다며, 두려움

을 은근슬쩍 비췄다. 당시 나는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공개수업날,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처럼, 수업계획안대로 수업을 하지 못

하고 공개수업을 망쳤다. 공개수업 후의 협의회 자리에서, 그녀는 교감으로부

터 계획된 활동 시간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계획했던 수업 마무리 활동도 제

대로 못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협의회 이후 그녀는 자존심이 상한다며 펑펑

울었다. 동학년의 다른 교사들은 우는 그녀를 달래주었다. 당시 학년부장이었

던 교사는 그 교사가 평소에 애들한테 엄청 잘 하고, 수업준비도 열심히 하

며, 수업도 잘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며 안타까워 하였다.

그렇다면, 수업계획안이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계획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예

외적인 행사로서의 수업을 위해서가 아닌, 일상으로서의 수업을 하는 데 최

적화된 수업계획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수업계획을 발

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거칠고 짧게 기록된 수업계획이며 다른 하나는 기

록조차 되지 않은 수업계획이었다.

먼저, 거칠고 짧게 기록된 수업계획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인디스쿨에

수업자료를 업로드할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 단원, 차시, 주제, 활동 구

상 예시, 자료활용 노하우, 유의사항, 달성 가능한 수업 목적 등에 대한 설명

을 게시글에 간단하게 덧붙여 적어두곤 한다. 오승효의 경우에는 포스트잇에

다가 그날 꼭 짚어야 할 것을 간단히 적어둔다고 했다. 내 경우에는 교과서

와 활동지 등에 짧은 어구로 수업 순간순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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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어두곤 했다. 인디스쿨의 한 교사는 5학년 과학 수업과 관련한 게시글

에서, 한글 파일에 “아이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는 질문, 자료,

추가실험을 생각해서 정리를 해두는” 방식으로 수업계획을 세운다고 했다. 이

러한 수업계획의 방식에서, 수업계획 기록의 결과물은 성글고 비정형화되어

있다.

그런데 때때로 교사들은 이런 간단한 기록의 흔적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수업계획을 하기도 한다. 김목화네 학교를 찾아갔던 어느날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수업시작 전 김목화에게, 1교시 수학수업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녀는 수학책과 수학익힘책을 꺼내더니 책장을 넘겨 해당 차시를 펼

치고는 별말 없이 그저 눈으로 쓱 훑어보면서 “그냥 이걸 가르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무엇인가를

마음 속에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다. 교과서 뿐만 아니라 주

변에 놓인 사물만 보고도 수업계획이 가능하다. 어느 날 연구실 캐비닛 안에

쌓여있던 스펀지를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청소도구인줄 알았지만, 오승효는

그것이 미술도구라며 물감을 찍어서 표현하기에 딱 좋겠다고 하였다. 게다가,

앞서 다람쥐놀이와 거미줄놀이 수업준비에서 보았듯, 어떤 공간만 보아도 수

업계획은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계획은 무엇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

로 상상이다. 교사들은 수업 장면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이나 이미지 리허설을 하듯 수업을 계획한다. 다시 말하자면, 교사들은 수업

을 계획한다 할 때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사유

한다.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프리코그라 불리는 세 명의 영매

가 예견한 메이저리티 리포트가 프리크라임 시스템상에 영상 이미지로 재생

되듯, 교사들은 수업계획을 할 때 수업의 장면을 예지하여 본다. 앞서 장소의

구축과 관련하여 간단히 언급했던 수학의 길이 어림하기 수업준비를 예로 들

자면, 오승효와 나는 운동장을 돌아다니고 둘러보면서, 아이들을 스탠드의 어

디에 앉힐지, 어떤 동선에 따라 운동장의 곳곳으로 인솔하여 어림하기 활동

을 수행하게 할지, 단위 활동 간 연관성(짧은 길이에 대해 어림한 값을 긴 길

이에 대한 어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지, 교사용

줄자, 교과서, 호루라기 대용의 종39) 등은 어떻게 보관하거나 이동할지, 아이

39) COVID-19 탓에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데에 호루라기를 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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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교과서와 학습지 그리고 필기도구 등은 어떻게 다루라고 할지 등을 떠

올리며 수업준비를 하였다. 심지어 인디스쿨의 한 교사는 자신이 “네 시 반

[에] 퇴근해도 12시에 잠들기 전까지 다음날 수업[을] 구상(시뮬레이션)하다가

잔다.”고 하기도 했다. 몸이 학교를 떠나있어도,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이러한

방식의 수업준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상에 기반한 수업계획의 방식에서, 수업계획은 대부분 문자언어로 남지

않고 음성언어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거나, 교사들 간에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비가시적인 내적 언어의 형태로 개별 교사에게 사적으로 은밀하게

향유된 다음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장면에 대한 상상을 통해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이미지 리허설 한 것 중 꼭 붙잡아두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들만 추려, 간단하게 기록해두곤 한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거칠고

짧게 기록된 수업계획의 정체인 것이다. 이렇듯, 거칠고 짧은 기록과 이미지

적 상상은 각각, 때로는 상호작용하며, 교사의 수업계획에 관여하게 된다.

한편, COVID-19 상황이 되며, 교사가 수업 장면에 대해 상상함으로써 수

업계획을 하는 것에 대한 의존도와 자유도가 줄어들고, 수업계획안을 정교하

게 작성하는 것에 수업계획의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했다. 수업계획안은 학년

소속 교사들 공동의 것으로 부상했고, 수업자료와 함께 가정으로 전달되면서

교사가 수업준비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공식적 문서가 되었다. 그러나 수업계

획안이 아이들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수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

지 못했기에, 수업계획안은 학부모들의 원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교사들은 수업계획안만 보아도 수업장면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더이상 유효한 일

이 아니게 되면서, 교사들은 전례 없이 새로운 형태의 수업장면을 상상해야

했다. 새로운 형태의 수업장면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 불가능한 영역으로 놓

아두었던 상당수의 교사들에게, 이러한 성격의 상상에 대한 요구는 큰 부담

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교사들이 변화한 환경에 적응을 하면

서 교사들은 수업장면을 어떠한 형태로 상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

아나갔고, 자신이 상상한 바를 어떻게 해야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크

닉들을 모색해나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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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반응 예측

수업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일이다. 아이들의 학습을

돕지 못한다면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없기에, 교사들은 수업준비 시 자신이

수행하게 될 수업이 아이들에게 적합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해가며 수업

준비를 한다. 이때, 교사들은 아이들의 수준, 수행능력, 선호도, 성향 등을 판

단의 기준으로 삼고, 각 기준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반응을 예측한다. 이것은

수업 이전에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수업 상황에 닥치면 교

사가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일이기도 하다.

첫째, 수준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아이들이 그것을 “안다/알 것이다” 혹은

“모른다/모를 것이다”를 예측한다. 수준의 대표적인 측면은 아이가 도달해있

는 난이도이다. 배영주는 자신의 반 아이들의 문해력에 대해 설명할 때, “읽

을 줄은 안다.”, “한글을 아예 못 쓴다”, “쓰긴 쓰는데 맞춤법 하나도 못 맞추

고 소리나는 대로 쓴다”, 등으로 아이들의 수준을 구분한 적이 있었다. 배영

주가 그러했듯 김목화 또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떤 “단계”에 도달해있

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수준에 알맞게 자료를 준비한

다고 하였다. 가령, 김목화가 맡았던 아이들에게 리코더 지도를 할 때, 그녀

는 자신의 학급 아이들 대다수가 “[오선] 악보를 못 본다”는 것을 알았고, 오

선 악보를 제시하는 대신에 계이름을 한글로 적은 악보를 만들어 제시했다고

하였다.

수준의 또 다른 측면은, 아이들이 적확하고 정교하게 이해하는 정도이다.

김목화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사고 그물망을 갖고 있는지”를 추적해가며

다음 수업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즉, 수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단계의 수직

적인 상승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의 논리적 자기 구성 정도를

일컫기도 하는 것이다. 나 또한 이런 의미에서의 아이들의 수준에 대해 감지

를 하는데, 낙엽 분류하기를 예로 들자면, 아이들이 분류라는 개념 자체를 이

해하지 못한다, 분류 시 기준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시킨다, 분류는 잘

하지만 가시화(칸 나누기)를 잘 못한다, 분류는 잘 하지만 다양한 기준 중 가

장 쉬운 기준인 색깔을 고른다, 한 분류 내 항목들 간의 스펙트럼까지 이해

한다, 분류 방식이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분류 항목의 명명을 재미있게 한다

등을 고려해가며 아이들의 수준을 판단하였다. 비단 사고뿐만 아니라 체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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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몸 움직임에서도 적확성과 정교성의 수준이 드러나는데, 가령 공 던지

기에서, 손가락 끝에 힘을 주기, 팔을 몸 뒤에서 앞쪽으로 움직이기, 공을 바

닥으로 꽂지 않고 앞으로 밀기,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기, 몸의 무게중심을 위

아래 앞뒤좌우로 이동시키기 등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 이러한 것들 중에

서 어떤 것이 미흡한지, 무엇 때문에 이 요소들이 협응되지 않는지 등을 교

사들은 감각적으로 예측하고 지도를 하게 된다.

둘째, 수행능력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 혹은

“못 할 것이다”를 예측한다. 수행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수준을 예측하는 것과

유사하며 수준의 예측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수준 예측이 현 시점에서

아이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바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이야기한다면, 수행능

력 예측은 다가올 수업시간에 교사가 어떤 활동을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그

것을 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 나아가 아동이 교사의 지도를 받고 교사가 의

도하는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연관되는 것이다. 즉, 시선이 아

이들이 이미 보여준 모습을 향하는지, 혹은 아이들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을

향하는지에 따라 두 기준을 구분할 수 있다. 교사는 아이들의 수준에 부합하

기에 충분히 수행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아이들의 수준은 넘어서지만 수행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과

제를 제공하곤 한다.

저학년인 2학년을 처음 맡아본 나는 오승효로부터 아이들의 수행능력을 예

측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어느 날, 동화책 하나를 수업의 예시자료로

사용하고 싶었다. 그러나 2학년 아이들이 그 정도로 글자가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실에 있는 학급문고 중 내가

염두에 둔 책과 글자 수가 비슷한 책 한 권을 뽑아 들고 오승효에게 가서 아

이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정도는 충∼분

히 읽[을 수 있]지!”라고 알려주었다. 그제야 나는 그 동화책을 수업 자료로

활용해도 괜찮겠다고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책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글자수의 동화책도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었다.

나는 오승효가 아이들의 수행능력을 예측할 때, 아이들이 몸 움직임을 떠

올리고 몸의 구체적 사용방식을 간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위해 전통문양 색칠하기 학습지를 만들어서 오승효에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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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받았을 때, 그녀는 그 학습지가 아이들에게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전통문양 도안의 크기를 작게 하여 욕심껏 많은 수를 활동지 안에 넣었

는데, 오승효는 2학년 아이들은 소근육 조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

크기를 크게 해야” 하고, 한 번에 많은 것을 해내지 못하므로 제시하는 과제

의 숫자를 적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아이들의 수행능력에 대한 나의 예

측이 틀렸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제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수행능력을 오승효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까닭은 그녀가 1, 2학년

을 여러 번 맡아 가르쳐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녀가 아이들에게 여러 차례

과제를 부과해봄으로써, 아이들이 무엇을 수행할 수 있고 없는지를 직접 겪

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행능력은 교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 가능 여부를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쉬운 말”로 학습내용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가령, 나는 국어 수업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가르쳐야 했는데, 2학년 아이들에게 한자어로 된 각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

하여 설명하기는 비교적 어렵다. 그래서 대체 용어로, 두 용어를 통칭하는

“꾸며주는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고 부

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니 둘은 서로 명백히 다르지만, 아이들에게는 성

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학문적 법칙에 위배되더라도 아이들에게 부합하는

쉬운 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거

나 더 심하게는 아이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학습의욕을 꺾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호도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업할 것을 “좋아한다” 혹은

“싫어한다”를 예측한다. 임은수가 자신이 수업에서 아이들이 신나하고 즐거워

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일단 [자신]부터 [수업이] 재미 없는 것은

싫어”한다고 하였듯,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업을 “좋아”해야 하며, 그러기 위

해서는 수업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

다. 이에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업을 가능한 한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수

업준비를 하려 한다.

임은수의 말에서도 드러나다시피, 특정 수업을 아이들이 좋아할지의 여부

를 예측할 때 교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우선적인 잣대는 자기 자신이다. 교사

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아이들도 아마 유사하게 느낄 것이라고 여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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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배영주는 코딩교육 연수를 마친 후 좋았다며, 애들도 나중에 코딩수업을

하게 되면 좋아할 거라고 말하였다. 또 김목화는 어떤 수업은 자신이 준비하

면서도 재미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아이들도 재미 없어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을 그저 교사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전적으

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교사는 이제까지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했

던 체험을 토대로 하여, 자기 나름대로 “아이의 눈으로 수업 보기”(서근원

외, 2018: 52)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 자신은 재미있게 느꼈으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거나, 교사 자신이 수업할 내용을 재미없게 느껴서

수업을 재미없게 진행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교사들은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류한 동료교

사들의 판단에도 많이 의존한다. 수업자료나 수업방법을 추천하고 추천받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수업에서의 재미를 더 잘 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이다. 이때, 수업자료나 수업방법에

대해 자신이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믿을 수 있는 타자인 온·오프라인

의 동료교사가 판단해둔 것이라면, 그리고 동료교사의 그러한 판단에 대한

설명 댓글을 보거나 설명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납득이 가서 그 판단을 따르더

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동료교사의 판단을 따르

는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수업내용 자체가 재미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모든 수업내용이 다 재미있을 수는 없으며, 수업이 꼭 재미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때때로 교사들은 재미없는 채로 그냥 가르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교사들은 그것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수업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흥미로운 활동 방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간접적인 흥미, … , 매개된 흥미”(Dewey, 1913/2010:

44)를 수업 안에 집어넣으려고 애쓰기도 한다. 교사들은 재미없는 교과 수업

을 빠르게 마친 후,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놀이 활동을 하기도 한다. 가끔은

교과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학급 구성원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이

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째, 성향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업에서 보이는 특성을 형용하

는 개념틀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아이들의 반응을 예측한다. 성향은 개별

아동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반 아이들의 전반적인 것이기도 하다.



- 148 -

교사들이 아이들의 성향을 형용하는 모든 방식을 완벽하게 포착하여 적을 수

는 없겠지만, 발화량, 활동량, 학습역량, 처리속도, 정밀도, 성숙도, 순응 vs

저항, 창의성, 수동 vs 능동, 자기중심 vs 친구중심, 판단태도, 협력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해본 개념틀은 표와 같다.

흥미롭게도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향을 대조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곤 하는

데, 표의 가운데에 제시된 기준의 양쪽으로 놓인 것이, 교사들이 아이들의 성

향을 파악할 때 활용하는 대조적인 성향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음영처리

된 부분은 교사가 수용 가능한 범주라고 판단하는 영역이다. 이 범주 내에

속할 경우, 대조적인 성향 자체에 대한 파악과 선호가 있을지언정 옳고 그름

에 대한 가치판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음영처리 된 부분의 바깥쪽에 해

당하는 부분, 즉 자신이 기대하는 범주 밖의 아웃라이어에 아이들이 속한다

고 예상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이 수업준비 시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하는 까닭 중 하나는, 아이들

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유정화가 말했듯, 학급

←-------항목-------- 기준 --------항목-------→
아웃라이어 범주 내 아웃라이어
“반응이 없다” “조용하다” 발화량 “말이 많다” “시끄럽다”
무기력하다 “얌전하다” 활동량 “활발하다” 나댄다
“맹∼하다” “어려워한다” 학습역량 “똑똑하다” 잘난척한다
시간 내에

못끝낸다
“느리다” 처리속도 “빠르다” 급하다

“대충한다” 엉성하다 정밀도 “꼼꼼하다” 완벽주의
철이 없다 “애기같다” 성숙도 “어른스럽다” 영악하다

굽신거린다 “순응적이다”
순응 vs

저항
비순응적이다 “반항적이다”

시키는 것도 잘

못한다

“시키는대로만

한다”
창의성 “창의적이다” 엉뚱하다

시켜도 안 한다 시켜야 한다
수동 vs

능동

스스로 알아서

한다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것을 잘 못

챙긴다
“배려심이 있다”

자기중심

vs

친구중심

똑부러진다 “이기적이다”

“매사

부정적이다”
비판적이다 판단태도 “긍정적이다” -

“왕따”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한다
협력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리를 짓는다”

<표 6> 교사의 학습자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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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활발한데, 조용하게 얌전히 앉아 집중하는

활동 위주로만 수업을 구성한다면, 아이들은 좀이 쑤셔하고 힘들어할 수 있

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이 파악한 아이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아이들이 참

여 호응이 좋을 만한 방식으로 수업활동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가영

의 “필사하기”나 과제 확인의 경우처럼, 아이들의 성향을 알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교사가 자기 교육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지도방식을 밀어붙이는 경

우 또한 있다.

또 다른 까닭은, 아이들의 성향 중에서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교정하거나,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

전에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인디스쿨에서 교사들이 댓글로 아이디어를 제시

한 것처럼, “왕따” 문제나 “무리 짓는”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교사는 <우아

한 거짓말>, <우리들>, <언터처블: 1%의 우정> 등 왕따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우정 등을 다룬 영화를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아이들의 입

장을 이해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

하게 된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케이스는, 교사들이 흔히 “에이스”,

“MVP”, “VIP”나 “VVIP” 등의 용어로 부르는, 아웃라이어의 성향들 다수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적용되는 “튀는 애”이다.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사의 수업 진행과 친구들의 학습이 불

가능해질 정도로 수업을 방해한다.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동료교사

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들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며 수업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을 고려한 수업준비가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때때로 교사들은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와 같은 성격유형검

사를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입하기도 한다. 최가영은 학기 초 아이

들을 파악하기 위해 MBTI 약식 검사를 하였다고 했다. 그녀는 검사 결과가

있었기에 COVID-19 상황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아이들이 업로드한 과

제를 더욱 잘 연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 COVID-19 로 인해 어차피 아이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확고한 선입견을 가지고 패닉에 빠졌던 나와 달리, 그

녀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시도를 했던 것이었다.

한편, 인디스쿨에서 확인해본 바, 교사들은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 MBTI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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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애니어그램이나 다중지능검사 혹은 기타 심리테스트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식의 검사들은 “진단용 검사”가 아니며, “미분화된 영역”

에 대한 안내 없이 “분류만 하고 끝낸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사고를 고정”

시키고 제한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염려를 표하는 교

사도 있었다.

수준, 수행능력, 선호도, 성향 이외에도 교사들이 아이들의 반응을 파악하

는 데 활용하는 간접적인 기준이 몇 가지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학군이다.

학군은 공시적 비교에 기초한 것으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가 위치한 동네

의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학부모의 교양 수준 및 학교 교육에 협조적인 정도

등을 포함하는 말인데, 교사들은 보통 “학군이 좋”다, “학군이 괜찮”다, “학군

이 별로”이다, “학군이 안 좋”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물론 학군이 아

이들을 전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교사들은 학군을 바탕으로 수업에 참

여하는 아이들의 상태나 태도가 어떠할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힘이 든다면, 교사들은 종종 학군이 별로라서 아이들이 그러

하다라고 귀결을 하기도 한다. 역으로 학군은 좋지만 학부모가 별로라거나,

학군은 별로이지만 애들은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기준은, 통시적 비교에 기초한 “요즘 애들”이다. 나보다 더 오랜

기간 교사로서 일한 오승효에 따르면, 과거의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은 다르

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집에서 귀여움만 받으며 오냐오냐

자라서, 혼나면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삐져”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유정화는 자신들 같은 50대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쳐보겠다고 야단치고 하다

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한 것만 칭찬해야” 한다고 푸념하

기도 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요즘 아이들이 “돈, 돈” 한다는 점이었는데, 수

업을 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돈이라고 발표한다거나, 아파트를 사야 한

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왕왕 있다고 하였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라난 아이들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오승효와 유정화가 언급한 특성 외에도

요즘 아이들을 규정지을 수 있는 더 적절한 특성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3) 의사소통 규칙 결정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초등학교 수업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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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학급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

통 규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떤 의사소통 규칙을 수업에 적용

할까?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발화 방식과 관련

된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인원 구성에 관련된 차원이다. 교사들은 수업 전에

학급 구성원들이 어떠한 약속에 따라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또 몇 명씩

모여 하나의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결정해두고, 수업 상황에서 그러한

규칙들을 아이들과 공유한 후 수업을 해나간다.

먼저, 발화방식과 관련한 의사소통 규칙을 살펴보자. 교사가 말을 할 때 교

사를 주목할 것, 과도한 소란스러움이나 부산스러움을 자제하고 발화자 간

“오디오가 겹치지 않게” 할 것, 목표하는 학습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할 것, 이것들이 교사가 수업 진행 중 아이들에게 바

라는 발화의 방식이다. 이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교사들은 자신이 만든 규

칙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거나, 학급에서 지킬 의

사소통 규칙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따른다.

내 경우는 전자의 방식을 선호하는데,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

을 들거나 교사를 부르기, 교사나 친구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

기, 개별 발표는 큰 목소리로 하되 모둠 활동 시에는 소곤소곤 말하기, 활동

을 하다가 교사가 종을 치거나, “얘들아∼” 하고 부르면 하던 것을 멈추고 교

사를 바라보기, 수업 진행상 발화를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아이들

이 많을 경우 “박수 세번 시작!” 구호에 따라 박수를 세 번 치거나, 손 머리

하고 눈 감기 등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등을 규칙으로 삼는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규칙이 수업 장면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발언권을 얻기도 전에

일단 큰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부터 던지고 보거나, 말장난이나 말꼬리 잡기

등 수업 주제와 무관한 수다를 떠는 아이들이 불쑥불쑥 생기기 때문이다. 그

래서 교사들은 규칙에 따라 발화해야 함을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킨

다. 수업 중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학급 분위기를 유지하고, 아이들

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저학년 아이들을 처음 가르쳐보았던 나는, 집중하는 분위기가 흐트러졌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나, 아이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일이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님을 더욱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고학년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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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가 침묵을 하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는 등, 비언어적 반언어적 신호를

보내면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수업 주제에 집중하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눈

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자, 유정화는

나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유정화: 나는 짝을 맞춰서 노래로 해.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이면 애들도

같이 업(up) 돼가지고∼ [좋지 않아.] (음을 붙여서) [교사인 내

가] 바른자세 했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른자세 했어요∼ 그

러고∼

노래로 묻고 노래로 답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빠르게 집중을 하게

되고, 수행해야 할 학습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가영도 나에게

팁을 공유해 주었다.

최가영: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셔∼ 선생님, 수신호를 사용해보세요.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쉿 하고[입에다 집게 손가락을 대고 반

대쪽 손을 발표하듯이] 손 들고 가까이 가봐요∼ 그러면 눈치

빠른 애들이 막 놀이인 줄 알고 따라할 거예요. 하나 둘 따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유정화와 최가영에 따르면, 발화 규칙을 꼭 강제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노래나 놀이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경우, 규칙 엄수에 대한 부담을 줄

이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가영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방법 말고도, 아이들을 개별지도하는 방

법도 공유해 주었다. 그것은 “감정신호등”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학급 칠판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란색 색종이를 붙이고, 빨간

색 옆에는 “힘들어, 도와주세요, 화나요”, 노란색 옆에는 “조금 힘들지만 괜찮

아, 할 수 있어”, 초록색 옆에는 “괜찮아, 좋아, 잘 이해하고 있어요”, 파란색

옆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날 내버려둬요)”라는 글귀를 적어두고,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종이컵을 준 다음, 수업 중 아이들이 종이컵의 색을 바꿔가

며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게 하였다. 그녀는 나에게 “빨간 신호등인 애들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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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신경 써주면 돼서” 편하다고 말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방법 말고도 아마 교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

과 의사소통 하는 데 적용되는 발화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교생

실습 시절에 독특한 발표규칙을 가지고 있는 학급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앞서 발표한 친구와 동의하거나 같은 말을 하고 싶었다면 집게손가락만 들

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집게와 중지를 펴서(가위바위보의 가위 모

양으로) 드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급에서 수업을 할 때에 교사들은 발화 규칙을 아이들과

약속하고 훈련을 시킨다. 어쩌면 성인학습자의 교수학습장면을 기준으로 보

기에는 다소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기

법들을 초등학교 수업 장면에서 도입하고 적용하는 까닭은, 아이들이 성인들

에게는 비교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타인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익히

지 않은 채 수업 장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 규칙 없이 자유분방한 말하

기만을 하다가는, 모두가 동시에 말해서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소음으로 가득 찬 교실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발화 규칙을 지킴으로써,

아이들은 매뉴얼화 된 타인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익히게 된다.

그런데, 학급 당 학생수가 적을 때에는 이러한 발화규칙을 지키는 데에 적

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발화규칙 자체를 덜 엄수해도 괜찮다. 단위 시간당 발

화해야 할 사람 수 자체가 적어지면, 발화 충돌이나 소음 발생 등의 문제점

이 덜 부각 되기 때문이다. COVID-19로 인하여 교사들은 이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체등교와 홀짝등교 상황을 대조적으

로 겪으며,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때에 비해 1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때 발화규칙의 엄수에 드는 노고가 훨씬 덜하다는 것, 인

원 수가 적으면 발화규칙 엄수를 반복해서 지시하지 않아도 여유롭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할 말을 전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던 것이다.

한편, 비대면수업에서는 기존의 발화 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

다. 과제제시형 비대면수업에서는 목소리가 아닌 온라인 상에 남긴 글귀를

바탕으로 소통이 진행되었는데, 글을 통해 수업의 공식적 의사소통을 해보지

않았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이것은 대화적 소통이라기보다는 과제 제시와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한 정보전달 위주의 소통이 주가 되는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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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규칙 엄수에 대한 지도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하다는 입장의 교사들

도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교사의 수업상황 통제 불가, 교수-학습의 단절,

수업다운 수업의 진행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에서는 실시간 이미지와 목소리를 통한 의사소통

자체는 가능했지만, 교사가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간헐적으로 발표를 하는

방식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급 아이들 간의 의사소통이 축소되었다.

기기 및 프로그램 상의 제약으로 교사의 설명하는 얼굴이나 교사가 띄운 자

료를 보는 것이 선택되면, 친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특별한 규칙

없이도 음소거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목소리를 제한할 수 있었으므

로, 발화 규칙을 적용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40) 대신 아이들은 전에 없

던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마치 1인 방송 유튜버들에게

반응하듯 엄지, 하트, 폭죽 모양의 이모티콘을 클릭하여 띄우는 방식의 의사

소통을 택했다. 또, 저학년에서는 적용해볼 수 없었지만, 중·고학년 수업에서

는 채팅창이나 패들렛을 통해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도 했다.

발화방식과 관련한 의사소통 규칙에 이어 살펴볼 것은, 인원 구성과 관련

된 의사소통 규칙이다. 수업 장면에서의 학습은, 한 사람의 학습자에게서 내

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인 동시에 학급 내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교사는 학습활동을 제시할 때 해당 활동을 수행

하는 데 적합한 구성원의 수를 짐작하여, “몇 명씩” 활동을 하면 될지 아이들

에게 알린다.

우선, 아이 “혼자” 하는 활동이 있다. 교사의 설명을 듣고 받아 적거나, 글·

그림·만들기 등 자기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가 주로 그러하다. 이러한 활동은

아이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조용히 집중을 해야 성취를 하고 결과물을 완

성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혼자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전적인 고립이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이제까지 체험한 몸, 시간, 공

간, 관계 등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더듬어가며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세계에

발붙이고 있다. 또한, 학급 구성원들이 지금-여기에 함께 모여 공동의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급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

및 사물들과 모종의 연결망 속에서 있다. 그러나, 자신이 모르는 것과 못하는

40)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5장 2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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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해결하지 못해 막막할 때 아이들은 고립과 단절을 느끼기 쉬운데, 교사

는 아이들의 이런 시점을 잘 파악하여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을 진다. 교사가

대단하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허용적인 분위기만 조성한다면, 아이들은 고립

되거나 단절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이내 다른 친구들 및 교사에게 자신

이 모르는 것과 못 하는 것을 호소하며, 상호작용을 개진한다. 그들 자신의

학습하려는 욕구를 발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짝끼리” 하는 활동이 있다. 앞서 말하였듯, 혼자 하는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은 짝의 도움을 받게 된

다. 짝이 한 것을 살펴보거나 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아이는

자신의 학습을 개선하고 공고화 해나가게 된다. 자신의 성과나 의견을 나눌

때, 자기 스스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거나 상호 평가를 할 때 가

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짝이다. 필기도구나

준비물 등 필요한 사물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주고받

을 수 있는 사람도 짝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짝끼리 소통할 것을 빈번하게

유도한다. 또한, 교과서 속의 활동이나, 교사들이 제작한 활동지의 활동 중에

도 짝끼리 묻고 답하거나 놀이를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는 것들이 많아

서, 짝 활동은 자연스레 장려되기도 한다.

또, “모둠끼리” 하는 활동도 있다. 모둠 활동은 짝끼리 하는 활동의 연장선

상에 있을 때도 있다. 나는 활동을 다 마쳤는데 짝이 아직 활동을 끝내지 않

아서 짝과 소통하기 어려울 때, 아이들은 같은 모둠의 앞자리 친구를 부르거

나 건드리며, 혹은 뒷자리에 앉은 친구를 향해 뒤로 돌아서, 친구의 학습 진

전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모둠활동은 하나의 프로젝트 주제 달

성을 목적으로 하여, 보통 4명 전후의 아이들이 힘을 모아 수행해내는 활동

이다. 신문 만들기, 협동화 꾸미기, 역할놀이, 창작발표회 등이 모둠끼리 수행

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학급 좌석 위치에 따라 정해진 모둠이 아니라 하더

라도, 교사가 활동 내용에 적합하게, 또는 무리 간의 격차가 적게 새로이 아

이들을 묶어주는 경우도 있고, 활동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친한 친구끼리 모

여 활동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모둠활동이 이루어질 때, 교사는 여

러 모둠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활동을 살피고, 모둠 간의 진행 상황을 공유

하여 도움을 주기도 한다. 아이들 또한 스스로 주변 모둠을 살피며 참고하기

도 한다. 모둠활동의 가장 큰 강점은 다수의 사람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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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시너지 효과이다. 나는 5학년 체육 수업을 할 때 모둠끼리 “물 표현하

기”나 “나무 표현하기” 등의 신체 표현활동을 하도록 시켜 보았는데, 아이 혼

자서 생각했더라면 떠올리기 어려운 색다르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각 모둠마

다 내어놓고, 모둠 구성원끼리 서로 협력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분단” 단위로 하는 활동이나 학급 “전체”가 함께 하는 활동도 있다.

먼저, 분단 단위의 활동은 주로 각 분단끼리 대결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야 하는 놀이활동을 할 때, 적정한 수의 사람이 한꺼번에 교실 앞

으로 나와서 교사로부터 물품 등을 받아가야 할 때 사용되는 구성원 조합이

다. 다음으로, 학급 전체가 함께 하는 활동의 대표적인 예는, 학급 토의와 토

론, 핵심 학습내용 낭독 또는 문학작품 낭독, 합창 합주 등이며, 교사의 리드

하에 질의응답이나 발표를 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학급 전체가 함께 활동할

때에는, 조용히 있지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과 조용히 있기

는 해도 멍한 채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딴짓을 하는 아이들은 교사의 눈에 쉽게 띄어서 지도를 할 수 있지만, 멍

하니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교사의 눈에 쉽게 띄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인원 구성 외에도, 줄별 단위로 하는 활동(팀별 동일한 순

서의 주자끼리 대결하는 활동 등), 학급 절반씩 나누어 하는 활동(찬반 논쟁

이나 남녀 대결 등), 비균등한 랜덤 인원 구성(실외놀이, 학예회 발표, 자유

프로젝트 등) 등 다양한 인원구성이 수업에 활용된다. 또한, 앞에서 드러났다

시피 구성원 조합은 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 간의 틈입이 유동

적으로 일어나며, 순간순간 조합의 역동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교사는 자신

이 지시한 방식의 인원구성에 따르지 않는 아이가 있을 경우, 성실한 참여와

좋은 교우관계에 대한 독려가 필요한지 아니면 아이의 개성을 발휘하도록 두

는 편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 하에 자신이 지시한 구성원 조합으로 활동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아이가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기도 한다. 인원 구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그 규칙 자체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될 협업의 장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인

원구성을 체험해보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더불어 살 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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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상황이 되며, 대면수업 시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활동은 자제해

야 하는 일이 되었다. 펜데믹 초반에는 대부분의 대면수업이 혼자 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활동이 짝활동과 모둠활동으로 이루어

지는 초등학교 수업에서, 그것들을 자제하라는 것은 수업을 하지 말라는 소

리나 다름이 없었다. 우리 학년 교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

라 믿으며 직접접촉이 두드러지지만 않는다면 최대한 기존의 다양한 인원구

성 방식을 최대한 살려 수업을 해보려 했다. 방역 원칙이고 뭐고, 일단 수업

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배영주는 점차 다양한 인원구성을 활용한 활동을 위

주로 대면수업을 구성했고, 비대면수업은 아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구성했다. 유정화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친구와 교류도 못 하

고 가면 학교에 나오는 의미가 없다며,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

리며 공부하고 집에 가기를 바랄 것이라 했다.

