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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은 교육을 큰 위기에 빠트리는 위험물질 취급을 받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원

하는 구원자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스마트교육 정책을 통해 정보통

신기술을 적극 공교육의 학교들로 끌어들여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교육은 타블렛 PC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표준 교실 모델을 정립해 각 학교에 확산, 정착시키고자 했다. 이 논문은 스마트교육 

정책이 꿈꾸었던 스마트교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마찰을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교육 정책의 방향과 이상을 분석하고, 실제로 스마트한 교실 환경을 구축

하고 있는 학교 세 곳에 방문해 시설 견학 및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스마트교육 정책이 

제안한 이상적 교실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공간에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갖춘 패키지였지만 일상적으로 보통 교실처럼 활용되기 어려웠다. 각 학교는 모델을 수용

하는 대신 규모, 지역 특성, 학생들과 교사의 사회경제적 상황, 교사의 경험, 기존 인프라의 

유무 등의 요인들이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스마트”해졌다. A 초등학교

에서는 기계가 학교의 공간을 길들여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한편 이동을 위해서는 

학교의 규칙에 따르게 되었다. B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만들어

지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경험에 힘입어 조직화했으며, C 초등학교에서는 특정 교실에 

밀집되어 선생님의 전문성을 증진시켰다. 스마트교실의 구성하고 있던 기기들은 분해되고, 

맥락에 맞게 재조합되어 각 학교의 교실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었다.

주제어❘스마트, 학교, 정보통신기술, 모델,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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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기술은 교육을 위기에 몰아넣는가, 혹은 구원하는가?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에 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있지만 2010년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촉발하고 있는 변화의 크기가 마치 “눈

사태(Avalanche)”처럼 거 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

다(Barber, Donnelly, and Rizvi, 2013). 정보통신기술은 그 특징을 십분 

활용해 기존의 교육 환경이 감당해온 것보다 더욱 먼 거리에 있

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한 번에 연결해 낼 것이라는 기 를 받았

다. 가령,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가상세계의 교실로 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기  

받았다. 뉴욕타임즈가 2012년을 ‘무크의 해’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에드엑스(edX), 코세라(Coursera) 등의 서비스를 활용

해 실제로 수업을 들었다(Pappano, 2012). 

무크의 성공은 기존의 학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기 다 

(Carr, 2012). 향후 몇 십 년 안에 “우리가 알던 형태의 학의 종

말”이 온다는 도발적인 제언까지도 등장했다(Harden, 2012). 무크 

형식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의 창립자 

살만 칸(Salman Khan)은 그의 자전적 저서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에서 자신이 어린 조카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유튜브에 상

을 올리는 과정에서 학교로 표되는 기존의 교육체계를 비판적



204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246(2019)

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변화를 통해 교육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적, 그

리고 경제적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Khan, 2012). 그에게 있어 학교는 구조적 한계를 결국 극복해내지 

못한 제도 다. 정보통신기술은 교육의 구원자로서 기  받았던 

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학교를 재창조하는 데에 감을 주었

다 (Bork, 1995).

일군의 학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과

정에서 상업화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이는 비싼 

등록금과 매년 증가하는 학자금 출 비중이라는 전통적 문제와는 

다른 양상의 사회경제적 풍경을 그려낸다. 자동화의 역사를 연구

한 기술사학자 데이빗 노블(David F. Noble)은 저서 “디지털 졸업장 

공장”을 통해 학교가 강의를 시장에 팔면서 교수의 교육 노동을 

착취하고, 학의 사회적 가치를 졸업장 찍어내는 공장으로 깎아

내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Noble, 2003). 카메라를 통해 찍

히고, 복사되고, 공유되는 강의는 상품이 된다. 교수가 디지털 

학에서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그 교실은 테일러주의(Taylorism)에 

입각한 과학적 관리 상이 된다(Losh, 2014). 상품을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질을 올리고, 이익을 극 화할 수 있듯이 수업 또

한 과학적 관리의 상으로서 그 품질을 평가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학교와 근  사회의 관계에 한 분석의 연장선에 

세울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Michel Foucault)는 학교를 

감옥이나 공장과 마찬가지로 근 적 규율 권력을 개개인의 몸에 

작동시키기 위해 계획된 공간으로 보았다(Foucault, 1979). 푸코의 

사유를 확장한다면 학교의 교실 안으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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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면서 기기의 상태와 일정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리듬을 맞

추게 된 학교 환경은 또 다른 규율 생산의 사례로 해석이 가능하

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살아갈 역

량을 함양한다는 교육정책의 주장이 학교와 기술의 관계에 어떠

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고찰을 따르자면 교육적 가치가 기술의 거취를 일방

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 체계에 컴퓨터

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변화는 교육담론에 의해 주도되지

만은 않았으며, 기술이 혼자 앞서서 나머지를 이끌어 나간 것 또

한 아니었다. 그보다는 당 의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 재배치

되는 논리에 따라 학교의 변화도 유기적으로 뒤따랐다(Arnold, 

1996). 한편으로는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버러스 스키너

(Burrhus F. Skinner)의 초창기 티칭 머신(teaching machine)부터 무크에 

이르기까지, 교육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

제를 극한으로 추구하는 것이 시 를 막론한 지상 과제 다. 초등

학교 교실은 그 어느 장소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적인 공간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

다고 알려져 왔다. 기계로 표되는 ‘혁신’은 지속적 변화를 추구

하는 속성을 띄고 교실에 들어오면서 기존 질서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갈등이 촉발되고는 했다(Ferster, 2014). 

이 논문은 정부가 2011년 스마트교육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국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소위 스마트기기라 불리는 기계들을 

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해온 양상을 분석한다. 과학기술학이 국가 

인프라를 해석하는 관점은 이러한 분석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다. 미국사학자이자 기술사학자인 토마스 휴즈(Thomas P. Hughe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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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프라의 구축과 확산은 결정론적 서사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던 세 

도시(베를린, 시카고, 런던)를 비교한 결과, 각 도시의 전력망이 확

장하고 유지·보수해 나가는 데에는 이른바 본질이라 부를만한 보

편적 핵심은 도출되기 어려웠다. 기술이 주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정치가 더 중요한 상황도 있고, 때로는 기술과 정치가 타협하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Hughes, 1983). 휴즈의 연구는 각 학교가 스

마트기기를 수용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따른 갈림길의 존재를 암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육현

장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기술과 학교 사이의 긴장관계에 한 질

문을 던질 수 있다.  

교육에서 기술의 역할에 한 결정론적 서사를 거부한다면, 

교실의 구성원이 학교에서 기계와 맺는 관계에 해서도 비판적

인 성찰과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가령, 기술이 교실에 들어올 

때는 교사의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Ertmer, 2005; Ertmer and Ottenbreit-Leftwich, 2010; Ertmer et al., 2012). 교

실의 통제자이자 수문장으로서 교사는 저항하는 학교와 변화하는 

기술이라는 모순적 상황의 가운데에 서 있다. 교육학자 래리 쿠반

(Larry Cuban)은 이 상황에서 교사와 기술이 맺는 관계를 “위태로운 

로맨스(fickle romance)”라 불렀다(Cuban, 1986 ; Marx 1964 또한 참고). 

