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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칙은 학교 구성원들의 질서 있는 생활을 돕기 위한 규범이다. 학생들

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교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칙 중에서도 상·벌점과 관련된 교칙만을 알고 있으며,

교칙의 의미와 필요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교칙 준수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교칙을 맹목적으

로 준수하게 하거나 마지못해 또는 억지로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심

지어 교칙에 대한 반감으로 교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칙의 내용을 알고, 이 교칙

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교칙을 준

수하는 자율적인 교칙태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 참여의 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과

정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 형성을 위한 방

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교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학생 참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영역인 학교에서 공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다. 학생들은 참여 중에

경험하게 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동선을 숙고하게 된다. 이렇게 학생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교칙 제·개정 모형을 구성하였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사전 회의(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교장의 교칙 공포→ 참여 경험 정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학생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의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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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칙

태도를 개념화하였다. 사회심리학의 태도 개념을 토대로 하여 교칙태도를

학생들이 학교 규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교칙태도는

크게 세 영역(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인지적 영

역에서는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을, 정서적 영역에서는 교칙신뢰

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을, 행동적 영역에서는 교칙효능감, 교칙 준수

의지를 하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주가설 : 교칙 제·개정 참여 모형은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

하위가설 1.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인지적 영역(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위가설 2.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정서적 영역(교칙신뢰감, 교칙 제

정 절차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위가설 3.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행동적 영역(교칙효능감, 교칙 준

수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강북에 위치한 S중학교에서 약

두 달 간 교칙 제·개정 모형을 적용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학

교 3학년 학생들 362명을 대상으로 모형 적용 전의 사전 검사, 적용 후의

사후 검사로 교칙태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20.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른

통계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과 제·개정된 교칙을

결과 해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교칙태도의 모든 변인의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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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것이라는 가설들이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검증되었다.

먼저, 인지적 영역에서는 교칙이해도와 교칙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

모두 향상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칙을

개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을 보여준다. 교칙에 대한 지식은 평균 점수

의 향상 폭이 가장 컸는데 학생들이 교칙을 개정하면서 교칙을 읽고, 이

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서적 영역에서는 교칙

신뢰감과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 교칙신뢰감

의 평균 점수는 다른 변인에 비해 향상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치마길이와 실내화에 대한 의견이 교칙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은 모든 학생들이 교칙을 개정하는데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행동적 영역에서는 교칙효능감과 교칙 준수 의지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

다. 학생들이 경험을 근거로 하여 교칙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설득력을 얻어 상당 부분이 교칙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칙효능

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에 참여했기 때문에 교칙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어 교칙 준수 의

지의 평균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학생

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은 모든 학생들이 교칙 제·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모형의 적용으로 다수

학생들이 참여로 인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논

의를 확장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 개선과 관

련된 더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 교칙태도, 학생 참여,

교칙, 학교 규칙

학 번 : 201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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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학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이다. 모든 사회 집단에 규범이 존재하듯이 학교 또한 구성원이 지켜야할

규범을 교칙으로 명시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을 함양

하기 위해 교칙을 기준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

다. 학생들은 교칙 내용 중에서 상·벌점과 관련된 부분만 알고 있으며 교

칙의 의미 및 필요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언제, 어떤 이유로 교칙이 제정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칙에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교칙 준수만을 강조

하는 것은 수동적인 교칙 준수자 또는 위반자를 양성해 낼 가능성이 높

다. 김동일·류지영(2002)은 학생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교칙에 대해서는

교사가 감독할 때만 지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교칙에 대한 태도가 교칙 준수 여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칙을 인지하고, 이 교칙이 현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한지를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자

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 참여의 한 방법으로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

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는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써 학생들은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다. 즉, 학생들은 교칙 제·개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

게 되고, 학교생활의 문제점을 숙고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기존에 교칙을 제·개정할 때 주로 행해졌던 ‘교사와 학부모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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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교칙을 학생 대표가 동의하는 방법’, ‘학생 대표만이 교칙 제·개정 위

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학생들의 의사를 설문지로 수합하는 방법’과는 참

여 인원과 참여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을 위

한 토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

가 형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교칙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의 규범

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고 있으며1)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칙이 어떤 이유로 제정되었는지 모

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교칙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학생 참여의 한 방법으로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

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칙태도는 사회심리학의

태도 개념을 적용하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

적으로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 교칙신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

감, 교칙효능감, 교칙 준수 의지로 이루어진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

형은 ‘학생회의(3학년 사전 토의①-②, 1·2학년 학급회의, 학생 위원 회

의), 교사회의, 학부모 의견 수렴 →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 → 학교운

영위원회 심의 → 교장의 공포’로 진행된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

1) 천세영 등(1999)의 연구에서는 학교규정 인지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6.6%였으며, 학생부가 규제하는 것으로 미루어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잘 모르

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0.2%였다(천세영 외, 1999, p.58). 김민선(2006)의 연

구에서도 학교규칙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30.1%, 잘 모른다는 학

생이 21.2%, 학생부의 규제로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48.7%였다(김민선,

200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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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칙 제·개정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교칙태도를 설문지로 측정하였

다. 이와 같은 설계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학생들

의 교칙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칙태도 중 어느 변

인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성별, 성적,

경제적 배경, 비행친구, 처벌 경험, 부모님의 법 준수 경향이 교칙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학

생들의 교칙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적 활동을 계획할 시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는데 발언권을 갖고 토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법과정을 경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법이 제정

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참여의 경험

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교과 시간에 추상적으로 접했던 민주 사회의 구

조와 운영원리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교칙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가

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칙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및 갈등 조절 능력을 함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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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참여 모형은 모든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율성을 신장시켰다. 일반적으로 교

칙 제·개정 과정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 또는 학생 대표

들만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교칙은 교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

다.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

형은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활 태도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전체가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절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칙 풍토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참여 강화형 교칙 제·개정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가 개정됨에 따라2) 교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교칙을 제·개정하려

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편을 모색할 때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

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의식을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어 활용되었으

나 이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

었을 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접하는 교칙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 및 교칙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칙태도를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 교칙신뢰감, 교칙 제

기존 2011년 신설 2012년 개정

없음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

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

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

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

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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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절차 신뢰감, 교칙효능감, 교칙 준수 의지’로 구성하였다. 교칙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은 교칙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한계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효과를 동일 집단 사전-사후 검

사로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특성상 교칙 제·개정 과정에 전교생이 참여해

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형을 적용한 학교 내에서 비교집단을 설정하

기 위해 일부 학생들을 교칙 제·개정 과정에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

다.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은 교칙태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교칙에 대한 인식, 교칙 위반 학생의

비율, 교사들의 교칙 적용 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비

교집단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을 선정하는 것은 비교집단으로서의 엄밀성

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연구 전체의 엄밀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

에 동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모형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동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사전 검사를 4월 말에 실시, 사후 검사를 6월 초에 실시하여 같은 집단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한 시험효과(testing effect)를 완화하였다. 또한 통계

분석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소감문, 실제 제·개정

된 교칙 내용을 결과분석에 활용하여 동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의 한계점

을 보완하였다.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엄밀하게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절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교내 처벌 경험, 부모의 법 준수 여부를 묻는 설문 문항을 자기

보고식으로 구성하였다. 자기 보고식 설문은 연구 참여자들이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참여자들은 질문에 대해 과장하여

답하거나 축소하여 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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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응답자들이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까 우려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자기 보고식 설문의 특징은 본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교내 처벌 경험을 자기 보고식으로 질문하지 않을 경우, 연

구 참여자인 학생들의 이름을 적게 하여 교내 징계대장을 검색해야 한다.

이것은 연구 대상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법 준수 여부는 학생들이 응답하기 전까지는 현실

적으로 연구자가 알 수 없다. 게다가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는 변인은 실제 부모의 법 준수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식

하는 부모의 법 준수여부이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자기 보고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의 신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

지에는 학생들의 이름을 제외한 학번만을 기입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하게 보안처리 됨을 전달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교내 처벌 경험 및 부모의 법

준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자기 보고식으로 구성하여 엄밀하게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변인들과 교칙태도가 가지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연구를 실행 및 분석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

나,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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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육 경험으로서의 참여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적용이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에 앞서 참여가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장에서는 먼저 학생 참여를 정의하고, 참여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학생 참여의 필요성을 뒷받침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교내 학생 참여 제도의 유형을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이 가

지는 특징을 명확히 할 것이다.

1) 교육적 의미를 지닌 참여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로 받아들인 사회

에서는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참여의 형태,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루소(Rousseau)는 참여를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개별 시민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Pateman, 1970, pp.22-24). 참여민주주의자들은 루소의 논의를 확장하여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

고자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김대환, 1997, p.17). 이는 루소의 정의보

다 참여의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들은 일반 대중의 공적인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긍정함으로써 엘리트중심의 정치제도를 선호하는 자

유주의자들과 대비된다. 참여민주주의자들의 참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인간은 참여를 통해 소외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며 참여자들은 참여과정에서 자기개발을 하게 된다. 둘째, 참

여자들은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참여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김대환, 1997, p.20). 본 연구에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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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참여를 긍정하는 루소와 참여민주주의자들의 참여에 대한 정의를

수용하여 ‘학생 참여’를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영역인 학교에서 공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으로 재정의 하였다.