비대면수업 중 과제제시형 비대면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우선 대다수의

가족 형태인 핵가족 구성인원에 적합하게 자료를 내보내야 했다. 그 이상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활동이 교과서에 제시된 경우, 적은 인원만 필요하

도록 활동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했다. 또, 인원구성 변동이 필요 없다 하더

라도 아이의 상대역이 학급 친구가 아닌 부모와 형제자매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를 재구성해야 했다. 가족 구성원이 아이와 친구처럼 대등하게 활동을

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활동에 반응을 해주면 되는 형태로 과

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가령, 보부상 놀이에서 학부모로 하여금 아이와 함께

물건을 나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전달한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한 학부모들이 부

담을 느끼거나 귀찮게 느끼지 않도록 하여,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늘 충실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

만 자료를 통해 인원구성의 가능성을 예시해줄 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실

행에까지 교사가 관여할 수는 없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초기, 짝활동이나 모둠활동에 도전하는 것은 무리였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방식 자체에 적응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실시간 쌍

방향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줌 상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면 짝활동이나

모둠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알음알음 알려졌다. 나 또한 그 사실을

접하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소회의실 활용법을 익히고, 나의 수업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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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기능을 적용해보기로 했다.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는 과정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우선 줌 홈페이지의 설정-회의-고급 탭에 들어가

소회의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 수정을 해야 했다. 수업 장면에서 아이들

을 여러 소회의실로 자동 배정하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자신과 가까이에 앉

던 친구가 아닌 낯선 친구와 한 모둠이 되어 당황하였다. 수동으로 배치를

하려면, 아이들을 일일이 클릭해가며 소회의실 안으로 넣어야 해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수업 전 미리 배정을 해둘 수 있기는 했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아이들이 줌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의 수합이 필요했다. 교

사와 아이들이 수업 중 함께 시행착오를 해야만 익힐 수 있는 점들도 있었

다. 소회의실에 입장 초대하기와 입장을 위해 참가 버튼을 누르기, 도움을 요

청하기와 도움에 반응하기, 모둠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타이머로 남은 시간

알리기 등을 아이들과 함께 연습해야 하는 것이었다. 내 경우, 2학년 아이들

을 데리고 하루에 한 번 실시하는 쌍방향 수업에서 소회의실 활용을 위한 시

행착오로 시간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고, 나는 소회의실에 대한 미련을 버렸

다. 그러나 아마 지금은 내가 자료를 수집했을 시점에 비해 더 많은 교사들

이 더 능수능란하게 소회의실을 수업에 활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디스쿨의

적지 않은 교사들은 “줌 소회의실 수업활용팁[을] 공유”하기 위한 글이나

PPT 혹은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고,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수

업자료를 제작하여 올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초등교사들이 수업을 최적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결정

하여 적용하는 의사소통 규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교사들이 수업

중 순간순간 발휘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최적화되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하

겠다.

4) 연출방법 수립

오랜만에 등교수업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컴퓨터의 자료를 크게 띄워 보

여주려고 리모컨으로 멀티비전을 틀었는데, 멀티비전이 외부입력(컴퓨터)이

아닌 TV로 설정되어 있어서 EBS 방송이 잠시 송출되었다. 나는 갑자기 궁

금해져서, 아이들에게 집에서 EBS를 열심히 보고 있냐고, EBS 수업이 어떠

냐고 물었다. 그러자 우리 반 남자아이 하나는 “EBS [수학] 선생님이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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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으로] 변신하는 것도 이제 질렸어요!” 하고 투덜거렸다. 여자아이 하나는

“온라인수업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집중이 훨씬 잘 돼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른 여자아이 하나가 “EBS 선생님은 우리 [발표를] 시켜주

지도 않아요!”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자아이는 “저는 대답도 안했는데 대답

했다고 그래요!” 라고 짜증을 냈다. EBS에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 교사들은

아마도 뛰어난 능력을 지녔을 것이고, 성심성의껏 수업 영상을 촬영했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영상 속의 EBS 교사를 통해 공부하는 것

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아이들이 느낀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아이들이 필요로 했던 수

업의 요건은 무엇일까? 아이들의 답변으로 미루어볼 때, 아이들은 수업 중

자신이 배우는 과정에서, 교사의 교수활동이 적시적기에 투입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배움에 관여하곤 하는가?

나는 일상적인 교실 수업 장면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교사가 건네는 말을 중심으로 여섯 가지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는, 지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특정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과서와 지도서에는 “∼해봅시다.”라는 형태의 지

시하는 말이 많이 기재되어있고, 활동지와 PPT 제작 시 지시하는 말을 실어

두는 경우도 많다. 교사들은 지시하는 말을 할 때 그것들에 상당 부분 의존

한다. 통합교과 가을에서 장사꾼 노래 수업을 진행하던 EBS 강사는 교과서

에 안내된 대로 “노랫말에 어울리는 동작을 흉내내며 노래를 불러봅시다.”라

는 멘트를 하였다. 나는 방송을 함께 보던 우리 반 돌봄 아이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지시하였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장수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그릇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따라하며 교실 한 바퀴를 돌고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노래의 음과 리듬 그리고 가사 내용을 몸 전체로 익히게

되었다.

둘째는, 발표나 협업을 제안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김목화가 발문했던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걸어본 적 있는 사람?”이나 “비 오는 날에 어떤 소리

를 들었어?”처럼, 발표를 제안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체험·지식·생

각·의견·느낌 등을 언어화하여 표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 “짝꿍”

혹은 “모둠 친구들과”의 협업을 제안하는 것은, 아이들이 목표를 공동으로 달

성할 수 있도록 학급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부조 할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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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발표와 협업을 통해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거나 조정하기도 하

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발표와 협업을 실

마리로 삼아, 교육내용을 상술하거나 확장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셋째는,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칭찬의 말은 아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나 행동이 알맞거나 옳으며, 그것이 장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례로, 낙엽

프로타주 활동을 할 때 몇몇 아이들이 내가 사전 안내한 대로 낙엽을 충분히

가져와서 친구들에게 빌려주었는데, 나는 그러한 행동을 칭찬했다. 그러자 이

후 가을 곡식 마라카스 만들기를 할 때, 더 많은 아이들이 친구를 위해 여유

분의 곡식을 챙겨왔다. 아이들은 나눔을 배웠고, 그것을 실천함에 자부심을

느끼며 기뻐했다.

넷째는, 지적의 말을 하는 것이다. 오승효는 수업 중에나 돌봄아동의 생활

태도를 바로잡을 때 지적의 말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지적의 말은 아이들이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옳지 않으며, 그것을 삼가야 함을 의미한다. 내 경우,

학급 아동들이 모두 함께 들어야 할 지적사항이라면 전체적으로 말하지만,

특정 아동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아이를 향해서, 또는 교사용 책상 근

처, 교실 밖 복도, 연구실 등으로 불러내어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적의 말

은 수업 중에 나타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의 흐름을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자

성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섯째는, 잠정적인 해석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의 판단을 정정

하거나 돕기 위해 교사의 해석을 밝히는 것이다. 스포츠강사 수업 중 이어달

리기를 할 때, 팀 간의 실력 차로 인해 한 팀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일이

벌어졌다. 진 팀 아이들 중에는 강한 분노를 표하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돌아와서, 지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살

다 보면 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선생님, 그

럼 아무렇게나 막 해서 져도 돼요?”라고 물었다. 나는 “꼭 그런 건 아니지.

중요한 것은 진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요∼ 이미 진 상황이

생겨버렸잖아. 그렇다고 우리 팀을 지게 만든 사람을 미워해야 할까? 계속

질 거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라고 대답을 하였다. 나의 대답이 옳은지는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을 때, 나는

나의 해석 방식을 아이들에게 제시했다.

여섯째는, 되묻는 말을 하는 것이다. 되묻는 말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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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때 생각의 옳고 그름, 표현의 적절성, 생각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발문을 던지는 것이다. 비대면수업 시 학습완료 확인 글의 “곱셈

표에서 찾은 규칙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 아이가 “[곱셈

표를] 반을 접어서 보면 똑같은 숫자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적었다. 그에 대

해 나는 “아무렇게나 반을 접어도 될까요? 어떤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

떤 방향으로 반으로 접어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답글을 달아주었

다.

이번에는 교사가 취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여섯 가지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쓰거나 그리는 것이다. 김목화는 사회 수업 시 칠판에 우리나

라 지도를 그리고는, 휴전선을 쭉 긋고, 남쪽과 북쪽으로 각 2km 되는 구역

을 표시한 후, 그곳이 들어갈 수 없는 DMZ임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교사가 칠판에 핵심어나 지시사항을 쓰거나, 마인드맵·표·그림 등을

그리는 것은 수업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강조하고, 개념 간의 연관

관계는 어떠하며,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

기 위함이다. 아이들은 교사의 손끝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사고망을

정비하게 된다. 교과서나 학습지 상에도 같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개

별 첨삭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와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 아이의 교과서나

학습지에 직접 쓰거나 그리기도 한다.

둘째는,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이다. 보여주기의 방법으로는 칠판·게시판·

교실 벽면에 붙이거나, 멀티비전 화면에 띄우거나, 손으로 들어서 보여주거

나, 실물화상기 등으로 비춰주는 것,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 등이 있

다.41) 때로는 교사의 시시콜콜한 설명보다 한 번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아

이들과 교육내용 간의 접속을 돕고 집중도를 높여주게 된다. 한편, 배영주가

통합교과 비대면수업에 적극 활용하였던 “우리 동네 한 바퀴”나 “목도 소리”

노래 음원이나 국어 “기름장수와 호랑이” 이야기 음원처럼, 근래의 들려주기

에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주로 멀티비전을 통한 음원 재생의 방법이 채

택되지만, 교사가 악기 등을 직접 연주해주거나, 동화책이나 시 등을 낭독해

주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

셋째는, 나눠주거나 전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나눠주는 사물과 관련된 활동

을 수행하게 됨을 암시한다. 가령, 활동지를 나눠주는 것은, 그 활동지에 무

41) 각 보여주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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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를 작성해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주사위를 나눠주는 것은 주사

위를 던지며 공부한 내용에 대한 말판놀이를 해보자는 의미이다. 때로는 아

이가 어떤 사물을 필요로 하면 그것을 전해주기도 하는데, 사물을 전해주는

것은 아이에게 해당 사물과 직접 접촉하여 그것을 살펴보거나 만져보거나 활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특정한 표정을 짓거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다. 가령 교사가 눈을 동

그랗게 뜨고 한 아이를 바라보는 동시에 그 아이를 향하여 손을 뻗으면서 고

개를 끄덕이는 것은, 그 아이에게 발언권을 준다는 의미이거나 그 아이를 치

하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며 무표정

으로 침묵을 하거나 팔짱을 끼는 것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며 그것을 바로잡

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일 수 있다. 교사는 다양한 비언어적 표

현을 활용함으로써, 교수학습 상황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김목화의 말처럼, 아이들은 교사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근거로

“스스로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기도 하며,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얻기도 한다.

다섯째, 동선에 따라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다. 나는 옆반 배영주의 동선 이

동을 창문 너머로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배영주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주로

교실 앞쪽에서 좌우로 움직인다. 가령,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교사용 책상 쪽

으로, 판서를 할 때는 칠판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김목화가 “[애들이]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 맨날 돈다.”고 말하였듯, 교사들은 “궤간순

시” 즉 아이들의 책상 사이를 가로질러 가며 순회지도하기도 한다. 교사는 아

이들의 활동 모습을 아이들 곁에서 밀접하게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개별

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이들은 교사의 시선과 관심을 보다 직접

적으로 느끼게 되어 학습의욕을 느낄 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리의 단축으로

질문이나 도움 요청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

여섯째, 찾아보는 것이다. 교사와 아이들 모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아이가 자신이 어렴풋하게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할 때, 그 자리

에서 직접 정보를 찾아보기도 한다. 가령, 김목화의 경우처럼 “[교사 자신]도

그 영어단어를 모를 때”, 나의 경우처럼, 박완서의 소설 <그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등장하는 싱아의 모습을 알고 싶을 때, 캐릭터 그리기에 필

요한 캐릭터의 정확한 예시가 필요할 때, 단어의 한자 표기를 알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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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한

다. 이것은 모르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확인해보는 과정 자체를 수업 중

에 가시화 시켜서, 추후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을 그냥 넘기

지 않는 습관을 길러주려 함이다.

지금까지 수업 과정에서 교수학습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아이들의 배움을

정향(定向)·판단·촉진하기 위해, 교사가 취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살

펴보았다. 교사가 수업 중 구사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은 일종의 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의 말과 행동은 수업의 전개에서 모종의 교육적인 상황

과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의도된 연출적 행위인 것이다. 교실에서 쉴

새 없이 발생하는 예측 불가하고 우연적 사건들이 모여, 궁극적으로는 교육

활동으로서의 수업을 이루고, 그 수업이 아이들의 배움으로 이어지도록, 교사

는 위에서 언급한,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말과 행동들을 적재적소에, 적시적

기에 꺼내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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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업의 바디웨어(bodyware) 준비: 주체성

요리사는 음식 만드는 몸을, 건축가는 건물 짓는 몸을, 화가는 그림 그리는

몸을, 배구선수는 배구경기 하는 몸을 갖추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주체라면 누구든, 자신의 직업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몸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갖추기까지 주체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교사는 수업하

는 몸을 갖추고 있으며, 아마도 교사의 수업하는 몸 역시 저절로 갖춰진 것

은 아닐 것이다. 교사 주체가 수업하는 몸을 갖추는 것이 교사 수업준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면, 수업하는 몸을 갖추기 위해서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

게 할까?

한편,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각 주체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몸을 갖추어나

가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과 관계된 타자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예컨대

요리사는 손님의 얼굴을, 건축가는 집주인의 얼굴을, 화가는 평론가와 관람객

의 얼굴을, 배구선수는 동료들과 관중의 얼굴을 말이다. 그리고, 주체는 자신

이 마주하는 그들의 얼굴이 짓는 표정을 의미화하여 포착하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지어 의미를 표현하면서, 자신과 마주한 이들을 고려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간다. 그렇다면, 교사 주체는 자신의 얼굴

로 어떤 타자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 그러한 얼굴들은 어떠한 성격을 띨

까? 그 얼굴들을 수업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까? 혹시 수업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얼굴을 다룸에 있어서 모종의 덜컹거

림이나 모순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이 장에서는 몸 가진 주체이자 “주체-타

자”(조용환, 2021b: 162)인 교사가 수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해나가는지, 교사 주체의 몸과 얼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1. 몸의 아비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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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 동료교사로부터 들었던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패키지여행을 가

면 교사인 사람은 티가 나기 쉬우므로, 교사인 것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약속 시간 즈음이 되면 가장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고,

관광지에 가면 호기심에 차서 질문을 하거나 아는 것을 설명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며, 가이드의 말에 방청객 수준으로 리액션을 하고, 목소리가 구성원

그 누구보다 큰, 그런 사람들이 교사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우스

갯소리이며, 다양한 성향을 지닌 수많은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여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전제되어있는 사실에는 주

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교사스럽다 혹은 교사답다고 할만한 무언가가

있기는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업함과 관련하여 교사스럽다는 것, 혹은

교사답다는 것은 어떻게 교사에게 갖춰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교사들의 몸에 새겨진 아비투스

(habitus)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비투스는 “지속적이고 전이 가능한 성향

(disposition)들의 체계이며, 구조화하는 구조로서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구조

화된 구조이자, 실천과 재현을 생성하고 구조화하는 원리”(Bourdieu,

1972/2013: 72)이다. 아비투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을 다른집단으로부

터 구별짓는 역할을 하며, 외재하는 구조를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내

재화하는 측면과,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내재화된 구조를 외재화함으로써 새

로이 구조를 조성해가는 측면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런데 크로슬리(Crossley)에 따르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은] 습관

과 아비투스에 대한 현상학적 문헌으로부터 도출”(2001: 81)되었다. 그는 부르

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의 근간이 된 학자 중 하나로 메를로-퐁티(Merleau-Ponty)

를 언급한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 문제와 연관하여 다루어지는

아비투스 개념이, 보다 근원적으로는 ‘몸’을 가지고 ‘세계에로’ 향하는 인간

‘존재’와 관련한 존재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교사 주체의 몸에 새겨진 아비투스를 포착한다는 관점에서 교

사의 수업준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수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는 외재성들, 이제까지 교사에게 내면화되어있던 것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외재화되는 지점들, 시대와 사회의 요구가 수업에 반영됨으

로써 교사가 필요불가결하게 내면화하는 외재성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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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실습

교사들은 종종, 다음 날 수업에서 아이들이 수행해야 할 활동을 수업이 있

기 바로 전날에 자신이 직접 해보곤 한다. 교사들의 수업 이후 시간은 상당

부분 다음날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것들을 교사 자신의 몸에 새겨 넣는 직전

실습들로 이루어져 있다. ‘후입선출(後入先出)’42)이라는 코딩 용어가 표현하

듯, 교사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최근에 새겨 넣은 것은 수업 장면에서 가장

생생한 형태로 도출되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왜 직전 실습을 하

는 것일까?

교사가 직전 실습을 해보는 첫 번째 까닭은, 자신이 직접 해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물

론 교과서나 지도서에 수업 지도방안이 어느 정도 안내되어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진정으로 교사의 것이 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안내된 것 이외에

꼭 필요한 지도 요령을 터득하는 방법은 직전실습이다.

한 예로, 가을열매 마라카스 만들기의 사례를 살펴보자. 피상적으로 보면,

가을열매 마라카스는 플라스틱 반구 두 개 사이에 가을 곡식을 넣고 겉에 클

레이를 붙이면 완성된다. 그런데 교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 활동을 이해한

다고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가을열매 마라카스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는, 아마 만들어보지 않았으면 알지

못한 채 수업을 하게 되었을, 수업 관련 유의사항들이 있었다.

우선, 가을열매 마라카스 만들기 과정의 첫 단계는 플라스틱 반구 안에 곡

식을 넣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교실에서 이것을 만들려다 보니, 학

교에는 마라카스 안에 넣기에 마땅한 곡식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아이들에

게 집에서 곡식을 가져올 수 있게 사전에 안내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

다. 곡식이 없었지만, 미리 만들어보기는 해야 했기에, 고민하던 끝에 임시방

편으로 연구실에 있던 먹다 남은 누룽지 부스러기를 넣기로 했다.

그런데 곡식을 넣은 다음 플라스틱 반구 두 개는 무엇으로 붙여야 할까?

맨 처음, 나는 플라스틱 반구에서 토성의 고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스테이

42) 가장 나중에 집어넣은 정보가 가장 먼저 도출된다는 뜻으로, 가-나-다-라의 정보를

순서대로 쌓았을 경우 라부터 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혀있는 실린더에 안에

공깃돌을 쌓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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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호치케스)로 찍으면 두 반구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데 막상 해보니 그 방법으로는 두 반구를 연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 순

간, 나는 이걸 미리 안 만들어봤으면 수업 장면에서 어쩔뻔했나 싶었다. 대안

을 찾아야 했다. 목공풀은 당연히 종이나 나무를 붙이는 데 쓰이는 것이니

안 될 것이고, 순간접착제는 2학년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어

려운 재료이니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작년에 이

것을 만들어본 적이 있는 유정화에게 달려갔고, 그녀는 테이프로 연결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내가 떠올리지 못했던 방법

이었다.

곡식을 넣은 플라스틱 반구 두 개를 봉하기 위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만

테이프를 붙인 후 그것을 흔들었더니, 누룽지가 미처 봉해지지 않은 틈새로

다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아이들에게 반구 전체 둘레

에 빈틈이 없도록 테이프를 촘촘히 붙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할 일이 생길 것

이라는 점을 감지했다. 빈틈을 전부 봉한 다음 미완성된 마라카스를 흔들어

보았는데, 챡챡챡 하는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다. 내가 넣은 누룽지 조각들은

쌀알들이라 알갱이 크기가 작기 때문이었다. 나는 둔탁한 소리를 내고 싶으

면 콩이나 팥같이 알갱이가 큰 곡식을 준비해 오라고 아이들에게 안내해주어

야 하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리고 곡식 알갱이의 크기가 작고 클 때의

소리 차이와 더불어, 곡식의 크기가 균일할 때와 불균일할 때의 소리, 곡식의

양이 적을 때와 많을 때의 소리가 다를 수 있음 또한 안내하고, 원하는 소리

에 알맞게 곡식을 챙겨오라고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떠올렸다.

다음으로, 겉에 클레이를 붙여야 했기 때문에, 나는 사물함 한 구석에 넣어

둔 클레이를 꺼내었다. 클레이를 붙이다 보니, 아이들이 잘 붙이지 못해 어려

움을 토로할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 개별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너무 얇게 붙이거나 너무 두껍게 붙이지 않

게 안내해야 하겠다는 점, 그리고 명색이 가을열매 마라카스이므로, 아이들에

게 가을열매 모양으로 만들 것도 제안해보아야 하겠다는 점 등을 떠올리게

되었다.

교사들이 직전실습을 하는 두 번째 까닭은, 자신이 가르치려는 것과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더 깊이 관계 맺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그것을 더 열심

히, 더 즐겁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합교과



- 168 -

겨울의 “함께 불러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 불러보기” 수업준비를 하던 때

의 일이다. 이 차시 수업의 제제곡으로는 우리나라의 아리랑 외에 중국의

<수건돌려라(丢手绢[띠우쇼우쥬엔])>, 프랑스의 <아비뇽 다리 위에서(Pont

d’Avignon[퐁 드 아비뇽])>, 케냐의 <안녕 반가워요(Jambo Bwana[잠보 브

와나])>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 세 곡의 다른 나라 민요 중에서, 중국의 민요

는 내가 학부 시절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원어민들에게 직접 배워서

선율과 가사의 발음 및 의미를 모두 잘 이해하고 나 혼자서 정확하게 부를

수 있을 정도였다. 반면, 프랑스 민요는 어딘가에서 선율만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일 뿐인 데다, 내가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하므로 가사의

발음도 의미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케냐 민요는 예전에 SBS에서 했던 스

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케냐 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동생이

좋아해서 종종 불렀던 곡이어서, 선율과 가사 발음 및 의미가 어느 정도 친

숙했지만, 내가 부를 수준은 아니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가르친다면, 나는 중국의 민요에 비해 프랑스 민요와

케냐의 민요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것이 뻔했다. 보통, 노래부르기 활동이

있을 때 교사가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주어야, 아이들도 교사를 따라

목청 크게 부르는데, 내가 부를 수 없는 프랑스 민요와 케냐의 민요는 불러

줄 수 없으니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가 어려울 것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니 내 자신도 재미가 없어 어영부영 적당히 가

르치고 수업을 대충 마무리 짓게 될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는 제재

곡들을 익히기 위해 연습을 시작했다. 원곡 음원을 찾아 듣고, 가사 해석본과

원본을 비교대조 해가며 원어 가사 각 단어들의 의미를 유추해보기도 하고,

각 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음정과 박자에 맞게 소리 내어 불러보기도 하면서, 나는 곡들과 더 친숙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무사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직전실습을 하는 세 번째 까닭은, 초등학교 교과 수업 내용의 난

이도가 높지 않아 가르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라는 통념43)과는 다

르게 초등학교 교과 수업 내용의 난이도가 절대 낮지 않고, 교사가 잘 모르

43) 엄태동(2002)은 초등학교 교과 수업 내용의 난이도는 낮으나, 교사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이러한 통념에 대해 반박한다. 그의 이

러한 관점은 앞서 언급한 첫 번째 까닭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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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잊고 있던 내용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 자신이 학습자가

되어 가르칠 내용을 자학자습하는 시간을 갖곤 한다.

김목화가 다음날 가르칠 내용에 대해 공부해보는 작업을 특히 꼼꼼하게 수

행했음을 밝혔던, 사회 교과의 역사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인디스쿨의 한 교

사의 글에 제시된 것처럼, 역사 관련 내용은 “아이들 책인데도 모르는 것이”

많고, “그 책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 같은 일도 전혀 다른 일이 되어버리므로”

역사에 대한 해석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교사처럼

“고등학교 때 국사를 잘 하는 편”이었거나, 김목화처럼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

했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예로, 인디스쿨의 어떤 교사는 5학년 과학 3단원 “날씨와 우리 생

활”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며 글을 남겼다. 4차시 구름발생장

치 만들기 실험에 대한 지도서 해설에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진다.”고 되어있는데, 5차시 고기압과 저기압에는 “같은 부피에서

공기 입자가 많을수록 온도가 낮다고 나온다.”는 것이었다. 글을 올린 교사는

5차시 내용과 관련하여 “입자가 많으면 운동하면서 부딪힘도 많아지고 온도

[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교사들이 댓글을

달았고, 그중 한 교사는 4차시의 지도 내용은 단열팽창으로 해당 교사가 제

대로 이해한 것이 맞으나, 5차시에 관해서는 “선후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

으로 “같은 부피에서 찬 공기는 공기 알갱이[의 수]가 더운 공기[의 그것]보

다 많아 기압이 높아 고기압이 된다.”고 이해해야 적절함을 알려주었다.

각 교과, 각 차시 별 수업주제 별로 난이도 높은 부분, 교사가 잘 알지 못

하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교사들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창체, 이 많은 교과들을 매일

적게는 네 개 차시에서 많게는 여섯 개 차시씩 번갈아가며 일년 내내 가르친

다. 그리고 교과서만 보아도 그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지식의 파편들과 각

종 예시들이 담겨있다. 또한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수록되어있지 않더라도, 교

과서에 수록된 내용에 닻을 내리면서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는 많은 지식들이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교사가 모

든 교과의 모든 수업내용을 아울러 빠삭하게 다 꿰고 있고, 모조리 기억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수를 통해 아이들이 되도록 사실, 원리, 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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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오개념), 구체적인 의미, 효율적인 방법, 정확한 인과관계, 올바른 판단,

탁월한 성취 등에 가닿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무감을 기본적으로 지니는데,

그렇게 하자면 자기 자신이 최대한 제대로 많이 알고, 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들 자신의 사고망과 수행력의 빈틈을 인정하고,

그 빈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때그때 공부를 해야만 한다.”고 여긴다. 이에,

교사들은 소위 “교재연구”라는 이름으로, 교과서나 지도서를 살펴보거나, 아

이스크림의 지도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인디스쿨에 질문글

을 올리거나,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직전실습을 한다.

이와 달리 교사가 직전실습의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그것을 책무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시키는 경우는, 철저하고 치열

하게 직전실습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기도 한다. 가령, 배영주는 2학

년 1학기 국어-가 6단원의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말하기’ 수업준비

시, 제제글인 <까만 아기 양>을 꼼꼼히 읽어보며 파악하거나 까만 아기 양의

사진자료 등을 찾아볼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학년부장이라 직전실

습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해당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녀는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아이들의 질

문에 더 나은 방식으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껴야 했다.

또 직전실습이 불필요한 노동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직전실습의 필요성 자

체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유정화가 말하였듯, 교사의 직전실습을 대체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자료들이 넘쳐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러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직전 실습을 해보았더라도 수업에서 문제가 벌어지기도 한다. 나의

딱지접기 경우처럼, 직전실습에서 혼자 영상을 보면서 따라 접을 때에는 잘

되었는데 막상 수업시간에 가르치려 할 때는 접기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모

루로 과일바구니 만들기의 사례처럼, 교사인 나 자신은 직전 실습에서 가르

칠 것을 큰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수행했지만, 교사의 몸과 아이들의 몸이

달라 아이들이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예상만큼 수행을 해내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직전 실습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가령, 김목

화가 말하였듯, 음악 시간에 “장구 치기”를 가르쳐야 할 때, 교사가 굳이 장

구를 “직접 쳐보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장구 치기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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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체육 시간에 매트에서 구르기 수업을 해야 할 때, 교사가 직접 굴러

보지 않더라도 교사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 랑시에르(Rancière, 1987/2008)

가 프랑스어를 모르면서도 프랑스어 작문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자코

토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가르칠 내용에 대해 무지하지만 학생의 배움을 잘

이끌어내는 자질을 지닌 교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직전 실습이 단지 설명 잘하는 유식한 교사가 되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에 목적을 두고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다면, 직전 실습은 교사가 아이들을 배움의 세계에 입문하도

록 더 효율적이고 요령 있게 초대하고, 아이들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

함으로써 아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적시적기에 제공하며, 아이들 곁에서

그들의 배움을 더 잘 촉진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OVID-19로 인하여 교사의 직전 실습이 아이들과 맺는 관계는 약화

되고, 자료와 맺는 관계는 강화되었다. 종래에 아이들은 아침시간이나 쉬는시

간 혹은 방과 후 시간에 담임교사가 직전실습을 하며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을 보면서, 자연스레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거나 선수학습을 하기도 했는데, 교

사와 학생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어든 COVID-19 상황에서

그런 과정들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또, 교사가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자신

의 몸으로 익힌 것을 수업 장면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시범 보여주는 것이 어

려운 일이 되면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전실습 과정 또는 직전실습을 통해

만들어낸 소기의 성과물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자료 안에 담는 데에

주력했다. 한편, 자료를 직접 제작하지 않는 교사는, 자신의 시범의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다른 교사가 만들어 둔 자료를 찾는 것을 중시하기도 했

다. 특히 비대면수업을 위해서는, 다른 교사가 익혀 만든 자료가 있고 그것을

업로드 하거나 보여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직접 직전실습을 할 필요가 없어

진 것이다.

또,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수업의 등장으로 인해, 교사의 직전실습은 수업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업내용을 담은 자료와 수업운영을 위한 플

랫폼을 어떻게 매끄럽게 활용하고 작동시키느냐에 대한 것에 더 초점이 맞춰

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사들이 어떠한 몸틀을 갖추도록

요구받았는지와 관련하여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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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래된 밑천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쿵족 사람들의 삶을 그려놓은 <니사>에는 !쿵족 남

성들의 사냥을 위한 준비로서의 활 제작이 자세히 묘사되어있다(Shostak,

1981/2008). 비단 !쿵족 남성들의 활 제작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

로 인간은 주/본 활동을 앞두고 그 일을 위한 준비를 선행한다.

그런데 어떤 활동에 대한 준비가 꼭 그 활동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한 [!쿵족] 남성이 지니는 사냥 기술이나 성향[이] 아주 어릴 때부터 길

러지[며] ... 보통 걸음마를 뗄 때부터 연습이 시작된다는”(ibid.: 124) 쇼스탁

(Shostak)의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준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갈

고 닦아온 무언가일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참 전에 수행되었던 준비가 시간 간격을 건너뛰고 주/

본 활동에 활용될 수도 있다. !쿵족 남성이 덫을 놓아두자마자 사냥감인 스틴

복·다이커·겜스복 영양이 잡히는 것은 아니듯, 반드시 준비에 이어 즉각적으

로 주/본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준비와 주/본 활동 사이의 시간 간격이 두드러지지 않아, 준비가 없는 것처

럼 보일 때도 있다. 이 경우 준비는 주 활동의 단계에서는 마치 타고난 역량

이나 기질적인 특성으로서 해석되기도 한다. 가령, !쿵족 소년인 카셰는 사냥

중 전투태세를 취하는 짐승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 도망을 친다. 카셰의

행위는 본능적 대피능력의 발휘나 회피성향의 발현처럼 읽힐 수도 있다. 그

러나 쇼스탁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셰의 행위는, “위험한 상황을 적극 피하

는 일[을] ... 신중한 행동으로 여기는”(ibid.: 124) !쿵족의 문화에 카셰가 오랫

동안 노출되어 있었기에,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익힘으로써

준비되어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교사의 수업을 위한 기술과 성향도 !쿵족 남성의 사냥기술

과 성향이 길러지듯 상당히 오래전부터 길러지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또, 과거의 특정 시점에 준비한 무언가가 현재 시점의 수업에 반영되거나, 교

사가 부지불식간에 익혀온 무언가가 수업준비로서 수업에 반영되는 것은 아

닐까? 이러한 점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교사주체의 몸틀 및 습관의 획득을

앞서 언급했던 직전실습보다 더 폭넓은 시간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사의

수업준비에 통시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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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준비에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나는 교사주체의 시간

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개별 교사주체 중심

의 생애사적 시간성이며, 다른 하나는 교사주체 간에 형성되는 사(史)적 시간

성이다. 실상, 두 시간성은 상호포섭되며 중첩되지만, 편의상 이 분류에 따라

교사의 수업준비로서의 교사의 시간성을 구분하여 제시하려 한다. 전자와 관

련하여서는 교사가 과거에 체험했던 바를 수업의 밑천으로 삼는 측면에 주목

할 것이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교사가 과거 자신의 학창시절 조우했던 교

사의 모습을 자기 수업의 밑천으로 삼는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먼저, 개별 교사주체 중심의 생애사적 시간성의 관점에서, 교사가 과거에

체험했던 바가 수업의 밑천이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할 때 “예전에 한 번 해봤던” 수업을 떠올리곤 한다. 오승효는 가족 역할극

손가락인형 만들기를 비롯한 수업준비 과정들을 나에게 공유할 때면, 자신이

과거 수업에서 적용해본 적이 있는 소재, 활동, 준비물, 방법, 요령 등을 언급

하곤 했다. 김목화는 “옛날에 애들이 되게 좋아했”던 수업, “결과물이 멋지게

나올” 것이 확실한 수업을 새로 맡은 아이들에게도 적용한다고 했다. 이때,

과거에 해봤던 수업은 불안감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초행길이 아닌, 한 번 가

봤는데 꽤 괜찮았던 길에 해당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성공이 담보되는 일

종의 흥행 보증 수표같은 것이다. 이처럼 수업준비는 교사가 기(旣) 실시한

수업 및 수업준비에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교사가 과거에 해보았던 수업을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는 것은 아니

다. 과거의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그러한 아쉬움을 만회해보고자

해당 활동을 다시 해 보는 경우도 있다. 초임교사 시절 김목화는 타 지역 학

교의 동일학년 학급과 우리 고장 소개 펜팔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불

충분한 편지 검수와 상대 교사의 비판으로 인해 뼈저린 실패감을 느꼈다. 이

러한 시행착오를 계기로 자신의 부족함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그녀는, 새로

맡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펜팔 수업을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지도하려 했

다. 덕분에 수업은 전보다 개선되고 완성도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교사들

은 한번 가본 길로 다시 가봄으로써, 자신의 수업을 수정 보완하게 된다.