닐 셀윈(Neil Selwyn) 또한 마찬가지로 결정론적 서사의 연장선인 

‘결핍 담론’을 비판한다. 그는 굉장히 거 한 듯 포장된 결핍이 기

술을 적절한 사회적 논의 없이 불러들이고, 이로 인해 교육현실의 

일상적 문제가 뒤로 리는 현상을 경계했다. 셀윈은 이를 디지털 

단절 현상이라 부르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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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다(Selwyn, 2006; 2007). 결핍을 메우려는 기술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의도적인 탈정치화 작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계된 교

육기술은 교실로 들어가 학습자들을 학생이 아닌, 상품의 사용자

로 포섭하고는 한다(Ramiel, 2017).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비판적 접근들에 기초하여 초등학교의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 하는 과정의 기술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마찰에 집중한다. 정부의 정책 수립 관련 문서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북 등의 문서들을 분석하

고, 서울과 구에 위치한 세 학교를 현장 방문하고, 스마트 교

육 환경을 구성하는 교내 시설 견학 및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담당하는 교직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각 학교의 상황을 비

교·분석했다. 정부의 스마트교육 정책이 제안한 이상적 교실은 다

양한 기능을 한 번에 갖춘 깔끔한 패키지 지만, 모든 학교에서 

정확하게 같은 교실은 만들어질 수 없었다. 각 학교는 규모, 지역 

특성, 교사의 경험, 인프라 구축의 사회적, 교육적 맥락에 따라 각

자의 방식으로 스마트한 교실을 재조합해냈다. 

2.미래학교의 스마트교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인재 국으

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라는 단

어는 교육을 수식하며 학교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추진 전

략에 따르면 스마트교육이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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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 이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교육과학

기술부, 2011. 6. 29). 여기서 스마트(SMART)는 다섯 가지 개념의 첫 

글자를 따와 만든 줄임말이다. 각각은 자기 주도적(Self-Directed), 학

습흥미(Motivated), 수준과 적성(Adaptive), 풍부한 자료(Resource Enriched), 

그리고 정보기술활동(Technology Embedded)을 의미한다.

스마트교육은 교육환경 혁신을 통해 교육적 비전과 더불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11. 6. 29)에 따르

면 앞으로 한국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에 맞닥뜨리고, 

개인의 다양성이 증 되며, 차별화된 서비스에 한 사회적 요구

가 확 되는 등의 문제에 부딪힐 예정이었다. 추진 전략이 묘사하

는 한국의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 경제적 변

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이며, 환경 변화로 인해 교육환경 

혁신의 필요성은 더욱 두되고 있었다. 스마트교육은 이러한 다

면적 사회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평준화의 덫”에 걸린 교육제도

를 개혁해 한국을 “인재 국”으로 이끌어 “선진일류국가를 실현”

하는 계획이었다(김두연, 2011: 8). 

스마트(smart)라는 단어가 가진 당 의 사회경제적 이미지는 

스마트교육의 특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2010년  초반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스마트폰이 폭발적으

로 보급되던 시기로, 스마트는 우리 생활에 개입하는 첨단 기술을 

수식하는 표적인 이미지 다. 스마트교육은 기술이 상징하는 스

마트함을 차용해 스스로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김두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은 세종시의 미래학교 건립을 앞두고 열린 



교실은 어떻게 ˈ스마트ˈ해지는가? 209

“미리 가본 미래학교 정책설명회”에서 과거의 교육은 마치 피쳐폰

(feature phone)처럼 “있는 기능만 그 로” 구현된 “feature 교육”이지

만, 스마트교육은 마치 스마트폰(smart phone)처럼 “개인의 취향에 

따른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한 교육이라고 소개했다(김두연, 2011: 

3). 당시의 스마트폰이 기존의 핸드폰과 확연히 구별되는 미적, 기

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계 듯이, 스마트교육 또한 기존의 교육

과는 다른 교육적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계획이었다. 

한편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IT

를 활용한 교육 역사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IT 기술을 교육에 활

용하려는 시도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네 가지 시기로 나누어 정

의되었다. 각 시기는 1996년 이후 데스크탑 pc를 활용하던 ICT활

용 교육, 2003년 이후 인터넷 PC를 사용하던 이러닝(e-learning), 

2005년 이후 노트북과 PDA등을 사용하던 유러닝(u-learning), 그리

고 2010년 이후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스마트러닝으로 구분되었

다. 이러한 세 론적 접근은 우리가 현재 스마트러닝의 시 에 이

미 도달해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환경의 혁신이 필요하

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스마트교육의 스마트폰은 스마트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만

을 빌려오기 위해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기술은 교육이 바라보는 

사회 변화의 중요한 변수이자, 미래를 비하기 위해 학교 안으로 

포섭해야 하는 상이었다. 가령, 2000년  중반 활발히 연구되던 

유러닝에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

트워크 존재유무를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

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사회환경”으로 정의했다(박인우 외, 2006: 

1). 이러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기술이 가져올 고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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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행해야 하는지는 “교육전문가들

이 고민해야 할 주요 화두”이며, 한국 사회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한 역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권성호 외, 2006: 1-2). 

학교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교육에 향을 

줄 만한 미래 사회 요소들을 예측하고 그에 응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첨단 공학 기반의 학교”를 상상했다(박인우 외, 2009). 미래 

교실의 표준 모델은 기술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시간을 중요한 

변수로 삼았다.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 사회는 

변화할 것이고, 교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

간이어야 했다.

<그림1> 미래형 교실 표준모델 구안을 위한 프레임

출처: 박인우 외, 2009, 45쪽.



교실은 어떻게 ˈ스마트ˈ해지는가? 211

미래형 교실은 “혼합형(integrated)”, “정착형(anchored)”, 그리고 

“선도형(leading)” 교실로 구분되었는데, 각 교실은 어느 정도의 자

원을 투자해 얼마나 첨단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

계적으로 배치되었다. 혼합형과 정착형 미래교실은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만들어질 수 있는 교실로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구, 

기반인프라, 그리고 공간구성을 통해 구분된다. 혼합형 교실은 현

재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조하는 기술의 개별 도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반면, 정착형 교실은 교실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기술요

소의 도입을 고려해야만 만들 수 있다. 후자에 가까울수록 교실 

내부의 방향성(교사가 있는 공간이 교실의 ‘앞’이 되는 배치)이 사라지

고, 기계들은 더욱 다양한 감각과 수단을 통해 학생의 ‘몸’에 개입

한다. 가령, 혼합형 미래교실에서는 교실 내 온도, 일광량 등을 측

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지만 정착형 미래교실에서는 “오감자

극형 센서”가 도입되어 학습 자료와 연동된 촉각, 후각, 미각 체

험을 제공하고, 책걸상에는 체형인식 기능을 내장해 “자세가 좋지 

못한 학생들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선도

형 미래교실은 더욱 먼 미래를 상정하고 설계되었다. 코쿤(cocoon)

이라는 가상의 개인 학습 기계장치를 통해 ‘교실’이 제공하는 많

은 기능을 체할 수 있는 미래에서는 고정된 교실 공간이 무의

미해진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만 구현될 수 있었던 학습 지원 기

능들이 학생 개개인의 코쿤에서 모두 구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

생들은 특정 공간에 고정된 채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박인우 외, 

2009: 50-51).

기술이 교실에 침투해 공간을 바꿈으로써 교육환경에 향

을 준다는 생각은 스마트교육에서도 이어졌다. 스마트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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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스마트교실’은 마치 스마트폰처럼 작

은 교실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구현함으로써 스마트교육

을 더욱 극적으로 그려냈다. 2011년, A 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스마트교실은 통신사 LG U+가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어 시설투자를 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연구 결과가 

교실 설계에 반 되었다(A초등학교, 2012.10.16). 8개월에 걸친 설계 

및 시공 과정을 거쳐 2011년 11월에 완공되었다. 교실 설치를 위

해 기존의 교실들과는 다른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교실 하나 

규모의 공간이 스마트교실로 개조되었다. 