참여자들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문제

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참여의 가치는 아

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서부터 현대의 정치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였다. 참여 민주주의 학자들은 참여 그 자체를 넓은 의미

에서 교육으로 본다(Pateman, 1970; Pitkin 1981; Barber, 1984). 참여자들

은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서 발언하고, 그와

는 다른 의견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

을 갖추게 되며 공적인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능력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

된다. 루소(Rousseau)와 페이트만(Pateman)은 개인의 자유가 의사결정에

의 참여를 통해 증가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트킨(Pitkin, 1981)은

참여를 통해 정의와 공적인 원칙을 배우게 된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개

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참여를 했을지라도, 참여하는 과정에서 타인

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인식하게 되고 그들의 힘을 인정하게 된다. 토의에

주목한 바버(Barber, 1984)는 담화(talk)에 말하기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토의는 다수가 참여하고, 다수가 발언함으로써

진행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타인의 입장을 생

각해보게 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행한 일들을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

하게 된다. 이러한 토의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반

응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Barber, 1984, pp.260-267). 참여자들은 토의의

과정에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의식을 느끼게 되고, 공동체의

문제를 숙고하면서 시민이 갖추어야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참여 민주주의자들이 참여의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

가한 것과 같이 교육학의 영역에서도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 이론이 있다.

참여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한 듀이(Dewey)의 경험중심 교육이론과 구성

주의를 살펴보겠다.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이론은 참여를 통해 얻는 경험

의 가치에 주목한다. 그는 학습자의 유의미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학

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유의미한 경험은 학습자가 해당 경험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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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을 통해 사고를 하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 아이가 손가락을 불

에 집어넣은 것 자체는 경험이라 볼 수 없다. 그에 대한 결과로 아이가

당하는 고통이 연결될 때 비로소 경험이 된다(Dewey, 1916, p.227). 그리

고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경험은 학습자가 경험한 것이 확실한 결과로 이어

져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Dewey, 1916, p.249). 학습자

는 경험에 의한 결과를 숙고하고, 이것은 후속하는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경험의 연속성은 반성(reflection)을 촉진하여 학습자의 성장과

연결된다. 듀이와 같이 경험에 의한 성장을 중요시한 구성주의 교육 이론

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구성주의의 입

장에서 볼 때 지식은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지적 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 및 재구성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

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주제를 또래집단과 논의하는 참여의 과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교육관은 교사가 중심이 된 지식 전달

수업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동 학습을 권장

한다.

2) 교내에서의 학생 참여

앞 절에서는 학생 참여를 정의하고 참여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살펴

보았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생활양식을 습득하도록 학생들

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올바른 신념을 실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원만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의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 경험

이 후속하는 경험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행동을 숙고하게 된다. 학교 내

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분류해보면 학교 차원의 활동, 학

급 활동, 수업 활동, 동아리 및 봉사활동이 있다(신정아, 2005; 박가나,

2008; 박정서, 2012). 이 중 공적인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 영역은 학교 차원의 활동, 학급 활동, 동아리

활동이며, 구체적으로 ‘선거, 학생회, 학급회의, 학생자치법정’과 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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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 제도들의 내용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교내 참여

제도의 개선점을 확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참여제도 구상에도 도

움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선거, 학생회, 학급회의, 학생자치법정 각각에

대한 내용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다.

첫째, 선거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선출 대상에

따라 학급 대표를 선출하는 학급 선거, 학교 대표를 선출하는 회장 선거

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선거에 출마하거나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되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한다. 입후보한 학생은 다수의 학생

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봄으로써 언어적 표현 능력 및 자신감이

신장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은 후보자의 공약을 토대로 대표로

서의 자질을 판단하고, 선출된 대표자를 평가함으로써 의사결정력, 정치적

효능감 등이 향상될 수 있다. 선거는 전체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제

도로 학생들이 투표한 결과가 즉시 반영되어 대표가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선거의 투표권은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지만, 대표로 출마하

기 위해서는 교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적, 품행 등의 자격조건에 미달되

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있다.

둘째, 학생회는 주로 선거에서 당선된 학생들로 구성되는 조직으로써

학생회에 속한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사와 학생 간

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회 구성원들은 학생회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갈등해결능력 및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학생회 운

영과 관련된 규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학생회 임원들이 자유롭

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이 없으며(김동일·류지영, 2002; 김수

현, 2005),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회 규칙을 대부분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학교별로 특색 있는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다(천세영 외, 1999). 또한 학교별로 학생회의 활동 수준이 상이하여 활발

하게 활동하는 학생회도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학생회도 적지

않다.

셋째, 학급회의는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회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

치시간에 실시하며 회의 주제는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급

회의에 참여하여 논리력, 의사결정력, 표현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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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선행연구에서는 학급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정건희 등(2010)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치활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급 회의와 학생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25.7%(143명)뿐인 반면, ‘어떤 활동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40%(223

명)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재황(2011)은 학급 회의에 학생

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원인을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회의 주제로

보았다(김재황, 2011, p.114).

넷째, 학생자치법정은 지각, 수업태도 불량 등 교칙위반 사항에 대해 학

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배심원의 역할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 법무부에서 2006년부터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보급한

이후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국 660개교가 참여하였다. 학

생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판사 및 변호사, 검사의 역할을 담당해봄

으로써 문제 해결력, 발표력,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일회성의 보여주기 형태로

머물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학생자치법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

기 위해서는 자치법정의 논의 결과가 교칙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

제정적 관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대성, 2010, p.78).

지금까지 살펴 본 선거, 학생회, 학급회의, 학생자치법정은 운영에 있어

서로 다른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참여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학

생 참여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참여제도를 특정

한 분류체계로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박가나(2008)의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 제도를 분류할 때, ‘정부주도-비정부기관 주도’, ‘제도화된 참여-비

제도화된 참여’의 분류 방법을 따랐다(박가나, 2008, pp.70-71). 이 방법은

학교 내·외의 학생 참여제도를 분류하는 것으로는 적합하지만, 본 연구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참여제도에 주목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

하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현재의 학생 참여 제도는 학생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학생들이

학교 전체의 문제에 참여하여 발언하였음에도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학생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참

여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는 굉장히 낮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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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명목적인 참여와 실제적인 참여를 구분한 하트의 ‘명목적-실제

적 참여’개념을 분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하트(Hart, 1997)는 ‘청소년 자

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

는 과정’을 청소년 참여로 정의하고(김민선, 2006, p.20에서 재인용), 명목

적 참여와 실제적 참여를 구분한 참여의 사다리 모형(ladder of

participation)3)을 제시하였다. 명목적 참여는 학생들이 형식적으로는 참여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참여의 사다리

모형에서 1단계～3단계에 해당한다. 하트는 명목적인 참여가 행해지는

1단계～3단계의 모형은 참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실제적 참여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4단계～8단계에 해당한다. 단계가 높아

질수록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확대되는데 높은 단계라 하여 반드시 학생

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참여의 수준을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Hart, 1997, p.40). 또 다른 분류 기준은 ‘참여 학생

수’이다. 앞서 살펴본 학생 참여제도는 그 내용과 유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달랐다. 대부분의 참여제도가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면, 성적 또는 품행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과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구분되어 특정 학생에게만 참여의 기회가 집중될 수 있

다. 참여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다수의 학생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 의해 학교 내의 학생 참여제도를 ‘명목적-실제적’, ‘전체-

소수’ 참여로 구분하였다. 앞서 살펴 본 교내 학생 참여 제도를 이러한 구

분에 따라 분류하면 <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하트(Hart, 1997)는 청소년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8단계까

지의 참여 형태를 구분하였다. 1단계는 ‘동원(manipulation)’, 2단계 ‘장식(decoration)’, 3

단계 ‘명목(tokenism)’, 4단계 ‘성인들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assigned but

informed)’, 5단계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consulted and informed)’,

6단계 ‘성인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adult-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children)’, 7단계 ‘청소년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감독하는 단계(child

initiated and directed)’, 8단계 ‘청소년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child-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adult)’를 제시하였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

들이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자발성 및 주도권이 높아진다(Hart, 1997,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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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적

참여

전체 참여

실제적

참여

학급회의 선거(투표권 행사)

학생회 활동
선거(후보로 출마),

학생자치법정

소수 참여

<표-1> 교내 학생 참여제도 분류

<표-1>에 제시된 것처럼 학급회의와 학생회 활동은 명목적 참여로, 선

거와 학생자치법정은 실제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학급회의 및 학생회 활

동은 운영 방향에 따라 명목적-실제적 참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 근거하였을 때, 학생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였기에 명목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선거와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참여한 결과가 그들의 생활에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선거는 투표권 행사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