교사가 어떤 수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특별히 애써 준비한 것

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혹은 부지불식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수업준비

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는, 획득한 취미와 취향이 수업준비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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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이다. 오승효는 미술을 좋아하는 교사였다. 그녀는 취미로 수채화를

그리기도 하고 프랑스 자수를 하기도 했다. 그녀의 미술에 대한 오랜 애정은

수업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그녀 학급의 뒷게시판에 붙은 아이들의 미

술작품의 완성도는 상당히 뛰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 미술을 좋아하니

까” 미술 활동을 잘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다른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두거나 갖추어둔 것을, 어쩌다 보

니 다른 수업에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김목화는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

던 어느 날, 국어 수업의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 쓸

국어사전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두었다. 그런데 그날 5교시 도덕 수업을 하던

그녀는 교실에 마련해두었던 국어사전이 있다는 것을 갑자기 떠올리고는, 도

덕 시간에 배워야 할 가치덕목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 국어사전 찾기의 방법

을 활용했다고 하였다.

꼭 수업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어도 수업 전 일상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사물이 수업준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10월 중순경, 시어머니가 발송한

생대추 택배상자가 우리 집으로 도착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가을열매

관찰하기 수업이 있었다. 나는, 수확철이 짧고 빠르게 변질되어 대부분의 아

이들이 보지 못했을 대추 생과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졌다. 또 친정 엄

마 집에는 과거 손운동용으로 쓰던 껍데기 채로 된 호두가 있었는데, 주로

깐호두만 보았을 아이들에게 그것도 보여주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대추와

호두를 학교로 가져가서 수업에 활용했다. 일상에서 우연히 만난 사물들이

수업용 학습준비물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교사가 과거에 직접 겪었거나 매체에서 보았던 것들이 수업준비가 되어 수

업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여름 교과서의 다람쥐놀이(다람쥐가 되어 뜀뛰기

-구르기-달리기 2인 경주하기) 수업을 할 때였다. 경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서 나는 목소리의 크기와 톤을 높이고 다소 장난스러운 억양으로 “00(아이들

이름을 넣어) 다람쥐와 00 다람쥐 출발합니다! 출바알∼! 어어∼ 00 다람쥐

앞서나가는데요?” 하고 추임새를 넣어주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우리 반 한

아이가 “선생님, 에버랜드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말하는 것도 다 준비

한 거예요?” 하고 물었다. 나는 아이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렇다고 대

답하였다. 의식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도, 놀이동산에 갔을 때 만났던

진행요원이나 TV 스포츠 중계 등에서 보았던 캐스터의 모습 및 발화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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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다.

“어렸을 때 왜 배웠는지 몰랐던” 교대 시절 이론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게 된다. 이해린은 자신이 교대 다니던 시절에 배웠던

“행동주의”와 관련하여, 당시에는 “구성주의”를 옹호하고 상대적으로 행동주

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는데, 교사가 되어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을 학교 수업에 적합한 학습자로 훈련” 시키는 데 행동주의가 상당히

유효하더라며 “행동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행동주의적 기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교사가 된 이후에 접한 연수나 대학원 공부도 수업에 영향을 끼친다. 교육

청에 강제하는 교육 외적인 의무연수 이외에, 각종 온라인연수원에서 제공하

는 연수나 인디스쿨 등에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연수는,

수업에 관련된 각종 테크닉들을 익히는 데에 유용하다. 또, 대학원 공부는,

상담대학원에 다니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임]을 더 잘 알게” 된

임은수나 특수교육대학원에 다니며 공립학교 내에서 소외되기 쉬운 특수아동

과 특수교사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김목화의 예처럼, 교사의 태도와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관심사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평

범해 보이는, 찰나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수업에 활용 가능한

소재가 된다. 이처럼, 교사들이 과거에 체험한 바는 수업에 활용된다. 흔히

교사가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풍부

한 체험이 있다면, 특정 수업에 맞춰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교사들이 체득

한 바가 아주 자연스럽게 수업방식과 예시자료로 화(化) 하여 아이들에게 전

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과 더불어 그 다양한

체험을 떠올려 수업으로 연결되게끔 이끌어내는 것도 과거의 체험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은 때로는 무의식중에 자동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이루어

진다.

이번에는, 교사주체 간에 형성되는 사(史)적 시간성의 관점에서 교사가 자

신과 만났던 은사들을 자기 수업의 밑천으로 삼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

다. 먼저, 오승효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 수업시간

에 주구장창 합창을 시켰다고 했다. 그녀는 그 교사에 대한 다른 점은 잘 기

억나지 않지만, 그 교사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지휘를 했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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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였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 교사의 합창 지

도 방법은 꽤 괜찮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노래 부르기 수업을 할

때면 그가 했던 방법을 떠올리면서 그를 “따라서” 수업을 하곤 한다고 했다.

그녀는 과거 은사의 교수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것을 자신의 수업에서

도 활용했던 것이다.

이해린은 고등학생 때 만났던 문학교사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그녀가 회상

하는 그는, 수능형 교육이 만연한 고등학교 상황에서 진정으로 문학의 아름

다움을 가르치고 싶어했던 교사였다. 그러나 당시 아이들은 그의 교육방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심지어 모범생이었던 이해린까지도 문학 작품에 대해

분명한 시험형 정의를 내려주지 않는 그에게 불만을 느꼈다. 그녀가 기억하

던 그의 모습 중 하나는 학교 건물 밖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홀로 담배를 피

우고 있던 모습이었다. 이해린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의 마음을 이

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그가 좋은 교사였다고 회상했

다. 이해린은 시나 소설같은 문학 수업을 할 때면, 그가 했던 것처럼 잘 하지

는 못하지만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수업을 한다고 하였다. 학문에 대한 그

의 사랑과 교육자로서 그가 견지했던 태도를 상기하는 것이었다.

정은경은 그녀가 사춘기라는 특별한 시기를 지날 때 만났던 교사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코딩연수 자리에서 나와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그녀는, 내가 그녀와 같은 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자 나에게 한

교사의 이름을 대며 그를 아느냐고 물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언급한 교사

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를 가르쳤던 교사였다. 그녀는 자신이 중학

생 때 그의 반이었으며 당시 반장이었는데, 그 교사를 자신의 “질풍노도 시기

를 함께 넘겨준” 고마운 교사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역시 그녀를 만나는 시점에 각자 성장하는 과정의 특정한 시기를 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듯했다.

나에게도 학창 시절 만났던 교사들이 있다. 모사할 만한 교수 방법 기술을

가지거나, 모범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거나, 삶의 특별한 시기를 함께 해준 고

마운 은사를 떠올렸던 그녀들과는 달리, 나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교

사들이 나로 하여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했던 순간

들이었다. 수업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교사, 아이들 전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이 예뻐하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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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아이들의 이야기에만 반응하여 다른 아이들을 소외시켰던 교사, 학급 분

위기나 아이들 간의 역동을 신경 쓰지 않는 교사, 아이들의 잘못에 뺨 때리

기 방식으로 체벌했던 교사, 평가 시 처음에 공지했던 평가 규칙을 그대로

고수하지 않고 중도에 번복하여 나에게 불리함을 주었던 교사, 학습자 중심

의 수업이랍시고 아이들에게 모든 활동을 맡긴 채 부가 설명이나 질문 혹은

평가 등 일체의 교육적 개입을 하지 않았던 교사 등이 그들이다. 물론 좋은

교사들도 있었고, 내가 학창 시절을 다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 사로

잡힌 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 되어 기억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어린 시절 학생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은 반면교사가 되

어, 적어도 내가 가르치면서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지, 하는 기준

이 되기도 했다.

3) 요구받은 몸틀

헌법 제 31조 2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초등교육은 법정 의무교

육에 해당한다. 의무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은 보통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와 보호자의 자녀 취학 및 교육시킬 의무와 관련하여 언급되곤 한다. 그런데

거기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수반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초등

교사들이 국가의 사법체계와 사회의 도덕 규범이 부과하는 강제력에 구속된

채 그것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초등교사의 수

업함에는, 요구받음 속에서 요구받은 바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적인 대전제로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초등교사가 요구받은 바에 응하여 수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

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요구받는 내용의 속성 즉,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

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시대적인

요청이나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정과제가 대두되면, 그

에 상응하는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그러한 정책에 의거하여 교육청 및 지자

체 등의 기관과 학교가 협업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추진의 일환으로써

교사의 수업에 그때그때 다른 요구가 부과된다. 교사들은 그러한 현상을 일

종의 “유행”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교사들은 이런 유행에 발맞춰 매번 새로운

습관을 획득하고 기존과는 다른 몸틀을 갖추도록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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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기에 무엇이 유행했는지를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경력 교사들이 종종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 유행 중

하나로 “열린교육”이 있다. “1995년 5·31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차

대통령보고서[에서] ‘열린교육’[이] 공식적으로 제기”(임현식 외, 2003: 46)되었

고, “특히 초등교육 현장은 열린교육이라는 급진적 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

게 되었다.”(ibid.) 유정화는 열린교육이 한창 유행할 때, 학교 차원에서 교실

간 벽을 허물거나, 책상과 의자를 억지로 교실 밖으로 다 빼버리고 수업하라

는 지시가 내려오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다. 임현식 외(2003)가 제시하

듯, 열린교육은 “기존의 통제되던 교육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교사들에

게”(ibid.: 48) 막연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전부터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교수학습 방법]들을”(ibid.: 50) 열린교

육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수업에 끼워맞춰 시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수업에서 중시되어야 할 교육적 본질보다 형식적 교구 및 자료의 사용에 얽

매이기도 했다.

또 다른 예로, 생존수영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수영교육과

수상 안전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에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초·중·고등학교 생존수영 교육과 수상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교육부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에 관한 기본 계획’을 확정, 2016년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

지 연차적으로 생존수영 과정을 의무화했다.”(김준승 외, 2017: 762) 초등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은 중학년(3∼4학년)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생존수영이

막 도입되었을 당시, 나는 4학년을 맡았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퀘스트에 동

학년 교사들은 모두 패닉에 빠졌다. 그러나 교사들은 해내라면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낸다. 부장단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 장소 물색과

강사 섭외 및 계약, 교육과정 문서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동학년

각 반 교사들은 아이들을 인솔하여 학교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몇 개 건너

어린이 수영장으로 향했고, 생존수영 수업을 했다.

최근의 예로는 코딩교육이 있다. 코딩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

게 등장[하였으며, 2019년부터] 5∼6학년군 … 실과 교과의 한 부분으로 포함

되어 17시간 이상”(홍소영 외, 2021: 21)의 수업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했

다. 우리 학교에서도 코딩교육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2020년 5월 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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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담당교사는 코딩교육을 위한 “전자교재교구(코딩교육용 로봇) 구입

건으로 교재교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교감과 담당교사 그리고 각 학년

교재교구위원들은 그 회의에 참석하여, 어떤 종류 어떤 버전의 로봇을 골라

서 몇 개 구매할지, 어떤 업체를 선정할지 결정했다. 그 후 7월, 모든 교사들

은 학년군별로 모여 몇 주에 걸쳐 오조봇이라는 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의

무 연수에 참여하였다. 교사들은 외부 강사의 강의도 듣고 실습에도 참여하

였다. 물론 고학년인 5, 6학년 담임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그것을 당장

수업에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교사들은 언젠가 고학년을 맡게 될 때 결국 연

수를 통해 배워둔 것을 활용하게 될 것을 알고 연수에 참여하였다.44)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은 특정 시기의 특징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국가

에서 중요한 것으로 선정된 주제라면, 그것은 곧 연수의 형태로 구성되어 꽤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연수 선택지로 제시된다. 앞서 유행이라고 일컬

었던 것들은 순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것이

다. 그러한 주제로는 학교폭력, 과정중심 평가 및 서술·논술형 평가, 창의융합

인재 양성, 기초학습부진 지도방안, 통일교육, 놀이중심교육, 그림책교육 등이

있다. 이것들은 특히,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중앙교육연수원이나 도교육청 산

하의 교육연수원 또는 교육대학의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제시

된다.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수들은, 무료이면서 시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수이기 때문에, “규정된 연수 이수시간과 성과급 사이의

연결 고리 등으로 인해”(강진아, 2018: 318) 정해진 시간의 연수를 채워야 하

지만 연수에 사비를 쓰고 싶지 않은 교사에게는, 사실상 준 의무나 다름없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COVID-19 상황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몸틀을 갖추도록 요구받았

는지, 그리고 그 요구 하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습관을 획득하고 몸틀을 개조

해나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제까지 글의 전개에서 중간중간 제시되었

듯, COVID-19 상황에서 교사의 몸틀은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받았지만, 교사

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온라인 공간 안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비대면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수업자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에

활용하지 않던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장비들을 활용할 줄 아는 몸틀을 갖추

44) 우리 학년은 배영주의 주도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코딩교육 연수를 계기로 삼아 창

의적체험활동 수업에서 코딩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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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실상 온라인 플랫폼과 장비들은 상호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둘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태를 단순화

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둘을 구분해서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플랫폼과 관련하여, 나와 동료교사들은 교사-플랫폼 간의 결합작업,

즉, 플랫폼에 자신을 최적화시키고, 그 플랫폼을 자신에게 최적화시키는 작업

에 돌입했다. 이 작업은 실상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

이었다. 지나가던 누군가의 발길로 인해 개미들이 공들여 쌓아온 개미집이

초토화된 장면을 상상해보자. 자신들이 내어놓은 개미굴의 경로가 아닌 새로

운 땅의 굴곡과 뜨거운 햇살에 자신의 몸이 노출되었을 때 개미들이 우왕좌

왕하는 것과 같이, 교사들은 이제까지의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현실

을 마주하고 처음 접하는 플랫폼 위에서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그렇지만 개

미들이 점차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발 디딘 땅을 파악하고 이내 길을 내어

개미굴을 그려 나가듯, 교사들은 플랫폼의 구성을 파악하고 플랫폼 내에서의

동선, 플랫폼 사용 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저것 눌러 보아야” 했다. 플랫폼 사

이트에 자체적으로 안내된 것들도 있었고, 교육청에서 배부된 안내문서와 영

상링크 그리고 후에 개설된 연수도 있었으며, 발 빠른 교사들이 플랫폼 활용

을 돕는 방법을 게시글과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인디스쿨이나 블로그 등에

공유하기도 했다. 간단히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플랫폼에 대한 많은 것들

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교사 스스로 플랫폼 안에서 좌충우돌 해

봐야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잘 하지 못하고 더 익혀야 하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앞에 주어진 모든 자료들이 교사에게 필

요한 것으로서 부상하는 것이었다.

플랫폼과 제대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조정작업이 필요했다. 가령, 줌

의 경우 프로그램 상에서 줌 회의실 기본 세팅을 상당히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세팅을 잘 해두지 않으면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교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회의

실에 바로 입장하면 안 되므로 우선 대기실로 입장하도록 해두기, PPT나 영

상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공유 방법이나 모둠활동을 위해 소회의실 여는 방법

알아두기, 아이들 중 누군가가 수업에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띄울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화면공유를 하지 못하게 권한 막기, 소통을 위한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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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두기 혹은 불필요한 요구나 불만을 막고자 채팅방 닫아두기, 배경화면을

실제 교실 공간으로 할 것인지 가상 배경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등의 기본

세팅을 구미에 맞게 일일이 조정해야 했다.

플랫폼과의 결합작업에 임하는 적극성의 정도나, 플랫폼 활용에 숙련되는

속도 및 정도는 교사마다 제각각이었다. 배영주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플랫폼

을 익히는 편이었는데, 그녀는 “나는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보는 거 좋아해.

이런 게 좀 재밌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오승효와 유정화는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만져보는 시도 자체를 아예 거부하기도 했다. 그들은 종종 “난

몰라, 난 못해.”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서 무엇부터 어떻게 만져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고, 무언가를 잘

못 건드렸다가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래도 플랫폼 사용 방법을 설명해놓은 유

튜브들을 찾아보며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려는 류정화와는 달리, 오승효는 비

교적 젊은 내가 먼저 해본 후 그녀 자신이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방

식으로 정리된 형태의 정답을 “알려주기”를 바랐다. 나와 배영주는 그들을 위

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학년 연수”를 수 차례 실시하였다.

결국은 동학년 교사 각각이 그 플랫폼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학년의 아이들

모두에게 수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장비 활용과 관련하여, 장비의 물리적 세팅이 완료되었어도, 그것

이 곧 교사들이 수업에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상태인 것은 아니므로 조치가

필요했다. 가령, 컴퓨터 기사가 듀얼모니터를 설치하고 갔는데, 모니터 설정

이 모니터 확장이 아닌 모니터 복제로 되어 있어서 1번 모니터와 2번 모니터

에 같은 화면이 나온다거나, 장비 기준으로는 좌측에 1번 모니터가 우측에 2

번 모니터가 놓여있는데, 송출되는 화면 기준으로는 1번 모니터가 우측을 비

추고 2번 모니터가 좌측을 비추는 등 화면이 역순으로 뜬다거나, 기사가 설

치해준 주 모니터와 부 모니터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

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손보기 위해 교사들은 본인이 직접 조정을

하든지, 동료교사의 도움을 받든지, 기사를 다시 부르든지 하는 과정을 거쳤

다.

그런데, 때때로 교사들은 활용할 것을 요구받은 장비들을 활용 거부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수업에서 해당 장비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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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가령, 나의 동학년 교사들은 타블렛을 처음 받았

을 때 나에게 타블렛 사용 방법 설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수업

에서 타블렛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승효에 따르면, 수업하느라 바쁘고 정신없

어 그것을 사용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아이패드가 그러한 장

비였는데, 나는 아이패드를 갖고 있기는 했고, 수업자료를 제작하는 데 아이

패드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교사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나

의 수업자료 제작에는 활용하지 못하였다. 초보운전자가 차량의 조작 하나하

나를 머리로 생각하며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낯선 장비를 활용하는 일

은 그것의 활용에 익숙한 단계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오히려 수업준비에 방해

가 되고 번잡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COVID-19 이후 교사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요구는 긴급돌봄을 하라

는 것, 즉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을 하는 몸틀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긴급돌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하나는, 교사들이 “긴급돌

봄 지원인력”이 되어, 정해진 시간마다 긴급돌봄 교실(컴퓨터실, 어학실, 기존

돌봄교실)로 번갈아 들어가는 것이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이것은, 교실에서

바삐 진행하던 자신의 수업준비의 흐름을 끊고, 낯선 공간으로 가서 생면부

지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담임이 아닌 “뜨내기 교

사”라 아이들과 라포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하

는 적잖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45) 심지어 돌봄 지원인력으로 임하는 와중에

자기 학급 온라인 공간도 관리하고, 학부모 문의에 응대도 해야 했다.

다른 하나는,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돌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방식이었다.

돌봄 아이들을 곁에 데리고 있는다는 것은, 어떤 사물을 옆에 놓아두는 것과

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아이들은 사물이 아닌 사람이고, 교사에게는 자신

이 가르쳐야 할 학습자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상

황에서 수업자료를 만들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교사

들은 수업준비 때문에 돌봄 아이들을 온전히 신경쓰지도 못하고, 돌봄 아이

들 때문에 수업준비에 온전히 집중하지도 못했다. 오승효는 “사람들이 교사가

수업을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하는 줄 아는가 보다.”라며 푸념했다. 교사의

입장과 교사의 수업준비 과정에 대한 감수성이 없으니, 돌봄 일을 교사에게

45) 나는 몇몇 아이들의 학습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 시도는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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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긴다는 것이었다.

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두 명 있었지만, 그들은 책임을 지는 입장이 아니

었다. 그들은 계약 시 정해진 숫자의 아이들을 정해진 시간만큼만 데리고 있

다가 떠나면 그만이었고, 기존 돌봄교실 외의 아이들이나 돌봄전담사에게 정

해진 것 이외의 시간은 당연지사 교사가 맡아야 할 것처럼 되었다. 김목화의

동료교사들은 돌봄 관련 회의 자리에서 “그래도 [돌봄 아이들은] 우리 애들인

데”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반면 오승효는 이에 대해 교

사들이 “교육적이라는 것의 이름으로 희생과 헌신을 늘 강요당해왔다.”고 했

다. 게다가 돌봄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들은 당연한 듯 담임교사에

게 질문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했고, 돌봄의 전체 상황을 안배하여 일을 추

진하고 돌봄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결국 돌봄업무를

담당한 교무부장 교사와 학년부장들 그리고 돌봄 아동의 담임교사들이었다.

2학기 초인 9월경, 긴급돌봄을 위한 인력을 확충 지원하겠으니 신청하라는

교육청의 안내가 내려왔다.46) 그러나 배영주가 안내자료를 확인해본 후 설명

하기를, “어떤 나이대의 보조 인력이 올지 모르고”, 그들은 “도우미일 뿐” 결

국은 교사가 임장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공문처리도 교사가 다 해야

하는 것이었다. 유정화는 보조 인력이 “애들을 전적으로 맡아주면 모를까” 어

쭙잖은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미 교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에, 혹만

덧붙이는 셈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현실에 진짜 부적합한”, “도움이 되지도

않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탁상공론”이라고 불만

을 터뜨렸다. 배영주는 이것 갖고 “시에서는 일자리 지원했다, 나라에서는 긴

급돌봄 지원했다,” 하며 생색낼 것이라고 했다.

2. 얼굴의 교차

우리 모두는 인간(人-間)이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밴

매넌(van Manen)이 “체험적 인간 관계”를 “모든 인간적 생활세계에 편재해

있[는] ... 기본적인 실존적 주제”(1990/1994: 139)로서의 실존체(existentials)

46) 1학기에도 돌봄을 위한 보조인력이 잠시 투입되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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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상정하였듯, 인간 주체는 항상 다른 인간 주체인 타자47)와의 관계

속에서 실존하게 된다. 한 사람의 주체로서 초등교사가 수업준비를 하며 실

존하는 순간에도 역시 그러하다. 언뜻 생각하기에, 교사가 교실 안에서 홀로

고립되어 수업준비를 할 것만 같아 보일지 몰라도, 교사들은 수많은 타자들

과의 관계 속에서 수업준비를 한다. 교사의 수업준비에 관계하는 타자의 대

표적인 정체성으로는, 교사가 도맡아 가르쳐야 할 학습자인 아이들, 한 교사

주체의 곁에서 따로 또 같이 수업준비를 하는 동료교사들, 아이들의 보호자

이자 양육자인 학부모들을 들 수 있다.48) 교사는 “주체-타자”(조용환, 2021b:

162)로서, 즉 교사-아이들, 교사-동료교사, 교사-학부모로서 수업준비를 해나

가게 된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아이들, 동료교사, 학부모와 관계를 형성

하게 되는가? 그 답은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인간 주체가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은

바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얼굴로, 위에서 언급한 정체

성을 띤 타자들의 얼굴을 상대하거나 떠올리는 등, 타자들의 얼굴을 직간접

적으로 마주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렇게 형성된 관계 속에서

수업준비를 해나간다. 그렇다면,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과정에서 주체들의 얼

굴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얼굴은 어떻게 다른 얼굴들과 만나

거나 엇갈리게 될까? 지금부터,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

을 가진 교육주체들의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얼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출

현하며 서로 교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수업준비에서 교육

주체의 얼굴은, 때로는 사라지고, 때로는 거울속의 상처럼 나인 듯 나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너무나 낯선 것으로서 등장하여 교사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1) 사라진 얼굴

수업준비에서 주체들의 얼굴은 종종 사라진다. 때로는 수업을 위한 사전작

업에서 주체들의 얼굴이 텍스트에 가려지기도 하고, 주체들의 얼굴이 수업을

47) 이 논의의 맥락에서, 비인간 타자는 논의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8) 물론 이들 이외에도, 교감 및 교장을 일컫는 관리자, 행정 주무관 및 실무사, 돌봄 전

담사, 외부 업체 직원 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수업준비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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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놓인 물질적 장벽에 가로막히기도 하며,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체들의 얼굴을 지우는 상황이 조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라진 얼굴은 상황과 국면의 변화에 따라, 혹은 주체들의 시도와 노력에 따

라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

첫째, 수업준비에서 주체의 얼굴이 “텍스트”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부터 살

펴보자. 이것은 학년 초에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2월 중순경, 학년 반 배정이

끝나고 나면, 교사들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수업준비를 시작한다.

아이들을 교실 공간에서 직접 만나기 전에, 교사가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반 편성 명단”이라는 이름의 텍스트이다. 반 편성 명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학급 남녀 인원 수 및 개별 아동의 번호·이름·성별·생

년월일·전 학년도 반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이것들 이외의 간단한 정보는

비고란에 기재된다. 내가 초임교사일 때만 해도 전년도 담임들이 자신의 관

점에서 본 아이들의 특이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적어두곤 했다. 그러나 이제

는 아이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 등이 문제시되었기에, 반 편성 명단에

서 찾아볼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많이 사라졌다. 기재되는 사항은

생활지도[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동], 쌍둥이, 다문화, 체육특기자,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정도가 전부이다.

통상적으로, 새 학년 첫날인 3월 2일이 되기 전까지의 수업준비 과정에서

아이들의 얼굴은 교사에게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다. 위에서 주어진 아이들의

정보만 갖고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전입생, 전출생이 생길 때마다

나이스 상의 학적 번호와 교육과정 문서 및 학급명단의 번호 그리고 e알리미

명단의 번호 수정하기, 교실 앞문의 학급 소개 액자에 남녀 학생수 고쳐적기,

교실에 들어올 책걸상이나 사물함 수를 학급 아동 수에 맞게 요청하기 등이

그것이다. 이 일들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필요도, 겨를

도 없다.

그러다가 3월 2일이 되면, 교사들은 이내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종이 위 텍스트 흔적의 형태로만 있던 아이들이, 교실에 자신의 몸-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얼굴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몸에 들러붙어

있기에, 아이들의 몸이 교실에 오면 당연지사 얼굴이 함께 따라오게 되고, 그

때부터 교사의 수업준비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텍스트와 아이들의 몸

-얼굴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186 -

텍스트와 아이들의 몸-얼굴 간 연동을 빠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학기 초 아동 사진 찍기, 책상 명패만들기, 자기소개글 작성하게 하기, 자기

소개 놀이 하기 등 의도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몸

-얼굴 간의 연동은,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강화된다. “인간학적 술어들을 넘어서” 있으며

“실존의 운동”을 수행하는(Merleau-Ponty, 1945/2002: 211-224) 아이들의 몸-

얼굴이, 텍스트와 몸-얼굴 간 연동에서 언어들이 닻을 내리는 구심점이자, 몸

-얼굴 간의 연동을 강화시키는 데 유효한 언어들을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촉

발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등교가 어렵게 되고 비대면 개학이 이

루어지면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몸-얼굴을 한동안 만날 수 없었다. 그 동안,

앞서 언급한 연동의 형성과 강화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온라인 개학 초반

의 과제제시형 비대면 수업을 위해, 당시 나와 동료교사들은 가지고 있던 반

편성 명단과 온라인 플랫폼 상에 남겨진 댓글 “텍스트”로부터 아이들의 존재

를 어떻게든 움켜쥐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너무 짧고 적으며 무미건조한

텍스트들에만 의존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이를 형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았다. 오승효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아이의 이름과 그 아이가 쓴 댓글의 내용조차 일치시키지 못하고, 늘

“어떤 애가” 이러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노라고 말하곤 했다. 아이들의 몸-얼

굴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니, 주어진 텍스트들을 교사에게 익숙하고 유의미한

방식으로 엮기가 어려웠던 것이었다. “질이 문을 압도하면 거칠고, 문이 질을

압도하면 틀에 갇히게 된다.”(조용환, 2012: 7) 하였는데, 아이들을 설명하는

한정된 텍스트는 교사들을 압도했고, 교사들은 그 텍스트가 부여하는 틀에

갇혀 아이들의 고유한 존재를 포착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 도리어 장벽이 되어 주

체들의 얼굴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COVID-19 이전의 교실 상황에서도 그

런 예들이 있다. 가령, 교사가 책상에 앉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교사용 책

상 위에 놓인 모니터는 수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교사의 얼굴과 1분단

앞쪽에 앉은 아이들의 얼굴 사이를 가로막는다. 수업 중 교사의 시선이 멀티

비전이나 모니터 혹은 교과서를 향할 때, 아이들의 얼굴은 잠시 배경으로 물

러선다. 1분단과 4분단 맨 뒤에 놓인 책상과 의자는 아이들을 교실 안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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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게 해주지만, 교사로부터의 거리가 먼 탓에 아이로 하여금 교사의

얼굴을 작고 흐릿한 형태로 보게 하며, 교사의 목소리를 잘 들리지 않게 만

든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교사가 칠판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판서를 하는

경우, 교사의 몸은 대다수 학급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동시에 자신이 등을

돌린 4분단쪽 아이들의 칠판을 향한 시선을 가린다. 또 아이들이 수업 도중

뒤로 돌아 떠들거나 해도, 교사와 아이들은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게 된다. 이

런 상황들이 생길 때, 교사와 아이들은 서로에게 얼굴을 보여줄 것을, 혹은

자신의 얼굴이 지향하는 바를 방해하지 말기를 요청하곤 한다. 그리고 상황

에 적합하게 사물과 몸을 움직이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물론 이런 상황

을 함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COVID-19 펜데믹 상황에서는 어떠했을까? COVID-19 상황에서

수업 실행의 전제조건은 의학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차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방역을 위해 마련된 사물들은,

인간의 얼굴을 덮고 제한하고 필터링했다. 그리고 주체들이 서로의 얼굴에

최대한 가 닿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동시에, 주체들의 얼굴 그 자체를 온전히

접하지는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율배반적인 장치가 되었다. 마치 왜상화법

(anamorphosis)으로 그려진 그림이 곡면거울에 비치면 대상의 이상적인 형상

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원본 그림 그 자체를 통해 드러난 것은 아니듯 말이

다.

대면수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가림판과 마스크를 보자. 먼저, 책상에 설치

된 가림판은 키가 작은 2학년 아이들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얼굴 높이

까지 닿았다. 가림판에 의해 앞과 양옆 3방위로 시야가 가로막힌 아이들은

순간순간 멍해지거나,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딴짓을 시작했다. 그나마 조금

더 적극적인 아이들은 의자에서 엉덩이 떼고 일어나서 가림판 너머의 주변

친구들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선생님, 가림판 땜에 안보여요!” 하고 소리쳤다.

가림판은 아이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학습도 방해했다. 나 역시 가림판 때

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충분히 다 볼 수가 없어서 답답

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정수리 부분만 보일 뿐 얼굴과 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세세히

관찰하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지도하곤 했지만, 그것이 어려워졌다.

마스크는 더 큰 문제였다. 오승효는, “안그래도 저학년 애들은 목소리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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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리만한데, [마스크 때문에] 가뜩이나 작은 목소리가 더 안들린다.”며 투덜

거렸다. 그녀는 심지어 “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

겠다.”고 말하기도 했다.49) 교사가 자신의 얼굴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는 것 또한 문제였다. 나는 평소 수업 중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표정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그러한 방식을 통한 교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

다. 또, 교사의 목소리가 마스크를 뚫고 가서 아이들에게 닿게 만들기 위해

교사들은 전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배영주는 “마스크땜에 너무 힘들

다”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성대결절 걸리

게 생겼어!”라고 투덜거렸다. 마스크 때문에 단지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산

소 공급이 잘 안 되니 몸 전체의 피로도도 훨씬 높아졌다. 나는 아이들을 하

교시키고 나면 탈진이 되어서 한참을 의자에 기대어 있다가, 어지러워서 제

대로 초점이 잡히지 않는 시선으로 앞으로 다가올 수업의 자료들을 제작하곤

했다.

