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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고등학교는?

천고등학교는 강원도 최 의 공립 안교육 특성화고

등학교로서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학생들과 기존의 입시경쟁 주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싶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2015년 개교하 다. 이에 다양한 교육과정과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 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존 ·자람·

나눔’의 학교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으며, 토론·토의식 수업과 교과  주제 통합형 

로젝트 수업을 통하여 ‘앎과 삶이 하나 되는 행복 공동

체’를 만들고자 한다. 한, 입시 주의 교육과 직업교육 

이라는  사회에서 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의 흐름을 

벗어나 지 의 삶보다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화두를 심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하는 문제를 심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

한 진로  진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천고등학교의 치는?

천고등학교가 치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은 횡성군 

동부 산간지 에 치한 면으로 북  37°30′30″, 동경 

128°12′33″ 지 에 치하고 있으며 동북쪽으로 평창군 

평면, 서쪽으로는 갑천면과 우천면, 남쪽으로는 안흥면, 

북쪽으로는 청일면과 홍천군 서석면 일부 지역이 하고 

있다. 둔내면이라는 지명은 둔창(屯倉)에서 그 유래를 찾

을 수 있다. 둔창이란 둔 (屯田)에서 수확되는 곡식을 

장하는 곳으로 둔내면 둔방 내리에 둔창이 있었다. 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실한 연 는 알 수 없으나 일반 으로 둔

(屯田)은 고려 후기에 설치되어 조선시 에 성행하 으

므로 둔방내리의 둔 도 고려 말, 조선 기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설에 의하면 둔내면 둔방내리 둔 땅에서는 주민

에게 매년 양곡 300섬씩을 여하 는데 그 규모가 당시

로서는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둔창이 있는 

곳이라 하여 둔창내(屯倉內)라 부르다가 발음상의 편리를 

해 창(倉)자를 빼고 둔내(屯內)라 부르게 된 것이 그

로 굳어져 면 명을 둔내면이라 칭하게 되었다.

그림 1. 횡성군의 둔내면 치

천리는 강의 모양이 검을 (玄)자 모양으로 여러 굽

이로 꺾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우리 학교는 

내 천(川)을 샘 천(泉)으로 하여 ‘오묘한 기운이 샘솟는 

곳’이라는 의미의 천을 쓰고 있다.

3. ‘앎과 삶이 하나 되는 행복공동체’로 들어오다.

‘앎과 삶이 하나 되는 행복공동체’의 교문을 지나면서 

바로 천고등학교 체육 이 란 하늘과 어울려 그 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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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학교 정문

사진 2. 학교 경

사진 3. 방송실 모습

사진 4. 심 방송 모습

사진 5. IT미디어실

사진 6. 당구

함이 나타납니다. 천고등학교는 크게 5개의 건물로 이루

어져 있는데, 체육 (두빛나래 체육 )동과 맞은 편 교과

동이 주축이 되고, 남, 여기숙사동(존 , 자람 ) 그리고 

사동(나눔 )으로 되어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교과동에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게 된다. 학생들이 활동하

는 공간을 심으로 하는 교과동의 구석구석을 찾아가보

기로 하자. 

1) 교과동 : 교실, 특성화실, 그리고 동아리실

1층은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 회의실, 산실, 문서고 

 숙직실 등이 있어서 주로 학교의 반 인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한 주로 학생들이 찾는 

방송실, IT미디어실, 밴드연습실, 음악 연실, 노래방, 당

구  등이 있다.

방송실은 아직은 아나운서의 멘트도 어설 고 노래 틀

어주는 기술도 많이 서툴지만 친구들을 해서 매일 밤늦

게까지 노래선정과 어울리는 방송멘트를 비하기 해 

열심히 활동하는 방송반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으

로, 나른한 심시간을 활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녁시간이면 삼삼오오 찾아오는 곳, IT

미디어실, 당구 , 매  그리고 노래방이 있다. 수업시간에 

자료 검색과 발표 자료를 만드는 장소를 쓰이는 IT미디어

실은 때론 학생들의 사이버방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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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밴드연습실

사진 7. 노래방(랄라방)

사진 8. 매 (스낵바)