전체 참여로 분류하였지만, 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수 참여로 분류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소수의 학

생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수 참여로 분류하였다. 학교

에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 의견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참여

제도는 ‘선거(투표권 행사)’뿐이다. 그런데 선거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문

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참여 활동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 구성된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학교에 건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수

의 학생들이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력 및 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참여의 결과가 학교생활에 반영되는 ‘전체 참여-실제적 참여’유형의 제도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칙을 개정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며, 학생들이 교칙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때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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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모든 학생들이 교칙을 개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전체 참여-실제적 참여’유형에 해당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2.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

교칙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의 집합이다. 만약 학교

의 문화와 환경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교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칙이라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학교 구성

원 중에서도 교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또는 모호한 부분

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Schimmel, 2003, pp.29-32),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

여 학교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교칙을 자유롭게 제·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칙 제·개정 절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에서 제

시하는 교칙 제·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대안적인 학생 참여 교

칙 제·개정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1) 기존의 교칙 제·개정 과정

교칙 제·개정 과정의 변화 양상은 크게 교칙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전

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기 전의 교칙 제·개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천세영 등(1999)은 규칙 제·개정 절차가 즉흥

적이고 단선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 규칙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많

은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보낸 교칙과 관련된 공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

대로 교칙에 반영한다. 학교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일정한 공론화의 계기

가 없으며, 규칙 개정은 학년 초에 각 부서에서 규율을 수정하는 정도로

이루어진다(천세영 외, 1999, pp.13-15). 이와 같은 교칙 개정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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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교의 교육 목표 또는 문화를 반영한 교칙을 제정하기 어려울 것이

다. 이수정(2002)은 학칙의 제·개정 권한이 시·도 교육청과 학교장의 재량

권으로 있기 때문에 학칙이 가지는 중요성과 자치규범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이수정, 2002, pp.44-45). 선행 연구를 통해서 교칙

개정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 또는 관할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

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칙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교 구성원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교칙이

가지는 자치규범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의

함양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많은 연구들이 교

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주장하였다(Battistoni, 1985; 천세영

외, 1999; 천세영, 2000; 정회욱, 2000; 이수정, 2002; Schimmel, 2003; 김계

리, 2004; 윤용규, 2004; 김민선, 2006; 한희택, 2009). 2011년도에 법령의

제정4) 및 2012년도의 법령의 개정5)으로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학

교가 가지는 자율성이 높아졌다.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법령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이 교칙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자료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17). 이 매뉴얼

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칙 제·개정 절차를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칙 공포·시행’6)으로 구성하였다. 그

절차 중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학생 참여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

는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단계를 확인해보자.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

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2011.3.18.)

기존 2012년 개정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

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5) 초·중등교육법 제8조

6)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그림-1> 제시)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운

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3. 학칙 공포·시행(학교장 결재,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적용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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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학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의 일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p.17

<그림-1>에 제시된 것처럼, 교칙을 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

안으로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에서 의견 제시’,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의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앞서 논의한 명목상의

학생 참여가 아닌 실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참

여의 방법 및 절차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선호

하는 교칙 제·개정 참여 방법을 조사한 김민선(2006)의 연구를 확인해보

겠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학생들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참여

(48.2%), 학급회의를 거쳐 학생회를 통한 참여(31.1%), 의견함을 통한 참

여(14.6%), 학생대표만 학생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2.2%)’의

순으로 학생들의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의 참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가장 선호하였지만, 이러한 방법은 학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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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입장에서만 교칙을 생각하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생이 단독으로 교칙을 판단하는 것보다 교칙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

각을 가지고 있는 또래 집단과의 토의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을 반

성하고 공동선을 생각하게 되는 방법이다. 바티스토니(Battistoni, 1985)

또한 교칙 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무질서의 문제를 감소시키

며 반감 및 소외를 줄인다고 하였다(Schimmel, 2003, p.32).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인 학

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특징은 모든 학

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의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생

활의 경험을 떠올려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콜브(Kolb)의 경

험에 의한 학습순환’을 적용하였다. 하트(Hart, 1997)는 아이들이 직접적인

참여(direct participation)를 해봄으로써 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

으며 그들 자신의 능력을 인식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함양

할 수 있다고 보았다(Hart, 1997, p.3). 박성혁(1998) 또한 태도 형성을 위

해서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것 보다 능동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박성혁, 1998, p.59).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또래집단과 토의하고, 그 결과

가 실제적으로 교칙에 반영되는 경험은 긍정적인 교칙 태도 형성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다음의 <그림-2>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절

차를 도식화 한 것이다. 본 모형은 학생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림-3>에는 ‘사전 학생회의’의 세부과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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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

사전

학생회의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교장의

교칙

공포

참여

경험

정리

교사회의

학부모 의견

수렴

<그림-3> 사전 학생회의 세부 과정

3학년 사전

토의①

(모둠 단위)

3학년 사전

토의②

(학급 단위)

1·2학년

학급회의

학생 위원

회의

(1) 사전 학생회의

<그림-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사전 학생회의는 ‘3학년 사전 토의①-②,

1·2학년 학급회의, 학생 위원 회의’의 순으로 진행된다. 3학년 학생들이 사

전토의를 통해 제시한 의견을 1·2학년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거쳐 확인하

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합하는 이유는 첫째, 3학년이 1·2학년에 비해 학교에서 오

랜 시간 생활하여 교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

째, 대부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

계 중 후관습적 단계의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

달 단계에서 15-16세 정도를 후관습적인 단계로 보았다(차경수·모경환,

2008, p.317). 대부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만 15세로 도덕적인 원칙

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후관습적인 단계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종합

하면, 3학년 학생들은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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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접목시켜 교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견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3학년을 중심으로 사전토의를 한다. 사전 학생 회의의 절

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지겠다.

가. 3학년 사전 토의①-②

3학년 사전 토의는 제·개정될 교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다. 학생들은 사전 토의①에서 모둠회의를 하여 교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것을 사전 토의②의 학급회의를 거쳐 교칙 제·개

정의 안건으로 결정한다. 교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칙을 개정하는 근거로 학생들의 구체적인 경험이 활용된다

는 것이다.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칙 제·개정을 위한 토의를 해야

하는 근거는 첫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교칙을 제

정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예시 자료를 그대로 교칙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교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교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학생

들의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교칙

을 제·개정해야하는 근거를 논리적이며 타당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학생들이 교칙을 개정해야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지만 그 의견이 설득력을 갖추게 되어 교칙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학생들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논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힘들다. 본 모형은 모든 학생들이 교

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논리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들도 일상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칙에 대

한 학생들의 경험을 나누도록 조직하였다.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3학년 사전 토의①-

②의 과정은 콜브(Kolb)의 경험에 의한 학습 순환에 따라 진행된다. 콜브

의 모형에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학습의 출발점으로 보며, 학생

들의 경험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Fox, Monir, & Wells, 1997, p.20). 그리고 모형에 적합한 학습 주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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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재여야 하고, 학습 상황의 밖에서

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교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교칙 개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천세영 외, 1999; 정회욱, 2000) 콜브의 경험에 의한 학습

순환 모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학생들이 콜브의 모형에 따라 교

칙에 관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사전 토의①에서는 모둠 단

위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둠학습은 사고의 방향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학생들이 모여 토론 및 협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성장

을 자극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다. 학생들에게 기존의 지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관점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에(Martorella, Beal, & Bolick, 2008, p.127) 학생들이 교칙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적합하다.

<그림-4>는 콜브의 경험에 의한 학습 순환을 적용한 3학년 사전토의①

-②의 과정이다.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4> 3학년 사전토의①-② 과정

-콜브(Kolb)의 경험에 의한 학습 순환을 바탕으로-

먼저,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교칙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상기한다.

학생들이 떠올린 경험 중에서 현재 교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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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만한 경험을 모둠원들과 나눈다. 모둠회의에서 두 번째 과정인 ‘성찰적

관찰’이 일어나게 된다. 학생들은 교칙과 관련된 경험을 모둠원과 토의하

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이 가진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고려한 집단의

규범으로 생각하도록 돕는다. 이어서 교칙 제·개정과 관련된 모둠의 주장

을 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험을 근거로 하여 기존 교칙을 판단하는 과

정을 거친다. 이것이 ‘교칙 제·개정 건의’의 과정이며 모둠별 발표가 있는

사전 토론②에서도 이어진다. 학생들은 ‘교칙 제·개정 건의’를 통해 구체적

인 경험과 추상적인 교칙을 연결하게 된다. 모둠별 발표 결과를 종합하여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칙 제·개정 안건을 확정할 것인가를 토의한다.