이번에는 비대면 수업,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PC

의 웹캠과 태블릿PC·노트북·휴대폰의 카메라를 보자. “교수자와 학습자가 한

시공간에 공존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시간(real time)’의 맥락에서 교육적 상호

작용을 할 수”(조용환, 2000: 179) 있게 해주는 이러한 장비들 덕에, 주체들은

수업에서 그나마 서로의 얼굴을 실시간 “음향-이미지”(Kohn, 2013/2018)로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를 통과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주체의 몸-얼굴 그 자체가 아니라 얼굴의 상(像)이었다. 명료하지 않고 흐릿

한, 그리고 평면적인 아이들의 얼굴 상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섬세하게 파악

되기 어려웠다. 또한, 카메라의 렌즈는 화각, 즉 촬영가능한 범위를 한정적으

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체의 얼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얼굴의 상

대항인 얼굴 주변의 풍경(Deleuze & Guattari, 1980/2001: 330)을 상당부분 차

단할 뿐만 아니라, 주체의 얼굴이 화각을 벗어나면 그것을 얼굴 상으로 잡지

못하므로 그것은 곧 얼굴의 부재로 연결되어버린다.50) 나와 아이들은 그나마

49) 나는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승효의 솔직한 느

낌이었다. 그렇지만 인디스쿨의 어떤 교사들은 아이들의 얼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빛

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시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50) 친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교실에 있던 우리 반 긴급돌봄 아이들은, 자신

들이 존재함을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였는지, 종종 내 뒤쪽으로 와서 나를 비추는

카메라에 자신들의 얼굴을 비추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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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얼굴이라도 서로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해 화각 밖으로 벗어나지 않

으려 애썼고, 우리의 몸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 안에 갇혀있었다. 고학년 교사

들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고

충을 겪었다. 줌 프로그램 상에서 on/off 선택만 하면 얼굴 상의 나타남과 사

라짐이 너무 쉽게 결정되는데,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

이들에게 얼굴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얼굴을 드러내게 만들기 위

한 방법을 찾는 질문글들이 인디스쿨에 적잖이 올라왔다. 그러나 인디스쿨

게시글에 제시된 바로는 아이들이 줌 수업을 들을 때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을 직접 끄지 않더라도, 줌 회의실 내의 다른 참가자 즉, 학급 구성원들

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화면을 전환하면 자신의 얼굴을 송출하던 화면이 꺼

지기도 한다고 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지니는 한계인 것 같았다.

셋째,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주체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지워야 하

는 일 또한 벌어졌다. 우선 아이들의 얼굴이 송출되는 화면은 때때로 차단되

어야 했다. 시간 격차와 딜레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페이지를 넘기나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그것이 아이

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자 우리 반 아이 하나가 “비

디오 중지”를 하면 자료가 더 빨리 뜬다는 말을 하였고, 줌 프로그램의 반응

속도가 늦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얼굴이 송출되는 화면을 스

스로 껐다. 학교 컴퓨터 기사에게 확인해본 바, 이러한 문제는 각 가정의 인

터넷 환경 문제, 다수의 동시접속으로 인한 학교 서버 용량의 문제일 가능성

이 컸지만, 교사와 아이들 선에서 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그것뿐이

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음소거하게 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교실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의사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이른

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수행되는 규범적 행위”(한기철,

2014: 19)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모종의 기준을 충족시켜야”(ibid.: 25)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것은 바로 절차에 따르는 것인데, “올바른 절차를 위한 규칙들은 사전에 규

범적으로 주어지며, 이는 이상적 발화 상황을 위한 요구조건들의 형식으로서

주어진다.”(Flyvbjerg, 2014: 91) 이 절차에 따른 의사소통에 차질을 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혼잣말로 뱉는 소리, 떠드는 소리, 혹은 아이들이 착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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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폰의 불량접촉으로 인한 지지직거리는 소리 같은, 수업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음이다. 보통의 교실 상황이었으면 아이들 스스로도 목소리의 크기를 자체

조절하기도 하고, 말하고 있는 아이가 있더라도 교사가 목소리의 크기를 조

금 더 높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소리들도 많았겠지만, 줌

기능 상 어떤 참여자의 소리이든 동일한 강도와 비중으로 모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 와중에 소리를 내는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얼

마나 크게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의식하지는 못하니, 계속

큰 소리로 잡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설령 잡음을 듣게 되더라도, 보통

의 학급 공간에서라면 어떤 친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직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기에 학급구성원 모두가 그 친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

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려우니, 잡음은 그저 익명

의 누군가가 끼치는 피해로 의미화 되었고, 아이들은 교사의 목소리가 들리

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교사 역시 그러한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

서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기에 부득불 음소거를 하게 되는 것이다.51)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교사가 자신의 얼굴을 지워야 하기도 했다.

그중 한 예로, 쌍방향 수업에서의 자료공유를 들 수 있다. 줌 프로그램 상에

서는 교사가 자료를 송출할 것인지 자신의 얼굴을 송출할 것인지, 둘 중 하

나를 주된 것으로 선택해서 송출해야 했다. 그래서 자료를 송출할 때면, 교사

는 자신의 얼굴을 지워야 했다. 보통의 교실 상황 같았으면, 아이들은 멀티비

전에 띄워진 PPT 자료와 말하고 있는 교사의 얼굴을 동시에 보면서도, 전경

과 배경을 자연스럽고 빠르게 교체하며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시선은

“대상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어떤 시점에도 고정되지

않을”(Merleau-Ponty, 1960/2005: 37) 수 있으며, 자신의 “시선을 숙고하고 지

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ibid.) 그러나 줌 플랫폼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원

하는 바와는 무관한 화면고정 혹은 빈번한 화면전환을 겪으며 수업에 참여해

야 했다. 또 다른 예로, EBS 온라인 특강 방영을 들 수 있다. 저학년 아이들

의 학력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EBS 온라

인 특강 시청이 학교에서 채택된 경우, 교사들은 자신의 학급 아이들의 학습

51) 지워진 아이들의 얼굴 “음향-이미지”(Kohn, 2013/2018)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줌 채

팅 기능 활성화, 패들렛(실시간 협업 웹 플랫폼), 게더타운(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 등

이 있었다. 그러나 2학년 아이들에게 이것은 무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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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텔레비전 속 교사에게 맡기게 되었다. 교사들의 얼굴은 뒷전으로 물러나

고, EBS 강사의 얼굴이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이다. 어떤 교사들은 안그

래도 바쁜 와중에 자신들의 할 일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

정으로 공개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에 기뻐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워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몇몇 학부모들은 이것을 교사들의 책임회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교사 자신의 얼굴이 작동하는 기존의 방식을 부정해야 하기도 했다. 그 중

하나는 눈맞춤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줌 사용법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배영

주는, 수업 장면에서 아이에게 선생님이 자신을 본다는 느낌을 주려면 교사

가 모니터 속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아야” 한다

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동학년 교사들에게 강조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 장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 대 사람으

로 눈을 맞춤으로써 아이들의 학습상황을 순간순간 파악하며 가르치는 일을

해왔던 교사들에게, 방송인들이나 유튜버들이 하듯 카메라를 보는 것은 꽤나

어색한 일이었다. 눈맞춤의 여부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시선이 움직이는 방식

전반이 변화되어야 했다. 대면수업에서 교사의 시선은 교실에 앉은 아이들의

몸-얼굴, 손으로 들고 있거나 교탁 등에 놓인 교과서, 자료가 띄워진 모니터

와 멀티비전, 필기를 위한 칠판, 마련된 예시 작품, 학습준비물 또는 교구 등

을 향해왔다. 그런데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시선은 수

업 자료를 띄울 모니터, 아이들의 얼굴이 격자모양으로 띄워진 모니터, 책상

에 펼쳐진 교과서, 태블릿PC나 타블렛 등의 전자기기, 오프라인으로 마련된

예시 자료, 긴급돌봄 아동의 몸-얼굴 방향 등으로 변화되어야 했다. 이것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2) 거울에 비친 얼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얼굴을 실제로 볼 수 없다. 나의 얼굴은 무엇에

비추어야만 볼 수 있다. 먼 옛날 인류는 고인 물웅덩이를 통해 자신의 얼굴

을 최초로 보았을 것이며, 유리거울의 등장 이후 인류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발견하기도 하

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나의 거울 역할을 해준다. 거울에 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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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얼굴 이미지는 어느 때는 제법 괜찮게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봐

줄 수 없을 만큼 형편없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사 주체가 바라보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일까? 수업준비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

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사 집단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질까? 먼

저 교사가 자기 자신 및 집단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상적 이미지부

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교사들은 수업준비 시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한 방법은, 서로의 물품대여소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수업준

비를 하는 도중에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혹은 수업 장면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물건이 나에게 없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가까운 반에 가[기만 하]면” 된다.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학년 교사 중에서 적어도 누구 한 명은 내가

필요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혹여나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

더라도, 적어도 그 물건을 “어디서 봤는지”, 누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을 구할 수 있는지, 혹은 그 물건을 대체할 물건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교실로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동학년 교

사들에게 인터폰을 걸어 해당 물건이 있는지를 묻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저

희 반에 있어요∼” 하고 해당 물건을 빌려주겠다는 동료 교사들의 “답(장)이

엄청 많이 온다.”고 김목화는 말하였다. 김목화는 자신 역시 스스럼없이 물건

을 “동학년에 돌린다.”고 하였다.

장비나 사무용품 등은 물론이고, 교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교구,

심지어 직접 제작한 예시작품까지도 교사들은 서로 빌리고 빌려주고 한다.

오승효는 대면수업이 있을 때면 우리 반으로 찾아와서 내가 만든 예시 작품

을 종종 빌려 갔는데, 그녀의 반 아이들이 그 예시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을 때 그녀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거나 자신과 내가 함께 만들었다고 거짓

말을 할 때도 있었다며, 겸연쩍은 표정으로 미안함을 표했다. 그렇게 하는 것

이 아이들의 학습 동기유발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녀와 내가 “사회관계와 공유의 윤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이상호, 2019: 190-191)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commons-based peer

production)”(Benkler, 2006: 60) 체제 하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그것이 그녀가

그렇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교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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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리의 물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물품 공유는 “탈 집중화 되어

있고, 협력적이며, 비독점적[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적] 신호나 관리적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상호협조하는,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느슨하게 연결된 [개별 교

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자원과 생산에 기초”(ibid.)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상호호혜 관계는 아이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확장, 전수

되기도 한다. 초임교사 시절 나는 갖고있는 물품이 몇 없었는데, 5학년 줄넘

기 급수장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져오지만 담임이 소량 보관하여

활용하는 교구인 줄넘기가 없어서 옆반 교사들에게 수소문하였다. 이럴 때

나의 동료 교사들은 자신의 학급 아이들 중에서 줄넘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수소문하고, 그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여 우리 반에 줄넘기를 빌려

주기도 하였다. 오히려 역으로 아이들이 교사에게 다른 반 아이들로부터 물

품을 빌려오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기도 한다. 그

러나 COVID-19로 인해 등교일 자체가 줄어들고, 대면수업을 실시하더라도

방역 문제로 학급 간 교류를 장려하기는 어려운 여건 탓에, 상호호혜 관계의

확장, 전수는 이전보다 어려운 일이 되었다.

또한, COVID-19 초반에는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모든 교사들에게 공히 없는 상황이었고, IT 제품군에 익숙하거나 관심이 많

은 몇몇 교사가 장비를 갖추고 수업준비에 임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혹은 사비를 들여 구입한 고가의 개인 장비들로서 누군가와

공유하며 사용하기에 적합한 성격의 물품은 아니었던 까닭에,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에 필요한 장비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교사들의 “공유재 기반 동료

생산”이 일어날 수 없는 여건이기도 했다.

교사들이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또 다른 방법은 수업준비 과정에

서 서로에게 시범과 설명 제공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동료교사의 시범과 설

명으로부터 동료교사의 수업 아이디어와 방법 등을 얻어 나의 수업에 도입하

면, 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다. 어느 날 오승효는 우리 교실 옆을 지나가

다가 내가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교실로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내가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 하자, 오승효는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고 물었다. 나는 가족의

형태별로 명칭과 사진 및 해당 가족에 대한 설명을 붙인 색지를 교실 군데군

데 놓아두어, 아이들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가족의 다양한 형태들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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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고, 각 가족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 붙이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녀는 원래 그 수업을 학년 차원에서 공유된 학습지에

학습내용을 기록하는 방식 그대로 진행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나의 설명을

듣고는 자신도 나의 방법이 마음에 든다며, 그 주제의 수업을 나와 같은 방

식으로 수업을 해야 하겠다며 나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였다.

동료교사의 시범과 설명이 수업 구현에 대해 교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을 깨뜨려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수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근본적

으로 바꾸어준다. 어느 날 나는 문지기 놀이(동대문 놀이) 수업을 준비하던

중에 난관에 봉착했다. 교실 옆에 바람통로(복도의 넓은 부분)가 붙어있어서

그곳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었던 3반, 4반과는 달리 우리 반 복도는 좁은 데

다, 바람통로를 활용하자면 3반이나 4반 수업을 방해하게 될 것 같아 막막했

기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아이들의 등교횟수가 적어 한 번 나왔을 때 처리해

야 할 일이 많은데, 학교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오자니, 시간이 너무 많

이 걸릴 것 같았다. 나는 문지기 놀이 수업을 포기하고 싶었다. 내가 한탄하

자, 오승효는 교실 안에서도 충분히 문지기 놀이를 할 수 있다며, 그 방법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었다. 그녀는 교실 안에서 분단 사이사이

를 뒷짐 진 채 박자에 맞추어 흥겹게 돌았다. 그녀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이들이 그녀 뒤를 따라올 수 있게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은

충분히 좋아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녀의 시범과 설명 덕에 직관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녀의

시범과 설명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수업을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해준 것이

었다.

<사진 29-1>

문지기놀이 시범1

<사진 29-2>

문지기놀이 시범2

<사진 29-3>

문지기놀이 시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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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상황이 되자, 시범과 설명 제공을 통한 교사 간 상호부

조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교사들이 공동으로 처한 어려움을 협

력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비대면수업 초창기, 4학년 교사인 박지연은

일처리를 하러 배영주의 교실로 방문했을 때, 한동안 머물며 배영주에게 클

래스팅 과제방과 구글 프레젠테이션 활용법을 알려주었다. 임은수는 그녀의

학년부장으로부터 비대면수업을 위한 많은 것을 배웠고, 나 또한 동학년 교

사들에게 각종 플랫폼과 장비의 활용법을 알려주곤 했다.

시범과 설명 제공을 통한 교사 간 상호부조는 단지 학교의 물리적 경계 안

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오승효는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을 먼저

실시했던 친구네 학교의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동학년에 공유하였고, 유정화

도 이웃 학교에 있는 교사로부터 그 학교에서 2학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

식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동학년에 공유했다. 나는 타 학교에 근무하는 김

목화와 안재현 등으로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인 e학습터

와 영상제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교사들은 개인적

으로 친분이 있는 타 학교 교사들을 통해 학교의 경계를 넘어 수업준비 상황

과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터해 있는 수업준비 상황에 대한 이해

를 하고, 앞으로의 운신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예상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또, 앞서 수업내용의 자료화에서도 일정부분 드러났다시피, 오프라인 공간

외에도 온라인 공간에서도 교사들은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다. 초등교

사 온라인 공동체인 인디스쿨에는 비대면수업용 자료 제작방법에 대한 글이

나 영상을 올리거나, 플랫폼 사용방법에 대한 소규모 비공식 자체연수를 운

영함을 알리는 교사들52), 수업 및 수업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플랫폼

을 소개하는 교사들이 속속 등장했다. 어떤 교사가 비대면수업을 준비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게시글을 남기면, 수많은 교사들이 댓글로 문제해결 방

안을 공유해주기도 하였다. 인디스쿨 외에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의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수업준비 과정을 공유하는 교사

들도 있었다. 학교라는 공간적 한계의 범주를 넘어선 온라인 교사공동체 속

52) 2020년이 끝날 무렵, 인디스쿨의 한 교사는 그간 내가 만든 구글 프레젠테이션 자료

를 잘 이용했다며, 내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글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방법을 줌으

로 연수받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다. 그녀 덕에 나 역시도 작게나마 나의 노하우를 공유하

는 연수를 진행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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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새로운 시도와 정보 생산 및 공유는, “각자가 생산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독점을 포기하고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가치를 추구”(Levy, 2002: 46; 최

항섭, 2009: 309)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문가 지성의 협업’의 형태를 띠었다.

둘째로, 교사들은 스스로를 아이들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고 여긴다. 초등교사 인스타그램 “람보스쿨”의 2020년 5월 14일 게시물에는,

교사들이 “대충을 모른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못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다

고 투덜거리다가도, 무엇이든 “막상 하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교사들이라는 것이다. 게시물의 말미에 인용되어 붙은 “교대 신

(神)” 그림은 어떤 일이 주어지든 열심히 갈고 닦아, 두루 만능으로 해내고

만다는 초등교사들의 자부심을 표현한다.

비단 교과와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인스타그램 “edu_boxc”의 8

월 31일 게시물에 적힌대로 공연기획자, 여행가이드, 상담가, 환경미화원, 우

산장수, 연예인, COVID-19 상황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방역책임관까지, “교사

라는 하나의 직업으로 수십가지의 직업”을 멀티로 해내야 하는 것이 초등교

사이다. 글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김목화는 자신이 만나본 교사들에 한해

서는 자신이 맡은 교사로서의 직분에 허투루인 사람이 없다고 했다. “대부분”

성실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려고” 한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 동료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자 교사가 하나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비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유분방한 “선생님[조차]도 책임

<그림 6> 교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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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있게” 수업준비를 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 다들

뭔가 꼼지락 꼼지락 하고 있다”며, 그 사실이 “뭔가 감동적이지 않아?” 라고

나에게 반문했다. 그러나 “외부 사람들은 [교사들의 이러한 면모를] 잘 모른

다.” 교사들은 언론매체로부터 타 직군에 비해 “열정이 없다”(고유선, 2020)며

비난 받기 일쑤이고, “대충” 쉽게 쉽게 일하는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들이 인터

넷 신문기사에 비춰지기 일쑤이며, 그런 글들이 뜰 때마다 싸잡아서 욕을 먹

는다. 이러한 비난은 COVID-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계

속되었으며, ‘팬데믹 패닉’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럽고 심란한 교사들에게 더욱

날카로운 비수로 꽂혔다. 그러나 교사들은 서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 참쌤

스쿨 인스타그램 2020년 8월 4일 게시글에 제시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 동료

들이 가깝든 멀든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또한 그런 교사 중 한 사람이

라는 것을, 교사들은 COVID-19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일하는 원동력으

로 삼았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스스로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이지만

COVID-19로 인하여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귀인하는 교사들 또한 있으며, 그러한 교사들을 과연 진정 성실하고 능력있

는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교사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다른 여러 교사들과 함께 묶여 교사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 자신과 다르고 교사 집단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

기며 불편함을 표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수업준비 과정에서 드

러나는 교사들의 자아 이미지에 중 교사들이 거부감을 표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 중 하나는 통일된 방식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교

사 중에서는 자신의 교육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통일된 방식에 반하는

경우들이 있다. COVID-19 초반 이해린의 소속교 4학년 부장이 그랬는데, 그

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과제제시형 비대면수업을 했던 2020년 1학기 초부

터, 자기 학년은 꼭 줌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해야 하겠다며 강경하

게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해린의 학교에서는 4학년만을 위해 각종 장비들을

미리 구입해서 제공하게 되었다. 이해린은 4학년 부장의 이러한 행동이 다른

교사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4학년 부장은 정작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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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는 전혀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품 정보 확인, 회의 개최, 물품 구입 등의 뒤치다꺼리는 모두

다른 교사들의 몫이 되었다.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함으로써 4

학년 부장 그 자신과 자신이 맡은 학년은 교육활동에서 득을 봤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빛이 났지만, 정작 그의 뒤에서 ‘그림자 노동’을 한 사람들은 애꿎은

동료 교사들이었던 것이다. 이해린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준비에서 드러나는

통일하기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비판받아야 할 일만은 아니다. 다소 “획일

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렇게 함께 맞춰서 했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 변

고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수업이 실현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초기단계에서 획일적이기라도 하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악은 면할 수” 있

고, “그 이후에 분화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튀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을 수습하

느라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 가지는 과도한 걸출함에 대한 것이었다. 일상에서는 교사들끼리

서로의 수업을 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동료 교사가 잘 가르친

다, 그렇지 않다에 대한 추측만을 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직접 부대끼

며 지내는 사이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

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방영된 EBS 온라인 특강에서 수업을 잘 하

는 것으로 선정되었을 교사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교

사들에게 주어졌고, 동학년 교사들은 TV속 교사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을 자세하게 피력했다. 그리고 TV속 교사의 모습을 자신들과 대비시켰다.

첫째는, EBS 강사의 교수 역량이 출중하다는 것이었다. 배영주는 “EBS에

서 나오는 교사들이 너무 잘 가르치더라,”고 평가하며 “참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유정화도 이에 동의했는데, 특히 학년 초에 “수학[을 맡아 가르치던

교사가] 잘 하더라.”고 말했다. 배영주도 유정화의 말에 공감하며 그녀가 “교

과서 내용을 하나하나 참 차분하게” 짚어가며 가르치더라고 말했다. 배영주는

아이들이 “개학해서 오면(자신을 만나게 되면), 애들[이] 속았어(그때 그 선생

님은 진짜 내 선생님이 아니었어)∼” 하겠다며 자조적으로 웃었다. 유정화도

“저러다가(EBS 강사의 수업을 보다가) 개학하면 우리 선생님은 왜 저렇게

안 해줘요? 이러면 어째?”라고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유정화는 EBS 강사가

매우 상냥하더라는 것도 언급했다. 그녀는 “우리는 막, 야! 이러는데”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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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에 오면 놀라고 무서워할 것 같다고 하며, 아이들이 EBS 강사와 판

이하게 다른 엄한 담임인 자신을 만나 실망할 까봐 염려했다.53)

둘째는, EBS 강사가 젊고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나는 동학년 교사들에게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제 또래로 보이는데, 예뻐서” 걱정이 된다고 했다.

EBS 강사가 “눈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갸름하고, 목소리도 귀엽고, 머리

핀도 옆으로 예쁘게 꽂고 해서 애들이 좋아하겠다 하는 느낌”부터 들었기 때

문이었다. 동학년 교사들은 자신들이 EBS 강사처럼 젊고 예쁘지 않으니, 그

런 면에서는 애초에 경쟁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배영주는 외모보다는 “재미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들이 우리 선생님은

촌스러워∼ 하면서 평가도” 한다고 하며, 나에게 “애들이 좋아하는 공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하였다.

셋째는, EBS 교사는 자기과시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었다. 유정화는 “그런

(EBS 같은) 데에 나오려면 쇼맨십이 있어야” 된다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뭐해도 그런 방송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

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격이 있어야 그런 방송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편인 나의 동학년 교사들과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

로 대표되는 198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교사 중에는, “전통적인 경력

의 경로인 관리자로의 승진” 대신에 “전문직이나 교육계의 저명한 교사 리더

(예: 교사 작가, 교사 연수 전문가)”(김재원 외, 2018: 243) 또는 교사 만화가,

교사 유튜버 등의 교사 크리에이터, 교사 앱 개발자가 되는 것 등을 추구하

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사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반면, 오승효와 유정화는 자신들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잘 다루지

못하는 연령대의 사람, 비대면수업 준비에 적합하지 않은 교사로 상정하며,

비대면수업을 위한 자료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 즉, 배영주 및 나와 선을

긋고, 수업준비의 과정에서 되도록 배영주와 나의 그늘 뒤로 숨으려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다시 상술하도록 하겠다.

53) 그러나 이것은 다소 과장이 섞인 표현일 수도 있으며, 학교교육상황에서 엄격함이 무

조건 나쁜 것 또한 아니다. 심지어 평소 유정화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거칠게 말하지도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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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의 얼굴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내 맘 같은 것은 아니다. 교사주체가 만나는 타자들

도 그러하다. 수업준비를 하면서 교사들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예상을 벗어나

며,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동료교사들, 아이들, 학부모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의 그런 얼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리고 교사는 그들의 그러한 얼굴을 마주하였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교사주체는 수업준비의 협력과정에서 일을 충분히 분담해주지 않는

동료교사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COVID-19 상황으로 비대면수업에 적합한

수업자료의 제작이 교사의 수업준비에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예전처럼

대부분의 수업자료 마련을 개별 교사 차원에서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다. 교사들은 함께 수업자료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학년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분담해서 만들고 [다 만들어진 자료를] 공유”

하였다. 분담을 하는 방식은 각 학교 및 학년의 상황마다 다양하며, 동학년에

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임은수가 속한 3학년, 최가영의 4학

년, 이현실의 6학년은 모두 “과목”과 “차시”를 기준으로 분담을 했다. 한편

타 학교에서 근무하는 이해린은 자신의 학년에서는 일을 나누어 갖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들 “적당히 눈치껏” 했다고 하였다. “지난

주에 저 사람이 많이 한 것 같으면 이번 주엔 내가 할게∼” 한다거나, “왠지

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한 반이(한 반의 교사가) 일어나가지

고, 이건 내가 할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자료 제작에서 분담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모든 교사가 똑같은

업무 하중을 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이라는 것이 “ ”로 딱 맞게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을 테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거나, 일을 빼지 않고 열심히 하거나, 일머리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몰아주고” 몰아받게 된다는 것은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는 학

교 일의 특성이다. 우리 학년의 경우, 업무 편중 문제와 비슷한 장면이 비대

면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에서 출현했다.

학년부장인 배영주는 처음부터 오승효와 유정화에게 비대면수업 자료제작

을 맡기기 어려워했다. 오승효와 유정화가 배영주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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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녀들이 애초부터 자신들은 컴퓨터를 잘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

이었다. 이런 까닭에 배영주는 초반에는 그녀들에게 일을 아예 주지 않는 대

신, 나에게 자신과 둘이서 비대면수업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대

면수업 상황이 장기화되고 수업준비 부담이 커지자, 배영주는 결국 그녀들에

게도 분담을 요청했다. 오승효와 유정화에게 주어진 일은 구글 스프레드시

트54) 상에 작성된 일일학습안내의 교과별 차시 칸에 수업내용을 기록해 넣는

일이었는데, EBS에서 맡아 진행해주는 국어와 수학 수업의 차시 내용을 교

사용 지도서에서 찾아 적어 넣기만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오승효와 유정화는 그 작업조차도 겁을 내었고, 배영주와 나에게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곤 했다. 실상, 누군가에게

는 한없이 간단해 보이는 일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버거운 일일 수

있다. 마치 전통놀이(비석치기, 고누놀이, 실뜨기 등)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유정화에게는 별일 아니지만, 나에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인 것처럼 말

이다. 게다가, 온라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며 비교적 젊은 축에 끼는 나

에게도 비대면수업을 위한 수업준비가 낯설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는데, 30년

넘게 가꿔온 자신의 수업준비 방식을 포기하고 컴퓨터 관련 장비와 각종 프

로그램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 수업준비를 해야 하는 오승효와

유정화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공포스러운 일일 수 있었다. 일례로,

어느 날 오승효는 아들이 그녀에게 “엄마 이것 보고 좀 배우라면서” 보내온

온라인 수업을 잘 하는 젊은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잤더니, 자신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망쳐 패닉 상태가 된 꿈까지 꾸었다고 했다. 그녀의

초조함과 위축됨이 꿈에서 드러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오승효와 유정화가 비대면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

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오승효는 자신의 “무임승차”

에 미안함을 표했지만, 무임승차를 그만두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 배영

주와 내가 정신없이 학년용 수업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 오승효는 상당한 시

간을 친구나 친언니 등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프랑스 자수를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보냈고, 유정화는 찬송가를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자신의 교실

을 깨끗하게 정비하거나, 자기 학급의 대면수업을 위한 수업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들은 비대면수업을 위한 자료 제작을 돕지 못하니, 대신

54) 온라인화 된 엑셀로, 동기화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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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학년을 돕겠다고 했다. 오승효는 급식이 지원

되지 않을 때 점심 식사를 위한 요리를 자청했고, 유정화는 때때로 연구실

정리를 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승효와 유정화는 주로 정시에 퇴근을 했다. 그러나

배영주와 나는 수업자료를 만들다가 예닐곱 시 무렵이 되어 퇴근을 하곤 했

다. 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오승효와 유정화는 여느 때처럼 퇴근길에 우리

반 앞문을 열고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유정화는 말했다.

유정화: 또 못 가는 거야? 자료 만드느라고?

연구자: 아, 이것까지만 하고 금방 가려고요∼

유정화: 그거 우리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면, 자기처럼 잘하지는 못하더

라도, 한두 개 씩이라도 [우리가 맡아서] 하면∼

연구자: 별로 어려운 작업도 아니니까 시간만 내셔서 오시면, 두 분 시

간 맞춰서 오시면 제가 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말이 내심 반가웠다. 끝나가는 마당에 자료 제작 방법을 전수해

봐야 우리 학년의 비대면 수업준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의 노고만 든다

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틀을 깨고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시도한다

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대화 이후 유정화와 오승효는 비대

면수업을 위한 자료 만들기 방법을 배우려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

들은 대면수업 준비과정에서 나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주고 여러 방면에서

모범이 되어주었지만, 비대면수업 준비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학년이 끝

날 시점까지 그들은 배영주와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에게 힘

을 가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교사주체는 교사를 교육서비스 제공 노동자 집단의 일원으로 대하거

나, 자녀의 학습을 돌보지 않는/못하는 학부모들의 얼굴을 마주한 채 수업준

비를 해나간다. COVID-19 상황에서 가정과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수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학부모들과 통화를 할 때, 교사에게 고생이 많으시다며 격

려의 말을 건네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사무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은 비대면수업 실시에 대한 각종 불만과

짜증을 교사에게 토로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은 그들이 처한 여건하에서

비대면수업을 실시할 사정이 여의찮아 난관에 빠진 것에 대한 어찌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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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부터 오는 감정들이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잦은 일정 변경

과 낯선 수업방식은 교사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학부모에게도 분명 힘든 일

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쏟아내는 부정적인 감정을 오롯이 수용하며, 그들

을 상담해주거나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사람은 결국 교사였다. 이 경우

학부모들에게 교사는 단지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

공해줄 의무와 책임만을 지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의 동료교사

들은 이러한 역할을 맡은 우리의 모습을 “감정노동자”나 “서비스직”이라며

자조적으로 표현했다. 교사 역시도 처음 겪는 COVID-19 팬데믹 하에서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괴로운데, 그런 교사의 입장은 학부모들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교사의 불성실과 무책임 및 역량부족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임은수는 지역 “맘카페에 들어가보니까 [엄마들이 학교와 교사들에

대해] 욕을 엄청 하더라”고 말했다. 비대면수업 진행에 대한 학교차원에서의

설문을 했을 때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신랄한 비판의 말들이 있었다. 교사들

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으며, 교사의 자격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다.55) 그

런데 정작 몇몇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익명의 “교사”나 시스템의 미확립으로

부터 기인한 비판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던 교사들이었다. 임은수는 “차라리 [주관식으

로 작성된 학부모 설문 의견을 교사들에게] 알려주지 말지.”라며 서글퍼하였

다. 격려와 응원을 해주어도 힘이 날까 말까 한 판국에, 설문 결과의 대부분

이 교사들을 탓하고 나무라는 말들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오승효는

교사들이 고생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을 학부모들이 모른다며, “자료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아나봐.”라며 분개하였다. 자료를 거의 만들지도 않은 그녀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좀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말이다.

한편, 모든 학부모들이 다 학교교육활동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수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배영주는 자신의 반 학부모가 “3학년은

영상 하나만 보라고 하던데, 2학년은 왜 이렇게 학습활동을 많이 주느냐?”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하였다. 임은수도, 자신의 반 학부모로부터 “과제가 너

무 많다.”는 민원을 받아서, 과제를 내주는 것에 몸을 사리게 되었다고 하였

다. 그것이 이름만 과제일 뿐 사실은 아이들이 수업시간 중에 해야 하는 필

55) 이것은 주로 비대면수업 초반의 과제제시형 수업에 대한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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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활동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이다. 체육특기자 등 학교 수업과 무관한

진로를 일찌감치 결정한 아이의 학부모들은 오히려 COVID-19 상황을 아이

의 훈련을 위한 기회로 삼기도 했다. 그 경우 교사의 입장에서 염려되는 아

이의 기초학습 부진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교사가 수업자료를 제작해서 가정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가정에

서 그 자료를 교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아이의 학습 장면에서 구현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경우, 링크 안에 아이가 학습해야

할 내용이 가득 담겨있는데, 링크를 클릭하여 링크 안에 담긴 수업자료의 내

용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링크만 보낸다고 분노하는 학부모 설문

내용도 있었다. 김목화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녀가 제작하여 업

로드한 영상 속에 그녀가 학습 여부를 확인할 요량으로 낸 문제의 답이 담겨

있었음에도, 자신이 만든 영상도 보지 않은 채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불만을 표하는 학부모가 있었다고 하였다.

학부모가 비대면 수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비의 수령이나 세팅 역할을

해주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역할을 매끄럽게 또는 충실히 수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장비의 필요 여부를 묻는 설문에 답하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

을 위한 장비가 가정에 없음에도 “스마트기기는 안 받겠다고” 하거나, 장비를

받겠다고 해놓고 수령해 가지 않아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야 하거나, 장비

를 받아가 놓고는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 처음 포장 상태 그대로

돌려주는 학부모들이 적잖이 있었다.

때로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학습을 살펴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밥 해먹

이고 청소하고 빨래하면 하루가 다 간다”거나, 자신은 “직장맘이어서 출근을

하고 아이를 어른이([외할머니가]) 봐주어서” 보육은 가능하지만 교육은 어렵

다거나, “재택근무를 하느라 바빠서”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학습지도

를 할 수 없었다거나, 아이의 “동생을 출산”하여 동생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

야 했다거나, 학부모들의 사정은 제각기 다양했다. 비대면수업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드러난 학부모들의 위치는 굉장히 묘했다. 학부모는 비대면수업을 통

한 교육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교사의 최근접 조력자인 동시에, 어떤 경우

에는 누구보다도 수업을 더 강하게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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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개별 가정의 사정을 다 도울 수도 없거니와, 무작정

개입하는 것도 폭력이나 월권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다.

