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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을 들여다 보니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아니 어떻게 볼 것인가?

•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반을
사랑반, 잎새반 하면서 1학년 몇 반(5반, 7반)이라는 이
름과는 다른 이름표를 교실에 달아두지요. 

• 좋은 뜻이겠지만 그것 또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요. 아
이들이 수군댑니다. 

• 저 아이는 '사랑반'아이라구요. 그러니 걔랑 놀지 말라구
요. 몇몇 아이들은 '걔랑 손을 잡으면 손이 썩는다'며 누
명아닌 누명을 씌우기도 한답니다.(아직 어려서 그렇다
고 생각하지만 차별하는 법을 어른들에게서 배워서 나름
그 차별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지요)



교육안을 들여다 보기

• 요즘은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추세라 부분과목만 '사랑
반'에서 배우고 나머지 과목은 교실에 와서 공부해요. 
그런데도 원학급 아이들은 그 아이를 열외로 분류합니
다. 

• '사랑반'에서 왔기 때문이지요. 

• 몇몇 착한(?) 아이들은 그 아이를 자기의 아주 어린 동
생대하듯 하지요. 돌봐준다는 의미지만 같은 수준의
친구이고 싶은 그 아이는 그런 대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교육안을 들여다보기

•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6학년 아이가 있어요.

• 준호(가명)라는 아이는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
재교육원(정식 영재교육원이 아니라 교사들이 영재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 부모들은 대단한 곳이
라고 믿고 있는 곳. 

• 그러나 영재육성이라는 국가의 방침에 형식적으로 따
르는 곳, 수업을 모두 마친 교사들이 시간을 따로 내서
가르쳐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는 곳)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에요



교육안을 들여다 보기

• 소위 영재아지요. 

• 그런데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고 예민한 반응
을 해요. 

• 짜증을 낸다던가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매우 성의 없
게 하구요. 

• 숙제를 해오라면 딱 한 줄만 써요. 숙제를 안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래요. 쓰기가 싫대요. 

• 소위 영재아의 특성일까요? 



교육안을 들여다 보기

•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았어요. 

•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데 이유가 엄마에게 있지 않
을까...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 준호말에 의하면 자기는 공부하는 것이 가장 싫고 그
다음은 엄마가 시키는 일이래요. 

• 아마 영재로 판정되고 나서 준호의 엄마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평범한 지능을 가진 아이와는 뭔가 다
른 수준의 결과를 내는 것을 원했겠지요. 

• 그런데 그 기대가 준호에게는 힘들었던 것이지요.



교육안을 들여다 보기

• 아이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자신이 영재라는 무거움
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 영재라는 측정 기준에 준호가 어디 쯤이었는지는 몰라
도 엄마는 준호의 수준보다 훨씬 큰 기대를 하면서 살
게 된 것 아닐까요? 

• 그래서 어쩌면 아이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은
영재라는 또 다른 '낙인'이 준호 저잣거리의 '진흙 땅의
아이'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닐런지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의

• 교육이란?

• The educational achievement is not to make the 

strange seem familiar, but to make the familiar 

seem strange.

• It is seeing the wonderful that lies hidden in 

what we take for granted that matters 

educationally.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정의

• 배움이란 자기가 배운 것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주체를 구축해 가는 생성과정이다. 공부를
끝낸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
해하는 수준에 도달한다. 공부는 이런 역동적인 과
정이다. 

•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
지 않으면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 우치다 타츠루의 『하류지향』中 180p-



수강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 내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만인
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 하물며 모두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가능하면 그러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결정하
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혹은 무너뜨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