보통의 교실과 다른 공간이어야 했기에 의도적으로 기존의 

교내 환경과 구별되도록 설계되었다. 독특한 인테리어 덕분에 학

교에 처음 방문한 사람도 스마트교실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공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학교 정문 오른편에 위치한 사

랑동 건물 1층에 들어서면 진한 빨간색 배경에 “HAPPY & 

SMART”라는 하얀 글씨가 새겨진 아치 구조물이 있다. 개의 초

등학교 교실은 크기에 비해 무겁지 않은 미닫이문을 쓰지만, 스마

트교실은 통유리로 만들어진 양문형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에는 채도가 높은 초록색, 빨강색, 주황색이 교실 내부 곳곳

을 채우고 있고 한쪽 벽면에는 교실 책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자형 소파가 붙어있다. 모둠별로 배치된 책걸상의 맞은편 벽에

는 각 모둠이 사용하는 칠판과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고, 교실 

중앙 천장에는 선생님을 추적하는 카메라가 있다. 얼핏 봐서는 티

가 잘 나지 않는 곳까지도 차이를 주었다. 계획 단계에서는 내부 

조명으로 형광등을 쓰려 했지만 미래의 교육을 상징하는 스마트

교실에 형광등을 쓰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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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 LED를 사용했다.

스마트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은 임시방편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규 교육활동이었다. 스마트교실 속 학생

들이 타블렛 PC를 사용해 정보를 찾고, 노트북을 이용해 발표자

료를 만드는 활동은 낯설고 신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우수

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스마트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창

의력”이 “피어나”고, 견학을 온 일본의 산학 방문단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전자신문, 2012.6.10.). A 초등학교의 스마트

교실 안 활동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공개 수업’이라는 이름

하에 보여지는 ‘진짜’ 수업이었다.

외부로 발표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교실을 평범한 

교실처럼 활용하기에는 자잘한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간 기술로 

만들어진 교실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교실 설계에 참여하고 이후 

학교에서의 운  및 유지보수를 맡았던 김모 선생님은 교실이 학

생들과 교사가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게 이 공간은 일종의 “모델하우스” 다. 

“저는 스마트교실은 모델하우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종의 모

델하우스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집이 그 로 일반 집으로 갈 수

는 없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상적 모습은 

카페 같은 거실이지만 실제로 그 집을 카페같이 만들어 놓으면 불

편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어둡고, 벽돌 같은 게 있으니 부

딪히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요.”

스마트교실에서 생활공간으로써 교실의 기능은 찾아보기 힘

들다. 학생들을 위한 수납공간은 사라졌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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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보기 위한 공간은 기존 교실에 비해 매우 제한된 규모로 제

공되었다. 수업은 할 수 있지만 수업을 제외한 부분의 활동이 

불편한 공간이 된 것이다.

스마트교실을 스마트하게 작동시키는 장치들은 겉으로 모습

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델하우스에서 ’소파에 충 던져 놓은 리

모컨’을 볼 수 없듯이, 스마트교실에서도 ‘정돈되지 않은 전선’은 

찾기 힘들다. 학생들은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에 연결된 각 모둠

별 컴퓨터 화면을 천장에 달린 프로젝터를 통해 볼 수 있지만 화

면과 컴퓨터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교실 중앙의 천장

에 달린 카메라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12개 회

사, 33종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교실 전체를 휘감고 있지

만, 부분의 교실 뒤편과 서랍장 안쪽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다. 

컴퓨터 본체조차 각 모둠 옆 벽면 수납장에 넣어둔 채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할 정도로 깔끔함을 유지한다.

깔끔한 모델하우스에서 교실의 통제권은 오롯이 선생님에게 

돌아간다.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함과 더불어 ‘교실’

의 환경을 물리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 교실 한 쪽 구석에 설치

된 자그마한 컨트롤 패널을 통해 간단한 조작으로 수업에서 중요

하게 쓰이는 기기들을 한 번에, 혹은 모둠별로 제어할 수 있다. 

전원을 끄고 켜거나, 연결 방식을 바꾸는 것도 클릭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의 눈과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기계들은 

제한적이며, 교실 전체의 환경에는 향을 줄 수 없다. 각 모둠별 

책상에 놓이는 마우스와 키보드는 배정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

을 뿐 옆 모둠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수업을 위해 설계된 공간

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마트함은 정교한 관리의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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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를 ˈ스마트ˈ하게 만들기

스마트교육의 이상적 모습을 구현한 스마트교실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공간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상상되고, 설계되고, 마치 모델하

우스처럼 학교 현장에 구현되었다. 모델하우로서 스마트교실은 겉

보기에 깔끔하고 기능적으로 끊김 없이 부드러운 통제된 환경이

었으며, 다른 교실과는 다른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공간이 되었

다. 학생들이 다양한 기기를 다루고, 온라인 환경에 자유롭게 접

속하며, 선생님은 모든 상황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은 마치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도구로 여러가지 기능을 상황

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all in one) 디바이스인 듯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이 본래 가지는 다양한 정

체성은 ‘학습공간’으로 환원되었다(Biesta, 2009 참고). 스마트교실에 

스마트함을 부여하는 기기들은—칠판 겸 프로젝터, 무선 인프라, 

타블렛 PC, 노트북 등— 부분 학습 활동에 활용되는 장치들이다. 

수업이 끝나고 기기들이 꺼지면 스마트교실은 예쁘지만 조금 불

편한 교실이 된다. 

학교를 아우르는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올인

원 디바이스 만들기와는 다르다. 각 교실에서 필요한 경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최종 목표는 동일하지만 이를 구

축하는 기술적 토 나 운  방식에 도달하기까지 거쳐 온 과정은 

학교마다 차이를 보인다. 지금부터 비교 분석할 세 학교의 사례는 

부분적으로, 혹은 확연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스마트한 교육 인프

라를 구축 및 운 하고 있다. 규모나 방향성은 다르지만 세 학교 

모두 각종 컨퍼런스나 사례집 등에서 이른바 성공사례로 언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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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담당 교사들이 행사에 초청받아 직접 학교를 소개하기

도 하는 등 일종의 모델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모두 각

자의 방식으로 학교를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다.

1) A 초등학교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서울 A 초등학교는 서울 용산구에 자리 잡

고 있다.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변 가파른 언덕 중턱에 위치한 이 

학교는 주택들과 공원으로 둘러 싸여 외부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체육관을 포함해 총 네 개의 건물이 지그재그 형태로 복

잡하게 배치되어 있다. 전교생 313명, 교직원 총 51명(교사 31명, 

직원 20명), 특수학급 포함 18학급으로 구성된 이 학교는 서울 도

심에 위치한 초등학교들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에 속한다. 

2019년의 A 초등학교는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총 37개의 무선 AP가 각 학급(17개), 특별

교실(12개), 그리고 복도(8개)에 이르기까지 학생 및 선생님들의 활

동 반경을 부분 감싸고 있으며, 노트북 177 , 타블렛 PC 103

를 구비하고 있다. 이동이 불가능한 컴퓨터 35 를 합하면 총 315

의 기기를 보유 및 운  중이다(A초등학교, 2018). 단순히 나누어 

보면 300명이 넘는 전교생들이 동시에 한 개의 컴퓨터 혹은 타블

렛을 학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로써 전국의 모든 초등학

교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형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셈

이다.