셋째, 교사주체는 수업을 위해 갖추어져있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학

습습관이 흐트러져버린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내가 가장 놀랐던

점은 아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교사나 친구들과 눈맞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었다. 이것은 우리 반 아이들 전반의 일관된 반응이었고, 김목화도 같은 느낌

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교사든 학생이든 학급의 누군가가 말을 하

면 아이들이 말하는 사람 쪽으로 얼굴을 돌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

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COVID-19 상황을

계기로 하여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

동안 집안에만 있었던 아이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내 영혼 없는 흐릿

한 눈빛으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수업에서 교육이 일어

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선생님의 눈을 마주

칠 것을 매일 요구하며, 눈맞춤을 상당히 오랫동안 연습시켜야 했다.

아이들은 수업 주제와 관련된 발화들을 제대로 경청하지도 못했다. 물론

일반적으로도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아서 쉽게 산만해지고 옆자리 친구와 떠

들곤 하지만, COVID-19 하에서의 대면수업을 시작할 시점에서 아이들이 보

여준 모습은 순간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귓가에 들려오

는 수업내용에 몰입 자체를 쉽사리 하지 못하는 모습에 가까웠다. 수업이라

는 특수한 성격의 상황이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 그리고 수업에 참여한

다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자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았다.

몸을 두는 자세도,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도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 의자 위

에 한 다리를 올리거나 양반다리를 하지 않고 발바닥을 땅에 댄 상태로 의자

등판에 허리를 붙여 세워 바른 자세로 앉는 것, 온라인개학 상황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듯 여겨졌던 과제를 진지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

다음 다 했는지의 여부를 교사에게 검사받는 것, 그냥 멍하니 듣다가 흘려보

내지 말고 공부를 하다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필기를 하는 것, 내 작품에

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칠판과 게시판에 붙은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 친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친구의 발화에 호응하고 그것을 평가

하는 것, 공부 내용과 관련지어 놀이 활동을 하는 것 등이 수업에서 아이들

의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 206 -

들뢰즈와 과타리(Deleuze & Guattari)에 따르면 “얼굴은 인류 안에서 생산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일반’의 필요성이 아닌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이

다.”(1980/2001: 327) 즉 “모든 인간이 얼굴을 갖는 것이 아니라 … 특정한 사

회구성체 안에 사는 인간만이 얼굴을 갖는다.”(이진경, 2002: 513) 역으로 말

하면 어떤 특정한 사회구성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있지 않다면 얼굴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너무 오랜 기간 가족이라는 사회구성체에

만 주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사회구성체, 특히 수업이라는 교육활동

을 하는 사회구성체 단위인 학급에 속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급구성원 사

이에서 통용 가능한 사회적 산물인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듯, 학급구

성원으로서 수업에 참여하는 얼굴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교사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다가온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회구성체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양상으로 반복된 풍경과 얼

굴을 겪으며 그전까지의 이질적인 기호계를 붕괴하고, “근거들의 질서”로 된

명령어의 암호를 풀어가며, 서로를 익힌다.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 교육

[으로] 특정한 표정을 만들어낸다.”(이진경, 2002: 523) 결국 아이들은 수차례

등교를 하고 교실 안에서 교사 및 친구들과 함께 대면수업에 참여하면서, 그

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학급구성원들의 얼굴상(像)이라도 마주하면

서, 자신의 얼굴을 수업하는 데에 필요한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천천

히 배워나갔다. 그리고 학급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교사 및 친구들과 어울리

며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이 조금씩 조금씩 바로잡아진다

는 것에 기쁨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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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업준비의 교육학: 종합고찰

지금까지 수업준비의 네 차원인 물질적, 내용적, 과정적, 주체적 차원을 일

컫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스웨어, 바디웨어라는 문화주제를 중심으로 초

등교사의 수업준비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구

조화 속에서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을 위한 수업준비를 비교대조하여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문화적 구조와 그것의 변화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교사 수

업준비의 문화주제인 네 가지 웨어 및 각 웨어의 하위주제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함의, 적용, 제언의 세 요소를 두루 언급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향

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함의의 측면에서, 이 연구의 교육학적 함의, 즉 “이 연구를 통하여

[내가 교육학 연구자로서] 발견하고 학습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용환, 2019d: 26)를 밝힐 것이다. 특히 앞서 기술한 구체

적 사례와 그것을 근거로 분석하여 도출한 현장의 에믹한 이론을 토대로 하

여, 그것들이 교육학이라는 학술 영역에서의 에틱한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의

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용의 측면에서, 이 “연구의 성과가 어떠한 쓰임새를 가지는

지”(ibid.), 즉 교육학계 및 교육현장에 어떠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및 COVID-19 상황에서의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 학교

현장 교사들의 수업준비 실천에 내재된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과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방식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하도록 하겠

다.

마지막으로 제언의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

하여 “향후 연구의 과제”(ibid.)를 밝힘으로써 어떠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인 교육현장의 변화

와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사회적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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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념형으로서의 교육의 본질”(조용환,

2021b: 19) 즉, “①양상: 학습과 교수의 해석적 상호작용, ②지향: 더 나은 인

간 형성의 존재론적 지향, ③방법: 변증법적 대화의 과정”(ibid.)을 근간의 기

준으로 삼고, 그것에 비추어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문화를 해석하고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등교사의 수업준비가 어떤 면에서 그

것 자체로서 교육을 내포하고 있는지, 혹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 어떻게 교

육활동으로서의 수업을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전개해 나

갈 것이다.

역으로,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 교육이 없지는 않는지(무교육), 수업준비가

교육이 아닌 것으로서 행해지지는 않는지(비교육), 수업준비가 교육이 아닌

다른 삶의 형식을 주로 하여 이루어지지는 않는지(교육외적), 교육에 반감을

갖거나 교육을 도외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지(반교육), 그리고 무

엇보다도 초등교사의 수업준비가 교육활동으로서의 수업을 불가능하게 만들

지는 않는지 등도 염두에 두고,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문화를 검토해볼 것이

다(ibid.: 16-17).

1. 하드웨어 준비와 교육

먼저,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첫 번째 문화주제인 하드웨어 준비 중 장소의 구

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케이시(Casey)에 따르면 “세계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장소-세계’”(1997/2016: 29)이다. 그리고 “세계에 공간적 질서를 도입하

는 [것], … 그 형성국면에서 세계가 이미 질서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 바로 장소다.”(ibid.: 31) 교사들은 그들의 몸이 놓인 세계에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질서를 도입하기 위해 그들의 몸을 일으켜 세운다. 그

로써 수업을 위한 장소가 조성된다. 교사에 의해 조성된 장소는 교사의 세계

가 이미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질서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사물들을 학교 공간 안에 독특한 질서에 따라 ‘배치’(arrange/配

置)(이진경, 2002)함으로써 학교 공간을 수업 장소로 만든다. 이때 배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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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직접 움직여 옮김으로써 공시적 계열을 형성하는 것인 동시에, 이미 그

러하게 놓여있는 사물에 수업과 연관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케

이시가 “장소화[가] (비록 사물이 결코 창조된 게 아니라 [이미 거기 있었다]

할지라도)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Casey, 1997/2016: 30)라고

말하였듯, 학교 공간 안에 설치․비치되어 있던 사물들은 교사들이 그것들을

수업에 관련지어 지향적으로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수업과 연관된 질서를 띤

사물인 채로 장소 안에 자리하게 된다. 교사가 구성한 “장소가 [그곳에 놓인]

사물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존재하고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ibid: 29) 하

는 것이다.

교사의 의식함에 따라 수업장소는 부단히 구성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된다.

교사의 의식함으로부터 기인하여 교실의 책상과 의자들은 꿈틀거리고, 심지

어 교실 밖의 공간에서도 수업장소는 부단히 생멸하게 된다. 학교 공간 안에

서, 교사들은 물질로 가득 찬 공간의 이모저모를 살펴가며, 그리고 다른 교사

들과 자신의 학급 및 다른 학급의 아이들을 배려해가며, 수업을 위한 장소를

수시로 구성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기존의 연구들에는, 초등학교의 교실이 “교사 정면을 향하는 고정된 책·걸

상 배치[로 이루어진] 표준화된 공간”(임철일 외, 2019: 592)이라는 선입견이

공공연하게 전제되어 있다. 교사에 의한 수업장소의 구성과 해체와 재구성은

연구 맥락에서 은폐되어 있고, 원천적으로 망각 되어 있다. “효율성과 통제를

위해 획일적으로 디자인 된”(황동호, 2019: 126) 곳으로서의 학교 공간이라는

이름 뒤에서, 심지어 그 자신이 초등교사이면서도 교실을 규율과 관리 감독

의 장소로서 읽어내는 연구자의 눈에 의해서(김윤영, 2012) 말이다.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의 학교는 “스스로를 나타내면서 스스로를 삭제하고, 스스로 소

리를 내는 순간 소리를 죽이면서”(Derrida, 1967a/1996: 150) 있다.

“우리나라 각 학교의 교실 공간들[이] 여전히 관리 중심의 전 근대적인 형

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승헌, 2019: 54)이라는 클리셰와 같은 비

판으로부터 미끄러져, 학교라는 공간에서 관리가 아닌 교육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으로서의 수업을 위한 장소를 수시로 구성하고 해체

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송순재(2008)는 구로야나기 데츠코의 <창가의 토

토>에 등장하는 다음의 문장을 자신의 글 문두에 싣는다. “정말 그랬다. 거기

에는 달리지 않는 진짜 전철 여섯 량이 교실용으로 덩그러니 놓여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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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송순재, 2008: 167, 재인용) 그렇다. 공간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기에 특

정한 장소의 성격이 도출되는 것 또한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바이겠지만,

뜻이 있다면 전철칸 조차도 수업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과 같은 형태의 수업장소에서 수업

을 할 수 없게 된 교사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COVID-19 팬데믹이 야기한

혼돈으로 직면한 위기상황에서,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지둥했다. 이것은 Casey(1997/2016)가 ‘장소-패닉’이라고 표현한 것과 가

까운 것이었다. ‘장소-패닉’은 “장소를 박탈당한 개인의 실존적 곤경”(ibid:

32)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소-패닉’을 낳은 혼돈은 ‘전적인 공허’와는 다르다. 혼돈은 “질

서가 출현하는 장”(ibid.: 38)으로서, “애초부터 뭔가가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실재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ibid.: 36) 그리고 그것은 “장소의 원초

적 분화에 꼭 필요한 작용”(ibid.: 37)으로서, 혼돈을 통해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의 분화”(ibid.)가 일어나고, “다양한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장소로

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ibid.: 39)

혼돈에서 새로운 장소가 발생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 혼돈 상태의 공간

을 장소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인간 주체에게 있어 ‘장소-패닉’은 “너무

나 견디기 힘들고,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근저에서 뒤흔들게”(ibid.: 32)

되기에, ‘장소-패닉’을 겪은 “사람들은 장소를 확정하고 그 장소를 채우는 …

실천을 곧장 실행한다.”(ibid.) 교사들 역시 COVID-19 팬데믹이 야기한 혼돈

에 의해 ‘장소-패닉’을 겪고는,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초등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공간적 질서가 출현하였고, 기존의

수업 장소는 다른 성격과 형태를 띠는 수업장소로 변화, 분화된 것이다.

그런데 관건은 도입된 공간적 질서가 전적으로 교육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COVID-19 발발 이후 지난 2년간 어느 영역에서든 마찬

가지였겠지만, COVID-19로 인한 혼돈 속에서 학교에는 의학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것은 ‘교육 외적’(조용환, 2021b: 17) 질서였다. 수

업준비에서의 장소화는 의학이라는 교육 외적 질서를 최우선적으로 충족시키

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이라는 것을 하려면, 방역이 선제조건으로

서 갖추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방역규칙에 부합하는 장소화를 위한 배

치의 방식은 하향식(top-down)으로 지시 감독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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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체 인력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상급기관 및 상위직급의 지시를 따르고 감독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인력으로 동원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다양

한 삶의 형식이 혼재하여 굴러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들은 단지 교육

자로서의 정체성뿐만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본연의 교육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들을 늘 함께 그

리고 교육에 대한 책임보다 더 과중한 책임으로서 짊어져 왔다. COVID-19는

이러한 부조리를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의학이라는 새로운 질서 하에서 교육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장소화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허락되는 부차적인 일이 되었다. 심지어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에 최적화된 방식의 배치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려야만 하는 입장

에 놓이게 되기도 했다. 또한 그 일이 교육활동의 속성상 실질적인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강행해야 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면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성격을 띠는 장소를 견디지 못한 교사들이 방역규칙을 변칙적으로

적용하거나 위반하는 사례들 또한 점차 발생했다. 이러한 금기를 깸은 ‘일상

생활의 창조적 실천’(de Certeau, 1984/2012)으로서, 수업 장소에서 교육활동

으로서의 수업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교사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었으며, 한

편으로는 교사 자신에게 익숙한 수업장소를 복귀시키는 것인 동시에 아이들

이 그 수업장소에 머무르는 이유로 예상되는 바, 즉 아이들이 학교에 왔으면

집중해야 하고, 서로 어울려 소통해야 하며, 몸으로 활동해야 하고, 궁극적으

로는 무엇이라도 배워야 함을 충족시키려는 것이었다.

한편, COVID-19로 인해 교사들이 종래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

과 형태를 띠는 수업 장소인 온라인상의 수업 장소가 대대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온라인 “현장은 경계가 불확실[하나, 분명 존재한다. 온라인상의 관계

는] 면대면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실체를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이며

공동체이다. 이 현장의 참여자들은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며 서핑을 하[여

글과 이미지를 접하]고, 목소리를 듣고,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등의 활동

을 한다.”(조용환, 2019a: 13) 인간의 삶이 더 이상 오프라인 차원에서만 성립

하지 않고, 온라인 차원이 인간 삶의 방식과 영역 측면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오프라인의 차원과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운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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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져 온 이

치이기에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비대면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온라인상의 장소를 구성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교사들은 본격적으로

“인터넷시대의 주민들”(조용환, 2000: 176)로서 “인터넷시대의 ‘토지’”(ibid.) 위

에 굳게 발붙이고 서게 되었다. 물론, 교사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

은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른 정부 기관

전산화와 전 교실 컴퓨터 도입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 교사들은 인터넷 밖에서 수업하되 필요한 순간에만 인터넷 안으로 방문하

여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인터넷 안에서 거주하며 수

업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새로운 수업 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하며

존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 역시 그렇게 할 수 있

게 안내하는 것, 더 나아가 아이들의 집과 교사 자신의 집 또한 온라인 상에

서의 수업 실시를 위한 조건이 만족 된 장소가 될 수 있게 조성하는 일이 교

사 수업준비의 급선무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준비 중 사물의 마련과 관련하여, 수업용 사물은 교사와

의 관계성 속에서 ‘사물-교사’로서 존재한다. 존재하는 자인 교사들은 “그의 시

선을 간청하는 [존재하는 것인] 사물들과의 만남”(Merleau-Ponty, 1960/2005:

49) 속에 있다.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할 때, 그 사물들을 수업이라는 상황과

연관 지어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사물들은 비로소 수업

에 필요한 그리고 수업에 활용 가능한 사물이 된다. 플루비야(Flyvbjerg)는

각종 직업군에서 정통한 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들이 수행을 할 때 그

자신이 다루는 사물과 “하나가 되는 것”(2014: 19), “주체와 대상 간 구분이

사라지는 것”(ibid.)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물과 교사 간의 관계성은 교사 전문성의 중요한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용 사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물-교사’, 즉

사물과 교사 간의 관계성을 간과한다.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을 매일같이 가

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접하는 사람이 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

구에서는 교사들의 흔적을 쉽사리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수업에 필요한 사

물들이 근원적으로 교사주체들과의 연관 속에 있음을 망각한 것이다.

물질성을 띠는 사물과 얽혀있으면서, 때로는 그것을 능숙히 다루고 때로는

그것이 내뿜는 저항으로 인한 고통을 견뎌가며 수업준비를 하는 교사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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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교사의 전문성일 수 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해온 것 같다. 또

한 물질성을 띠는 사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찌할 수 없음

과 수고로움도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교사와 사물 간의 관계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지고, 존중받으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런데 수업용 사물들은 공히 사물로서 물질성을 지니고, 사물의 그 독특

한 물질성은 초등교사들의 수업준비가 특정한 방식으로 벌어지게끔 만드는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조용환(2019b)이 심즈와 폿츠(Simms & Potts, 2012)

그리고 베네트(Bennett, 2009)를 인용하여 해설한 바에서 알 수 있듯, 물질은

“그것 자체의 논리”(조용환, 2019b: 24)와 ‘운동성’을 지니는 데다, “무어라 말

할 수 없는 생명력과 에너지가 있으며”(ibid.), “그 고유의 독자성과 저항

성”(ibid.)을 인간에게 발휘한다. 이러한 물질의 ‘힘’ 때문에 인간은 물질성을

띠는 사물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며, 그것과 “더불어 교감하고 소통하

는 ‘대화의 관계’”(ibid.: 25)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수

업용 사물을 다룸에 있어] 일련의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식별하며, 그것들을

[사물의 물질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연관 짓는다.”(Flyvbjerg, 2014: 20) 이

에, 교사가 사물과 맺는 관계로서의 전문성은 단순한 고체적 결속이 아닌 일

종의 “동기화(synchronization)하려는 종합”(이진경, 2016: 133)으로서, 물질성

을 지닌 사물의 리듬과 교사 주체 자신의 리듬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호흡

을 맞추어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수업용 사물들의 전달에서, 수업용 사물이 교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은 교육재정에 관련된 교육 행정 업무로서의 성격을 비교적 강하게 띤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일률적인 구매 시기와 방법 추구, 구매 단계의 공고한 연

쇄, 구매 절차의 정교화, 예산 및 구매 가능 항목의 요목화, 서로 다른 입장

(교사, 실무사, 관리자, 행정실, 교육청) 간의 분업화 등을 특징으로 갖는다.

이러한 일련의 특징은 “국가행정 작용 중 ‘교육에 관한 행정’”(윤정일 외,

2009: 15)으로서 “행정의 관료성과 획일성을 강조”(ibid.: 16)하는 국가통치권

론의 입장으로부터 도출된다. 국가통치권론의 입장은, “수업이 학교의 근본적

인 목적이[고], 행정의 조직과 과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ibid.)이

라 상정하며, 교육 실천을 위한 “인적·물적 제 조건을 정비·확립”(ibid.)하는

교육행정의 수단적·봉사적 성격을 강조하는 조건정비론의 입장과는 사뭇 다

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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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나는 내가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준비물과 교구 구매 절

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재정을 소모하고 교육 행정 업무에 차질

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내

가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태를 답습하

고 있는 것인지, 공동체적 협동인지 조직적 집단화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그

렇다면 학습준비물 및 교구의 구매에서 더 쉽고 간결하며 교육활동에 보다

우호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이것은 나의 순진하고 헛된 희

망일까?

한편, 수업용 사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COVID-19로 인한 그 과

정의 변화로부터 드러난 흥미로운 점은, 수업준비로서 이루어지는 사물의 전

달이 가르침과 배움 그 자체 혹은 그것을 창조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COVID-19 이후, 교사에게 있어 사물의 전달

과정은 교수 행위라기보다는 단순노동 혹은 서비스업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는 일로 변화되었고, 교사가 체감하는 업무부담은 더 커졌다. 또한 교사들

은 교육적 기준에서의 적시적기에 맞춰 아이들에게 사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학교와 가정의 여건과 편의에 따라 사물을 뭉텅이로 일괄 배부해야 했다. 사

물의 도입과 활용에서, 교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즉흥적 우연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참신함은 적잖이 배제되었다. 기존의 수업과는 달라진 여건으로 인

해, 교사들은 기존에 준비해 두었던 사물들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물 혹은 프

로그램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은,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

황에서, 학습꾸러미의 형태로 포장된 사물을 개별소유 하도록 일방적으로 배

부받아야 했으며, 사물 전달에의 학생참여 및 교류는 축소되었다. 덩달아 그

로부터 발생할 수 있었던 배움도 사라졌다. 흔히 학교에서 단순히 교과학습

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학교에서도 숱한 문화학습이 이루어진다.

교과로 구성되지 않은 온갖 지식, 기술, 가치를 학생들은 … 또래들에게서 배

우고 교사들에게서도 배운다.”(조용환, 2021b: 37) 설령 아주 짧고 순간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아이들이 수업준비로서

교과서 등을 비롯한 사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러한 문화학습이 이루

어지곤 하는데, COVID-19로 인하여 그것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그렇다면, COVID-19 전후의 사물의 전달 과정에서 교사들과 아이들은 무



- 215 -

엇을 습득하고 있는가? 교육주체들의 그러한 습득은 교육적인 의의가 있는

가? 충분히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사물의 전달

과정을 교사와 아이들에게 모두 교육적 의의가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연구적 관심과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사물 범주의 확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교사는 어떤 사물이 수업용 사

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업용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는 각종 체험으로 인하여 교사가 지니는 수업용 사물의

경계에는 균열이 일어나고, 그 균열 된 틈으로부터 새로운 수업용 사물이 놓

일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힘이 뿜어져 나오며, 이로 인해 교사는

자신이 지니는 수업용 사물의 범주를 확장해 나간다.

한편, COVID-19 하에서의 수업 여건 변화로 인해, 독특한 사물들이 수업

용 사물의 범주 안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방역이라는 ‘기능적 체

계’(Baudrillard, 1968/2011)를 내포하는 각종 물품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대

면 상황에서의 교수활동이라는 ‘기능적 체계’를 내포하는 각종 장비들이었다.

본래 사물 자체가 “기호의 보편적 기능”(ibid.: 23)을 갖고 작용하여 인간에게

모종의 정신적인 힘을 발휘하기에, 방역 물품 및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장비들은 등장만으로도 수업준비의 판도를 바꾸었다. 교사들은 그 사물들이

자신들에게 끼치는 효력을 감지하였고, 그에 따라 움직였다. “인간이 인간으

로 살기 위해 많은 부품이 필요하듯 내가 나이기 위해서도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라는 오시이 마모루(1995)의 애니메이션 영화 <공각기동대>의 대

사처럼, 교사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일하며 살기 위해

서는 전에 없던 사물들에 의존해야 했다.

2. 소프트웨어 준비와 교육

두 번째 문화주제인 소프트웨어 준비 중 교육과정의 현장화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문서는 규격, 양식, 내용구성, 처리방법 등에서 표준화될 것을 요구

받는다. 학교교육에서 수업은 표준화된 교육과정 문서에 따라 운영된다. 어쩌

면 교육과정 문서는 하나의 상징물일 뿐, 학교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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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원칙을 따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준은 품질이나 규격을 통일

하고 체계화하며 단순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학적 작업관리 기준의 하나

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구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

어진다. 표준은 편차 중 극단값(outlier)을 제거함으로써 성과를 균질하게 만

들고, 판단 시 합리성의 증표가 된다. 그래서 표준에 부합하는 것은 곧 공식

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은 오류나 부적합한 것 혹은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표준에는 “동일률을 근거

로 하는 형식 논리”(김상환, 2019: 7)의 체계가 내재 되어 있다.

물론, 표준화에 장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에서 적용되는 표

준화는 교육주체 간의 전방위적 협력 및 수업 루틴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최소한의 질이 담보된 수업을 가능한 한 많이 성사되게 만든다. 그러나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교육과정 문서의 제작과 수업 운영, 그리고 궁극적

으로 학교교육에서 적용되는 표준은 단지 다양한 성격의 기준들 중 하나일

뿐, 만고불변의 진리나 유일무이한 법칙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교육주체

들에게 당연시되는 표준과 그에 따른 학교교육의 양태는 비판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표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중시할 때에는 모순이나 대립으로 여

겨지며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어버리곤 하는 개성이나 비정상성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더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점이다. 또, 관리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표준화 엄수

노력이 그것을 실제로 추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불필요한 노동이자 교육

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과정 문서

작업 및 운영에서 이루어지는 표준화는 “신체-시간-공간-관계에 가해지는 대

량교육의 제약”(조용환, 2016: 24)이라는 학교교육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

더불어 교육과정 문서는 정밀화될 것을 요구받는다. 후설(Husserl)에 따르

면, 정밀하다 함은 어떠한 개념의 의미가 수학적 수단을 통해 계량되어 일의

적인 형태로 획득됨을 뜻한다(Husserl, 1911/2014; 이남인, 2004: 40). 정밀성에

대하여 후설(Husserl)이 논한 바와 같이, 교사들은 교육과정 문서를 제작하며

수업을 차시라는 양(量)화 된 언어로 표현하고, 각 차시의 수업을 동등한 가치

를 지니는 픽셀들처럼 다루며, 분절된 수많은 수업들을 하나의 평면 위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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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을 한다. 또한 교사들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

(국립국어원, 1999)한 형태로 교육과정 문서를 구성한다. 문서의 완전무결함을

보장하고, 자신들의 철저한 임무 수행과 성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후설(Husserl)은 정밀성과 함께 엄밀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엄밀

하다 함은 어떠한 개념의 의미가 사태 자체에 대한 본질 직관을 통해 명석

판명한 형태로 획득됨을 의미한다. 후설(Husserl)에게서 엄밀성과 정밀성은

서로 대치되며, 동시에 엄밀성은 정밀성에 비하여 보다 근원적이다. 그렇다

면, 수업준비로서의 교육과정 작업에서 수업의 정밀성를 추구함으로써 상대

적으로 간과하게 되는 수업의 엄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것을 무엇이라고 상정할 수 있을까? 수업준비에서 드러나는 수업의 정밀화

작업은 과학화된 처리방식에 의존하는 현대의 학교에서 피할 수 없는 수업준

비의 방식인 것일까? 혹시 수업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모색

해야 할 무언가나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

해볼 여지가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이루어지는 조율과 조정은, 기본적으로 앞서 학교교육

의 원칙으로서 언급했던 표준화와 정밀화 달성을 목적으로 두고, 사태를 그

원칙에 부합하게끔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

율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학교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학교가

굴러가는 방식은 네덜란드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키네틱 아티스트 테오 얀센

(Theo Jansen)의 작품인 ‘해변동물(Strandbeest)’의 메커니즘과 흡사하다. ‘해

변동물’은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무동력 기계이지만, 부품들 간의

절묘한 맞물림 덕에 바람만으로도 거미나 지네 혹은 애벌레 등의 살아있는

동물처럼 움직인다. 규칙적이고 안정되어있으면서도, 동시에 번잡스럽고 혼란

스러우며 다소 위태롭기까지 한 ‘해변동물’의 유기체적 움직임은, 수많은 학년

과 학급의 교육과정 작업을 통해 수많은 사항들이 정합되며, 너무나도 체계

적으로 그러나 들여다보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일정이 진행되는 학교를 연

상시킨다.

이러한 ‘해변동물’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을 닮은 학교의 움직임은 한편으로

경이롭고 심미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 그 움직임들은 괴기스럽게 느껴

지기도 한다. ‘해변동물’이 아무리 살아있는 것과 닮게 움직이더라도 인위적으

로 만든 것에 불과해서 부자연스러움을 피할 수 없듯, 학교도 언뜻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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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러하게 있는 것인 양 작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매끄러운 작

동을 위해 교사들이 정밀화와 표준화, 조율과 조정이라는 인위적인 노력을

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둘 간의 차이, 즉 ‘해변 동물’을 작

동하게끔 힘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지만, 학교를 그러

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교사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게 만드는 힘을

행사하는 주체는, 분명 자연적인 무언가는 아닐 것이라는 점은, 나를 더욱 불

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무엇이 학교를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하게끔 힘을

행사하는가? 그런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가?

그런데 교육과정 문서 제작과 운영에서 이루어지는 조율과 조정에는 양면

성이 있다. 조율과 조정은 정밀화와 표준화를 위한 것인 동시에, 정밀화와 표

준화의 방식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그러나 교육활동을 위해서라면 제거되거

나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교사 자신과 자신의 학급과 자신의 수업만의 개별

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보살핌으로써, 교육활동을 잘 수행해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교육과정 문서작업과 운영에서, 교사들의 고충은 트러블이 일어날 때에야

만 순간적으로 드러나며,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볼 때에야만 비로소, 눈에 띈

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비오는 날 문광의 등장과 지하실 공간

의 발견 이후에야, 그 전까지는 은폐되어 있던 근세의 센서등 작동이 수면

위로 드러났듯 말이다. 교사들은 근세가 박사장을 리스펙트 하며 하루도 거

르지 않고 충실히 센서등을 점멸하였듯, 학교의 작동을 돕는 방식으로 자신

들의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고 여기며 행동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다. 우려스

러운 것은, 그러한 작업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지키

는 데 과도하게 애를 먹거나, 그것을 희생하든 미뤄두든 하거나, 심지어는 자

기 본분에 불충실함에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

도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을 표준화하고 정밀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문서작업 및 운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양가적인 성격을

띠는 조율과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지점이자, 교육주체들에게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있었

던 교육과정 작업에 내재된 논리체계와 언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이다.

문제제기는 하였으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학교교육에서의 표준화와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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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조율과 조정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

인지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육에 방점을 둔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격의 교육과정 조율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뾰족한 대

책을 떠올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만약 학교교육이 국가 주도의 대량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의 표준화와 정밀화가 필요불가결하며, 그로 인해 태생적으로 어떠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안

을 모색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는 현장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목

소리에 이미 답이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학급 당 학생 수 감축56), 수업 시

수 감축, 교육과정 간소화……. 교사들이 이것들을 요구하는 데에는, 정밀화

와 표준화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가며 조율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과중한 부담과 피로를 줄이고, 대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교육

다운 교육을 실천하는 조율과 조정에 활용해보고자 하는 바람이 교사들의 마

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 정교함과 정확성을 추구하며 팝적으로 발달해 온 컨템퍼러리

주류 흑인음악과 상반되게, 자연스럽고 느슨하며, 즉흥적이고 모험적인, 그리

고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담는 길을 택했던 디안젤로(D’angelo)의 2000년도 앨

범 <Voodoo>의 시도가 네오 소울(neo soul)의 선구로서 음악계에 반향을 불

러왔던 것처럼, 어쩌면 고도화된 형식을 갖추는 데에 급급한 교육과정과 학

교 대신, 편안하고 소박한 그리고 유연한 형식을 지닌 교육과정과 학교를 만

드는 것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섬세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변화일지

모른다.

다음으로, 수업내용의 자료화와 관련하여, 수업자료 보관하기와 찾기의 제

도적이고 기술적인(technical) 측면은 공히 교육 외적인 성격이 강하며, 전자

의 경우 수업준비와 관련하여 의구심 제기가 차단된 영역, 후자의 경우 다소

말초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그런데 이것들은 수업자료가 있을 때

교사가 그것을 수업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사들은 수업자료 보관하기와 찾기의 제도적이고 기술

적인 측면들로 인해 크고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다. 준비라는 것이, 어

56) 2021년 6월, 초등교사들은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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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일을 함에 있어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방해요소와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

거하고 차단하기 위해 방비(防備) 조치를 취하는 일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한

다면, 이런 의미에서 수업준비는 방해받고 있다고, 혹은 위협받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준비의 이러한 양상이 전적으로 변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그리고 사건의 출현에 따른 보관과 찾기 방식의

제도적 기술적 변화가 이 글에서 단편적으로나마 드러난 것처럼 말이다.