학생들은 3학년 사전 토의①-②의 과정을 마무리 한 후에 ‘건의한 교칙을

적용’해 보면서 스스로 주장한 교칙에 대한 실험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인지적 사고를 자극하는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

지는데 학생들은 이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교칙을 다시 평가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 3학년 사전 토의①-②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은 사회 교

과 시간 및 자치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다. 쉼멜(Schimmel, 2003)

은 사회 교과 시간에 모둠별, 학급별 토의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Schimmel, 2003, pp.25-26). 이와 같이 교과 시간 및 자치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 대표만이 아니

라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더불

어 사전 토의를 진행하는 교사의 역할은 회의의 진행 및 안내를 담당하는

정도에 그친다. 본 모형은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학생들

을 교화시키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1·2학년 학급회의

1·2학년 학급회의는 ‘3학년 사전 토의①-②’의 결과인 교칙 제·개정안에

대해 1·2학년 학생들이 토의하는 단계이다. 학급회의의 진행은 ‘3학년 사

전 토의①-②’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한 모둠별 토의를 거친 후, 학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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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모둠별로 3학년 학생들이 건의한 교칙

제·개정안을 읽고, 학급회의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거나 기존의 의견

에 동의를 표한다.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교칙 제·개정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전달한다. 회의의 진행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경험에 비추어 교칙 제·개정에 대한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제안하

고, 기존의 자료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학생 위원 회의

학생 위원 회의는 ‘3학년 사전 토의①-②’와 ‘1·2학년 학급회의’에서 논

의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합하여 정리하는 단계이다. 학생 위원들은 교

칙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근거의 타당성을 논의하여 학

생들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건의할 제·개정안을 정리한다. 학생 위원들

은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에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입장을 대

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건의한 교칙 제·개정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성별, 성적, 처벌 경험 등이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교칙 제·개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학교 게시판에 학생 위원을 모집하는 공

고를 내고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 위원을 선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2) 교사회의 및 학부모 의견 수렴

교사회의는 교칙 제·개정과 관련된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단계이

다. 교사들도 제·개정할 교칙이 있는 경우, 학생들과 동일하게 타당한 근

거를 제시해야 한다.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에서 교사위원과 학생위원

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제·개정을 해야 하는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교사회의는 교직원 연수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며, 교칙 제·개

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회의결과를 수합하여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교사 위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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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 수렴은 교칙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이

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학부모회의 임원에게 교칙 제·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을 받은 학부모 위원은 교칙에 대한 자신

의 의견 및 근거를 정리하여 교칙 제·개정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전달한

다.

(3)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제·개

정의 대상이 되는 교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학생, 교사, 학

부모 위원 중에서 어느 한 집단이 제·개정되어야 할 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생각

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회의 결과 수합된 의견을 정리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에 교칙 제·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에 참석자들은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로 구

성되며 교사 위원은 교감, 교무기획부 부장, 교육연구부 부장, 학생 생활

규정 담당 부서(생활지원부) 교사 및 참여를 원하는 교사로 구성할 수 있

다. 학생 위원은 학생 위원 회의에 참여했던 학생들로 구성한다. 만약 학

생 위원이 소수라면,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본 회의에서 발언하기 어

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비율을 교사, 학부모에 비해 다소 높게 하여

학생들이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 위

원은 학부모 의견 수렴에 참여한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장의 교칙 공포

교칙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장이 공포함으로

써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본 절차는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

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에 의한 학교 자치

를 이루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로 교칙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김민선, 2006, p.1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교칙 제·개정안을 심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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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교장이 교칙을 공포함으로써 교칙이 개정된다. 교칙 제·개정을 담당하

는 교사는 변경된 교칙을 학교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

지에 탑재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배부, 교내 벽보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

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참여 경험 정리

참여 경험 정리는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소감문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참여

한 경험을 토대로 교칙에 대한 생각의 변화 또는 스스로의 행동 변화, 친

구들의 변화 모습 등을 적어본다. 이 단계를 끝으로 학생 참여 교칙 제·

개정 모형의 적용이 마무리된다.

3. 교칙태도의 의미와 구성요소

1) 의미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교칙태도는 학생들이 학교 규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 사회심리학을 과학적인 태도 연구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태도는 주요한 연구 주제이다. 교칙태도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태도의 개념을 살

펴보겠다.

써스톤(Thurstone, 1931)은 태도를 특정 대상에 대한 호, 불호의 정도로

개념화 하였다(Krech & Crutchfild, 1948, p.336). 그가 정의한 태도는 대

상에 대한 ‘좋음, 싫음’ 등의 정서적인 요소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의 태도에 대한 개념을 교칙태도에 적용해보면 ‘학생들이

교칙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적인 영

역에 초점을 맞추어 교칙태도를 정의하면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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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학생들의 교칙태도 변화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교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평가하며 자

발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발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교칙태도의 개념은 학생들이 교칙을 떠올렸을 때, 정서

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것과 관계있는 인지적 영

역,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행동적 영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크렉과 크러치필드(Krech & Cruchfield, 1948)가 정의한

태도의 개념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태도를 세계의 어느 측면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지속적인 조직적, 동기적, 감정적, 지각적, 인지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Allport, 1954, p.335). 이처럼 태도를 보다 복합적으로 정의한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인지적, 감정적,

지각적 등 여러 영역이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윈(Erwin, 2001)은 태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로 올포트(Allport)

가 내린 정의를 소개하였다. 올포트(1943)는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

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으로 태도를 정의하였다

(Erwin, 2001, pp.5-6). 태도의 요소를 지식 및 신념을 뜻하는 인지적

(Cognitive) 요소, 감정 및 평가를 뜻하는 정서적(Affective) 요소, 행동으

로 옮겨질 가능성인 행동적(Behavioral) 요소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였다.

태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와 본 연구에서 교칙태도를 측정하려는 목적

과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칙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교칙태도는 학생들이 교칙에 대해 가지는 일관적인 반응으로 학습

에 의한 경험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 영역(Cognitive), 정서적

영역(Affective), 행동적 영역(Behavioral)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이어진다.

2) 구성요소

교칙태도의 구성 요소인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세부

요소는 법의식과 교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주장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법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칙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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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이유는 교칙이 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인 것과 마찬가지로 법

은 국가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이기 때문이다. 교칙과 법은 준수하지 않았

을 시에 처벌이 따르는 강제력이 있으며, 문서로 명시되어 있다는 공통점

이 있으므로 법의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1) 인지적 영역

교칙태도의 인지적(cognitive) 영역은 교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

칙에 대해 가지는 견해, 신념 등의 모든 생각을 포함한다. 생각과 견해는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은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과 수시로 변하는 변화성이 특징이다(한규석, 2009, p.211).

교칙태도의 인지적 영역은 교칙에 대한 자율성과 능동적인 인식을 토대

로 구성하였다. 인지적 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임희섭(1974), 박성혁

(1992), 곽한영(2007)의 연구를 고찰하였다. 임희섭(1974)은 다수의 국민들

이 법을 ‘벌주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 또는 ‘하늘이 정해준 도

리’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법인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박성혁(1992)은 국민

들의 전근대적인 법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임희섭(1974)의 연구를 토대

로 전근대적 법인식과 근대적 법인식을 측정하는 법이해도를 개념화하였

다. 전근대적 법인식을 가진 사람은 법이 이미 주어진 것이며, 처벌을 목

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한다. 반면, 근대적 법인식을 가진 사람은 법

을 사회·문화의 변동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돕는 것으

로 이해한다. 본 연구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통해 학생들이

시대 상황과 학교 문화에 따라 교칙을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는 능동

적인 교칙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박성혁(1992)의 법이해

도 개념을 수용하여 교칙이해도를 개념화하였다. 교칙이해도는 수동적인

교칙인식과 능동적인 교칙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인 교칙 인식

은 학생들이 교칙을 변경 가능성이 낮으며 처벌을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능동적인 교칙 인식은 교칙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이 교칙의 내용을 아는 것은 교칙에 대한 신념 및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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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이 상·벌점과 관련된 교칙만을 알고

있다면, 교칙을 벌주기 위한 수단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곽한영

(2007)은 법과 규칙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는 법지식을 법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및 태도 형성에서 기반을 이루는

요소로 보았다. 법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특정한 태도를 형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

더라도 잘못된 지식이나 단편적인 인상을 통해 만들어진 환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곽한영, 2007, p.110). 따라서 교칙에 대한 지식을 인지적

영역의 하위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교칙태도의 인지적 영역을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

식’으로 구성하였다.

(2) 정서적 영역

교칙태도의 정서적(Affective) 영역은 교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

한다. 정서적 영역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거나 ‘친근하다’, ‘낯설다’등의 다양한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곽한영, 2007, p.69). 정서적 영역은 여러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인지적 영역에 비해 단순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좋음, 싫음’으로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

이다(한규석, 2009, p.211).