녁 식사 후 7시에서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한 당구 , 

매  그리고 노래방의 이용은 사회  동조합 체제로 ‘옹

기종기’ 동아리 학생들이 운 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운 하고 이익을 내고, 이익 의 일부를 운 비로 충당하

기로 결정하 다. 특히 매 은 제과제빵 시간에 만든 다양

한 음식들을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생

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이 바로 이루어지는 장 이 있다. 뿐

만 아니라 이곳에는 자율동아리의 밴드 연습실과 음악 

연실이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 악기연주, 기타연주 그리고 

난타 연습 등을 하는 음악 공부의 장소이기도 하다.

사진 10. 음악 연실

사진 11. 천카페( 등학생 체험모습)

사진 12. 천카페(연수 모습)

사진 13. 나들터(나·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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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나들터(문화공간)

나들터 안쪽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천의  하나의 

소 한 공간이 나온다. 바로 도서 , 크지 않지만 따뜻한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서 책을 가까이 하는 친구는 물론 

쉬고 싶은 학생들이 즐겁게 찾는 이곳은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는 사서선생님이 계셔서 더욱 행복한 장소가 된다. 도

서 에서 내려다보이는 나들터도 좋고, 밖으로 나가면 3층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따사로운 햇살과 록의 싱그

러움을 온 몸으로 받을 수 있기도 하다. 2, 3층에 테라스

와 함께 교실 앞에는 홈베이스가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

소이기도 하고, 벽은 학생자치회의 알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칠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 15. 도서 으로 가는 계단

사진 16. 도서

사진 17. 2층 테라스

사진 18. 2층 홈베이스

사진 19. 3층 홈베이스와 벽화

사진 20. 칠 형태의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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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쿠킹스튜디오

사진 24. 패션워크

사진 25. 창작아트실

사진 26. 작품 시

2층의  다른 공간은 ‘상담존’이 있다. 이곳에는 문상

담교사가 근무하는 상담실과 모둠별로 는 개인별로 상

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오롯이방, 동굴방, 여

럿이방, 거울방 그리고 화풀이방이 있다.

특히 거울방은 앞면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춤 동아리 

학생들의 연습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책임수행(108배)의 장소로 쓰이기도 한

다. 화풀이방은 벽면이 스폰지를 넣어 학생들이 분노 조

이 안되는 경우 가끔 샌드백처럼 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

용되는 장소이다. 이 공간에 보건실도 있어서 상담교사와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다.

사진 21. 거울방

사진 22. 여럿이방

이제 3층으로 올라가보자. 이곳에는 학생들의 특성화교

과를 주로 하고 있는 쿠킹스튜디오, 패션워크, 창작아트실

이 있다. 요리와 제과제빵에 심이 있는 학생들이 즐겨찾

는 곳이기도 하고, 때론 매 에서 매할 먹거리를 생산하

는 장소이기도 하다. 때론 혼자 자신의 시피를 가지고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패션워크는 최신의 

재 틀이 비되어 있어서 쿠션, 우치, 에코백 그리고 

앞치마까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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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기도 한다. 창작아트실은 미술실이기도 하지만 만화

그리기, 북아트 동아리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때론 통합

기행이나 체육 회에 입고 갈 티셔츠 도안을 해서 만들기

도 한다. 이 게 자신들이 만들거나 제작한 것은 여러 공

간에 나눠 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

록 한다.

4층으로 올라가면 행복나눔실(복지사 근무), 과학실, 꿈

터(사회  창업실) 그리고 학생자치회실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행복나눔실은 복지담당 교사가 근무하시면서 가정생

활이 어려운 학생이나 외부 사활동에 심있는 학생들

과 많은 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하거나 생각을 키우는 

장소가 되고 있으며, 학생자치회실은 자치회 활동이 독립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학교의 모든 행사 내용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학생들을 신뢰하

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사진 27. 행복나눔실

사진 28. 학생자치회실

교과동은 학생들이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실과 인테리어를 통해 쾌 하면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인 구성이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교과동 각 층에

서 내려다보이는 학교 앞 풍경이나 정원의 모습은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을 만큼의 따뜻함도 갖고 있다. 