분명한 것은, 수업자료 보관하기 및 찾기와 그것의 개선이 개별 교사 혼자

의 힘만으로 가능한 영역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교사 공동체 내의

상호부조, 교사가 머무르는 학교 관리자와 교육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 그리

고 사회 전반의 풍토 변화가 요구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수업자료 보관과 찾

기와 관련하여 제도적 기술적 제반 여건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사들은 보다 의식적이고 발견적으로 수업자료 보관하기와 찾기를 할

수 있게 될까? 이를 위해 교사를 포함한 여러 교육 주체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그런데 수업자료 보관하기와 찾기의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못지않

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관하기와 찾기의 의식적이고 발견적

인 측면이다. 어떤 수업자료가 어느 정도의 완결성을 띤 채 구성되어 있더라

도, 교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찾아 보관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없어 그것을 찾지도 못하거나 찾은 것이 보관 가치가 있는 자료임을 발

견하지 못한다면, 그 수업자료는 스쳐 지나가는 무용한 무언가로 전락할 뿐

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가 자신이 조우하는 수업자료들을 대함에 있어 꼭

갖춰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 바르트(Barthes, 1980/2006)의 표현을 빌어 말

하자면, 그것은 수업자료의 ‘스투디움(studium)’을 넘어서서, ‘푼크툼(punctum)’

을 느끼는 태도이다. 수업자료들을 생기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저 그런 수

업자료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들에 대해 평균적인 정서만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것, 그 대신 자료가 내뿜는 의도를, 교사 자신을 찌르고

들어오며 교사 자신의 눈과 몸을 확장시키는 격렬한 그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다. 더 간결하게 말하자면, 자신과 만나는 수업자료들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리함으로써 “진지하고 개방적인 ‘찾기(re-search)’”

(조용환, 2004: 57)를 하고, 찾은 것을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바꾸기 작업을 통해 구현된 수업자료는, 단순히 일관성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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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représentation)의 결과로 나타난 원본(원형)의 모상(복사물)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원본과 유사성을 지님으로써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동일자에 속하는 부차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

다는 것이다. 그것은 원본으로부터 무한히 느슨해지고 무한히 떨어진 복사물

들의 복사물인 시뮬라크르로서, “동일자 내지 유사한 것을 곧잘 지워버리는

것”(Deleuze, 1969/1999: 412), 그리함으로써 원본의 특권적 위치를 전복하고

다양성과 우연을 긍정하는 것, “매 순간 중심을 이탈하고 끊임없이 일그러지

는”(Deleuze, 1968/2004: 142) 영원회귀의 원환 안에서 끊임없이 유랑하며, 차

이를 생성하는 반복(répetition)을 통해 생성된 것, 힘에의 의지를 지닌 운동

의 증거이자 그 자체로서 “다름의 원형, 다른 원형”(ibid.: 287)인 것이다. 바

꾸기를 통한 자료화의 과정에서 교사가, 그리고 바꾸기를 통해 생성된 자료

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화나 사회화가 아닌 교육을 체험할 가

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수업자료가 시뮬라크르로서의 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업자료에서의 바꾸기가 만들기에 다름 아니라면, 교사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바꾸기 작업 자체를 창조적인 작업으로서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동

시에,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창조인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업자료의 요소들을 바꾸는 일과 수업자

료를 만드는 일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바꾸기가 결국은 만들기에 다름 아니

듯, 만들기도 일종의 바꾸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업자료 만

들기가 수업자료의 요소를 바꾸는 것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수업자료 만

들기는 어떤 원형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 수업자료가 있는지의 여부를 교사가

인지하지 않은 채 만들기 작업을 했다거나, 인지했다 하더라도 교사 자신이

느끼기에 원형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 수업자료와의 연결고리가 극단적으로

느슨하고 그것과의 거리가 최대한도로 멀다고 판단한다거나, 수업자료라고

불리지 않던 어떤 원형의 요소를 바꾸어 수업자료가 되게 했다거나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업자료 만들기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사의 상상

력이다. 수업자료는 교사가 수업장면에서 교육내용과 아이들의 학습을 매개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발명해낸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발

명의 시작은 상상”(특허청, 2018)에 있다. 아직까지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그 창조적인 작업에는 상상력이 필수적이다. 이때, 상상은 이치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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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망상이나 현실과 괴리된 공상과는 다르게, 이치와 실현 가능 여부를 지

극히 따지는 속성이 있다. 내부로부터의 공교육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방안으로서 예술적이고 비판적인 ‘상상지성(Imagination-Intellect)’을 강조했

던 윔즈(Weems)는 “상상, 지성, 의지, 정서를 분리하는 것이 잘못된 판

단”(2003: 1)이라고 하였다. 윔즈의 이러한 관점은, 칸트에게서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57) 칸트는 직관 및 수용의 차원인 감성과 능동적 판단 및 형

식 부여의 차원인 지성을 매개하는 것이 상상력의 역할이라고 하며, 상상력

의 작용을 종합과 도식화라는 용어로서 제시한다. “상상력이 감성에서 출발해

서 그 직관의 내용을 지성에 전달해줄 때 … 이 경우 상상력이 하는 일을

‘종합(synthesis)’이라 한다. 반대로 상상력은 지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감성

적 직관의 내용을 그것에 부합하도록 가공해주기도 한다. 이 경우 상상력이

하는 일을 도식화라고 한다.”(김상환, 2019: 48-49)

이것을 수업자료 만들기에 비추어 해석하자면, 교사가 자신이 접하여 느낀

무언가를 수업에서의 교수와 학습 활동을 위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

는 데에 작용하는 힘, 교육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특정한 개념이

등장할 때 “그 개념에 부합하는 도식을 효율적으로 그려내어”(ibid.: 50) 아이

들이 수용하고 이해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에 작용하는 힘, 그

것이 바로 상상력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업자료 만들기 작업은

단순히 교육과정에 담겨있던 완결된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통로

를 여는 일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수업에서 필요한

도구를 발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고유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교육내용을 종합

하고 도식화하는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수업자료를 만드는 일을 일종의 도구를 발명하는 일이라 볼 수 있고

그 작업에서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상상력이, 특히 수업자

료를 만드는 일에서 발휘되는 교사들의 상상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들에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

업자료 제작에서 발휘되는 교사 상상력의 전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상상력의

작용기전을 파악하는 일이다.

수업자료 만들기는, 교사가 수업에 임하게 된다는 점, 만든 자료를 활용하

57) 칸트에게서 의지는 이성의 실천적 관심과 관련되어 논의되는데, 이 글의 맥락에서 이

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김상환, 2019: 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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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수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하

게 되고 학습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여기는지, 가르친다는 것이 어떠한 일이라고 여기는지, 교

사가 아이들과 그들의 학습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에 따라 수업자료 만들기에서의 상상력 발휘의 폭과 깊이는 달라질 것이

다. 그러므로, 무엇이 수업자료 제작에서의 상상력 발휘를 저해하는지, 또 어

떻게 해야 상상력의 발휘가 촉진될 수 있는지, 왜 동일한 상황도 어떤 교사

에게는 상상력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되며, 어떤 교사에게는 상상

력 발휘의 장벽이 되는지 등, 교사 상상력의 작용기전에 대하여 세심한 파악

을 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교사들의 수업자료 만들기를 개선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령 정량적으로 그 효과를 판단

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고 작용기전을 변화시킴으로써 교사들

의 상상력을 촉진하고 고양시키는 방식의 정책 제안과 교원양성과정 및 연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서, 수업자료의 뿌리기와 올리기 작업은, 수업자료가 지니는 ‘에크리튀

르(écriture)’(Derrida, 1967b)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낸다. 에크리튀르는 복합

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 “문맥에 따라 ‘[(원초적) 글]쓰기’, ‘표기’, ‘기록’, ‘글’

[…] 등의 용어로 서로 다르게 옮길”(김상환, 2011: 11) 수 있다. 에크리튀르는

“기표의 자율적 증식으로 이어지는 … [기호와 표상체 사이에서의] 탈-동기

화[(immotivation, devenir-immotivé) 운동]의 궤적을 가리킨다.”(ibid.: 21) 그

궤적 속에서 “기표[는] … 기의에 대한 지시, 재현, 모방 등의 관계에서 해

방”(ibid.: 20)되고, “지시와 재현의 관계가 사라진 자리[는] 기호들 간의 상호

대조관계, 또는 어떤 상관적 차이나 참조관계로”(ibid.) 메워지며, “새로운 기

호[가] 생산”(ibid.)된다. 그리고 종국에 에크리튀르는 표상체(representamen)

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자기이면서 곧 자기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교사의 뿌리기와 올리기를 통해 수업자료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으로서의

사실(소위 교육내용이라고 일컫는 것들의 일체)과 원작자인 교사 주체를 떠

난다. 그리고 그 자료의 기표는 원작자인 교사가 그의 논리와 문맥에 따라

부여한 기의와 작별하게 되고, 그 자료를 찾은 다른 교사에게 당도하여 그에

의해 읽히는데, 이때 자료는 자료상에 놓인 기호들 간의 관계에만 의존하여

기존과는 다른 기호로서 은유적으로 다른 교사에 의해 읽힘으로써, 원작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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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의도한 것과는 차별화된 또 다른 기호를 생성하게 된다. 이것은 데리

다에게서 “차이나는 반복(itérabilité) … 반복되면서 달라지는 가능성 ... 인용

가능성, 접목, 산종(散種: dissemination)”(Derrida, 1967b/2010: 17) 등으로 표

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데리다는 니체로부터 착안하여 이러한 “에크리튀

르의 도래[를 곧] 놀이의 도래”(ibid.)라고 표현한다. 이에, 자료를 뿌리거나 올

리는 교사의 행위는 결국은 자료를 통한 놀이의 포문을 여는 것이자, 스스로

그 놀이에 참여하고 다른 교사들을 그 놀이에 초대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자료를 뿌리고 올리는 교사들의 방식과 태도로부터, 모스(Mauss)가

“전체적인 급부[(給付)]58)체계”(1925/2002: 53)라고 일컬었던 것과 유사한 체

계가 교사 사회의 근저에 깔려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인 급부체계의

대표적인 예로는 북서부 아메리카 부족사회의 포틀래치(potlach)를 들 수 있

다. 포틀래치에는 ‘선물(gift)’의 제공·수령·답례라는 세 가지 의무가 내재되어

있다. 제공의 의무는, 재산을 소비하고 분배할 의무를 뜻하는데, 이로써 제공

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입증하고 명예와 지위를 드높여 널리 떨치게 된다.

수령의 의무는, 주어진 선물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선물 거부는 자신의

패배와 권위 상실의 인정 혹은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음에 대한 도전적 선언

으로 읽히게 된다. 답례의 의무는 받은 것과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돌

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뜻하는데, 답례를 하지 못한다면 체면(face)과 지위, 위

세(영혼)와 자유인 신분까지도 박탈당하게 된다. 이 세 의무로 인해 포틀래치

의 개별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것을 베푸는 무사무욕적임에도 상호호혜적 이

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사회의 모습이 전적으로 포틀래치와 닮은 것은 아니다. 소규

모 원시부족사회와 달리, 교사 사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현대화되어있

으며, 관계망이 복잡한 데다,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관계망까지 형성되어 있

다. 그래서인지,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수업자료 제공·수령·답례의 의무는 포

틀래치에서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제공하지 않을 권리, 받은

것을 활용하지는 않을 권리, 받았더라도 반드시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권리

58) 급부의 영어 표현은, 명사형으로는 “payment, provision”, 동사형으로는 “pay a
benefit, provide a person with an allowance”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급부는 “재물
따위를 대어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라고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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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는 모습 또한 병존한다.

내가, 앞서 자료 뿌리기와 올리기와 관련하여 교사들을 대략적으로 유형화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유형화가 교사들의 특이성 하나하나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결국 각 교사들은, 제각기 자신의 ‘그러함/그렇게 존재함’을 지향하며,

“그 자신의 존재 양태 자체”(Agamben, 1990/2014: 46)로서의 생성 습성

(maniera sorgiva)을 자신의 자리이자 원리로 삼아 실존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감벤은 “[생성]습성이 우리를 엄습한다거나 우리를 정립하지 않고 우리를

산출할 때 그것은 윤리적”(ibid.: 48)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나와 나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드러나고 파머

(Palmer)가 염려하기도 했던 교사들을 엄습해오는 공포들, 즉 타자와 생생하

게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 패배와 갈등에 대한 공포, 정체성 상실에 대한

공포의 습성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료를 뿌

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를 폐쇄시키는 공포를 “진정한 배움에 ‘온 몸을 열

게’ 만드는 [건전하고 교육적인] 두려움”(1998/2005: 96)이자 “가슴 떨림, 설레

임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긴장”(김한미, 2012: 169)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까?

한편, COVID-19 상황에서의 수업준비에서, 수업준비는 소프트웨어 준비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수업준비가 곧 교육과정 문서 준

비나 수업자료 준비는 아니다. 수업준비 안에서 소프트웨어 준비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사장되거나 축소되는 수업준비의 지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수업의 양상이 변화되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추

후 연구에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삼을만하다.

3. 유스웨어 준비와 교육

유스웨어 준비 중 수업의 절차화와 관련하여, 먼저 수업 전 작업은

COVID-19 전후를 막론하고 공히 방비(防備)와 예비(豫備)로서의 성격을 띤

다. 즉, 수업 전 작업은 수업을 함에 있어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방해요소나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거나 차단하려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사

가 수업이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믿는 대로 매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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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될 수 있도록 “–함” 차원의 초석을 깔아두는 것이기도 하다. 수업 전 작

업을 통해 이러한 방비와 예비작업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준비라

는 것이 무언가를 낳거나 얻기 위한 주(主)/본(本) 활동에 앞서(pre-pare) 그

것을 성립하게 만드는 여건으로서 있는 것인 바, 수업이라는 주/본 활동에 앞

서 수업준비를 행함으로써 수업이 성립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업 전 작업을 통해 수업을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고, 그것이 곧 주/본 활동인 수업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

로 수업 전 작업이 지니는 근원적인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에 직면하여 교사

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주/본 활동의 성립에 더욱 적합한 여건을 의도

적으로 갖춰나가는 일이거나, 의도적으로 여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더욱

직접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으로 주/본 활동의 성립에 관여하는 것일 터이다.

한편, 교사들의 수업 전 작업은 상당히 혼잡하다. 가령, 교사의 수업 전 작

업을, 카츠(Katz)가 묘사한 의사들의 수술 전 작업과 비교해보자. 카츠의 묘

사가 충분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묘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무균지대에서 7분간 손과 팔뚝 씻기, 손과 팔뚝이 다른 곳에 닿지

않게끔 엉덩이로 문을 밀어 수술실로 들어가기, 소독간호사가 입혀주는 수술

가운 입고 수술용 장갑 끼기의 작업을 거친 후, 각종 장비들이 미리 세팅되

어있는 환경에서 수술에 임하게 된다(Katz, 1981/2006: 280-285).

그런데 이러한 수술 전 작업과 달리, 수업 전 작업 안에는 단위활동의 수

가 월등히 많고, 단위활동이 고정적 순서를 따르지도 않으며, 단위활동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도 많다. 또, 각각의 단위활동에 적용되는 의

미나, 단위활동 수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심지어는 단위활동 실시 여부

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일정이 비교적 단발성인 수술과는 달리 수업

은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에 걸쳐 변동된 주제로 연달아 이루어지기에, 수업

전 작업의 단위활동은 하루 동안에도 수차례의 정정을 거치게 된다.

수업 전 작업이 이토록 혼잡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

는,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장소가 수술실이 그러하듯 조건이 통제된 실험실

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통제하기에는, 우리

의 삶이 너무 복잡다단하며, 수업이라는 것은 결국 그 복잡다단함 속에서 이

루어지면서 그 복잡다단함 자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야 하

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조건들을 통제하는 대신에, 교육적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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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외적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조건들을 가능한 한 자신 및 학급 구성원

들에게 최적화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수업 전 절차의 아주 기본적인 세팅마저도 어느 누가 대신

해주지 않고 교사들 각자가 몸소 직접 다 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교사들은,

잘 세팅된 공간에 몸만 가서 수술하고 나오면 되는 의사들처럼, 누군가가 세

팅해준 곳에 가서 교수활동만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수업 전 작업과 그것을 통한 세팅에는 통일되거나 매뉴얼화 될 수 없는 아주

미시적이며 의미론적인 차원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수업은, 수술이 그러하듯 단순히 유기체로서 치료받는

몸을 지닌 한 인간을 대하는 것이 아닌, “기분/분위기(stimmung)”(Heidegger,

1927/1979)에 처한 채 사유하는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들을 고려해야 하

는 일이며, 수업준비 시 그러한 인간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킴으로써 주

어진 여건을 수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수업준비의 작업

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전 작업을 조

금이나마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어도 수업 전 절차의 단위활동

중 교사의 책임이 아니어도 될 교육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와 해

당 요소의 제거일 것이다.

다음으로, 활동의 설정과 그것의 단계화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비계(scaffolding)(Wood 외, 1976: 90-98)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의 단계화 구성 양상은, 교사들이 비계를 설정함에 있어 아이들의 근접

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Vygotsky, 1978: 84)의 상한

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학습자의 근접발

달영역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근거로 한 교사의 비계 제공은, 그것이 적절하

게 설정되었다는 전제하에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잠재력을 토대로 학습자의

실제적 학습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활동의 설정 및 활동의 단계화는 단순히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 활동의 설정 및 활동의 단계화는, 교사가 자신에게

가르칠 것으로 주어진 인류의 유산과 관련하여 아이들에게 “공유된 책임

감”(Crazden, 1988; 송선희, 2003)을 요구하면서, 교사 자신이 수행 방법과 과

정을 의식적으로 조직한 활동 안으로 아이들을 초청하되, 그 활동의 수행함

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를 발휘하고 내적 성장을 이루도록 장려하는 데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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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한다. 즉, “집단적 전통의 기반 위에서 규범적으로 해석/실천”(조용환, 2001:

5)하기를 추구하는 문화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변증법적 해석/실천”(ibid.)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삶의 형식”(조

용환, 2021b; Spranger, 1966/2009)이 교차하는 지점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활동의 설정과 그것의 단계화이며, 이것이 활동이 수업에서 차

지하는 중요한 지위인 것이다.

활동이 문화와 교육의 교차점에 놓이기에, 활동의 수행 그 자체를 곧 교육

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과 과정이 교육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교육다운 교육’,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라 할 수 없으므로”(조

용환, 2021b: 210) 교사는 자신이 조직한 활동이 교육적 행위일 수 있도록 자

기 검토를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교육의 긴장관계에 대

한 민감함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자기 검토는 간과되기 쉽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활동에 매진하도록 제안하는 교사의 초청이 단순히 문

화화/사회화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적 체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일까? 교사는 무엇에 유념하여 활동을 지도

해야 하는 것일까? 교사는 “[아이]들에게 [교사] 자신이 가진 것과 동일한 답

을 갖도록 기대하[는 대신] 오히려 현재 다루는 지식 혹은 답이 무엇에 대한

답인지,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곽덕주, 2013: 18) 함으로써, 아이들

“각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새롭게 구성해 나갈 수”(ibid.:

19) 있게 배려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아이]들의 질문이 무엇이 되어야 하

느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만 관여[해야] 한다.”(ibid.)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저해하지 않고 촉진하도록 보살피는”(조용환,

2021b: 81) 교사가 제시하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동일자의 무한한 순

환”((Deleuze, 1968/2004: 131)이 아닌 “매 순간 중심을 이탈하고 끊임없이 일

그러지는 [운동을 하는] 원환”(ibid.: 142)을 그리는 “영원회귀 안의 반

복”(ibid.: 112)일 수 있을 것이다. 생성을 위한 존재, 변신을 위한 되돌아옴,

비동등함의 충만한 실현을 위한 동등함인 영원회귀의 반복과 같은 활동을 제

안하는 교사의 곁에서, 아이들은 “만들고, 창조하고, 행하고, 얻는 태도와 능

력”(조용환, 2014b: 58)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경쾌하게, 웃으며, 춤추듯 “자

아의 힘으로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그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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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는 자로서] 창조하는 자를 창조”(Nietzsche, 1885/2012: 76)하는 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교사들의 수업시간 관리 시 “시간과 행동의 대응관계를 정의하는”(이

진경, 2010: 61) 시정표와 수업종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게 행동했는지를 확

인하는”(ibid.) 시계는, 근대적-자본주의적 시간성이 수업에 대한 교사 시간의

식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도시 상인들의 정확한(punctual)

상거래를 위해 발명된 시계는 “‘시간의 공간화’를 통해 시간을 측정가능하고

계산가능한 양으로 변화시키는 도구”(ibid.: 51)였다. 시계를 통과함으로써 시

간의 고유성과 이질성이 사라진다. 대신 시간은 동질적인 것, 그리하여 합산

과 분할이 가능한 것, 궁극적으로는 “매우 작은 단위 시간에 따른 통제와 조

정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환된다.”(ibid. 52) 시계시간은 테일러주의

(Taylorism)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19세기 말에 고도화된 노동자 작업 동작

및 시간에 대한 미시 통제의 근거이자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정

교한 통제가 필요했던 것일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시간은 돈[이고] 시간낭

비는 모든 죄 중에 최고의 중죄”(ibid.: 61)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미덕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작업장에서만이 아니라 … 학교, [더 나아가서는 근대인이 삶

전반]에서의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ibid. 54) 적용이 되었다. 이에, 초

등교사들은 시계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할 것을 강요받는다. 동시에 교사

들은 노동자화 되고, 교사들의 삶의 리듬은 분절되며, 교사들의 삶의 속도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목적지향적으로 가속화된다.

그런데 그 와중에 COVID-19로 인하여 시간 규정이 붕괴됨으로써 “시간적

중력의 부재[가 발생했고, 그것이 교사들의] 삶에서 균형을 빼앗고 혼란을 초

래”(Han, 2009/2013: 64)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삶이 완전히 리듬을 상실할

때 시간적 감각의 교란이 일어나게”(ibid.) 되는데(탈서사화), 이때 실제로는

삶이 목적을 향하여 가속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쫓기는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방향성이 없는 운동”(ibid.)에 불과하며, “사건들은

더 이상 서사적 궤도에 조종되지 않고 방향을 상실한 채 어지러이 날

아”(ibid.)다니게 된다. “길고 건강한 삶, 하지만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삶”(ibid.: 19)을 위한 시간 운영 조치들로 인하여, 교사들의 수업시간은 형식

은 있지만 질서는 없는, 꽉 차 있지만 충만하지는 못한, “사건들의 수[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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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지속성”(ibid.: 65)을 체험할 수는 없는, 그런 시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었다. 그렇다 하여 이러한 시간성 하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조급함, 부산스러

움, 불안, 신경과민, 막연한 두려움”(ibid.: 61)을 근대인의 후예이자 후기 근대

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유유한 “산책자”나 경쾌한 “방랑자”가 지니

는 면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들은 그저 아노미적 국면일 뿐이다.

만약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에서 분리된 어떤 형식이 점점 독립되

어”(이진경, 2010: 68) 오늘날의 시간의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맞다면, 그

리고 “시간이란 하나의 굳어진 형태로 고정되고 결정화된 형식이 아니라, 사

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리듬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역사적이고

가변적인 형식”(ibid.: 67)이 맞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데에 가장 자연스

러운 리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수업이 교육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수업 시간의 형식은 어떠한 형태로 바뀔 수 있으며,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

교사들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수업 “시간에 [비움과, 사색과, 지속과,

여유를 가능하게 하는] 향기를 되돌려주는 시간혁명”(Han, 2009/2013: 6)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수업의 최적화 중 기록과 상상에 관련하여, 수업계획 시 교사들은 아이들

이 눈앞에 없음에도 수업 장소에서 아이들의 자리함과 움직이는 이미지를 떠

올리고, 자신이 당장 교수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수활동을 하는 이미

지를 떠올리며, 그리고 사물(학습준비물·교구·장비 등)과 수업자료(PPT·학습

지·예시자료 등)를 매개로 하여 교사 자신과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이미지

를 떠올리며 사유한다.

이러한 이미지적 사유는 비단 교사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

이라면 누구든 어느 정도의 이미지적 사유를 한다. 그런데 특히 예이츠, 피어

슨, 패러데이,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업적

을 이룬 많은 시인, 수학자, 과학자, 예술가 중 상당수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서 그림으로 변환해 처리하는”(West, 2009/2011: 18) 이미지적 사유를 적극적

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지적 사유는 어떠한 특성을 지닐까? 그리고 그것이 수업계획

안 작성과는 어떻게 다르기에 교사들의 수업을 최적화하는 데에 적합한 수업

계획일 수 있는 것일까? 웨스트는 자신이 직접 설명하기도 하고, 인물들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하며, 이미지적 사유의 특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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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미지적인 사유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 푸엥카레에 따르면 아인슈타

인은 “문제와 마주하면 재빨리 모든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려볼 줄”(ibid.:

226) 알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미지적 사유의 속도는 글자를 적는 속도뿐만

아니라 말하기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다.

둘째, 이미지적 사유는 아이디어의 산출과 적용에 용이하다. 독창적이고 창

조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려면 “기본 개념과 가정을 다룰 때 엄청난 유연성이

필요”(ibid.: 373)하며, “때로는 기본적인 가정과 사고 과정 자체를 기꺼이 바

꾸어야”(ibid.: 374) 한다. 그런데 이미지적으로 사유할 때는 그러한 작업이 상

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수정하는 것도, 지우는 것도 손

쉽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가끔 자기 아이디어의 원천이 ‘이미지’를 가지

고 ‘장난하며 노는 것’이라고 했다.”(ibid.: 49)

셋째, 이미지적 사유는 체계성을 갖는다. 이미지적으로 사유한다 하여, 그

것이 무질서한 것은 아니다. 전자기학을 연구한 “패러데이는 자신이 상상력을

동원하려 애쓴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심지어 체계적으로 동원한다고 강조했

다.”(ibid.: 92) 훗날 패러데이의 전자기력선에 대한 아이디어 이미지를 수학

공식화 했던 맥스웰은 “[패러데이]의 현상 인식 방법 역시 통상적인 기호 형

태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것임을 깨달았다.”(ibid.: 57)고

하였으며, “[패러데이]의 직관[이 수학적으로] 대단히 견고했다.”(ibid.: 55)고

하였다. 다만 “그의 현상 인식 방법[이] 통상적인 기호[(수학자들 사이에서 공

인된 문자)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ibid.: 57)이었던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계획 시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이미지적 사유를 활용하는 것

을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훈련하며 이러한 사유 방식에 익숙해진다. 교사의

이미지적 사유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수업들에 대한 계획을 빠르게 세울

수 있게 만들고, 수업에 그때그때 창조적인 시도를 해보게 하며, 궁극적으로

는 떠올린 바를 수업이라는 것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용하게

한다.

통계학자인 피어슨에 따르면 이미지적 사유는 “모형에 적합성이 결여되어

생기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ibid.: 64)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 실[제 수업에

적합한] 모형을 [부단히] 창조하고 재창조”(ibid.: 137)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

사의 수업장면에 대한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매우 다채롭기에, 교사

가 떠올리는 수업에 대한 모형 또한 역동적으로 생멸한다. 이것이 바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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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혹은 학교 현장의 공개수업을 위해 작성하

기를 강요받는 수업계획안에 교사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까닭이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적 사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명력 없는 종이 위

에 뒹구는 기호 따위에 집중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진다.”(ibid.: 138) 상상의

세계가 훨씬 더 매혹적이며, “독창적이고 심오한”(ibid.)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전학자 골턴이 말하듯, “단어로 이루어진 언

어가 이미지로 이뤄진 언어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문

자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단어를 찾느라 ‘엄청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

다.”(ibid.: 24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식적인 수업계획안 작성을 강조하는 일은 교사

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아닐 수 있다.

수업계획안의 언어가 교사의 생동하는 이미지적 사유를 충실히 담아내기 어

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종이 위에 깔끔하고 정연한 형태로 구현하

는 데에는 부합하지만 자기 사유의 복잡함을 절단시키고 유연함을 응고시키

며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성격의 체계성을 요하는 모형화

된 기록으로서의 수업계획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반면, 교사들의 수업계획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거칠고 짧은 기록은, 앞

서 언급한 이미지적 사유의 특성과 그로 인한 장점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

한 채 그것을 응축하여 언어화된 형태로 표출시킨 한 지점이며, 그 지점에

걸려있는 표출되지 않은 더 많은 이미지적 사유는 교사의 내면에 잠재되어있

다가 실제 수업의 순간에 끌려나와 현실화 된다.

수업장면을 상상하며 수업계획을 하는 교사들의 이미지적 사유방식은 조금

더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흔히 상정하

는 수업계획의 정형화된 방식(Martin, 1994; Nilsson, 2009; Goldston 외, 2010;

Milkova, 2012; Vdovina 외, 2013; Jamali Nasari, 2014; Farrell, 2002; 임승렬,

2015), 즉 모델이 적용된 체계적 문서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수업계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교사들이 지력, 성실성,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

문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피어슨은 자신의 동료들에

대하여 그들이 “공식적 논리와 질서정연한 기호 체계[를] 더 편하게 느[끼는

반면], 시각적 상상력은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듯싶다.”(West, 2009/2011: 68)

고 평가했다. 어쩌면 수업계획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피어슨의 동료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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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했던 것처럼 연구에서 자료화하기 편한 문자언어의 방식으로 교사들의 수

업계획을 체계화하고 싶어했던 것이며, 교사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이미

지적 사유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앞으로의 연구들이

주목해야 할 과제는, 교사들의 이미지적 사유를 최대한 포착하는 일일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삶을 참여관찰하며 교사들의 수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업계획을 내러티브적으로 표현하

도록 장려함으로써, 교사들의 이미지적 사유에 접근하는 방식의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서, 학습자 반응 예측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습

자를 분류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붙인 이름들에 근거해 학습자의 반응

을 예측하며 수업준비를 해나간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왜 있는 그대로의 학

습자를 보지 않고, 학습자의 유형을 토대로 하여 수업준비를 하는가? 그것은

“‘대자(對自)’인 존재자로서 우리 인간[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사태 자

체로 온전히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조용환, 2020b: 15) 혹여 존재 사태

그 자체를 최대한 가까이 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사르트르(Sartre)의 소설 <구토>에서도 드러나듯, 로캉탱의 손아귀에

쥔 조약돌로부터 시작되고 공원의 마로니에 뿌리로 인해 명료해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느낌은 주체가 견디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

는”(1938/1999: 243) 그것이 “단순히 거기에 있다는 것”(ibid.: 245)은, 주체로

하여금 구토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주체로 하여금 열정을 상실케 하고, 권

태에 빠지게 만들며, 공포심에 휩싸이게 만든다. 인간의 삶은 “항상 이미 문

[(文)]적이다.”(조용환, 2012: 8)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 부득불

이름을 움켜쥘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교사로 살기 위해 그들이 마

주하는 존재에 유형화된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의 학습자 분류, 그리고 분류를 통해 도출된 유형화된 지식은 어떠

한 성격을 띠는가? 교사들의 학습자 분류는 원시부족사회에서 행해지는 ‘토

템적 분류’와 유사하다. 토테미즘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주목해볼 때, 토템적

분류에 적용되는 논리는 이항대립적이고, 금기를 상정하며, 다소 임의적이고

복잡하면서도 “체계 전체로 볼 때는 일관성을 가지는데”(Lévi-Strauss,

1962/1999: 117), 교사들의 학습자 분류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드러난다. 토템

적 분류를 통해 도출된 지식은 “구체의 과학”(ibid.: 69)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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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는 원시부족사회의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세계

와 그들의 관심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관찰[을 하고], 관계나 연관성 있는 것

끼리 조직적으로 분류”(ibid.: 62)함으로써 도출한 “고도로 체계화된 지

식”(ibid.: 59)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소위 “근대과학”, “이론과학”, “정밀 자

연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비견하여도 손색이 없는 그것 나름의 탁월한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주어진 환경의 제약

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ibid.: 70) 이와 유사하게,

교사들이 지니는 학습자에 대한 유형화된 지식은, 학교 여건 안에서 구체적

인 수업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체험으로부터 도출되며, 다시 그러한 수업활동

으로 피드백되어 수업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혹시 교사들의 학습자 분류와 유형화된 지식에 한계가 있지는 않을

까? 너무나 자명하게도, 한계는 있다. 그것은 바로 “질을 문으로 감환”(조용

환, 2019c: 5)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한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짐멜

(Simmel)이 말하였듯, 우리가 한 주체를 볼 때 일반적 유형(general type)에

터하여 주체를 분류하여 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러한 유형은 결국 주체

의 “순수하고 개별적인 존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1971: 10), “명백히 불충

분한 것으로 드러나게”(ibid.)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주어진 세계와 문

화의 질서에 안주”(조용환, 2011: 17)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레비-스트로

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건과 구조가 서로를 옭아매어 폐쇄성을 강화하게

되고, 분류 주체인 교사가 “그것이 좋아서든 할 수 없어서든 ‘이편’에 머물

고”(Lévi-Strauss, 1962/1999: 73) 말게 되는 것, 즉 변화나 갱신의 가능성 자

체를 보지도 추구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의 유형화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내가 보기에 교사의

유형화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개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것

은 비단 학습자에 대한 유형화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에 포함된

유형화의 전반에 대한 것이다.

먼저 보호와 관련하여, 교사의 유형화가 단순히 학습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 낙인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지만, 교사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아이들에

대해 유형화하여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해나가는 노력 자체

가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 린네(Linné)의 식물 분류체계를 모태로 한 18-19세

기 근대 유럽 식물학자들의 식물분류학이, 그 자신의 학문적 보편성을 표방



- 235 -

하며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비유럽의 토착적 식물분류를 사장시켰던 것처럼

(Tsing, 2005: 94), 교사들의 생생한 체험이 담긴, 그리고 “수집된 사항의 풍

부함과 다양성을 보존”(Lévi-Strauss, 1962/1999: 69)하고 있는 그들의 실천적

지식이, 과도한 도덕적·정치적·과학적 올바름의 잣대를 들이미는 개입으로 인

해 그 생명력과 교육적 가치를 잃게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선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유형화는 “문으로 구성된 것들을 해체

하여 질적 가능성의 바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더 나은 문을 창조적으로 재구

성하는 작업”(조용환, 2012: 10)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붙인 그 이름이 잠정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그 이름의 적합성을 부단히

검토해야 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다른 이름이나 더 나은 이름을 찾아주기 위

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외의 다른 유형의

이름을 도입해보려는 노력 또한 해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Heidegger, 2003/2007: 454) 또는 “존재의 구역”(ibid.: 461)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존재는 단적으로 스스로를 넘어서는 유일무이한 것”(ibid.: 454)이다.

이러한 존재의 속성으로 인해 언어는 단순히 존재를 속박하기만 할 수 없고,

도리어 존재가 언어를 통과함으로써 그 자신을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생성적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에 교사들은 자신의 언어를, 자신과 아이들의 존

재를 “폐쇄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ibid.: 467) 만드는 관문으로 삼고, 더 나

은 교육적 공존재의 가능성을 열어나가기 위해 힘써야 것이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규칙 결정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발화방식 및 인원구성

과 관련한 의사소통 규칙을 설계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까닭은 학급구성원 간

의 의사소통 자체를 성립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권위와 자

유의 교육적 공존, 즉, 교사의 권위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

들의 학습에서의 자유를 보장하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일이다.