교칙태도의 정서적 영역은 ‘신뢰감’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교

칙을 처벌의 수단으로만 인지한다면, 교칙을 ‘불신’하는 감정을 가질 것이

다. 교칙에 대한 불신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법적 신뢰감을 정의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김자영(2008)은 법적 신뢰감을 ‘법적 내용, 법 관련 기

관, 법과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

끼는가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하였다(김자영, 2008, p.30). 그의 정의와 비

교했을 때, 곽한영(2007)은 법적 신뢰감의 대상을 법과 법을 기준으로 내

린 판결로 좁혀서 ‘법과 법을 통한 판결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법이 얼마

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로 정의하였다(곽한



- 28 -

영, 2007, p.102). 본 논문의 교칙신뢰감은 곽한영(2007)이 정의한 법적 신

뢰감보다 신뢰감을 느끼는 대상을 더 세분화 하고자 한다. 교칙은 학생들

의 일상생활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적용되는 규범이다. 그러므로 교칙 내

용 자체에 대한 신뢰감과 교사가 교칙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신뢰감의 정

도가 다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치신뢰도를 연구한 크레이그 등

(Craig, Niemi, & Silver, 1990)은 정치신뢰도를 인물기반신뢰도

(incumbent-based trust)와 체제기반신뢰도(regime-based trust)로 구분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Craig, Niemi, & Silver, 1990, pp.291-292). 예

를 들어, 대통령은 신뢰하지만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불신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칙신뢰감에 대한 대상을 교칙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법의 공정성뿐만 아

니라 법이 제정되는 절차의 공정성도 포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페팃

(Pettit, 1997)은 준법에 관한 연구의 공통된 결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

에 복종하는 이유는 법적인 제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법에 대한 공정함

을 느끼기 때문임을 언급하였다. 법이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며, 그 과정

에서 절차적인 공정성이 보장되고 집행 과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아 부당한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느낄 때 법을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Pettit, 1997, p.246). 법이 제정되는 절차가 법 자체의 공정성 여부를 판

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칙이 제정되는 절차의 공정성 여부도

교칙의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을 정서적 영역의 하위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교칙태도의 정의적 영역을 교칙신뢰감과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으로 구성하였다.

(3) 행동적 영역

교칙태도의 행동적(behavioral) 영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칙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소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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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과 같이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는다(홍성열, 2004, p.84).

교칙태도의 행동적 영역은 교칙을 제·개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자신

감, 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곽한영

(2007)과 쉼멜(Schimmel, 2003)의 연구를 고찰하였다. 곽한영(2007)은 법

의식의 행동적 영역을 법사용의사와 법적효능감으로 구성하였다. 그는 법

적효능감을 학생이 스스로 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념

으로 정의하였다. 효능감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

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97,

p.28). 본 연구의 모형은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의에 참여

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자신이 참

여할 수 있다는 신념이 향상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모형의 효과를 검

증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칙효능감을 행동적인 영역의 하위변인으

로 포함하였다.

또한 교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교칙 준수의지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쉼멜(2003)은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에 참여

해봄으로써 교칙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여 교칙에 대한 자기 규제력

(self-discipline)이 상승한다고 보았다(Schimmel, 2003, pp.29-32). 교칙

제·개정에 학생들이 발언권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교칙 준수 의지에 영향

을 주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본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의미가 있

기 때문에 교칙 준수 의지를 행동적인 영역의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교칙태도의 행동적 영역을 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교

칙을 제·개정하는데 참여하는 자신감인 교칙효능감으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교칙태도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표-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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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구성 요소

교칙

태도

인지적

측면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

정서적

측면

․교칙신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행동적

측면

․교칙효능감

․교칙 준수 의지

<표-2> 교칙태도의 구성 요소

4. 선행연구 개관

1) 이론적 연구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자

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조우영(2010)은 맹목적인 법 준수 교육을 의무주체 입장에서의 법교육

으로 보고, 이러한 교육방법은 학생들에게 준법 또는 범법의 행동을 선택

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들이 법을 제·개정할 수 있

는 주권자의 입장에서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송성민(2013) 또한 바

람직한 법치사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외부의 강압과 제재에 의해서 수동적

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아니라 법규범을 준수하고 법체계를 존중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가 제안한 형성적

법교육은 새로운 법교육의 패러다임으로써 학습자가 보편적 정의와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규범이나 법적 가치 등을 스스로 형성해 보는 경험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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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본 연구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수정(2002)은 학칙을 제·개정할 때 교육당사자의 협의를 통한 의견수

렴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학생회, 학부모회, 평교사회, 학교당국의

각 회의체 내의 의견수렴을 거친 학칙 제·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

안한 학칙 제·개정안의 특징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칙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의 심의권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있다는 것,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학칙 제·개정안은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학칙 제·개정안의 효과

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쉼멜(Schimmel, 2003)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위주의 강압적

규범교육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처벌 위주의 강압적인 규범교육은 학생들

의 책임감과 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며, 학생들이 교사를 교

육자가 아니라 감시자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적대감을 갖게 될 수 있게 한

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chimmel, 2003, pp.18-24). 그는 강압적 규범

교육의 대안으로 참여적 규범교육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칙

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소개하였다. 학생들이 교

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회과 수업 시간을 활용하

는 것,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그것을 교칙에 반영하는 것

을 제시하였다. 그의 제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는 참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커윈 등(Curwin, Mendler, & Mendler, 2008)은 벌을 활용하여 두려움을

야기 시키는 순종 모형(Obedience models)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다음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책임 모형(Resposibility models)

을 비교하였다. 순종 모형은 벌과 보상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 효과적

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책임 모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

은 순종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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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칙에 반영되도록 돕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책

임 모형과 유사하다.

이론적 연구를 종합하면, 학생들이 교칙 및 법에 대해 자율적이고 능동

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

로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처벌 위주의 강압적인 규범 준수 교육 또는 순종

교육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의 육성을 저해하는 교육 방법이다.

반면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참여를 통해 교칙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성, 능동성, 책임감을 강조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2) 경험적 연구

교칙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크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칙에 대한 의

견을 설문 조사한 것과 교칙 제·개정에 학생들이 참여한 학교를 질적 연

구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칙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천세영 등(1999)은

학교 규율의 내용 및 학교 규정을 제정하는 절차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

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절반 이상(59.2%)이 학교 규정을 모르고 있었으

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54.3%가 규정이 어떤 절차로 제정되는지 모른다

고 답했다. 정회욱(2000)의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학교의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한다는 질문에 27.3%의 학생들만이 동의하였으며,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5.8%가 동의하였다. 이

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

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학생들

은 교칙을 제·개정하는데 참여하기를 원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윤용규

(2004)는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의견을 학

칙에 반영하는 것과 학칙이 보이는 현실과의 괴리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학생들은 현재의 상황이 교칙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

지만, 자신들이 참여하여 제·개정을 하면 교칙과 현실의 괴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김민선(2006)은 학생들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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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정에 참여하고 싶은 영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자 하는 교칙은 두발 및 복장, 학생의 품행, 질서 유지, 학생자치 활동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주영(2011)은 교칙에 대한 태도를 인지(지식,

필요성 인식), 정서(친밀감, 신뢰도), 행동(행동의사, 효능감)으로 구성하여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칙에 대한 태

도를 조사하였는데 교칙에 대한 태도로 가장 바람직한 Ⅰ유형(인지수준-

높음, 정서적 평가-호감, 행동 의도-적극)이 23.3%로 가장 많았지만, 가장

부정적인 Ⅷ유형(인지수준-낮음, 정서적 평가-비호감, 행동 의도-소극)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21.6%)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교칙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다. 본 연구는 앞서 확인한 선행 연구에서 제기하였던 교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참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

에 학생들의 참여가 교칙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제적으로 분석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교칙 제·개정에 학생들이 참여한 학교를 질적 연구한 것으로는 실험학

교에서 학생들의 도덕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콜버그

(Kohlberg, 1984)의 연구가 있다. 그는 학생들이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권

력감을 느끼는 정도, 기존의 규칙이 공정한 것으로 지각되는 정도가 도덕

성장에 도움이 됨을 밝혔다. 즉,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는 것에 참여

하는 경험이 학생들의 도덕 판단을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천

세영(2000)은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이 시행된 학교를 관찰한 결과, 학생

들이 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김

계리(2004)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용의복장에 관한 교칙을 제·개정한 학교

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교칙에 대

한 태도를 연구하였다. 두 학교 간 교칙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

생들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는 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타인의

감독 없이도 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한희택(2009)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 규칙 실천 활동’과 ‘법적 사고력 향상 활동’의 효과

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활동 모두 학생들의 법의식이 향상되었으

며 특히 학급 규칙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한 결과가 더 큰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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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장경주(2013)는 공동 생활협약7)과 타율규정8)이 공존하는 고등학

교를 질적 연구하였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면담한 결과, 학생들은 타율

규정에 대한 반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

한 자율규정의 신뢰가 타율규정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하였

다. 또한 교칙이 가지는 본래의 교육적 의미가 감시 차원으로 변질되었다

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통해 교칙의 타당성

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법의식 및 교칙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칙에 대한 인지, 정서 및 행동을 교칙태도로 개념화하

였다.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한 효과를 교칙태도의 변

화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더불어 학

생들의 실제적인 교칙 제·개정에의 참여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제

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5. 연구분석틀의 구성

교칙은 학교 구성원들의 질서 있는 생활을 돕기 위한 규범이다. 선행연

구를 검토한 결과, 학생들이 교칙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며 교칙

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천세영(2000)은 교칙의 의미

가 자율적 및 주체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학교구성원

들이 교칙을 제정하는데 참여할 수 없는 이중성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교칙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칙이 가지는 자치규범적

인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학교구성원들이 교칙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실

제적인 참여를 돕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고안하였다. 이 모형

7)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먼저 학생은 학생들끼리, 교사는 교사들끼리, 학부

모는 학부모끼리 자신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정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약속들을 정한다(장경주, 2013, p.13).