거 한 인프라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A 초등학교는 

스마트교육 정책이 발표되었던 2011년, 정책의 발표에 앞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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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지정 스마트러닝 기반 미래학교 정책연구 학교로 

선정되어 학교 전체에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며 언론의 큰 주목

을 받았다. 이후 2019년에 이르기까지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스마트교육 인

프라를 운 해왔다. 2013년에는 스마트교육에 한 시도교육청 지

정 정책연구학교와 교육부요청 시도교육청지정 디지털교과서 정

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각각 2년, 3년 간 연구를 수행했고, 2016

년에는 교육부요청 시도교육청지정 디지털교과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2018년 지정된 시도교육청 지정 디지털교과서 선도학

교와 2015년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도학교 업무는 현재 계속해서 

수행 중이다. 

교내 스마트 교육환경을 이루는 무선 인프라, 노트북과 타

블렛 PC는 정책연구학교, 선도학교 업무를 수행하며 8년 간 지속

적으로 관리되고 확장되었다. 각 교실에서 접속 가능한 무선 AP

는 2011년 첫 설치 당시 27개로 시작했고, 2013년 8개가 추가되어 

35개가 되었다. 2019년에는 체육관에 2개의 무선 AP가 추가되어 

현재 총 37개가 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3년에는 18 , 

2014년에는 9 를 교체하기도 했다. 노트북과 타블렛 PC 또한 지

속적으로 추가되었다. 

정립된 인프라는 학교 내 교사와 학생에게 매끄럽고 스마트

한 환경을 제공함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외부에서도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2011년 스마트교육 인프라

를 구축하고 스마트교실을 공개한 뒤, 바로 다음해인 2012년 한 

해 동안 34회의 교내외 연수를 선생님 및 교장, 교감, 장학관을 

상으로 진행했고, 14회의 외부 기관 방문이 있었다. 국내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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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

탄,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이집트) 방문해 수업을 참관했다(A초등학

교 2012.10.16.). 이렇듯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냄과 더불어 학교 

안에서 일할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2017년 3월 1일자로 A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박모 선생님은 A 초등학교가 두 번째 학

교다. 그는 첫 학교에서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은 뒤 

다음 학교를 알아보던 중 공개수업을 통해 A 초등학교를 알게 되

었다. A 초등학교가 구축해놓은 인프라를 파악한 그는 적극적으

로 본인의 의향을 알렸고 초빙 교사 제도를 통해 A 초등학교로 

발령받았다. 그는 학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고 학원에서는 

재 교육 중 컴퓨터 재를 세부전공으로 선택해 공부했다. A 초

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본인의 전공과 관심사를 반 해 학

교의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관리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8개 학급이 필요에 따라 동시 다발적으로 활용하는 인프라

는 특정 공간에서 함께 보관되고 관리된다. 각 학급에서 수업시간

에 타블렛 PC나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중앙에 위치

한 ‘성실동’ 건물 3층의 ‘전산실’에서 기기를 받아와야 한다. 전산

실은 컴퓨터실 입구 옆에 있는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는 숨은 공간이다. 특별 활동을 위해 컴퓨터실을 오고 가는 

학생들이라면 굳이 들어갈 일이 없으며, 학교 규정 로라면 학생

들은 출입해서는 안 된다.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위

험해 보이는 팻말이 딱딱한 글씨체로 인쇄되어 문 앞에 붙어있다. 

본래는 학교 내부에 설치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계 장치들을 놓

기 위한 직사각형 형태의 좁은 공간이다. 여느 학교라면 학생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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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관리 담당자 또한 굳이 자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공간이

지만 A 초등학교에서는 그 어느 교실보다도 바쁜 공간이다.

전산실 문을 열면 직사각형 공간의 양 옆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커다란 9단 서랍장들이 눈에 들어온다. 각 칸에는 타블렛 

PC와 노트북 약 150여 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다. 기기들은 서

랍장 뒤편에서 각 칸을 관통하고 있는 콘센트에 연결된 채 항상 

충전 중이다. 아이패드, 삼성 갤럭시 타블렛, 삼성과 레노버의 노

트북, 엘지(LG) 탭북 등 각종 브랜드의 다양한 기기들이 종류별로 

정돈되어 칸칸이, 나란히 놓인 모습은 위압적이면서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풍긴다. 이 기계들은 학교의 

일과시간 내내 계속해서 전산실을 들락날락 한다. 노트북과 타블

렛 PC가 오고 감에 따라 교실은 스마트해지기도 하고 보통의 교

실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림 2> A 초등학교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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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초등학교 스마트기기 이동용 카트와 바구니

스마트기기 활용, 무선 AP, 교실의 형태 등에 한 가이드

가 다양했던 것에 비해 정작 물리적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한 모델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다. 2009년부터 A 초

등학교에 근무해 온 중년의 여성 교직원은 전산실무사라는 직함

으로 불리며 각종 교내 정보화 기기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다. 

2011년,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산실에 다

수의 스마트기기 관리라는 역할이 갑작스레 임의로 부여되었고, 

전산실무사로서의 역할 또한 확장되었다. 사실상 결정권을 모두 

부여 받은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얻은 지식에 기반해 직접 서랍

장을 설계했다. 본인의 체형에 맞추어 손이 닿는 높이의 서랍장을 

제작 했고, 아래쪽에는 수납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 스마트기

기의 사이즈와 수량이 어떻게 변할지 몰랐기에 서랍장을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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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미리 구멍을 여러 개 뚫어 각 칸을 확장하거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실은 A 초등학교의 교실들을 스마트

하게 만드는 허브이면서도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독창적인 시설이 

되었다.

학교의 교실들을 아우르는 스마트교육 인프라는 규모를 확

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라는 공간의 규칙에 적응했다. 모든 스

마트기기에는 라벨이 붙어있어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전

산실에는 지정된 자리가 있으며, 기기들의 이동은 정보화기기 

여 관리 장에 수기로 기록된다.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 시간에 선생님이 미리 인터폰으로 예약을 한 뒤 쉬는 시간에 

담당 학생들을 전산실로 보내야 한다. 전산실무사 선생님은 바구

니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번호순서 로 담은 뒤 조립식 카트에 

실어 학생에게 운반을 맡긴다. 학생들은 카트를 끌고 반으로 돌아

가 순서 로 타블렛을 나누어 받고 수업을 받는다. 사용이 끝나면 

다시 순서 로 걷어 바구니에 담은 뒤 바구니를 얹은 카트를 끌

고 전산실로 반납한다. 스마트기기의 순환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

습자이면서, 사용자이고, 동시에 교실을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유지보수자가 된다. 유지보수자에게는 학습자나 

사용자와는 다른 형태의 규칙이 있고, 학생들은 전산실을 오가며 

이 규칙을 학습한다. 전산실무사 선생님 또한 이 규칙을 학생들에

게 학습시키는 것을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제가 오면 학생들 그 교육을 시켜요. 줄 때 반납할 때 이렇게 번

호 맞춰서 해가지고. 그래야 저도 꼽고 수 확인도 편하고 패드

형은 펜도 있고 하니까 교육을 시키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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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의 특권이니까 잘 관리해야한다. 그리고 카트 고 갈 때도 

애들이 장난치고 마트 카트처럼 타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처음 

오는 학생들은 지켜보죠, 잘 가는지. 장난을 치는지. 좀 심하거나 

제 로 안 하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교체해 달라고 하죠, 학

생을.” 

8년간 방 한 규모의 스마트 인프라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학생들에게도 큰 거부감이 없었

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학교 교실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과정의 

성격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된 물건을 

교실에서 나누어주고, 수업을 하고, 다시 걷어가는 일은 수시로 

일어난다. 종이도, 우유도, 첨단 스마트기기도 유사한 규칙으로 움

직인다. A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있어 스마트기기를 가져오고, 

나누고, 준비하고, 사용하고, 다시 수거해서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

은 항상 반복해 온 일상적인 일이다. 박모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

런 일련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진행한다”고 말한다. 