실제 이러한 교과동의 각 교실, 공간, 인테리어는 선생님

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 하여 한 곳 한 곳의 의미를 부여

하려고 노력한 흔 의 결과이다. 일반학교에서는 규격화된 

교실, 공간이 기본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천의 공간

은 그 장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졌고, 이에 

따른 각 실의 이름도 지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가 처

음 지어질 당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꼼꼼히 여한 결

과이기에 천은 학생과 선생님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사진 29. 학교 정원

사진 30. 시 공간

사진 31. 교과동 정문

2) 체육 (두빛나래 체육 )동 : 천극장(강당), 체육

학교 밖에서 정면으로 보면 두 축의 건물이 있다. 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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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천고 정면

사진 33. 천극장

사진 34. 체육 (티볼연습)

사진 35. 체육 (치어리딩 회)

이 교과동, 오른편이 은빛으로 빛나는 웅장한 체육 이 있

다. 그곳에는 행사와 강연 그리고 화동아리 학생들이 매

주 수요일 화를 보는 장소로 쓰이는 천극장이 있으며, 

그 쪽으로는 넓고 높은 체육 이 있다. 이곳에서 몸으로 

부딪치고 마음으로 감싸는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곳이다. 웃음소리, 거친 숨소리, 함성소리 등이 어우러

져 살아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운동장은 크지는 않지만 싱그런 

록이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체육 회를 할 

때는 잔디의 푹신함을 주기 때문에 다치지 염려가 어들

기도 한다. 야외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이 산책

코스가 되기도 한다. 운동장 으로는 작은 텃밭과 벤치가 

있어서 쉬는 시간 학생들이 모여서 조잘 는 수다의 장소

가 되기도 한다.

사진 36. 운동장

사진 37. 텃밭 앞에서

3) 남, 여 기숙사(존 , 자람 ), 사(나눔 ) 그리고 

식소

교과동 뒤편이 남자기숙사, 체육  뒤편이 여자기숙사이

며 그 사이에 앙에 놓여있는 건물이 선생님들의 휴식 

공간인 사이다. 기숙사는 가족형과 원룸형으로 되어있는

데, 가족형은 2명이 한 방씩 쓸 수 있도록 4개의 방과 공

동거실과 욕실,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룸형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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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기숙사(가족형)

사진 39. 기숙사(원룸형)

사진 40. 2층 데크

사진 41. 식소 

명이 생활하며 욕실, 화장실이 따로 존재한다. 

사 한 원룸형과 가족형이 있어서 혼자 사는 선생님

들이 쉴 수 있는 곳과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으

로 되어있다. 한 사 1층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식사

를 책임지고 있는 식소가 있으며, 기숙형인 우리 학생들

은 이곳에서 삼시세끼를 먹고 있다.

이 게 5개의 건물은 2층 데크로 이어져 있다. 주로 2층 

이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건물이 이어져 있어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주고 있다. 이 게 천은 학교 하나가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행복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 공간을 만

들어낸 것이라고 자부한다. 

4. 행복공동체를 나서면서

천은 공동체 모두가 의견을 모아서 학교가 되었고, 그 

학교는 단순히 건물의 의미가 아닌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이며, 그 가족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되었다. ‘행

복공동체’의 마음으로 모두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아픔을 스

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천은 기다려주고자 한다. 그래서 

천은 ‘기다림’이라고 한다. ‘기다림’의 교육은 학생들의 

결단과 자발성, 그리고 믿음을 갖고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인내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한다. 삶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의 모

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

신과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는 친구들과 어울릴  알게 

되었으며 분노를 조 하고 생활을 주도하는 내  힘을 키

워내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내딛은 작은 걸음과 더디지

만 조 씩 성장하는 모습은 선생님에게도 보람을 다. 이 

감동은 더 큰 믿음을 심어 다. 믿는 만큼 제 속의 싹을 

키워내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선생님 자신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기운이 피어난다. 학교는 신뢰와 력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소통하는 마당이 된다. 

천은 아이들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로 들어주

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천은 늘 ‘시작’이며, 늘 ‘배움’이며, 늘 ‘기다림’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