8) 8조법금이라는 강제규정으로 3주체 자율협약으로 정하는 규정과 구분된다(장경주,

2013,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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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학생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교칙을 제·개정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토의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학생회의(3학년 사전 토의①-

②, 1·2학년 학급회의, 학생 위원 회의), 교사회의, 학부모 의견 수렴 →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교장의 공포’로 진

행된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적용은 학생들의 교칙태도 개선에 영향

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교칙태도는 사회심리학의 태도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 정서적 영

역에서는 교칙신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행동적 영역에서는 교칙효

능감, 교칙 준수 의지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연구문제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바탕

으로 <그림-5>와 같은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연구 분석틀에 기반한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방법과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그림-5> 연구분석틀의 구조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 시행

교칙태도

교칙태도

개선

인지적 영역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

정서적 영역

교칙신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행동적 영역

교칙효능감

교칙 준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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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

본 논문은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연구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참여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이론과 교칙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주가설 : 교칙 제·개정 참여 모형은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

하위가설 1.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인지적 영역(교칙이해도, 교칙에 대

한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위가설 2.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정서적 영역(교칙신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위가설 3.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행동적 영역(교칙효능감, 교칙 준수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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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비율)

성별

남 181(50.0)

여 149(41.2)

결측 32(8.8)

성적

상위 20%내 67(18.5)

20~40% 67(18.5)

40~60% 103(28.5)

60~80% 64(17.7)

80~100% 30(8.3)

결측 31(8.5)

경제적 형편

매우 풍족 17(4.7)

풍족 79(21.8)

대체로 여유 125(34.5)

보통 86(23.8)

약간 가난 19(5.2)

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 모형을 적용한 학교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S중학교이다. 해당 학교

는 총 32개 학급, 전교생 1,071명으로 구성된 규모가 큰 학교이다.

<표-3>은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 36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빈도에 따라 나타낸 자료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성적, 경제

적 배경, 비행친구, 처벌 경험, 부모의 법 준수 경향을 정리하였다. 아래

응답 사례 가운데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31명

의 설문지는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3> 연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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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가난 0(10)

결측 36(9.9)

비행친구

매우 많다 21(5.8)

몇 명 있다 88(24.3)

거의 없다 99(27.3)

전혀 없다 122(33.7)

결측 32(8.8)

처벌 경험

매우 많다 6(1.7)

약간 있다 24(6.6)

거의 없다 43(11.9)

전혀 없다 256(70.7)

결측 33(9.1)

부모님 법 준수

경향

전혀 준수하시지

않는다
5(1.4)

준수하시지 않는다 12(3.3)

다소 준수하신다 48(13.3)

잘 준수하신다 174(48.1)

매우 잘 준수하신다 90(24.9)

결측 33(9.1)

합계 3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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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처치

집단
O1 X O2

2) 연구절차 및 설계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교칙태도 설문지

는 법의식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박성혁(1992)과

곽한영(2007)이 개발한 설문지를 참고로 법이해도, 법신뢰감, 법효능감에

대한 질문을 교칙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초안을 만든 후

법교육 전문가, 교사, 사회교육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4월 셋째 주에 서울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스터

디를 한 후 응답일관성이 낮거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을

제거한 최종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

며, 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참여 경험 정리가 끝난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선정하였으며, 단일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설계할 때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 참

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특성상 교칙 제·개정 과정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은

교칙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집단으로서의 엄밀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설계를 정리

하면 <표-4>와 같다.

<표-4> 실험 연구의 절차

X :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



- 40 -

3. 연구변인

1) 종속변인

(1) 인지적 영역

교칙태도의 인지적 영역은 ‘교칙이해도’와 ‘교칙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

하였다. ‘교칙이해도’는 수동적인 교칙 인식과 능동적인 교칙 인식으로 구

분하였다. 교칙이해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수동적으로 교칙을 인식하는 것

에 가까우며, 점수가 높을수록 능동적으로 교칙을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

박성혁(1992)의 연구에서 법이해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 중 ‘실제로 변

경 불가능-실제로 변경 가능’, ‘상·벌점을 위한 것-질서 유지를 위한 것’

등과 같이 반대되는 내용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상반되는 내용을 양 극단

에 구성하는 의미차별척도를 활용하여 교칙이해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

을 제작하였다.

교칙에 대한 지식은 교칙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2개의 문항은 교칙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보고식 질문, 4개의 문항은 교칙의 실제 내용을 질문

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전 검사에는 ‘용의복장, 교외생활, 학급 회장

및 부회장 선거, 휴대전화 사용’을 묻는 질문을, 사후 검사에는 ‘교내생활,

용의복장, 학습 태도, 급식실 사용’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문항의 내용을 다르게 한 것은 사전검사로 인한 학습효과를 방지하기 위

한 것이다.

(2) 정서적 영역

교칙태도의 정서적 영역은 ‘교칙신뢰감’과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으로

구성하였다. 교칙신뢰감은 학생들이 교칙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지,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교칙신뢰감의 문항은 곽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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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법신뢰감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법신뢰감을 측정하는 15개의 문항 중 교칙으로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을 선정하여 교칙신뢰감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교칙 제·개정 절차 신뢰감은 교칙이 제·개정되는 절차가 공정한지에 대

한 평가이다.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의 문항 또한 교칙신뢰감과 마찬가지

로 곽한영(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법신뢰감의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

여 5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3) 행동적 영역

교칙태도의 행동적 영역은 ‘교칙효능감’과 ‘교칙준수의지’로 구성하였다.

교칙효능감은 교칙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의 수준을 말한다. 곽한영(2007)이 개발한 법 효능감의

11개의 문항을 교칙효능감으로 재구성하여 5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교칙준수의지는 교칙을 준수하고자하는 행동 의도이다. 교칙이해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의미차별척도를 활용하여 ‘준수-비준수’를 양

극단에 배치하여 교칙준수의지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다. 연구 대상 학

교의 교칙 중에서 학생들이 제·개정에 참여하는 교칙의 영역은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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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영역

생활지도

학생 생활 규정
학생휴대전화 사용

규정
학생회 규정

․교내 생활

․교외 생활

․질서 생활

․교복 및 두발

․신발, 가방,

신발주머니

․실내화, 양말

․교표 및 명찰

․총칙

․휴대전화 소지

․위반 시 처리 기준

및 지도 방법

․개정 절차

․학급회장 및

부회장 선거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영역은 김민선(2006)의 연구 결과9)를

토대로 하여 학생회 부원들에게 학생들이 참여하여 교칙을 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질문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그림-6>

은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과정 및 실시 일정을 정리한 것이며, 세부적

인 진행 내용은 다음 절에 설명하겠다.

9) 김민선(2006)의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규칙 제·개정에 참여를 원하는 항목은 ‘두

발 및 복장, 학생의 품행, 질서 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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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진행 일정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과정 실시 일정

학생

3학년 사전 토의 ①-②
4월 넷째 주

～5월 둘째 주

1· 2 학년 학급회의 5월 21일

학생 위원 회의 5월 21일, 22일

교사 교사회의 5월 10일

학부모 학부모 의견 수렴
5월 20일

～5월 22일

↓

학생, 교사,

학부모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 5월 23일

↓

학교

운영위원회위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장의 공포
6월 3일

↓

학생 참여 경험 정리 6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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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학생 회의

<그림-7> 사전 학생회의 적용

3학년 사전

토의①

(모둠 단위)

3학년 사전

토의②

(학급 단위)

1·2학년

학급회의

학생 위원

회의

- 실선 상자 : 3학년 학생 참여

- 점선 상자 : 1·2학년 또는 학년 구분 없이 참여

<그림-7>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전 학생 회의는 ‘3학년 사전 토의①-②,

1·2학년 학급회의, 학생 위원 회의’의 순으로 4월 넷째 주에서부터 5월 22

일까지 진행하였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토의①을 시행하기 전

에 교칙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3학년 사전 토의①

의 모둠은 해당 학교 교사의 조언을 받아 성적 및 품행이 서로 다른 4-5

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1·2학년 학급회의에서는 3학년 사전 토의①-

②의 결과 수합된 안건을 중심으로 교칙 제·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학생 위원 회의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합하여 정리하

였다. 학생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학교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여 참가 희

망자를 모집하였으며 성적, 품행, 성별 등을 고려하여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 총 8명의 학생들로 학생위원을 조직하였다.