2) B 초등학교

A 초등학교 스마트교실을 설계하고 운 했던 김모 선생님은 2011

년부터 2017년 2월까지 A 초등학교에 근무한 후, 서초구의 B 초

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교직 18년차에 접어든 그는 네 번째 

근무지인 B 초등학교에도 스마트교실 인프라를 구축했다. B 초등

학교는 전교생 547명, 교직원 총 56명(교사 38명, 직원 18명), 특수

학급 포함 총 24학급을 운 하는 초등학교다. 아파트 단지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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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철과 버스 

이용이 용이한 도심지의 초등학교다. 흔히 초등학교를 떠올리면 

상상할 법한 위치, 시설, 규모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김모 선생님은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물질적으로는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 타블렛 PC를 비롯한 각종 기자재와 

물리적 인프라는 모두 해당 학교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신, 그

는 A 초등학교에서 “얻은 경험이 자산”이었고, 그 자산과 학교 내 

본인의 사회적 위치 덕분에 B 초등학교의 스마트교실 인프라 구

축이 비교적 빠르게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는 결정권을 가진 입장

에서 A 초등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무엇을 해

야만 학교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지 계획했다. 

“마침 내가 이 학교에 오면서 자리도 연구부장이라고 하는,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한 

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한 해 준비해서, 사업들을 준비했

다가 올해 다 딴 거죠. 사업들을. 계획서를 써서. ‘무선 인프라 구

축 교사 연구팀’ 해서 그 사업으로 타블렛이랑 [타블렛 보관]장을 

받고, 메이커 교육 사업해서 무한상상실 지원 사업도 신청하고 디

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사업 신청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하던 가

니까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가능해진 거죠. 제가 했

던 거니까 이렇게 엮으면 그림이 그려지겠다, 했던 것이 있었던 

거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묶어서 우리 학교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큰 활동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B 초등학교의 스마트 인프라는 이렇듯 서로 다른 기 를 

받은 기계들이 한 데 모여 구성되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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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조합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기 와 다

른 퍼즐 조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기기들을 실제로 구매할 때는 

선생님이 가지는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운 체제

(OS)가 필요한지 선택이 가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양과 어떤 

브랜드의 기기가 올지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윈도우 기반 기

기를 신청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surface)같은 기기를 기 했

으나 상 적으로 사양이 낮은 엘지의 투인원(2-in-1) PC가 배정되

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라는, 일견 사회경제적 지원을 받기에 유리해 

보이는 환경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자치구청, 

교육청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던 교육경비 지원 

사업들이 통합되면서 단위 학교를 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줄어들었다. 김모 선생님은 이를 일종의 “역차별” 현상이라 말하

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남, 서초의 학교들은 굳이 국가에서 먼

저 나서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주지 않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

며 결과적으로는 ‘자력갱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수행에

는 각종 서류 작업과 정산, 보고가 뒤따라온다. 문제는, 다수의 

교사에게 있어 이 작업들은 추가 업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 부

처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결국 희생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경험의 이식은 구축된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B 초등학교가 스마트 인프라를 운용하는 

방법은 여러모로 A 초등학교의 사례와 유사하다. B 초등학교는 

2019년을 기준으로 윈도우 10 운 체제가 탑재된 타블렛 PC를 50

,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 갤럭시 타블렛 30 를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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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선 AP는 1, 2학년을 제외한 각 학급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급은 각 학급의 선생님들이 교

무실의 전산선생님에게 미리 교내 메신저를 통해 미리 연락을 넣

는다. 사용 예약 시간이 되면 수업 시작 전 쉬는 시간에 각 학급

의 운반 담당 학생들이 스마트기기가 보관된 곳으로 찾아와 각 

반의 학생 수만큼 기기를 받아서 교실로 가져간다. A 초등학교와

는 다르게 교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 초

등학교의 학생들은 신발주머니, 혹은 에코백을 이용한다. 학생 한 

명 당 가방 두 개에 략 여섯 개 혹은 일곱 개 정도의 스마트기

기를 들고 반으로 돌아간다.

<그림 4> B 초등학교 상담실

모든 운  구조가 A 초등학교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만

들어지지는 않았다. 스마트기기들이 특정 공간에 모여 있고 필요

에 따라 이동하는 방식인 점은 동일하지만, 기기들의 관리를 위해 

공간 전체를 개조하지는 않았다. B 초등학교의 스마트기기는 1층 

교무실 옆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상담실’이라는 공간에서 관

리한다. 책장과 수납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밝은 공간의 한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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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철제 패드 보관함이 있다. 보관함은 학교에서 따로 제작

하지 않고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을 구매한 것이다. 패드들은 마치 

책장에 책이 꽂혀 있듯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채 촘촘히 정돈

되어 있다. 타블렛 PC 80  또한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부

분 보관함 안에 들어가 있기에 비교적 작은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의 B 초등학교는 스마트해지는 중이다. 모든 교실이 

항상 스마트하지는 않고, 동시에 학교 내 교실 전체를 스마트한 

교실로 만들 수는 없지만, 예약 체계를 이용해 원하는 교실을 일

시적으로 스마트한 교실로 만들어 준다. 하지만 ‘여유롭다’거나 

‘자유롭’지는 못하다. 500여 명의 학생이 80 의 스마트 기기를 공

유하고 있기에 동시에 사용한다면 각 학년별 한 학급에게 지급하

기도 어려운 숫자다.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사용을 

망설이기도 한다. 가령,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위해 한시간 

내내 반드시 스마트기기를 써야 한다면 빌리겠지만, 수업을 하던 

중 잠시 검색을 위해 활용하고 싶다면 이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

이 된다. 한 교실에 몇 시간 이상 체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번거로운’ 일이다. 한 시

간 여했다면, 다음 쉬는 시간에 ‘칼같이 돌아가야’ 한다.

3) C 초등학교

서울의 두 학교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공교육의 

범주 내에서 스마트한 교실을 구축하고, 운 하고, 유지하는 현실

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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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서울과 같은 초 형 도시의 향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학교들은 도시의 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운 되고 있으며, 때로는 아주 작은 규모로 학교를 구성하기도 한

다. 이 학교들 또한 B 초등학교나 A 초등학교와 동일한 국가 교

육과정을 제공하는 초등학교이지만 시설, 인원 구성, 실질적 운  

방식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이에 따라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운 하는 맥락과 방식 또한 달라진다.

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C 초등학교는 2019년 기준 전

교생이 61명, 교직원이 27명(교원 16, 사무직원 11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다. 학년 당 한 개의 학급이 운 되고 있으며, 특수학급 1학

급을 더해 총 7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C 초등학교의 소재

지는 구 북서쪽의 달성군에서도 다시 서쪽에 위치한 작은 지역

으로, 총 2,054세 , 4,132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다.1) 구시 지하

철 2호선의 끝자락 다사역에서 택시를 타고 10여분 가량 이동해

야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심 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쉽지 

않다. 달성군의 초등학교들은 지속적으로 운 에 어려움을 겪어왔

다. 1994년 이래 구시에서 폐교된 초중등학교 17곳 중 3곳이 달

성군 소재의 초등학교 다.