프레이리(Freire)에 따르면, “모든 것을 용인하는 허용성은 … ‘자유를 지향

하는 학습’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결국엔 자유와 상반되는 활동을 만들어[내

며], 허용성이 만들어내는 무법천지의 분위기, 방종의 분위기는 오히려 권위

[주의]적인 입장을 강화[한]다.”(1998/2000: 163) 그러므로 “교실에서 학습자의

자유가 무질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할 한계가 필요”(ibid: 168)한데, 이때 활용

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교사의 권위이다. 프레이리도 지적하였듯, 우리는 “권위

주의와 권위의 [활]용을 혼동”(ibid.: 164)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경계해야 할



- 236 -

것이지만 후자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교

사의 권위가 부과하는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발화하면서 교육적 체험을 하게

된다.

한편 로저스(Rogers) 외는 “대규모 수업에서 학습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1994/2011: 234)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대규모 수업을 작

고, 기능적인, 자주적 집단으로 나누는”(ibid.: 235) 것, 달리 말해 “교실에서의

협동[학습] 집단”(ibid.)을 구성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한다. 또한,

협동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때, 교사 스스로가 편안하게 느끼며 다룰

수 있는 정도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ibid.: 236). 흥미로운 것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습상황과 주제에

따라 협동 인원의 규모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적용하고 조절할 줄 알며, 협동

인원의 변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이

러한 인원 조정은, 여러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수업 분위기의 질서정연함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들 간의 자유롭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교사의 권위는 무엇을 전제로, 어떤 의도에서 발휘됨으로써, 학습

자의 자유를 용인하는가? 교사의 권위는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

고 일컬었던 것, 즉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 의사소통적 행위에 내재하는 합

리성”(유주현, 1995: 128)을 전제로 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상호작

용하는 수업 장면으로 아이들을 초대하려는 의도에서 발휘된다. 이때 수업이

진행되는 학급 공간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공론장 [즉] 생활세계의 [구성원]

들에 의[해 조성되는] 자발적인 공적 의견 및 의지형성의 공간”(장명학, 2003:

16-17)이 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성격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여할

때 최소한의 절차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제약에도 구애받을 필요

가 없으므로, 공적․대화적․협동적인 탐구 과정에 자유롭게 그리고 다른 구

성원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보장받고 요구받게 된다.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의사소통 규칙을 적용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위험부담

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할 것인데, 하나

는, 수업에 적용되는 의사소통 규칙이 통치도구화 된다면, 아이들을 식민화시

키거나, 교사의 권위주의 및 억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학급 내 소요사태

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규칙이 전제하는 이상적인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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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학습자 주체와 학습 상황 맥락이 분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범할 수 있는 이러한 오류들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의사소통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출방법 수립과 관련하여, 교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이때 역량은 연출가의 역량, 특히 수행적 예술을 연출하

는 연출가의 역량과 유사하다. 고대 그리스어에는 디다스깔로스(διδάσκαλος)

라는 말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희곡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

를 훈련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한 희곡작가에게 [디다스깔로스라는] 호칭을 붙

여”(김석만, 2013: 24)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연출가를 의미하는 “디다스깔로

스는 영어로 … [교사]teacher로 번역”(ibid.)되기도 하는 데다, “오늘날 그리

스어에서 [교사, 특히 초등교사를] 뜻하는 … 단어는 … 디다스깔로스에서 비

롯”(ibid.)되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연출가와 초등교사는 그리

스어에서 어원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두 역할이 수행

하는 일과 짊어지는 책임은 상당 부분 공유되는 지점이 있다.

디다스깔로스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행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이끌어내어 모종의 성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체계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사람”(ibid.: 25)을 뜻하는 바, 연출가는 예술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연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종합하고, 공연 제작에 참여

하는 사람들이 예술적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적시적기에 알맞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무대나 장면을 만드는(metteur en scène)”(ibid.: 26) 일을 하

는 사람이다. 이와 유사하게 교사는 교육이라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수업에 필요한 각 요소들을 종합하고,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

육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업을 해나간다.

그런데, 브로케트(Brockett)에 따르면 연출가가 하는 일이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연출가를 “대본을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연극형식으로 번역함으로써 희곡작가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연출가]를 창조적 예술가로 보는

것인데 이 경우 연출가는 연극의 모든 요소들(대본은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

다)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낸다.”(Brockett, 1979/2014:

615) 브로케트는 최근으로 올수록 후자의 견해가 연출가의 역할로서 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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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되고 있다고 말한다.

굳이 견주자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후자 즉 창조적 예술가로서의 연출가에

가깝다. 교과서 내용 지식을 최대한 학생에게 잘 전수하는 것만이 교사의 역

할은 아니며, 교과를 방편 중 하나로 삼아 교사가 학생과 함께 수업이라는

하나의 종합적, 예술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종 공연예술 중에서 후자 즉 창조적 예술가로서의 연출가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공연예술의 종류는 우리에게 흔히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널리 알

려져 있는 ‘수행적 예술’이다. 수행적 예술이 시행되면, “예술가뿐 아니라 관

객과 퍼포먼스에 참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만이 공유하는 새로운 현

실세계가 구성된다. 이 현실은 관객에 의해 의미화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관객에게 영향을 미[친]다.”(Fischer-Lichte, 2004/2017: 27) 그리고 “관객[은]

행위자로 전이”(ibid.: 22)된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수업 장면은 일상적인

상황과 구분되는 독특한 상황으로서, 일단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와 학생들끼

리만 공유하는 독특한 현실세계가 구성된다. 이 현실은 학생들에게 의미화되

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로 하여금 모종의 행위를 하게 만든다.

수행적 예술의 사례로,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여성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

라모비치(Marina Abramović)의 <토마스의 입술(Lips of Thomas)> 퍼포먼스

를 살펴보자. 그녀는 공연장에 각종 사물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사용해 “일반

적인 경계선을 넘는 폭력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육체를 학

대”(Fischer-Lichte, 2004/2017: 16)했다.59) 관객들은 퍼포먼스에 등장한 대상

물과 그녀의 행동에 건조한 설명적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관객

들이 체험한 것은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이자 왈칵 다가오는 특정한 기분에

젖은 사건이었다. 계속되던 그녀의 자학이 멈추지 않고 점차 심화되자, 어느

순간 “관객은 더 이상 그 고통을 쳐다보고만 있지 않았다. 관객들은 서둘러

[그녀가 스스로를 자학하기 위해 누워있던] 얼음 십자가로 가서 [그녀]를 일

으켜 다른 곳으로 옮겼다.”(ibid.: 16) 아브라모비치의 연출에 의해, 그녀와 관

객들을 둘러싼 독특한 의미를 띠는 현실이 구성되었고, 그에 영향을 받은 관

59) 공연의 과정에서 그녀는 1kg이 넘는 꿀을 먹어 치우기, 손에 든 와인잔을 깨부수기

(이 과정에서 그녀의 손에는 피가 흘렀다.), 자신의 복부에 면도날을 그어 별 모양의 상처

내기,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때리기, 얼음십자가 위에 누워있기 등을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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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퍼포먼스의 공동주체가 되어 행위한 것이다.

피셔-리히테(Fischer-Lichte)에 따르면 “연출은 공연의 물질성을 수행적으

로 나타나게 하는 전략의 계획, 시험, 확정 과정”(2004/2017: 416)이다. “연출

개념은 사건성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계하는 것이 연출이다.”(ibid.: 417) 수업에서의 연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

는 수업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마련된 것들을 두고, 독특한 말과 행동을 사용

하여 연출을 함으로써, 수업 안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나타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든다.

교사는 연출을 통해 수업에 유관한 “구성요소들이 … 어떤 시점, 공간의 어

떤 지점에 나타나는지를 지정하고 [그것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경

우에 따라 그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공간에서 사

라져야 하는지를 결정”(ibid.: 414)한다. 또, 연출을 통해 아이들에게 특정한

“자극을 주고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나타나는 [물질적] 요소들이 [아이들의]

주목을 끌고, 동시에 그것이 [아이들의] 지각 행위를 유도하도록 관여한

다.”(ibid.: 419) 연출은 “물질적 요소들이 현재의 현상적 존재 속에 나타나

게”(ibid.: 416) 한다. 동시에 연출은 “계획되거나 연출되지 않은 것,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수업]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자유 공간과 놀이 공간

을 연다.”(ibid.) 연출이라는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의 총체로 [인해].... 순

수하게 정신적이고 숨겨진 존재[는 감각적] 현실로, 즉 현재의 [육체적] 현존

으로”(ibid.: 412) 변환되어 나타난다.

연출에 의해 열린 자유공간과 놀이공간으로 인해 수업은 “의도한 것과 다

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ibid.: 416)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다. 그렇기에 “연출은 [수업]의 전개과정이나 자동형성적 과정을 정확히

규정하거나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연출개념은 항상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내포하고 있다.”(ibid.) “연출은 지금 여기에 일

어나고 있는 것의 현재성을 눈에 띄게 만들고 출현시키는 것”(ibid.: 414)으로

서, 수업계획을 관철시키는 것과 같은 “재현의 전략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

그 자체가 스스로 출현하게 하기 위한] 생성의 전략이다.”(ibid.: 412)

만약 수업이 계획을 관철시킴으로써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연출

을 구현해야 하는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일이라면, 교사가 정밀하고 견고한 계

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비난받을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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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수업을 위해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것은 교육적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에 대한 감각과 전략일지 모

른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이론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지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연출전략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블룸(Bloom)에

따르면 “연출작업은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보이지만 연출의 본질은 놀랍게도

애매모호하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2001/2012: 13-14) 게다가

“모두에게 통용되는 단 한 가지[의 연출] 방법[도] 없다.”(ibid.: 14) 연출은 현

실적이고 가변적이며 맥락 의존적인 동시에 인간적인 좋음을 바탕으로 한 가

치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천적 지혜이기 때문이다(Flyvbjerg, 2014). 따라

서 수업 과정에 가미되어있는 교사의 연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 안에

놓인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수업의 사례들을 토대로 연출의 방식과 전략 및

그에 담긴 의도를 가늠해보아야 한다. 이에 더불어 COVID-19 이후로 변화된

연출의 방식과 전략 및 의도가 어떠한 양상과 특징을 띠며, 교사가 왜 그러

한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바디웨어 준비와 교육

바디웨어 준비 중 몸의 아비투스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직전 실습은 메를

로-퐁티(Merleau-Ponty)적 의미에서의 습관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메를로-퐁티에게서 “습관은 [주체의] 몸틀(신체도식, schéma

corporel)을 조정하고 확장하는 것과 관련”(Crossley, 2001: 104)되어있다. 그

렇다면, 몸틀은 무엇인가? 습관의 획득은 어떻게 몸틀에 영향을 끼치는가?

몸틀과 습관의 획득은 교사 주체의 수업준비를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시사점

을 제공하는가?

메를로-퐁티는 “몸틀로써 몸 자신(le corps propre)을 이해”(조광제, 2004:

132)하려 한다. 그는 우리 몸의 부분들이나 기관들이 모자이크나 다발(un

assemblage)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틀에 감겨들어 있다고 본다. 이

몸틀은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 간의 통일성, 상호감각적인 통일성 혹은

몸의 감각-운동 간의 통일성을 가능케”(ibid.: 135) 하며, 이 몸틀로 인해 내

몸 전체가 하나의 불가분적인 총체성으로 나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 241 -

교사 주체에게도 그에게 내재된 몸틀이 있고, 교사의 몸의 부분들은 그 몸틀

에 감겨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몸틀로 인해 교사의 몸이 통일성을 띠고

“현실적 기능적 과제[로서의 수업을] 겨누며”(Merleau-Ponty, 1945/2002: 168)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몸틀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몸틀은 변화 가능하다. “몸틀을 개

조[개정]하고 개선[갱신]”(조광제, 2004: 135; Merleau-Ponty, 1945/2002: 227)

하는 것은 바로 습관의 획득이다. “습관을 획득한다는 것은 몸이 새롭게 구조

화된다는 것을 의미”(조광제, 2004: 197)한다. 습관을 획득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도구들에 우리를 병합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조광제,

2004: 135; Merleau-Ponty, 1945/2002: 229)시키게 된다. 습관의 획득은 의미

내용의 포착 중에서도 운동적인 의미내용의 운동적인 포착이다. 다시 말하면

습관의 획득은 지성에 의한 자의적 인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건 반사적인

기계적 자동 과정도 아닌 철저히 몸과 몸의 운동성에 기초한 체화(la

incarnation)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습관을 획득하는 데 있

어서 ‘이해하는’ 자는 [우리의 몸]”(Merleau-Ponty, 1945/2002: 230)이라고 강

조한다.

교사들의 직전 실습은 수업과 관련된 모종의 습관을 획득하려는 노력이다.

직전 실습을 함으로써, 교사들은 수업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배운다는 것, 그

리고 자신이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신의 몸으로 이해하

게 된다. 그리고 직전 실습 전이었다면 다루지 못했을 것을 다룰 줄 알게 되

고, 가르치지 못했을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며, 가르칠 것에 대한 더 싶은

이해를 바탕으로 습관의 획득 전보다 더 섬세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흥미진

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변화된 몸틀을 갖춘 교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초등교사들의 일상은 더할 나위 없이 분주하고 정신없다. 분절적인

교과내용지식에 초점이 맞춰진 수업준비에서, 교사의 습관의 획득은 다소 산

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잠깐 새겨놓은 습관들이 장기적이고 견고한 몸틀

로 화(化)하지 못하고 휘발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긴다. 어쩌면 빠르게 습관

을 획득했다가 빠르게 획득한 그 습관을 떨쳐버린 다음 새로운 습관을 획득

하는 것이, 그러한 방식으로 습관을 획득하는 것이, 곧 초등교사 몸틀의 속성

이 되어 공고하게 자리 잡아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쩌면 교사들

이 스스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수업준비에서의 산만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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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적임이, 곧 지금과 같은 초등교육의 시스템상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

문성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몸틀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개선하는 습관의 획득은 어떻게 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일까?

오래된 밑천에서는, 먼저 개별 교사주체 중심의 생애사적 시간성의 관점에

서, 교사의 과거 체험이 어떻게 수업의 밑천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사의

과거 체험과 수업은 서로의 가능조건으로서 서로에게 기대어 있다. 교사의

과거 체험이 있었기에, 교사는 그것을 수업으로 끌고 와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가 수업이라는 것을 해야 하기에 교사의 과거 체험이 교사로서의 삶에서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교사의 과거 체험이 저절로 수업준비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과거 체험이 수업준비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크

게 두 가지 계기가 필요하다. 그중 한 계기는 학습이다. 교사주체가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모종의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바를 자신의 정체성과 당면과

제를 중심으로 엮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 즉 교사주체로서의 자신의 “삶

[을] 학습생애사로 구성”(강대중, 2009: 206)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에서 관건은, 인간의 학습이 평생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러

한 “평생에 걸친 인간의 학습[이] 결코 선형적이지 않다.”(ibid.: 207)는 것이

다. 이 점은 현장 교사와 교사됨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에게 공히 시

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교사됨을 갖추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특정 시

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Liston 외, 2006;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2011; 정하나 외, 2016),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주체가 “자신의 전 생애

를 반성적으로 성찰”(ibid.: 203)하여 교사라는 정체성과 수업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학습생애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방식, 지향이라는

것이다. 둘째, 교사가 준비된 교사로 성장해나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시간의

성격은, 단순히 교직 연차의 쌓임으로 대표되는, 균질하고 비인격적이고 연속

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닌, 교사가 자신에게 유의미한 학습 사건들을 어떻

게 추리고 엮어나가며 성장해가는지로 대표되는, 충만하고 인격적이며 개별

적인 “카이로스” 시간인 것이다.6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전 생애를 교수활

60)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에 대해서는 박광영 외(2021: 98)를 참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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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유의미한 실천으로 상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도 있게 성찰

함으로써 새로운 교수활동을 실천해나가는 “‘반성적 실천인’[으로서의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곽덕주 외, 2007: 218)의 제공일 것이다.

다른 한 계기는 결단이다. 수업준비로서의 교사의 과거 체험과 수업 간 연

관의 통일성은 교사주체가 “가능성들의 유산을 자신에게 전수하

는”(Heidegger, 1927/1979: 509-510) 결단성을 생기하게 함으로써, 즉 교사가

나의 과거의 삶을 수업에 활용해야 하겠다, 나의 과거의 삶을 활용하면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선택과 판단을 내림으로써 확보된다. 이때 주체

는 결단을 통해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를 자신의 실존 안에 ‘관여되

어’ 있도록”(ibid.: 510) 하기에, “결단성에는 그 본질상 모든 가능한, 거기에서

부터 발원하는 순간을 이미 앞질러 취한 실존적[순간적] 지속성이 놓여있

다.”(ibid.) 준비와 주 활동 간의 연관성으로서의 지속성은 둘을 “잇대어 놓음

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 ‘이미 뻗쳐있는’(강조는 저자의 것) 시간성

에서부터 발원하고 있는”(ibid.) 것이다. 요컨대, 수업준비와 수업은 사슬처럼

잇달아 연결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삶을 관통하는 수많은 시간의 실

타래들에 의해서 꿰어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주체의 삶 전반에 걸쳐 내면화되어있던 것을 수업을 위해 외

재화하는 일은, 부단한 학습과 결단으로부터 추동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이 교사주체의 학습과 결단을 불성실하게, 혹은 어렵게 만드는가? 학습과 결

단을 저해하는 내적, 외적 여건은 어떻게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교사 간 사(史)적 시간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자신

의 은사들을 해석대상으로 두고, 그 자신은 해석자로서 자리매김한다. “해석

자[인 교사]와 해석대상[인 은사] 사이에는 친숙함과 낯섦이라는 대극적 긴장

이 존재[한다.] … [교사들이 만난 은사들은, 교사들이 수업을 하며] 사는 시

대와는 역사적 간격이 있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낯설지만, [교사] 자신도

[그들의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수업이라는 업을 수

행하는] 전통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친숙하기도 한 것이다.”(Gadamer,

1960/2012: 177) 해석대상이자 역사적 간격이 있는 대상인 은사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은사들과 자신 사이를 잇고 묶는 동시에, 과거의 현실 그

리고 과거 현실을 탐구하고 이해하며 현존하는 현시점의 자신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모종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한다. 가다머는 이것을 영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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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kungsgeschichte)라 일컫는다.

교사들의 수업준비 과정에서 언급되는 은사들의 수업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져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것이면서 그것들을 우리 앞에 현전하게 하는

또 다른 역사를 은밀히 맛보여준다.”(Merleau-Ponty, 1960/2005: 55) 은사들

의 수업과 교사들의 수업은 수업준비라는 장에서 비교되며 상호 응답하게 된

다. “역사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화가가 앞으로 도래할 작품을 먼저

주시했기 때문이고, 화가들이 죽음 안에서 연대성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같

은 문제를 안고 살기 때문”(ibid.: 59)이라고 메를로-퐁티(Merleau-Ponty)가

말하였듯, 교사들이 은사들의 수업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교사들이 그들 자

신의 수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음을, 그리고 주시하

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과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았을 은사들과의

연대성 속에서 은사의 수업을 회고함을 의미한다. 한 교사는, 과거의 교사들

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史)적 시간성 속에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사 간 사적 시간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교육 실천, 현재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 교사가 겪고 있는 많은

처우 문제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은 교사의 역사 속에 있으며, 과거의 흔적

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와 관련된 당면과제들을 제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 간 사적 시간성이라는 관점으로 당면과제에 접

근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요구받은 몸틀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특정한

외재성들을 필요불가결하게 내면화하곤 한다. 교사들은 국가가 당면과제라고

설정한 것에 근거한 요구를 받게 되고, 요구받는 것을 가르칠 기회를 제공할

줄 아는 사람, 요구받는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 근원적으로는 요구받는

것에 내재된 논리에 의심 없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유하고 그 논리에 따른

행동양식을 습관화한 몸틀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는다.

교사들이 새로운 습관을 획득해야만 하고 몸틀을 개조해나가야 한다는 것

은, 교사로서 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변화하

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일지 모른다. 그러

나 그런데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궁

금증을 갖게 된다. 첫째는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요구의 성격과 관련하여 국

가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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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며, 둘째는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요구들의 양적 측면과 관련하여

그 수많은 요구들을 이대로 존치되도록 내버려 둬도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알튀세르(Althusser, 1971/1991)는 학교를 ISA(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중

하나로 규정한다. 알튀세르의 관점을 취한다면, 학교에 소속되어 일하는 교사

들에게 부과되는 요구에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든 예시만 보더라도, 상호 원만한 국가 구성원 배출, 과학기술인재

및 창의융합인재 양성, 근로자로서의 학부모를 위한 보육 제공, 사회 안정과

인구 유지 등의 국가적 요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적 요구와 동시

에,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 교사들에게는 교육적 요구가 부과된다. 교육자

다운 품위를 지키고, 교육활동으로서의 수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학습자

의 교육적 성장과 해방을 도모하는 일 말이다. 국가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둘은 혼재되어있으며, 흥미롭게도

전자는 늘 후자의 옷을 입고 후자의 이름으로 시행된다. 구분하기 어려운 이

두 요구를 구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까닭은, 이것이 곧 교사의 책

임 설정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사가 국가 이데올로기에 마땅히

응해야 하는 자인지, 교육적 양심에 마땅히 응해야 하는 자인지에 따라, 교사

의 책임은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초등교사는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교육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

니기에, 결국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두 요구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짊어

질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관건은, 둘 중 무엇이 더 우세하냐이다. 현실에

서 교사들은 수많은 국가적 요구의 적체와 범람에 허우적거리며 힘겨워한다.

국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조리 세분화하여 학교에 “던져놓으면

그만”일지 몰라도, 교사들은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해 숨 돌릴 겨를이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교사들은 정작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수행해낼 의욕

을 잃어가며, 교육활동으로서의 수업에 자신의 양심에 부합할 만큼의 관심을

쏟지 못함을 호소한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국가적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거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교사들은, 교사라면 이것이든 저

것이든 만능으로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더욱 노력하고 헌신한다. 다만, 교사가 국가적 요구에 대한 책임과 교육적 요

구에 대한 책임을 이중으로 짊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근원적 역할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교육자가 맞다면,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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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는 적어도 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최소한 교사가 교육자로서

의 품위 유지와 교육활동으로서의 수업의 충실한 수행 그리고 학습자의 교육

적 성장과 해방 도모를 잘 해내기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또, 국가적 요구가 만연한 학교 현실에서 자신의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수행할 권리를 지켜내고 교육활동으로서의 수업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으로 얼굴의 교차와 관련하여, 주체들의 얼굴은 수업을 가능하게 만드

는 과정에서 사라지곤 한다. 그렇다면 왜 주체들의 얼굴이 사라지게 되는가?

푸코(Foucault, 1997/1998)의 관점을 취하자면, 그것은 ‘규율권력’과 그것에 병

합된 ‘생명권력’의 작동 때문이다. 규율권력과 생명권력 하에서는 얼굴이 지워

진 사람만이 전체화의 일부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규율권력 하에서는 다수

의 개인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육체를 배치·조종하기 위해 제도를 통한 ‘감시

와 훈련’(=규율)이 행해진다. 한편 생명권력은 종으로서의 인간과 인간의 생

명을 향하며, 관리와 조절을 통해 내적 위험에 대한 인구(양(量)화된 인간)

전체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은 규범

(norme)을 통해 중첩되며,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며 인간을 길들인다.

그런데, 몇몇 교사들은 COVID-19 상황에서 얼굴들이 사라지는 것을 견디

지 못하고, “일상생활의 창조적 실천”(de Certeau, 1984/2012)을 통해 생명권

력의 “감시에 대항하는(antidiscipline) 망”(ibid.: 138)을 구축해나가기도 했다.

권력을 빗겨나가는 “스스로의 의미작용적 실천을 통해 [교육활동의] 생산을

수행”(ibid.: 143)해 나간 것이다.61) 교사의 이러한 수업 운영은 의학적인 관점

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안일함과 무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교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의학

과 교육의 알력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를 위치 짓는 것, 그리고 교육을 택하

는 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교사에게 과제로

61) 이것은 주로 대면수업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었는데, 교사들은 교육활동으로서의 수업

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원칙을 다소 변칙적으로 적

용하는 등, 민원이나 징계, 심하면 소송 등의 위험을 무릅쓴 모험을 감행했다. 가령, 주체

간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간단한 접촉이 일어나거나, 비말이 튈 가능성이 생기는 활동이나

지도방식임에도, 그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이다. 유정화의 경

우, 이러한 감행에는 학급 학부모들과 아이들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깔려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수업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체방역에 엄청 신경을 쓸 것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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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거울에 비친 얼굴과 관련하여, 라캉의 “거울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는 주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마주하는 바로 그 사

건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생후 6개월이 지난 어린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총체적이고도 완전한 것으로) 가정하고 뛸 듯이 기뻐한다.”(Lacan,

1994/2017: 42) 미숙 출산과 파편화된 신체로부터 오는 “인간[인 자신의] 기원

적 무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울이미지와 동일시”(Chiesa,

2007/2012: 47)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원-자아, 즉 “자아가 차후에 그 위

에서 출현하게 될 원초적 기반을 정초한다.”(ibid.: 41) 거울 속에 비친 아이의

형태(gestalt)는 “외재성과 고정된 영상을 특징으로 하는 통일적인 형태”

(Lacan, 1994/2017: 43)이다. 이것이 곧 이상적인 자아의 시초이다. “아이는

자신을 거울 속에서 대상화”(Chiesa, 2007/2012: 43)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을

“상상적 타자와 동일시”(ibid.)하게 된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거울

이미지를 반드시 거울이 제공할 필요는 없게 된다. 거울은 다른 (소)타자로

대체 가능해진다. 가령, 아이와 “엇비슷한 또래인 다른 아이들의 이미지 또한

주체에게는 하나의 거울이미지로”(ibid.)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캉에게서

자아의 약어가 a((소)타자, autre)인 것도 이 까닭이다(Fink, 1997/2010: 160

참고). 비단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성인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자아 이미지

를 갖게 된다. 그 자아 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봄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타자를 바라봄으로써 형성되는 이미지이다. 주

체는 이상적 자기 이미지를 에로스화 하기도 하고(동일시, 사랑, 나르시시즘),

그것이 “주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적 완벽성을 구성”(Chiesa, 2007/2012:

51)함에 공격적인 감정을 표하기도 하면서(상이함, 증오, 경쟁), 애증의 관계

를 맺게 된다. 주체는 역으로 타자를 볼 때도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타자 위

에 투사”(ibid.: 53-54)하기도 한다. 라캉의 자아 이미지에 대한 이론은, 교사

들이 자아 이미지를 가지며, 교사 자신과 동일하게 묶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교사들을 봄으로써 그러한 자아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

한 자아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분에 대한 선악과 호오 판단을 하게 됨

을 보여준다.

그런데 자아는 상상계에 속하는 이미지일 뿐 실제 주체와 동일한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의 자아 이미지가 교사 주체에 대한 모든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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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고 할 수는 없다. “라캉이 고려하는 주체에게는 자기인식이나 자의식이

없[는 영역 또한 관계한]다 ... 자의식을 설명할 수 있는 자아/자아이상이라는

변증법으로부터 배제”(Fink, 2004/2007: 200)되는 영역은 바로 무의식이다. 무

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자, 진리의 보증자이자, 우리를 인간 주체로 만들어내

는 근원이다(Lacan, 1994/2017: 93-96 참고). 라캉의 자아와 무의식 간의 구분

은, 언표된 것인 의식적인 자아의 담화와 언표행위의 무의식적인 비자아의

담화 간의 차이, “진술의 주어가 나타내는 그 무엇”(Fink, 1997/2010: 85)으로

서의 자아와, “자아의 멋진 진술에 개입하거나 그 진술을 망쳐놓는”(ibid.) 것

으로서의 무의식의 출현을 통해 예시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사의 주체

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교사의 자아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 성격의 타자일

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얼굴과 관련하여, 레비나스(Levinas, 1988/2018)는 그의

저서 <전체성과 무한>에서 타인의 얼굴에 주목한다. 레비나스에게서 타인은

자아의 동일성으로 재흡수되는 타자와는 다르다. 타인은 나와 전적으로, 절대

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외재성에 귀를 귀울이도록 하고 관대함을

욕망하도록 만드는, 지고의 타자성을 띠는 무한히 낯선 자로서의 타자이다.

타인은 “동일자와 맺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동일자에 초월적인 것으로 남아있

다.”(ibid.: 37) 타인은 “동일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존재의 현전”(ibid.:

288)이다. 타인은 나와의 공통고향이 부재한데, 그는 내가 “자기 집에 있음을

방해한다.”(ibid.: 36)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유로워서 “그에게 나는 어떠한 능

력도 행사할 수 없다. 그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나의 포획을 빠져나간다. 심지

어 내가 그를 좌지우지할 때조차도”(ibid.) 그러하다. 타인은 나의 전체성에

파열을 일으킨다.

“타자가 내 안에 있는 타자의 관념을 넘어서면서 자신을 [타인으로서] 제시

하는 방식을 [레비나스는] 얼굴이라고 부른다. … 타인의 얼굴은 매번 그것이

내게 남겨놓은 가변적 이미지를 파괴하고 그 이미지를 넘어선다.”(ibid.: 56)

타인의 얼굴은 내 앞에 나타나 스스로를 표현하며, 나에게 호소한다. 타인의

얼굴은 “동일자[인 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ibid.: 300) “[나의] 소유를, 나

의 능력들을 거부한다. [타인의 얼굴이 나타남으로 인해] … 아직 포착 가능

한 것은 포획에 전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바뀐다.”(ibid.: 291) 수업준비에서

교사들은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며, 교사들 스스로도 그들에게 타인의 얼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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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가가게 된다.

COVID-19 이후로 언론매체에서는 “COVID-19가 앞당긴 미래”(임명진,

2021)라는 표현을 너나할 것 없이 사용한다. 교육에 종사하는 몇몇 전문가들

은 COVID-19가 기술과 손을 잡음으로써 에듀테크(education + technology)

즉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으로서의 “미

래교육의 등장을 앞당겼다.”(ibid.)고도 한다. 그리고 그런 기술의 도입 여부를

구시대적 교육과 미래의 교육을 가르는 잣대로 상정하고, 교사들에게 기술을

익힐 것을 ‘주문’하고 ‘닦달’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의 미래교육이 실체가 있

고 그것이 그저 조금 빨리 도래한 것일 뿐인지, 아니면 그러한 방식으로 미

래교육을 형상화하고 말하기에 그것이 마치 강제적 숙명이 되어버린 것인지,

무엇보다도 그러한 방식의 미래교육이면 곧 좋은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재고

의 여지가 있다.

물론 하이데거(Heidegger, 1954/2008)가 심려하였듯, 인간의 삶 특히 현대

인간의 삶은 기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기술은 인간이 장악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넘어선, 오히려 우리의 삶 전반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근원적 조건임은 분명하다. 실제로 COVID-19 상황에서 수업을 성사시키는

데에, 교사가 현대의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크게 한몫 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도발적 요청이라는 의미의 닦아세움의 성격을 띠는”(ibid.:

23) 현대 기술의 탈은폐 방식 하에서, 교사가 자신이 마주하는 것들을 ‘부품’

으로서만 대하지 않고, 그 자신도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할 것 같다.62)

교육주체들이 서로의 얼굴을 더 잘 이해하고 마주하는 일은, 그러한 고민

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얼굴로 타자를 마주

하는 주체는 부품으로 포획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주체가 타자의 얼굴을 본

다면 타자를 부품화시킬 수 없다. 얼굴이 “주문 요청하는 방식”(ibid.: 32)으로

부터 자꾸 벗어나려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교육은 결국 얼굴을 지닌 인간이 하는 일이고, 얼굴이 지닌 인간에 대한

일이며, 얼굴을 지닌 인간을 위한 일이다. 교육에서 무엇이 오래도록 계속된,

근본적인, 그렇기에 시급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때, 좋은 교육을 만들어 나

62) 하이데거는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의 본질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한다
는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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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다른 무엇이 아닌 교육주체들의

얼굴일지 모른다. 그리고 사라진 교육주체의 얼굴을 되찾는 것, 거울 속의 얼

굴상에 갇히지 않고 교육주체로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 무엇보다도 교육주체

로서 교육주체인 타인의 얼굴을 대면하고 타인을 환대하며 타인과 어떻게 대

화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교사가 수업준비를 하고 좋은 수업을 만드는

데에, 그리고 교육과 유관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전체성을 초월하여 무한으

로 나아가, 윤리적인 교육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일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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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초등교사들의 수업준비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

하고자 실시한 연구이다. 수업준비는 수업의 밑작업이자 사전작업으로서, 수

업의 실현 여부를 결정하고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실천이다. 또, 수

업준비는 교사들이 어떠한 여건에 처한 채 교육활동을 하게 되며, 무엇으로

인해 고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함양하거

나 발휘하는지 등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초등교사의 수업준비를

연구하는 것은 초등교사의 삶과 초등학교 현장의 현실태를 현시하는 동시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어떠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일 수 있다.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 접근함에 있어, 이 연구는 특히 초등교사 수업준비

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문화적 구조를 도

출하는 일에 주목한다. 더불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시의성을 고려하

여, 종래의 전통적인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을 위한 수업준비를 비교대조 해가며 살핀다. 그리고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문화적 구조와 그것의 변화가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지니는지 제시한다.