(2) 교사회의 및 학부모 의견 수렴

교사회의에서는 교칙 제·개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교

사들에게 회의 전에 제·개정과 관련된 교칙 자료를 배부하였으며, 회의는

5월 10일 교직원 연수시간에 실시하였다. 교사회의에서 수합된 의견은 교

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교사 위원에게 전달하였다.

학부모 의견 수렴은 학부모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5월 20일 경에 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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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관련된 교칙 자료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

가 있기 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회의 자료를 제작하였다.

(3)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위원들의 의견을 중재

하는 것으로 5월 23일에 실시하였다. 학생 위원 8명, 교사 7명, 학부모 위

원 3명으로 총 18명이 회의에 참여하였다. 회의 자료는 기존 교칙과 제·

개정을 제안하는 교칙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거

를 첨부하였다. 토의는 학생들이 제안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사 및 학부모가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이

루어졌다.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장의 교칙 공포

학교운영위원회는 6월 3일에 열렸으며 회의가 끝난 직후에 교장이 교칙

을 공포하였다. 교장의 교칙 공포 이후 가정통신문 배부,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홍보 UCC 상영, 교칙 제·개정 내용 벽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학

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제·개정된 교칙을 알렸다.

(5) 참여 경험 정리

참여 경험 정리는 교칙이 공포된 후에 진행되었으며, 3학년 학생들은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 및 참여 이후에 본인

과 친구들의 변화 모습을 정리하였다. 더불어 학생들 모두가 교칙 제·개

정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의에서 논의하였던 대표들

의 주장과 근거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주었다. 참여 경험 정리가 마무리 된

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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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인

교칙 및 법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청소년 비행 연구 등을 검토한 결

과 교칙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으로 성별, 성적, 경제적

형편, 비행친구, 처벌 경험, 부모의 법준수 경향 등을 선정하였다.

(1) 성별

성별의 차이가 법의식 및 교칙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연구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이트(Freud, 1927)는 여성

이 남성보다 정의감(sense of justice)이 적으며, 도덕 판단에 있어 애정과

감정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Kurtines & Gewirtz, 1994,

p.131). 한편, 박성혁(1995)의 연구에서는 관습적 규칙에 대한 의식이 형성

되는 과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용린 등(1994)

은 도덕성검사(DIT)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행의 경

향성은 여자보다 남자가 문제행동의 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희택(2009)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규칙 실천 활동과 법적

사고력 향상 활동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급 규칙 실천

활동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법의식 향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교칙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성적

성적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요소로 교

칙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모범생

으로 불리며 교칙 준수 경향이 높다. 우국창(2008)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비행 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밝혔다. 황민영(2009)은 학교 규율의

준수정도와 성적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밝혔다. 송성민(2013)은

보편적 능력으로서의 인지적 역량인 성적이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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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수준에 크게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 추론하여 성적을 연구의 통제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법신뢰감의 향상 정도에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도 성적이 교칙태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경제적 형편

경제적 변인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박성혁(1995)의 연구에서는 가장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관습적 규

칙에 대한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고, 실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곽한영(2007)은 하층 지역의 문

화가 청소년들의 비행성에 영향을 준다는 밀러(W. Miller)의 주장을 바탕

으로 법의식의 측정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였다. 송성민(2013) 또한 학생들의 규칙에 대한 의식 형성 과정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SES)와 관련이 깊다는 홀스타인(Holstein)의 연구를 바

탕으로 경제적 형편을 법의식의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두 연

구 모두 법의식 항목의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형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형성되는 문화

가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가정의 경제적 형

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학생들이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수준을 자기 보고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4) 비행친구

청소년 비행이론에서 비행친구의 수는 비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으로 주목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아이들이 사회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규범과 가치를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가운데 비행을 저지른다고 본

다.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또래집단일 것이

다. 따라서 곽한영(2007)과 송성민(2013)의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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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을 촉진하는 동료효과(peer effect)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제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법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

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집단의 규칙인 교칙에 대한 태도에

청소년들의 동료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5) 처벌 경험

송성민(2013)은 범죄경험에 따라 법지식, 위법행위 중화기제, 공적 행위

참여수준, 비행친구 유무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

를 근거로 처벌 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교칙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교칙 위반으로 과다한 벌점을 받아 처벌에

이른 학생의 경우 처벌 경험이 교칙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의 처벌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에

응답자의 이름을 적게 하고 징계대장을 찾아보는 것은 연구 대상 보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보고식으로 질문하였다.

(6) 부모의 법준수 경향

부모의 법 준수 경향은 이론적 및 경험적 선행 연구에서 법의식 및 규

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준

호(2007)의 연구 결과는 가정의 양육태도가 법의식 발달에 유일한 원인임

을 밝혔다. 그는 서덜랜드(Sutherland)의 우선성(Prior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어려서부터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즉, 초기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 부모

의 법준수 경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김자영(2008)의 연구에서도

법적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님을 통한 간접 경험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법준수 경향이 교칙태도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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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것으로 보이는 변인은 실제 부모의 법 준수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

이 인식하는 부모의 법 준수여부이기 때문에 자기 보고식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4. 조사도구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효과 분석을 위해 질문지를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무성의한 응답을 방지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응답자가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의 문항 순서를 재배

열하였다.

교칙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2개의 자가 평가 문항, 4개의 실제 교

칙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그 중 실제 교칙 지식을 측정

하는 문항의 경우에 학습 효과가 높을 것이라 판단하여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질문하는 교칙의 유형 및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였다.10) 실제 교

칙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의 정답에 해당되는 번호는 자가 평가의 ‘매우

잘 알고 있다’로 간주하여 5로 코딩하고, 오답에 해당되는 번호는 자가 평

가의 ‘전혀 모르고 있다’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여 교칙에 대한 지식의 평

균 점수를 구하였다. 또한 실제 교칙 지식의 평균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교칙이해도에 관한 설문 문항은 ‘의미차별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좋음-나쁨, 능동적-수동적 등의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양극에 놓고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 정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

법이다(한규석, 2009, p.217). 그 밖의 대부분의 척도는 리커르트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결과를 분석할 때 문항의 개수가 영역별로 상이

한 점을 감안하여 각 영역을 5점 만점으로 계산한 평균값으로 비교하였

다.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는 <표-6>, <표-7>과 같다.

10) 사전검사에서는 ‘교외생활, 용의복장, 선거, 휴대전화 사용’을, 사후 검사에서는 ‘교내생

활, 용의복장, 급식실사용, 학습 태도’를 질문하였다. 용의복장의 경우 사전, 사후검사의

질문 문항을 다른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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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사전검사 설문지의 구성 및 신뢰도

변인 분류 문항번호 Cronbach α

종속변인

교칙이해도 1, 3, 4, 5, 6 .780

교칙에

대한

지식

자가

평가
25, 26 .822

실제

평가
27, 28, 29, 30 .256

교칙신뢰감
10, 15, 16*, 19*,

21*, 24
.618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9, 13*, 14, 18, 22 .669

교칙효능감
11*, 12, 17, 20*,

23
.688

교칙준수의지 2, 7, 8 .717

통제변인

성별 31 -

성적 32 -

경제적 형편 33 -

비행친구 34 -

처벌 경험 35 -

부모의 법준수

경향
36 -

 *표시는 반대 질문을 한 경우로 통계분석 시 역코딩 처리함

- : 문항이 하나이므로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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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사후검사 설문지의 구성 및 신뢰도

변인 분류 문항번호 Cronbach α

종속변인

교칙이해도 1, 2, 4, 5, 6 .833

교칙에

대한

지식

자가

평가
25, 26 .822

실제

평가
27, 28, 29, 30 .532

교칙신뢰감
9, 11*, 16*, 17, 18,

20*
.646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10, 12*, 15, 19, 23 .746

교칙효능감
13, 14, 21*, 22*,

24
.753

교칙준수의지 3, 7, 8 .747

*표시는 반대 질문을 한 경우로 통계분석 시 역코딩 처리함  

설문지에 포함된 척도 중에서 교칙에 대한 실제 지식을 질문한 문항의

Cronbach α 값이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인정하는 수준보다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교칙에 대한 실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서로 상이한 영

역의 교칙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문항에서

교내생활을 질문하였다면, 다른 문항에서는 용의복장에 대해 질문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특성상 Cronbach α 값이 낮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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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처리를 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모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대응표본 t-test로 확인하였다.