C 초등학교는 열악한 환경으로 주변 학교들이 폐교되는 상

황에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살아 남아왔다. 가

령, 폐교 위기의 학교들을 도와주는 구시의 행복학교 정책의 

상으로 지정되면서 2013년부터는 골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 하

고 있다. 2017년 이후부터는 교내에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1) 국가통계포털, 구광역시달성군기본통계: 읍면동별 세  및 인구, 갱신일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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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범학교로 지정되고, 무선 인프라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각 교실에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설비와 1인 1스마트기기 

사용 환경을 구축했다(교육부, 2018; 중앙일보 2018. 12. 13.). 학교알

리미 공시정보에 따르면 C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8,117,836.1원을 기록해 지역 평균에 비해서도, A 초등학교나 B 초

등학교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높은 비용을 기록하고 있다. 학생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초등학교들에 

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의 스마트한 교실들이 공교육이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

자 하는 미래를 투 했다면, C 초등학교의 스마트한 교실은 학교

가 현재 마주한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한 해법이었다. 

구에서 태어나 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구교육 학교에서 

훈련받은 정모 선생님은 생애 첫 부임지인 C 초등학교의 사회경

제적 상황이 스마트교육 관련 활동에 큰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한

다. 그는 처음 학교에 부임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일반적으로 교

에서 배웠거나 한 교습방법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마주하고 당황했었다고 떠올렸다. 12명이라는 적은 수의 학생을 

맡았으나 자폐 의심, 조손가정, 편부모 등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

치에 있는 학생들이 집되어 있었고, 전반적인 학업수준 저하로 

이어져 있었다. 그에게 있어 스마트교실의 구축은 학교의 생존 문

제임과 더불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아이들’의 학업 수준을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스마트한 교실은 기업이 학교에 들어

오는 마찰을 줄여주는 공간이 되었다. C 초등학교의 스마트한 교

실은 적극적으로 외부와의 협업을 공개했다. 다수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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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C 초등학교 5학년 반 뒤편 보드

교실 뒤편에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물이나 환경미화 작업이 전시

되어 있는 보드가 있다. 정모 선생님의 교실에는 학생들의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기업들의 서비스 로고가 나란히 붙어있다. 서

비스의 종류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클래스123, 클래스카드 

등의 국내 서비스들과 더불어 패들렛(Padlet), 구글의 교육 지원 서

비스인 지 스윗(G Suite for Education)과 미국의 교육 기업인 칸아카

데미(Khan Academy)에 이르기까지 수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

스들의 로고가 교실의 공간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마찰을 줄이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최신 기

술을 끌어당기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교실의 창문이 있는 쪽 기

둥에는 교육기술 스타트업 클래스팅(Classting)의 AI 서비스 안내가 

붙어있고, 교실 밖에는 “스마트 교실 구축 지원, 스마트 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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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팅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삼성 타블렛 

PC 13 가 증정되었음이 크게 적혀있다. 2018년 8월 공개된 클래

스팅 AI는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화 교육’을 모토로 ‘인공지능 선

생님의 맞춤 진단’이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분석해 학생별 학업 

성취도를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최적의 학습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클래스팅, 2018). 다른 서비스들이 도구로서 

교실에 자리하고 있다면, AI 서비스는 스스로를 파트너로 지칭하

며 더욱 직접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개입할 것을 선언

하고 있다. 

교실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초등학교 교실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다. 학생 수가 적기에 개인 책상과 의

자의 수가 적고, 교실 뒤편에 모둠 활동을 위한 공용 테이블이 있

다. 각 교실에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항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개 교실 안에서 이동하며 각 교실의 장비

들은 각 교실 안에서 활용된다. 부분은 보관함에 들어가 있고, 

멀티탭 옆에서 충전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눈에 띌 뿐이다. 학

생들이 항상 기기를 예약해가며 공유할 필요가 없기에 학교 단위

의 일상적 관리 시설과 서비스가 필수적이지 않다.

모든 교실의 마찰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2018년 C 초등학교

의 스마트교실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5

학년을 맡았던 정모 선생님은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

용함과 더불어 교육용 SNS와 인공지능 학습 지원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스타트업 클래스팅(Classting)으로부터 타블렛 PC를 지

원받았다. 해당 타블렛은 정모 선생님의 학급에서 운 하는 도구

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예산으로 스마트TV와 크롬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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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해 학급에 비치했다.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고려하면 1인 2 디바이스 이상의 환경이 

구축된 것이다. 이 환경은 다른 학급의 상황과는 별개로 정모 선

생님이 구축하고, 운 하며, 유지보수하고, 때로는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독립적인 스마트교실이다.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모 선생님은 다

른 이들과 차별되는 경험과 지식을 얻었다. 교육 학교에서 제공

하는 지식이나 경력이 오래된 경험 많은 교사의 노하우와는 다르

지만 교실에서 기술을 다루며 쌓은 경험은 그 고유의 교육적 전

문성이 되었다. 공교육의 역에서 정모 선생님은 C 초등학교의 

교사, 혹은 첫 발령을 받은 학교에서 근무중인 초임 교사지만, 스

마트교실은 그에게 ‘젊은 학교 선생님’ 이상의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했다. 스마트한 교실과 그 운 에 해 말하는 정모 선생님은 

현장 교사이자 칸아카데미 리더스(LEADERS)이고, 클래스팅 에듀랩

(Edu lab) 소속이며, 구글 트레이너(Google Certified Trainer)이기도 하

다. 교직 경력을 감안하면 4년차 교사 정모 선생님과 18년차 김모 

선생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스마트교실의 구축과 

운 에 있어 두 교사가 처했던 환경과 경험은 굉장히 다르고, 양

쪽 모두가 중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받는다. 

4.재조립되는 스마트교실

기존의 교실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과 학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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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타협하기도 하고,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규칙을 덮어쓰기

도 한다. 세 학교는 각자의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기존

의 교실에 스마트 인프라를 덧입혀 운 하고 있다. 교실은 학생들

에게 안정적으로 국가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에 한 기 와 기

술이 가지는 진보적인 이미지에 한 기  사이의 충돌과 협업을 

거치며 스마트해진다. 경로와 결과물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학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스마트’한 교실을 구축해냈다. 

스마트한 교육 환경은 학교와 기술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아름다운 완성품이 되기를 기 받았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마

트해진 교실들은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교육을 보

다 내실화 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했다.(박인우 외 

2009: 5). A 초등학교 스마트교실의 유리문에 새겨진 ‘We are 

Smart! We are happy!’는 스마트교실이 기 한, 혹은 스마트교실에

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 받은 바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모델로 만들어진 스마트교실과는 달리, 학교의 기존 교실을 스마

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들은 항상 온전히 맞물린 채 움직일 

수는 없었다. 기계들은 언제 어떻게 학교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성

능이 다르고 물리적 특성도 달랐으며, 누구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

고 어떤 규칙에 기반해 이동하는지도 조금씩 달랐다. 학교 공간을 

비틀어 기계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꾸어 내기도 했지만, 그 반 의 

경우도 존재했다. 스마트한 교실은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 듯이 잘 

설계된 부품을 순서에 맞춰 오차없이 조립되기보다는, 주어진 환

경에서 활용 가능한 조각들이 모여들어 마치 모자이크처럼 만들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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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등학교 B 초등학교 C 초등학교

지역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서초구 구시 달성군 

학교 규모

전교생 313명, 

교직원 51명,

 총 18학급

전교생 547명, 

교직원 56명, 

총 24학급

전교생 61명, 

교직원 27명, 

총 7학급

인프라 운  

기간
2011 ~ 현재 2017년 ~ 현재 2017년 ~ 현재

설비 현황

무선AP 37개, 

스마트기기 총 

280여   

무선AP 1, 2학년 

제외 각 학급 설치, 

총 80여

무선AP, 

1인 1스마트기기 

환경

운  인원 및 

역할

담당 교사와 

전산실무사.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주도하는 교사와 

전산업무담당 직원.