연구의 과정에서 나는 2018년부터 2년간 초등교사 수업준비에 대한 이론

적·실제적 예비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2020년에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업준비를 하며 본격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구성해 나갔다.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나선형적 글쓰기 작업을 실시한 결과, 이 연구는 자문

화기술적 사례연구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 연구는, 좁게는 크낙새초등학교

에 근무하는 나와 동료교사들의 수업준비 체험에 대한 글이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는 초등교사 공동체의 수업준비 문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 관여하

는 초등학교 문화, 더 나아가 초등교육계의 일면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글이

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를 통해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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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양상은 어떻게 파악하여 구조화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양상을 크게 수업의 하드웨어(hardware)

준비, 수업의 소프트웨어(software) 준비, 수업의 유스웨어(useware) 준비, 수

업의 바디웨어(bodyware) 준비라는 네 가지 문화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파악한다. 이 주제들은 각각 수업준비의 물질적 차원, 내용적 차원, 과정적

차원, 주체적 차원을 조명한다.

수업의 하드웨어 준비에서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가 물질로 가득 찬 곳에

서 물질로 된 것들을 다루며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장소의

구축에서는 초등교사가 어떻게 공간을 전유하여 수업장소화 하고, 구성된 수

업장소를 해체 및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수업장소화 과정에서 겪는 ‘장소-패

닉’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다룬다.

다음으로, 사물의 마련에서는 초등교사가 수업이라는 상황과 연관지어 사

물을 의미화함으로써 사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물의 물질적 속성을 고려

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며 수업준비를 하게 된다는 점, 초등교사

가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된 절차를 거

치게 되며, 초등교사가 수업에 활용하는 사물의 경계가 변동되거나 확장되기

도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수업의 소프트웨어 준비에서는, 수업내용이 학습자에게 다다르게끔 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업에 주목한다. 먼저, 교육과정의 현장화에서는 초등교사들

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교육과정에 담긴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현장

에서 통용되는 형식에 따라 조직하여 공통의 시스템으로서의 “교육과정 문

서” 상에 가시화함을 제시한다. 특히, 교육과정 문서작업에 적용되는 제 1원

칙인 표준화와 제 2원칙인 정밀화에 대해서 다룬다. 이에 더불어, 교육과정

문서작업이 자동화된 기계가 아닌 인간 교사들의 작업이기에, 수업 운영 시

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조율과 조정이 이루어짐을 밝힌다.

다음으로, 수업내용의 자료화에서는 교사들이 교육내용을 실제 수업하는

데에 적합한 형태인 수업자료로서 구현해내는 일을 중심으로 수업준비를 수

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자료를 보관하고

찾으며, 바꾸거나 만드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자료를 어떻게 동료교사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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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지 살펴본다.

수업의 유스웨어 준비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의 과정 그 자체에 비교적 직

접적·즉각적으로 적용·관여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선후적·인과적으로 연계되는 요소들을 다루는 두

방식인 절차화와 최적화에 주목한다. 수업의 절차화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전

에 수행하는 작업의 절차, 활동 단계에 따른 수업 자체의 절차화, 수업이 절

차적으로 진행될 때 그 진행의 매끄러움과 유연성을 담보하는 교사의 시간

관리 역량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수업의 최적화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록과 상상, 학습자 유형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반응 예측, 수업에서의 발

화 및 인원구성을 위한 의사소통 규칙의 결정, 수업에서 교수학습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아이들의 배움을 정향(定向)·판단·촉진하는 연출방법의 수립 등을

살펴본다.

수업의 바디웨어 준비에서는, 초등교사들이 몸을 가진 주체로서, 수업하는

몸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태로 그들의 몸을 갖춰나가게 되

는지, 또 ‘주체-타자’로서, 수업준비 과정에서 어떠한 타자들의 어떠한 성격을

띠는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지 주목한다. 몸의 아비투스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을 목전에 두고 하는 직전실습, 교사들이 자신의 몸에 새겨두고 수업의 밑천

으로 삼는 과거의 체험 및 학창시절 은사에 대한 회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은 교사들의 몸틀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얼굴의 교차에서는 대표적인 교육주체의 정체성으로 아이들, 동

료교사, 학부모를 상정하고, 수업준비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는 교육주체들의

얼굴, 수업준비를 하는 교사의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울에 비친 얼굴, 수

업준비 과정에서 낯섦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타인의 얼굴을 중심으로 교육

주체들의 얼굴을 파악한다.

둘째,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준비

는 어떻게 다른가? 앞서 제시한 수업준비의 네 가지 문화주제와 그것에 상응

하는 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수업준비의 양상은,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준비 간의 비교대조 속에서 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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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하드웨어 준비 중 장소의 구축과 관련하여, COVID-19 이후 수업장

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분화되었고, 두 장소 간 전환이 예측불가하게

이루어진 반면, 장소 내 배치의 고정은 심화되었다. 또, 대면수업을 위한 수

업장소 구성 시 방역 규칙이 엄수되어야 했는데,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위해

방역규칙을 변칙 적용하거나 위반하기도 했다. 비대면수업을 위한 수업장소

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상에 구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

명하달, 플랫폼의 선택·설치·세팅·적응, 학생 및 학부모 초대 작업 등이 이루

어졌다.

사물의 마련과 관련하여, 비대면 상황, 사물의 물질적 속성, 사물에 적용되

는 학교의 규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업에 필요한 사물이 아이들에

게 적절히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이에, 몇몇 사물은 포기 혹은 대체되

기도 했다. 사물의 즉흥적, 최적, 교육적 활용 또한 난항을 겪었다. 대면수업

을 위한 방역 물품과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을 위한 장비 등, 새로운 사

물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교사들은 새로운 사물이 부과하는 책임을 추가적으

로 짊어진 채 사물과 관계를 형성해나갔다.

수업의 소프트웨어 준비 중 커리큘럼의 현장화와 관련하여, COVID-19 이

후 교육과정 문서의 표준화는 전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 까닭은 일

정 변동에 대한 효율적 대처, 분업 및 협업 촉진, 공식성 확보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는 교사들의 자유와 새로운 시도를 억압하는 제약이 되

기도 했다. 교육과정 문서의 정밀화 또한 강화되었는데, 변덕스러운 여건에서

교육주체들이 매일의 일정을 공유·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

밀화에 들인 노력에 비해 그것이 주는 교육적 효과는 미미했다. 교육과정 문

서의 조율과 조정에서, 교육과정 문서의 완성본은 교육주체 간 입장차를 고

려해 분화되었고, 서로 다른 층위와 유형의 문서들 간 합치에 많은 노력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완벽한 조율과 조정은 어려웠고, 크고 작은 혼란이 생기

거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간 침습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업내용의 자료화와 관련하여, COVID-19로 인한 인트라넷의 보안 규제

완화는 수업자료의 임시보관을 용이하게 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수업자료

의 보관에 전보다 더욱 활발히 사용되었다. 또한 수업 자체에서 이루어질 것

들을 수업자료 안에 최대한 담아 가정으로 배부해야 했기에, 수업준비 중 수

업자료 제작에의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교사들의 관료제적 분업과 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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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종래와 같은 동학년 간 수업자료 “뿌리기”는 축소되었으나, COVID-19

라는 난관을 함께 극복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수업자료 “올리기”는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수업의 유스웨어 준비 중 수업의 절차화와 관련하여, 대면수업 전 작업은

COVID-19로 인해 일부 삭제·축소·추가되었는데, 그것들은 수업의 방해요인

인 동시에 성립요건이 되기도 했다. 비대면수업 전 작업은 그 절차가 잘게

쪼개져 번거로움이 심했다.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병행 시에는, 두 수업을

위한 사전작업이 중첩되어 혼란이 일었다. 수업시간의 관리에서, 대면수업 시

정표의 다변화·복잡화는 루틴의 붕괴와 에너지 과다 소모를 야기했다. 또, 실

시간 쌍방향 비대면수업의 경우 유연한 시간관리가 어려웠으며, 수업시간으

로 정해진 시간 외의 시간에 자료제시형 비대면수업이 진행되어야 하기도 했

다.

수업의 최적화와 관련하여, 수업계획안 작성은 그것의 공동성과 공식성으

로 인해 전보다 더 중시되었으나, 실질적인 수업과 괴리되어 학부모들의 불

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교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사들의 초기 거부감과 부담감이 극

복되고 상상이 현실화 되어갔다. 의사소통 규칙과 관련하여, 대면수업에서 등

교인원이 줄자 발화규칙 엄수 종용의 필요성이 줄었다. 비대면수업에서는 정

보전달 위주 혹은 우회적 방식의 발화규칙이 적용되었다. 대면수업에서의 인

원구성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조합의 인원구성을

포기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로 양분되었다. 과제제시형 비대면수업을 위한 자

료 제작 시에는 가족 구성원과 그 수를 고려해야 했으며, 실시간 쌍방향 비

대면수업에서의 소그룹 기능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아이들

은 자신의 학습에 교사의 말과 행동을 통한 개입이 필요함을 느끼고, 그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업의 바디웨어 준비 중 몸의 아비투스와 관련하여, COVID-19 상황에서

교사의 직전실습은 아이들보다는 자료와 더 깊이 연관되었으며, 수업내용보

다 수업의 매끄러운 운영에 더 초점을 맞춰 시행되기도 했다. 비대면수업을

위하여, 교사들은 몸틀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받았다. 특히 이제까지 겪어본

적 없던 플랫폼 및 장비와 결합을 해야 했는데, 그것에 임하는 적극성의 정

도나 숙련 속도는 교사마다 제각각이었다. 더불어 교사들은 교육 외에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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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맡으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교사의 수업준비를

방해했다.

얼굴의 교차와 관련하여, COVID-19로 인하여 교육주체들은 서로의 몸-얼

굴을 오랫동안 마주하지 못했고, 마주했더라도 방역용품과 각종 장비들 그리

고 수업 여건으로 인해 서로의 몸-얼굴을 부분적으로 혹은 ‘음향-이미지’로서

만 마주하거나 그마저도 지워야 하는 등, 온전히 만날 수 없었다. 한편,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교사들은 더욱 활발하게 상호부조

하였으며, 성실한 만능인이라는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토대로 문제상황을 타

개할 원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과도한

걸출함이 보이는 동료교사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거리두기를 하기

도 했다. 수업자료 제작에서는 교사 간 분담의 불균형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

는데, 그것을 해소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학부

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교사는 학부모의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며 학부모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역할을 맡았고, 학부모로부터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되었으며, 학부모의 미흡한 자녀 지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몸을

사렸다. 또한 교사들은 흐트러진 아이들의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을 불편해하

며 그것들을 바로잡으려 하기도 하였다.

셋째,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이러한 구조와 변화는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지니는가? 이 연구문제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실천과 연관되는 사회적 함의

와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술 영역에서의 학문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학

적 함의를 파악한다.

수업의 하드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학교의 공간은 고정적

이고 획일적이며 규율과 관리감독을 위한 전근대적 공간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교 공간에 ‘공간적 질서’를 도입함으로써 교

육활동으로서의 수업을 위한 ‘장소-세계’를 구성하며, 그러한 수업 장소는 부

단히 해체되고 재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 교사들이 수업 장소를 박탈당

하여 ‘장소-패닉’을 겪기도 하지만 ‘장소-패닉’을 야기한 혼돈이 새로운 ‘공간

적 질서’를 따르는 수업장소 발생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이 연구는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사물-교사’ 즉, 사물과 교사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즉,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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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물 의미화 방식 및 취급 방식, 그리고 사물의 물질적 속성이 교사의 수

업준비에 작용하는 방식에 주목하며, 교사가 사물과 ‘동기화하는 종합’의 방식

으로 관계 맺는 역량이 교사의 전문성일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전문성 발휘

에 제도적·교육외적 방해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수업의 소프트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교육과정 작업에 내재된

논리체계와 언어에 대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동일률’에 근거한 ‘형

식논리’의 체계를 따르는 교육과정의 표준화는 ‘대량교육 제약’으로서의 ‘학교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교육내용을 양(量)화된 언어로 표현하는 교육과정

의 ‘정밀화’는 수업에서의 ‘엄밀성’을 간과하게 만들기에,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수업자료의 보관과 찾기에서는 교육 외적 성격을 띠는 제도적·기

술적(technical) 측면과 ‘푼크툼’ 및 ‘찾기’로 대표되는 교사의 의식적이고 발견

적인 측면이 공히 작용한다는 것, 수업자료의 바꾸기와 만들기에서는 수업자

료가 ‘시뮬라크르’의 성격을 띠기에 바꾸기는 만들기에 다름 아니며 수업자료

의 만들기에는 교사의 ‘상상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더불

어, 수업자료의 뿌리기와 올리기에서 수업자료는 ‘에크리튀르’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며, ‘전체적인 급부체계’에 기초한 상호호혜적 수업자료 전달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그들의 행위를 억압하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

가 있음을 제안한다.

수업의 유스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수업 전 작업이 혼잡한 형태

를 띠는 까닭이 삶의 복잡다단함과의 연관성, 타자에의 의존 불가능성, 그리

고 ‘기분/분위기’에 처한 인간의 몸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때문임을 밝힌다.

또,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단계화 작업이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하여 ‘비계’를 제공하는 일인 동시에, ‘문화’와 ‘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일이기에, 교사는 학습자의 활동 참여가 문화화나 사회화

가 아닌 교육적 체험이 될 수 있게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수

업시간 관리에 활용되는 시정표, 수업종, 시계는 교사의 근대적-자본주의적

시간의식을 보여주는데, COVID-19로 인한 ‘시간적 중력의 부재’가 그러한 삶

의 리듬마저 파괴하고, 형식은 있지만 질서는 없는, 그리고 꽉 차 있지만 충

만하지는 못한 수업시간을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수업이 교육활동으

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 어떤 시간의 형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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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어서 이 연구는 교사들의 수업계획이 거친 기록과 ‘이미지적 사유’를 통

해 이루어짐을 제시하며, 교사들의 이러한 수업계획 방식이 보다 존중받고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교사들이 “‘대자(對自)’인 존재자”로서,

학습자 유형화를 통해 학습자 반응을 예측하는데, 그것은 ‘토템적 분류’를 통

한 ‘구체의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교사의 지식을 드러내며, 이러한 교

사의 지식은 보호받아야 하는 동시에 개선의 가능성 또한 열려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교사가 결정하여 적용하는 의사소통의 규칙에는 ‘의사소

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학습자의 자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교사의 ‘권위’가 반

영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다만 그러한 의사소통 규칙이 악용되거나 오용되어

서는 안 되며, 이상적임만을 추구해서도 안 됨을 언급한다. 또, 교사가 수업

중에 구현하는 말과 행동은 ‘수행적 예술’에서의 ‘연출’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데, 수업에서 계획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은 교사의 ‘연출’ 역량에 의존하기에,

교사의 연출 감각과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수업의 바디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교사의 직전실습이 ‘습관의

획득’을 통해 ‘몸틀을 조정하고 확장’하는 일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학교의 현

실이 ‘습관의 획득’을 산만하게 만들고 획득된 습관을 쉽게 휘발되게 만듦을

비판한다. 다음으로, 교사가 자신의 과거 체험을 수업의 밑천으로 삼는 일은,

교사가 ‘카이로스’ 시간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학습생애사를 구성’하며, 그것을 수업과 구체적으로

연관시키려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 또 자신의 삶을 ‘영향사’

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은사들과 하나의 ‘전통’에 속한다는 ‘연대’의식을 바탕

으로 그들을 회고함으로써 성립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더불어 교사의 몸틀에

대한 요구로서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른 요구와 교육적 요구가 동시에 주어

지는데, 교사가 두 요구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짊어질 수밖에 없다면, 둘 중 무

엇이 우세하며 더 근원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책임 부과가 이루어져

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한편, 수업준비 중 교육주체들의 얼굴은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작동에

의해 사라지게 되지만, 교사들이 사라진 얼굴을 되찾기 위해 ‘일상생활의 창

조적 실천’을 감행함으로써, 권력의 작동을 피해 ‘감시에 대항하는 망’을 구축

하기도 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교사들은 ‘(소)타자’를 바라봄으로써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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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갖고 수업준비와 그것에 대한 선악 및 호오 판단을 하지만, 자아와

주체는 다르고 자아가 주체를 모두 표현할 수도 없기에, 자아 안으로 포섭되

지 않는 영역이 교사주체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음을 제시

한다. 끝으로, 교사주체는 수업준비 과정에서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지니는 교육주체들의 얼굴을 ‘타인의 얼굴’로서 마주하게 되는데, 수

업준비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일은, 동일성으로 포섭되기를 거부하고 스스

로를 표현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타인의 얼굴’을 교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하

는가에 대한 것일 수 있음을 말한다.

2. 결론

이 연구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현상을 총체적, 실천적, 시의적, 존재론적,

교육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업준비

에 대한 종래의 연구들이 수업준비에서 다루는 교과내용지식․주제․덕목 등

에 초점을 맞추거나, 연구자의 관심 주제 혹은 교사 생애 경로의 특정 시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업준비의 일부만을 한정적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교사의 삶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체험으로서 수업준비를 다룬다.

특히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실천 양상을 최대한 소상히 포착하여 프로네시

스로서의 지식을 형성하고자 함으로써, 수업준비에서 교사의 몸이 아닌 머리

의 역할만을 강조하거나 수업준비의 실제를 에피스테메적으로 감환하는 연구

들, 혹은 공학적 효과성의 관점에서 수업준비에 접근하여 테크네적 지식을

형성하는 연구들과 그 결을 달리한다.

또한 이 연구는 COVID-19라는 시국적 대상황 속에서 대면 및 비대면이라

는 서로 다른 형태와 성격의 수업을 공히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초등교사들

이 행했던 수업준비를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맥락과 함께 포괄적·중층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종래의 전통적인 수업준비와 비교대조하여 제시함으로써, 포

스트코로나 시기의 교육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방침이 학교 현장의 실제적

여건과 교사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염려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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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에서 던지는 존재물음들은,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교사들의

고충과 요구를 이해하고, 우리 교육의 근원적·근본적인 문제를 통찰할 수 있

게 하는 기초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더 나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

사들이 수업준비 시 고수하고 지켜야 할 부분과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

에는 각각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기회 또한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행정, 의학,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외적 요소들이 교육

이라는 ‘삶의 형식’과 병존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온몸으로 어떻게

교육활동을 수행해나가는지, 또 교육주체들의 더 나은 교육적 삶을 위하여

우리의 교육이 해결하고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연구이든 연구에는 범위가 있고, 그로 인한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 연구에서 역시, 연구에 반영된 제약으로 인해 미처 다루지 못한 화두들이

상당수 있다. 이 지점에서는 그러한 화두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연구의 문제

의식과 관련하여 향후 교육학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수행되면 좋을지 간

단히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교사 자신의 수업준비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교사라는 정체성을 지니지 않은 연구자가 읽어낸 교사의 수업준비 문화에 대

한 연구, 교사 수업준비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교사 온라인 공동체에서 형성

된 수업준비와 관련된 게시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 연구 등을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와 관련하여, 초임 내지는 저경력 시기에 해당하는

M·Z세대 교사, 보직이나 업무의 부담이 큰 X·Y세대 교사, 고경력 시기의 원

로교사인 베이비붐 세대 교사 등, 특정 연령대 혹은 특정 입장에 처한 교사

의 수업준비에 대한 연구, 이 연구에서 주가 된 성별의 교사인 여자 교사가

아닌 남자 교사의 수업준비에 대한 연구, 독특한 개성이나 관심사를 지닌 교

사의 수업준비에 대한 연구 등을 실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COVID-19

상황 속 수업준비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 되었던 학생의 수업준비 및 학부모

의 수업준비 조력 사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현장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과는 다른 학년·학교·학교급

에 소속된 교사들의 수업준비에 대한 연구, 혹은 교사의 수업준비와 관련하

여 학년·학교·학교급 간의 차이나 학교규모·학군·지역 등에 따른 차이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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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를 실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기관에 소속되

지 않은 교수자의 수업준비에 대한 연구도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시간과 관련하여, 세계적 대 혼란이 야기되었던 COVID-19 팬데믹 초

기의 시점과 세계 곳곳에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이 적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수업준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후자에 대한 연구를 추가

적으로 진행하거나,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교사의 수업준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틀과 관련하여, 수업준비의 네 차원을 조명하는

문화주제인 교육의 네 가지 웨어에 대한 이론을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연구,

그리고 각 문화주제 및 하위주제를 세분화하고 심화하는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수업준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저작권·

보안·안전·가용금액·예산항목·행정절차 등)에 관한 연구, 수업준비와 교사가

수행하는 다른 활동(수업, 행정업무, 공부 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수

업준비에 관여하는 교사 주체의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

의 연구를 수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잠정적으로 매듭지어야 하는 이 지점에서, 2017년 타성에 젖어있던

나의 수업준비를 다시금 떠올려본다. 당시 나에게 수업준비는 “숨 막힐 듯 경

직된 채, ‘단조로움(flatness)’으로 가득 찬 풍경”(Sousanis, 2015/2016: 5)으로

서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2차원 평면 공간에서 일차원의 관점을 지닌 채 직

선 위를 오가는 ‘플랫랜드’(Abbott, 1884)의 주민들처럼, 생기와 의지를 결여

한 채 수업준비를 해나갔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수업준비하며 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수행하며, 나는 나의 수업준비를 특정한 방식으로 존속시켰던 편협

한 관점의 틀을 깨고자 발버둥 쳤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교사로서 수업준

비를 함과 동시에 나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연구자의 눈으로 보기도 해야 했

다. 나는 내가 발 딛고 있던 수업준비를 박차고 새처럼 날아올라 선회하며

수업준비를 최대한 다각도로 살펴보고, 포착된 현상들을 적절한 그리고 새로

운 언어로 붙잡으려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의 서툰 날갯짓 탓에 수

도 없이 곤두박질치며 괴로워했다. 어떤 때는, 날아오르기는커녕 COVID-19

상황 속에서의 수업준비 현실에 발 딛고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하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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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나 자신이 답답해서 울컥하기도 했다. “연구와 교육은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작용적”(조용환, 2004: 59)인 것이지만, 둘 간의 상호작용을 상생작용이

될 수 있게 하는 일은 결코 쉽거나 편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여 수업준비를 연구하는 과정이 단순히 고통 일변도였던 것만

은 아니다. 수업준비에 대한 기존의 현실적 언어들이 지시·제한·금지를 발효

함으로써 은폐·억압·배제·회피·왜곡했던, 그리하여 결여되었던 수업준비의 존

재를 발견하여 드러내고자, 수업준비라는 기표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았던 시

간은, “새로운 주체화의 가능성”(김석, 2007: 204)을 담지한 주이상스의 주체

로서의 나 자신을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향락적 시간이기도 했다.

지난한 연구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는 수업준비의 의미를 예전과 달리

풍성하게 느낄 수 있었고, 수업준비의 생태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준비를 새롭게 느끼고 이해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과거의 수업준

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느꼈고, 흡족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하여 열

패감으로 가득 차 있던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수업준비라

는 현상을 더 잘 느끼고 이해하여 거칠게나마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일련의

과정이, 곧 수업준비 때문에 생겼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었

다. 게다가 수업준비에 대해 획득한 느낌과 이해는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수

업준비를 실천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펼쳐볼 수 있을 조감도로서 나에게 자

리매김하기도 했다. 덕분에 나는 다시금 수업준비를 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

을 얻었다.

그러나 내가 구성해놓은 수업준비에 대한 이 모든 기록들은 어쩌면 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수업준비의 부재가 오히려 더 흔하고, 수

업준비답지 않은 수업준비가 만연한 현실에서, 수업준비로 보이는 현상들의

작은 실마리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꼭 움켜쥐고 침소봉대

하여 표현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나의 글에 표현된 수업준비는, 그

렇게 될 것을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상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여전히 편협한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포착할 수 밖에 없었던 피치 못한 사정이 있

다. 그것은 내가 충분할 만큼 용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봉합된 우정보다는

차라리 전적인 적의를”(Nietzsche, 1973/2005: 42) 갖는 것이 용감한 사람이

며, 그것이 진리를 애호하는 사람의 태도라 하는데, 나는 나 자신의 삶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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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나와 초등교사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동고동락하며 수업준비 했던 동

료이자 이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자신의 삶을] 열어준”(조용

환, 2018: 4)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데에 전적으로 적의를 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표현하고자 했던 소기의 의도와 목적

또한 있다. 그것은 내가 긍정의 방식으로 수업준비를 언어화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긍정하거나 긍정되는 것만이”(Delueze, 1962/2001: 326) 차이의 존

재로서 영원회귀의 원환 속 적극적 생성을 생산해낼 수 있기에, 나는 수업준

비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수업준비가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되고 있다고(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이때 긍정은 현실의 수업준비를 수락하여 보존하기 위

함이 아닌 극복하기 위함으로써의 긍정이며, 수업준비에 적용되는 현행의 가

치들과 타협하기 위한 것이 아닌 현행의 가치들을 다른 가치들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의 긍정이다. 즉, 수업준비를 평가하고, 새로운 수업준비를 창

조하여, 차이나는 모습으로 수업준비하며 살기 위한 것으로서의 긍정인 것이

다.

끝으로, 이 글이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모든 것을 조망한다거나, 수업준비의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제대로 사유하거나 이해하

지 못하여 “대상의 본질을 놓치고는, 호언장담으로 안다는 듯이 가장하는 위

험”(Sertillanges, 1920/2013: 329)을 피해야 하며, 매듭을 하나 지어야만 그 매

듭을 붙들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에, 나는 연구를 이쯤에서 마

무리 지으려 한다. 그리고 수업준비에 대한 나의 사유와 이해를 토대로 붙들

어 남긴 제한적인 언어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내보이려 한다. 그렇

게 함으로써, 나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대화

를 청하고자 한다.

나의 첫 연구참여자였던 김목화는 연구에 참여한 소회를 말하던 중, 연구

과정에서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수업준비에 대해 “의식”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그녀가 밝힌 것처럼, 그리고 내가 연구참여자들과 수업준비

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깨닫게 된 것처럼, 수업준비에 대한 대화는 수업

준비를 더 잘 이해하고 수업준비에 대해 몰랐던 면모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김목화는 수업준비에 대한 대화의 의의를 밝힘과 동시에,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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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녀

는,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수업준비[를] 하는 [교사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사들이 비난 어린 “평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에

“다른 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실천을 드러내어 “보여주[거나 그것에 대해 대

화를 나누]는 것을 꺼리거나 민망해”하는 현실, 설령 수업준비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버리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비단 교사 간의 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 관련 주체들이 초등교

사의 수업준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 대해 “상심과 호기심”(조용

환, 2004: 57)을 갖기를 소망한다.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 대한 대화의 싹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부단히 움트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때의 대화는, 함께

춤추듯, 놀이하듯, 웃으면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이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가

함께 춤추듯, 놀이하듯, 웃으면서,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 대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대화를 통해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면면을 발견하여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닫혀있던 존재 이해의 문을 연다면, 초등교사의 수업준비에 놀랍고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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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Class

Kang, Jinah

Major in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class preparation methods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s study focuses on forming a cultural structure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lass preparation. Furthermore, in light of

new class preparation methods due to COVID-19, the study compares

traditional class preparation and class preparation for in-person and

online classes since COVID-19. It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a

cultural structure and subsequent changes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lass preparation on pedagogy and presents the following

questions and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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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how can we identify and structure class preparation methods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s study structures the class

preparation methods into four cultural topics: class hardware

preparation, class software preparation, class useware preparation, and

class bodyware preparation. These topics shed light on the material

elements of class preparation, contents, processes, and subject

dimensions.

For class hardware preparation, this study focuses on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deal with material objects in a physical

space to prepare for class. In particular, it suggests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build a place and prepare the necessary objects

required for conducting a class.

In terms of class software prepa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organize educational content

contained in an abstract and broad curriculum in a format commonly

acceptable to elementary school settings and visualize it in curriculum

documents as a common system. It also focuses on how they turn

educational content into documents in a format acceptable to conduct

actual classes.

As for class useware preparation, this study notes how teachers

prepare the elements that are directly and immediate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class. More importantly, noting how teachers

proceduralize and optimize elements related to the class sequentially

and causally, it identifies how their preparation makes it into class and

how it is reflected, utilized, and implemented in the class.

Regarding class bodyware preparation, this study looks into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as a subject with a body prepare their

bodies for class, what types of faces of others they encounter as

subject-other, and how they deal with them for class preparation.



- 301 -

Second, how are traditional class preparation and in-person class,

and online class preparation since COVID-19 different from one other?

This study provides class preparation methods in terms of the

aforementioned four cultural topics and their corresponding dimensions

in a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class preparation and in-person

and online class preparation since COVID-19.

In terms of building a place in class hardware preparation, this

study shows a dichotomy in class places due to COVID-19, a shift

between class places, and an increasingly fixed arrangement in class

places. In addition, it looks into the principles applied to making a

class place and how teachers apply these principles to class places. In

preparing objects, it examines the conditions that made it difficult to

pass around objects during COVID-19, how teachers dealt with this

problem,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ewly emerging objects, and

what responsibility these objects imposed on teachers.

In making the curriculum suitable for the field in class software

preparation, this study presents that curriculum documents needed to

be more standardized and detailed than before due to COVID-19. It

reveals the reasons behind this as well as the difficulties it caused. In

turning class content into materials, it suggests along with reasons

that alleviated security regulations and the use of new services due to

COVID-19 have changed the way class materials are stored?accounts

have been prepared for class materials for a higher proportion of class

preparation, and some class material delivery methods have been used

less while others have been used more among teachers.

In establishing a class procedure in class useware preparation, this

study notes pre-class work changes, purposes, characteristics, and

effects due to COVID-19. It sets forth problems from a class routine

undermined by a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ime schedule due to

COVID-19. In optimizing the class, it mentions that although a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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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has been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before, parents raised

complaints about a gap between the plan and the actual class;

imagination was needed for a new type of class, and there was a

change in how strictly communication rules were applied, whether the

rules were applied, and how they were applied. Furthermore, with the

absence of interventions through teachers’ words and behaviors in

class, children felt such interventions were needed and demanded them.

For habitus in the body in class bodyware preparation,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what teachers aim for in

pre-class practice during COVID-19, that they are required to overhaul

the body schema to combine with the platform and equipment they

have not used before, and that they take responsibility for not just

education but also childcare. Regarding the chiasma of faces, it shows

how students could not meet each other in person and could not see

each other’s body-face, or met each other imperfectly due to

COVID-19, how the self-image of teachers manifested during

COVID-19, and how the self-image was involved in class preparation.

Moreover, it also highlights difficulties faced by teachers in preparing

for class while interacting with other teachers, parents, and children.

Third, what pedagogical implications do the structure and chang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lass preparation have? For this study

question, the author identifies pedagogical implications based on social

implications related to practi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academic

implications in academia, which studies education.

Regarding class hardware preparation, this study notes that teachers

construct, deconstruct, and reconstruct the place-world for conducting

class by introducing a spatial order and overcoming place-panic to

build a class place under the new spatial order. Furthermore, it

focuses on object-teacher, i.e.,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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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as synchronizing synthesis, in terms of teachers’ expertise.

For class software preparation, this study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formal logic system based on the law of identity

embedded in standardization in the curriculum and quantified language

designed to elicit exactitude in the curriculum. In addition, it considers

the nature of class materials to be simulacre and ecriture and suggests

that feeling punctum, searching, having imagination, and overcoming

fear would be a meaningful attitude for teachers to handle class

materials.

Regarding class useware preparation, this study looks at why

pre-class work is complex, clarifies its value, shows that turning

activities into steps would work as an intersection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and insists that a new time format is needed in class based

on the absence of temporal gravity and lost rhythm in life due to

teachers’ modern-capitalist awareness of time and COVID-19.

Moreover,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eachers’ class planning

through rough documentation and image thinking and their knowledge

in the nature of the science of the concrete as a totemic category,

presents how teachers’ authority and learners’ freedom co-exist within

communication rules determined based on communicational

reasonableness and proposes the need to research teachers’ words and

behaviors, which are similar to directing from performance art in

nature.

About class bodyware preparation, this study considers teachers’

pre-class practice as “acquiring a habit” and “adjusting and expanding

the body schema” and criticizes the reality of school that interferes

with it.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teachers’ learning life history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kairos time, a decision to relate it

to class, and a sense of solidarity with other teachers acquir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history would help to tur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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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in teachers’ body into a basis of class. It categorizes

demands for teachers’ body schema into demands based on national

ideology and educational demands and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such demands are appropriate and imposes responsibility

based on such judgment. Meanwhile, to avoid the workings of

disciplinary power and biopower, which erase the faces of educational

subjects, it proposes that teachers build a network against surveillance

through creative practice in everyday life, that they acquire self-image

by looking at (small) others to determine class preparation and

whether it is good or bad and liked or disliked, and face others’ faces

during the process of class preparation,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most important in class preparation.

By shedding light on class prepar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from holistic, practical, timely, ont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this study will help clarify the issues the education

system should address and the aims it should pursue. It will also help

guide elementary school teachers’ class preparation.

keywords : Elementary school teacher, Class preparation,

Autoethnography, Case study, COVID-19 and

education, In-person class and onlin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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