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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사진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우리들의 
‘찐한’ 

새 출발

‘라떼는…’이 유행할 만큼 빠르게 바뀌는 
사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쾌

한 쌤들과 발랄한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소소하지만 즐거운 학교 풍경
을 담아보려 합니다. 우리 학교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lena@naeil.com)로 제보해
주세요! _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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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응원한다!

서울 명덕여고 김명수 교사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

고 있습니다. 사진에 얽힌 사연이 궁금하시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학교에서 

디지털 칠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새 학기 깜짝 선물인가 봅니다.) 백묵에 익

숙한 쌤들에게는 불편으로 다가온 ‘신문물’이 김 쌤은 싫지 않았다고 하네요. (쌤 

혹시 얼리어답터?)  

종례를 마치고 교실 정리를 하던 중 디지털 칠판을 화려하게 수놓은 그림을 발

견! 옴마나~ 이 아름다운 동양화 한 폭은 어디서 왔을꼬. “이거 누가 그린거

니?” 

새 학기라 아직은 서로 낯선 스승과 제자. 그림의 주인공은 “심심해서 그렸다”

는 김새는 답변을 내놨지만 20분 만에 완성했다는 그림을 보며 김 쌤은 제자의 

꿈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요~” (엥? 

동양화 아니고?)

차마 제자의 작품을 지울 수 없어 그린 당사자에게 사진을 남기게 하고 직접 지

우게 했다는 김 쌤. 그리고 전한 응원의 메시지. “꼭 꿈을 이루길 바란다!” 

디지털 칠판이 설치된 날, 제자는 그렸고 스승은 물었습니다. 그림은 지워졌지만 

미래의 시각 디자이너에게는 스승의 응원이 가슴에 오래도록 각인돼 있겠지요.   

유쾌발랄 우리학교

페북에 올라온 쌤의 감동 글귀와 학생의 작품.

 “소소한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이런 연락

을 받게 되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을 더 잘 찍어놓

을 걸 그랬다”라며 멋쩍게 웃으시던 김명수 쌤. 저 학교 

다닐 때 쌤 하시지~ 그럼 저도 쌤이랑 ‘추억은 방울방

울’ 한 편 찍는 건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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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진 구석에 자리한 교실. 그 교실의 지킴이로 찜당한(?) 경기 홍천고 

오원경 교사. 새 학기 ‘뉴’ 제자들이 등교하기 전 교무실에서 버림받은 원형 탁자를 교실 앞 복도에 가져다놨다고 

합니다. (그럴 계획은 아니었으나) 학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원형 탁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선생님~ 여기서 공부하니까 집중이 잘돼요!” 왓!? 리얼리? 모태 교사 오 쌤. 곧바로 행동 개시! 

새 학기 누구보다 바빴던 오 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행복하냐? 나도 행복하다! 

(feat. 오원경 쌤)

점심시간 종소리와 동시에 교

실로 향했다. 조화 넝쿨을 붙

이고 있으니 아이들이 하나둘씩 옆으로 와 수다를 떨며 돕는다. 이 예쁘고 착한 녀

석들! “쌤, 우리 교실 너무 예뻐요” “쌤, 다른 반 애들이 부러워해요” 하면서. 욕심이 

좀 과했나? 교실 안 환경미화로 꾸민 꽃들 때문에 눈이 어지럽다며 고통을 호소하

는 아이들이 발생했다. 쏴리하구나!

스승과 제자들의 합작으로 완성된 ‘행복 화원’. 진짜 

공원에 온 듯한 느낌적인 느낌? 언제 한 번 피크닉 

가방 들고 방문하겠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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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만들자 .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왔다! 아
이들에게 늘 강조
하지만 계획은 직접 실행하면서 세워야 한다. 멈칫거리면 하기 싫어진다. 그래 만들자.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별거냐~ 2억 원으로 할 일, 20만 원 내로 일궈내는 기적을 보여주마! 얘들아! 창문부터 닦자!

넝쿨지지대를 사서 청소도구함을 옮겨 
화원 입구처럼 꾸밀 생각이다. 아~ 자
금이 넉넉하면 불편한 의자도 바꾸고 
싶지만 어쩌랴. 변해가는 주변 광경에 
미소 짓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수업
에 상담에 진학 업무에 바빠서 정신없
지만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가자, 웃으
면서 가자.복도부터 꾸미기 

시작! 자습 시간에 

갈 길 잃고 떠들던 4명을 불러(완전 쌤 단독 기준) 

화분을 씻게 하고 배양토를 넣고 해바라기를 심었

다. “쌤~ 쌤~ 어어어~ 느낌이 이상해요!” 처음엔 

흙을 손대기 꺼려하던 아이들이 해바라기 씨앗을 

찾아서 소중하게 심는 모습을 보고 ‘으허 이거다!’ 

싶었다. 내일은 조를 짜서 나팔꽃과 방울토마토를 

심을 예정이다. 음하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