스마트 인프라 전반 

구축 및 운 방침 

설계

교사 개개인. 

각 교실의 스마트 

인프라 관리

(주요)담당 

교사의 경력

교직 9년차. 

두 번째 발령

교직 18년차. 

네 번째 발령

교직 4년차. 

첫 발령

인프라 구축의 

맥락

국가 주도 

스마트교육 정책 

초창기 시범 사례

타 학교 스마트교육 

운  모델의 이식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학교주변 

지역의 특징

연립주택 위주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구 혼재

아파트단지 중심의 

규모 주거 

집지역

광역시 외곽지역의 

소규모 마을

인프라 구축 

지원 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업

교내 인프라 

운  방식
중앙 관리 중앙 관리 학급별 운

<표 1> 세 초등학교의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 배경 및 운영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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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교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술과 학교

의 긴장관계와 다양한 합의점들은 학교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

립적인 공간으로 해석하는 관점의 한계를 드러낸다. 세 학교는 기

존의 교실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스마트교실이 기술적으

로, 교육적으로, 정책적으로 꿈꾸었던 이상적인 모델을 임의로 분

해했다. 이들은 각자의 지역 환경, 학교 규모, 관리 역량을 고려해 

구현 가능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떼어내고, 조합하고, 때로는 아예 

새로운 것을 들여오기도 했다. 교실이 스마트해지는 과정에는 학

습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담아내는 교실의 사회적 

특성이 투 되었다. C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모습은 스마트교육 

정책이 꿈꾸던 모습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냈고 실제로 기

술이 교실의 많은 부분을 덮어썼지만, 기술의 존재만으로 설명되

지는 않는다. 한 학년 당 한 학급이라는, 각 교실 별로 다른 수준

의 인프라를 운 할 수 있는 교내의 사회적 구조에 한 이해가 

선행해야만 C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스마트한 교육 환경의 성립

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라고 묶어 부르는 기관들은 서로 다른 

지역적, 인적, 물리적 환경 하에서 운 되고 있다. 세 초등학교가 

스마트함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새롭게 맺는 긴장

관계는 지금까지 두드러지지 않았던 차이들의 존재를 드러냈다. 

규모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학교들도 있지만, 비슷해 보이

는 학교들도 정보통신기술과 마주할 때 다른 합의점을 도출한다. 

A 초등학교와 B 초등학교는 수치상으로는 학년 당 한 학급 정도

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국가 정책의 지원을 

받았는지(혹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했는지), 주로 업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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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교사가 가진 동기나 배경지식이 무엇인지, 이들의 교내에

서의 사회적 위상이 어떠한지에 따라 조금은 다른 운 방식을 차

용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의 두 학교와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C 초등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가 작은 학교는 아니었다. 운 상의 

특징—한 학년 당 한 학급—이나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학습결손이 ‘작은’학교라는 단어에 가리어져 있었고, 이

는 정보통신기술과 또 다른 방식의 타협을 필요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단기간 내에 표준화된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본 연구를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본 

정보통신기술과 학교 간의 긴장관계와 마찰은 이러한 표준화 접

근이 전제하는 기술과 학교의 균질성이 정책의 실행에 있어 큰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정부는 스마트한 학교 환경을 확

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홍보해왔다.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은 u-러닝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부터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

으로 수행해왔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IT와 교육의 접점을 논하는 

정책이 변동을 겪을 때마다 주안점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가

이드라인을 통해 학교의 ‘스마트한 교육 환경’ 구축을 촉진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었다. 스마트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

에는 미래학교, 혹은 스마트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2017년에는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을 위한 스마트한 

교실 환경 가이드라인이 발행되었다. 이후 소프트웨어 교육(SW 교

육)이 주목을 받으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육공간 가이드

라인이 발행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들은 주로 어떤 사양의 기계들을 어떤 형태의 공

간에 배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면도나 3D 모델링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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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도면을 통해 교실 전체의 모양과 배치를 보여주고 책걸상을 

비롯해 프로젝터, 전자칠판, 사물함, 스마트기기 등의 물건들이 어

디에 위치하는지를 표시해준다. 미래학교 디자인 가이드라인(계보

경, 이은환, 오명선, 2011)에서는 일반 교실의 표준 크기를 제안한 

뒤, 사각형 형태의 교실을 위에서 바라본 배치도를 통해 어느 위

치에 어떤 가구와 기기들이 들어가는지,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를 제안한다. 꿈과 끼를 살리는 스마트한 교실 만들기 1.0(계보경 

외, 2013a)에서는 스마트교육을 위한 교실의 형태를 총 5가지로 구

분한다. “리모델링 1.0칸 최소형 교실”에서 “신축 1.3칸 커뮤니티 

연계형 교실”에 이르기까지 크기, 주사용 목적, 예산, 리모델링 여

부 등에 따라 유형화된다. 

무선 인프라와 각종 스마트기기들은 종류와 물리적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어떤 조건을 따져 구매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다룬다. 주로 체크리스트나 평가표 등의 양식을 제공하여 주어진 

내용을 따라가면서 조건을 순차적으로 따져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단면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

다. 건축/가구, 유무선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단말기로 나누어져 제

공된 체크리스트에서는 각각 30여개에 달하는 체크 항목이 존재

한다. 각 항목에서 주로 묻는 질문의 세부 분야에는 차이가 있다. 

건축/가구 항목에서는 “전문설계자가 있는 경우 실재기간이 2개월 

이상인가”라든지 “공사감리자가 선정되었는가”와 같이 주로 법적 

검토에 해 체크를 요구하지만 유무선 인프라 항목에서는 “IP 주

소 자동할당(DHCP) 기능 및 경로제공(라우팅) 기능 등을 제공할 

L3 스위치에 한 고려가 되어 있는가?”처럼 주로 기술적인 문제

에 주의를 기울인다. 단말기 항목에서는 해상도, 저장 용량,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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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속 시간 등 기계적인 성능을 세세하게 따져 묻는다(계보경 

외, 2013b: 233-238). 또한, 제안요청서에 적어야 하는 세부 항목이나 

제안서 기술 평가표 양식 등을 표준화해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과하게 큰 편차없이 유형화된 스마트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다(계보경 외, 2013c).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공간과 기술의 조합으

로 유형화하는 방식을 통해 다수의 학교 현장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스마트한 교실 인프라가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인 모델의 부재에서 찾았기에 “미래학교에 한 명확한 모

델”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서 스마트교실에 한 오해를 불식시

킴과 동시에 정책의 효과성을 극 화”하고자 했다(계보경 외, 

2013b: 1). 이를 위해 공간과 기기들이 유형화되는 과정에서 교실

과 기계의 다양한 조합이 반 될 수 있었다. 허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생략되어야만 하는 요소들도 존재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의 으레 그러하듯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어

야 했고, 공간과 기기의 스펙은 다양할 수 있지만 교사는 모두 동

일한 존재로 상상되었다. 

기기의 스펙 차이를 중심으로 교실 속 기술을 유형화하는 

작업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다. 스마트한 교실 인프라를 확충

하는 기간 동안 타블렛 PC라는 제품은 시장에서 너무나 다양한 

성능과 가격군을 형성하게 되었고, 타블렛과 노트북을 오가는 투

인원 PC라든지 크롬북(Chromebook)같은 새롭고도 애매한 기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AI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교육을 제

공한다는 서비스의 등장은 가이드라인이 상정한 스마트함의 범주

를 벗어나는 교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AI 선생님’을 도입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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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스마트한 교실인가라는 질문에 해 가이드라인은 확실한 

답을 주기 어렵다. 

