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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하루하루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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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 talk # 유쾌발랄_우리학교 # 학교생활 # 에듀_토크

치킨 메뉴가 아닙니다. 지난해 대구 

칠곡중 2학년 6반 학생들의 ‘학급 문

집’ 이름입니다. 유쾌한 이름의 배경, 

노해은 쌤께 들어봤습니다. 

“원래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무 많이’

였어요. 하아(깊은 한숨). ‘나중에 하

이킥 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굳건했

죠.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한다며, 지

난 1년 ‘꿀잼’ 의 정점을 찍겠다나요? 

결국 ‘무 많이’만 간신히 뗐죠. 하하.”

코로나 시국의 학교생활이 ‘꿀잼’? 비법은 세 줄 일기였습니다. 재작년 코

로나19 때문에 등교를 거의 못하고 중2가 된 학생들에게 추억 가득한 1년

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해은 쌤. 하루 딱 세 줄만 쓸 수 있는 일기 앱을 보고 

‘유레카!’를 외치셨다네요. 앞장서서 한 달 치 일기를 쓰고 공유하니, 학생

들도 하루를 세 줄에 담기 시작했대요. 급식 리뷰, 시험 후기 등 학교생활

이 이벤트가 됐고, 자연스럽게 주말·방학에도 이야기가 이어졌답니다. 

외모도 성격도 어울리는 그룹도 달랐던 18명이 돈독해졌고요. 특히 사춘

기의 복잡한 마음을 나누면서 요즘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경청’과 ‘포용’을 

배웠다네요. 때문에 해은 쌤은 올해 담임 학급 학생들에게도 세 줄 일기를 

권할 예정입니다. 멋진 선배들 덕분에 색다른 추억을 쌓아갈 올해 2학년 2

반 학생들, 쌤과 함께 만들어갈 ‘반짝반짝 빛나는 2022년’을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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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발랄
우리학교

학생들의 원 픽 타이틀. 웃기

는 ‘B급’ 감성보다 ‘고퀄’ 을 

바랐던 해은 쌤은 투표의 부

작용(?)에 지금도 ‘웃프다’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꿀맛 아닌 꿀잼,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문집에 고스란히 실린 학생들의 급식 일기와 ‘금손’ 쌤의 시험 

응원 메시지. 보다 즐거운 2022년을 다짐한 해은 쌤의 새로운 

제자들은 한껏 기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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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제별 소표지를 따로 만

들어왔어요. 책의 완성도를 높이려 꾸미기 ‘쫌’ 하

는 친구에게 부탁했더군요. ‘10대 뉴스’는 ‘우리 학

급 뉴스’로 ‘깻잎 논쟁’과 2번 연속 시험 시간을 착

각한 친구의 에피소드 등을 담았어요. 제 의도와 

달랐지만 우리끼리의 소소하지만 강렬한 추억담

이 담겨 더 뜻깊더군요.”

다만 넘치는 의욕이 문제(?)였습니다. 양과 질, 재

미와 의미.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었던 학생들과 

자은 쌤은 해를 넘겨 작업에 매달렸죠. 덕분에 ‘올

컬러’ <자은 쌤과 금쪽이들 feat.미모우수반> 문

집을 들고 아름답게 이별했답니다. 19명+α의 금

쪽이들과 자은 쌤, 올해 새 학년 새 학급에서 또 

‘눈부신’ 하루하루를 쌓아가길 바랍니다! 

SNS 게시글 형태를 참고해 만

든 1학년 2반 학생들의 사진(역

시 ‘미모우수’반!) 일기와 알아

서 만든 소표지. ‘금쪽이들’ 옆

에 ‘금손’ ‘재색겸비러’란 수식어

도 붙여야 할 듯.    

‘대한민국 10대 뉴스’에서 ‘1학년 2반 10대 사건’으로 변한 문제적

(?)  파트. 자은 쌤의 자제 체작물인 ‘수능 사교력 시험’은 공부 안 

했다는 말과 달리 열공한 친구 적발, 전국으로 퍼진 미래 대학 생

활 전망이 화제였다고.

미모우수 재치만점 ‘금쪽이들’의 라스트스퍼트!  

지난해 서울 해성컨벤션고 1학년 2반 학생들의 연말, 

‘이보다 더 분주할 수 없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 후, 심지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등

교도 어려웠던 때 어쩌다, 무슨 ‘열일’을 했을까요? 범인

(?)인 담임 김자은 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특성화고는 특성상 수업 안팎에서 교사-학생 간 소통

이 중요해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학급 활동을 했어요. 학습관리부, 환

경봉사부 등 학급 부서들이 직접 활동을 기획·진행하게 

했더니, 더 많은 추억이 쌓이더라고요. 이걸 모아보자 

싶어 학기말 학급 문집을 만들자 했고 아이들도 흔쾌히 

수락했죠. 고생길인 줄 모르고요, 하하.”

모두 처음이었던 학급 문집. 시작은 즐거웠답니다. 부

서별로 ‘장래희망’ ‘2021 10대 뉴스’ ‘MBTI’ 등 자은 쌤이 

제안한 테마 중 원하는 아이템을 골라 진행했죠. 창의력 

넘치는 학생들이 Mz세대의 ‘갬성’ ‘해석’으로 예측 불허,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