현실에서 ‘확산’이라 부를 만한 현상은 교실의 공간적, 기술

적 특성을 통해 유형화되는 모델보다는 학교와 기술이 어떤 사회

적 환경에서 함께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노출되는지에 따라 일

어났다. A 초등학교와 B 초등학교는 환경 구축의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타블렛 PC의 관리 및 일상적 운용에 있어서

는 매우 비슷하게 운 되었다. A 초등학교의 학교 전체를 망라하

는 매끄러운 경험은 분명 ‘스마트’하지만 이를 다수의 학교에 적

용하기는 불가능하다. B 초등학교는 여러 학교들에 적용해봄직한 

‘적당한’인프라와 적당한 운 법을 갖추고 있지만 A 초등학교만큼 

매끄럽지는 않고, C 초등학교만큼 도가 높지도 않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적당히 시도해 볼만한 B 초등학교의 교실은 이상적

인 표본이 될 수 있을까?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중 35.6%는 10학급 이

하로 운  중이다. 11∼20학급, 21∼30학급, 31학급 이상의 학교가 

각각 20.3%, 20.7%, 2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건물 

규모나 시설 면에서 10학급 이하 학교들과는 다른 물리적 환경에 

놓여있다. 더불어, 도시에는 31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가 가장 많

은 반면 읍면지역이나 도서 벽지 지역에는 10학급 이하의 초등학

교가 71.4%와 94.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이러한 분포를 고려하면 사실상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심을 벗어

난 지역에서는 학년당 하나 혹은 두 학급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

교가 초등학교라는 물리적 환경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

다. 이 학교들이 모델화를 통한 확산을 접하고 다시 스스로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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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스마트한 교실을 재조립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과 학교 사이 긴장관계의 사회기술

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구성한다고 일컬

어지는 장치들이 각 학교 현장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운 되는

지를 서술하고, 이를 비교분석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세 학교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 깊이 관여했거나, 현재 해당 

업무를 담당 혹은 주도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직원이라는 한정된 

집단의 심층인터뷰를 주로 활용했다. 교사이자 유지보수자인 이들

은 학교 내 인프라에 한 물리적 접근을 관리감독하고 있기에, 

이들의 목소리는 연구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긴장관계나 스마트한 

교실의 다중적인 모습에 한 자세한 서술을 가능하게 했으나, 다

른 의견의 교사집단이나 스마트기기를 매개로 통제받는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마찰의 존재는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분석 안에서도 우리는 교실의 

스마트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기술적 함

의를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이끌어낼 것인지 되물을 수 있다. 

스마트한 교실 환경의 구축, 실천, 그리고 확산과 유지보수

는 기계와 공간의 물성으로 정의되는 모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

다. 가이드라인이 반복적으로 발행되고, 더 다양한 유형과 더 세

심한 체크리스트가 발행된다고 해도 교실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

해지기는 힘들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이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에서

는 부각되지 않는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도입을 

꺼려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특정 선생님이 나서서 지원 사업을 

조합하고, 예산을 짜고, 보고서를 쓴 뒤 전근을 가는 구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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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는 스마트 교육 환경과 사용자, 그리고 유지보수자 사

이의 관계를 통해 스마트한 교실 만들기가 사회기술적 작업임을 

읽어내고, 그에 맞는 해답을 탐구해야 한다.

5.결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하에 정보통신기술은 더욱 적극적

으로 교육 현장에 개입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교육의 

가치와 학습 현실에 주는 향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더욱 자극

적인 수사를 동원한다. 기술과 교육의 경주(race)라든지(Goldin and 

Katz, 2007), 전쟁(war)이라든지(Losh, 2014), 혹은 기술이 기존의 질서

에 파괴적으로(disruptive) 수정을 가한다고 말하기도 한다(Sims, 

2017). 논문을 통해 살펴본 모델과 현실의 사례를 활용하면 다양

한 수사들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 어떤 교실이 스마트한지 

아닌지, 혹은 스마트해질 수 있는지 아닌지는 얼마나 좋은 기기를 

쓰는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교실이 만들어지는 특

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학생에 의

해 구성된다. 

교실에 스마트함을 부여하는 맥락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학교와 교실’과 ‘진보적으로 변화

를 선도하는 기술’이라는 립구도 또한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이

미지의 역에서도 더 이상 이전처럼 공고하지만은 않다. 2011년

의 미래학교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전제로 “학교는 빠른 



교실은 어떻게 ˈ스마트ˈ해지는가? 241

사회의 변화에도 가장 보수적이며 변화하지 않는 지식 전수의 기

관”이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학교는 많은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

다고 서술했지만(계보경, 이은환, 오명선, 2011: 10), 2017년의 연구에

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의 보편화 속에 학교의 변화 정도”에 한 

질문에 교사 응답자의 44.7%가 많이 변한다, 30.6%가 매우 많이 

변한다고 응답했다(김현진, 2017). 그리고 2019년, 교육부는 교원 자

원이 부족한 과목들 중 하나로 AI를 언급하며 “교육 학원에 ‘인

공지능 융합교육’ 전공과정 신설”을 통해 “초중고교원 연간 천명, 

5년간 5천명 양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 2019.11.7.)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교실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과정은 다원적이다. 교실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과정은 선생님의 

학생에 한 통제권을 무한히 확장하는 과정은 아니며, AI가 교사

나 학생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체하는 과정도 아니고, 기계가 학

교와 교실에 새로운 질서를 억지로 덧입히는 과정 또한 아니다. 

기계들은 학교에 들어가며 다양한 사회기술적, 그리고 교육적 맥

락을 익힌다. 기계들은 교실에 스며드는 과정에서 학교의 규칙에 

적응하고, 학생들은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자가 되며, 선

생님은 새로운 역의 전문가 정체성을 얻는다. 기계와 교실은 서

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질서를 덧입히며 계속해서 스마트해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한 교실에 한 기계적 정의보

다는 현재와 미래의 학교, 스마트한 교실과 기술, 교사와 학생 사

이의 관계가 어떻게 재형성되는지에 한 비판적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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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on technology is sometimes considered as a cause that puts 
education in a big crisis, or it can be seen as a savior. In 2011,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nnovate education and build a talented 
nation by bringing IT into schools of public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SMART education policy. The policy initiative aimed to establish a standard 
classroom models that can be diffused all over the country’s schools so 
that teachers and students may become familiar of using devices such as 
tablet PCs and laptops.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mart classrooms caused 
friction in the actual education practices. To this end, I analyzed the direction 
and ideals of the SMART education policy by reading government policy 
document and design guidelines officially published, and visited three 
elementary schools that are actually building and operating a smart classroom 
environment to visit the facilities and have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technicians. The ideal type of classroom proposed by the smart education 
policy was a package equipped with various functions at once in a neatly 
designed space like a “model house”, but it was difficult to be used as 
a normal classroom in everyday life of school. Instead of copying and installing 
the model, each school decided to get “smart” in its own way, depending 
on how factors such as size, local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onditions 
of students and teachers, teacher experiences, and the level of existing 
infrastructure were combined. In Elementary School A, the machines tamed 
specific space of the school to create their own space, while following the 
rules of the school for being mobile. Although Elementary School B could 
not construct fully supported environment that encompassed the entire 
school, the system was organized with the help of well trained teacher's 
experiences in other schools. In Elementary School C, the machine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classrooms and they promote teacher’s 
professionalism. The components of the smart classroom were disassembled 
and recombined in context to make each school's classroom "smart".
Key terms❘Smart, School, Information Technology, Model, Infra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