둘째, 통제변인이 종속변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참여 경험 정리’의 단계에서 학생

들이 제출한 자료와 교칙 제·개정 전-후 내용을 분석결과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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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1. 교칙태도의 변화

1) 인지적 영역의 변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인지적 영역의 평

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8>과 같다.

<표-8> 인지적 영역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비교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 t
유의

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인지적

교칙이해도
2.8995

(0.90596)

3.4787

(0.83061)
0.5792 10.498 .000***

교칙에

대한 지식

2.7332

(0.74071)

3.5049

(.89375)
0.7717 13.431 .000***

(*:p<.05, **:p<.01, ***:p<.001)

교칙 제·개정에의 참여를 전후로 하여 교칙태도의 인지적 영역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영역의 모든 요소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의 평균 차는 각 변

인의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의 차를 말한다. 각 변인의 평균

차를 확인해보면, 교칙이해도 변인이 0.5792점(p=.000), 교칙에 대한 지식

변인이 0.7717점(p=.000) 높아졌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하위가설1(참여 모형

은 교칙태도의 인지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은 채택되었다.

교칙이해도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교칙을 개정하

는데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칙을 개정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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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교칙이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

능한 것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표-9>에 제시한 자료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결과의 일부분을 정

리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을 장려하고 있지만 <표-9>에

제시된 기존 교칙에 따르면 ‘좌측통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한 교칙을 제·개정한 학교는 정수기에서 아리수 음수대로 교체를 했기 때

문에 컵을 사용하지 않아도 물을 마실 수 있다. 하지만 <표-9>에 제시된

기존 교칙에 따르면 ‘개인용 컵을 이용’하여 물을 마시도록 명시되어 있

다. 학생들은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교칙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

하였고 그 의견이 교칙에 반영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교칙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 교칙이해도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에 따르면, ‘처음에

는 교칙을 선생님들이 정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교칙 제·개정에 참여해

보면서 ‘재미있고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으며, ‘어떤 것이 학생다

운 것인지’, ‘모두가 지킬 수 있고 생활하기에 편한’, ‘세대에 맞게 바뀌었

으면’과 같이 교칙을 일상생활에 비추어 판단해보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9> 교칙 제·개정 결과표①

기존 교칙 학생 의견 및 근거 제·개정 결과

3. 보행할 때는 다음과 같다.

① 복도에서는 좌측통

행을 하고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걷는다.

① 복도에서는 우측통

행을 하고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걷는다.

학생 의견 반영(변경)

6. 정수기 사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용 컵(각자 준

비)을 이용하여 필요한

양만 받아 마신다.

삭제 학생 의견 반영(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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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칙이해도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 

*앞으로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도 후배들이 잘 이끌어주길 바라고 

세대에 맞게 그때그때 규칙이 바뀌었으면 한다.       (3학년 김**)

*솔직히 처음에는 교칙을 선생님들이 정하는 것인 줄 알고 ‘저걸 내

가 왜?!’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다보니 교

칙을 정하는 활동이 재미있고, 좋은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학년 김**)

*막상 교칙을 우리의 손으로 개정할 생각을 하자 앞이 까맣고 너무 

막막하였다. “과연 우리가 모두를 만족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까?” 혹은 “이 규칙은 과연 모두가 지킬 수 있고, 생활하기에 편할

까?”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_@

                                                   (3학년 도**)

*교칙을 삭제하고 고치다보니 우리가 어떤 교칙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학생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3학년 조**)

인지적 영역을 구성하는 변인 중 하나인 교칙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교칙에 대한 지식의 평균 차는 교칙태도를 구성하는

변인 중 가장 높았다. 교칙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점은 학생

들이 교칙 내용을 보다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칙 중에서

상·벌점과 관련된 내용만 알고 있거나 그 조차 모르고 있던 학생들이 교

칙 제·개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의 교칙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학생들이 교칙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정도와 실제 교칙 내용

을 알고 있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를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해 교칙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자가 평가할 수 있는 문항과 실제 교칙의 내용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가 평가의 평균 점수와 실제 교칙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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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표-10>이다.

<표-10> 교칙에 대한 지식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비교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 t
유의

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교칙에

대한

지식

자가 평가
2.7953

(0.68765)

3.1625

(0.67779)
0.3672 8.577 .000***

실제 교칙

지식 평가

2.7022

(1.07060)

3.6771

(1.26360)
0.9749 11.802 .000***

(*:p<.05, **:p<.01, ***:p<.001)

<표-10>의 평균 차는 각 문항의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의

차를 말한다. 각 문항의 평균 차를 확인해보면, 자가 평가 문항이 0.3672

점(p=.000), 실제 교칙 지식 평가 문항이 0.9749점(p=.000)이었다. 교칙 제·

개정에 학생들이 참여한 결과, 자가 평가의 평균 점수보다 실제 교칙 지

식 평가의 평균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가 평

가와 실제 교칙 지식 평가의 평균 점수를 각각 사전, 사후검사로 각각 비

교해보면, 자가 평가의 평균 점수보다 실제 교칙 지식 평가의 평균 점수

가 낮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칙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정도

보다 실제로는 교칙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교칙 지식을 평가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사

전 검사의 평균 점수는 ‘휴대전화 사용(3.22점)’, ‘학급회장 및 부회장 선거

(3.13점)’, ‘용의 복장(2.90점)’, ‘교외생활(1.56점)’의 순으로 높았다. 학생들

의 교내 생활과 연관이 깊은 ‘휴대전화, 선거, 용의복장’의 평균 점수는 2

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이었지만, ‘교외생활’의 평균 점수는 1점대 중반

으로 상당히 낮았다. 반면, 사후 검사는 ‘교내 생활(3.86점)’, ‘급식실사용

(3.79점)’, ‘용의복장(3.66점)’, ‘학습 태도(3.47점)’의 순으로 높았다. 학생들

이 교칙 제·개정에 참여한 후 측정한 교칙 지식의 평균 점수는 각 영역에

서 모두 3점 중후반대의 점수를 보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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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비교한 결과,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에 참여하여 여러 영역의 교칙

내용을 고르게 알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칙에 대한 지식 관

련 학생들의 소감문’에 따르면, ‘신입생 때 받았던 교칙 안내 책자를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꺼내보았다’는 의견에서 학생들이 교칙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에서 ‘교칙

이 용의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외 생활 뭐 그런 교칙들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일부 영역의 교칙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로써 앞서 확인한 통계 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2. 교칙에 대한 지식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 

*그동안 1학년 신입생 때 받은 학생 규칙 책자를 받고서 3년간 보

지도 않은 채 내버려뒀었는데 이번 교칙 제·개정 활동을 통해 처음

으로 꺼내보게 되었다. 그간 학생 규칙이라고는 두발이나 용의복장

에 대한 것들 일부분만 대강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칙들이 용의

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학년 조**)

*교칙 제·개정 참여를 하고나서 우리학교의 교칙에 대해 더 자세하

게 알게 된 것 같다. 솔직히 그 전에는 어떤 행동이 교칙에 어긋나

고 어떤 행동이 올바른 건지도 몰랐고 교외생활 뭐 그런 교칙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3학년 소**)

2) 정서적 영역의 변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정서적 영역의 평

균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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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정서적 영역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비교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 t
유의

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정서적

교칙신뢰감
3.0956

(0.59421)

3.3995

(0.58088)
0.3039 8.563 .000***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3.0432

(0.70158)

3.5555

(0.66534)
0.5123 11.329 .000***

(*:p<.05, **:p<.01, ***:p<.001)

교칙 제·개정에의 참여를 전후로 하여 교칙태도의 정서적 영역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영역의 모든 요소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의 평균 차는 각

변인의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의 차를 말한다. 각 변인의 평균

차를 확인해보면, 교칙신뢰감 변인이 0.3039점(p=.000), 교칙 제정 절차 신

뢰감 변인이 0.5123점(p=.000)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하위가설2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정서적 영역(교칙신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채택 되었다.

교칙신뢰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은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지나

치게 강압적인 교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

생들이 준수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교칙은 현재 상황에 적절한 내용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다수가 특정 교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교사들 또한 지도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면서 교칙에 대한 신뢰

감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교칙신뢰감의 평균 점수의 향

상 정도는 교칙태도의 변인 중 두 번째로 낮았다.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

으로 많은 교칙들이 제·개정되었지만,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치마

길이 완화와 실내화로 슬리퍼 허용이 교칙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칙신뢰감의 평균 점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칙신뢰감 평균 점수가 다소 상승한 원인은 ‘#3. 교칙신뢰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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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학생들의 소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규칙, 솔직히 말도 안 되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기존의 교칙

을 평가하였다. <표-12>에 제시되어 있는 기존 교칙을 참고하면 ‘외출 시

에 항상 학생증을 소지한다, 극장출입, PC방 출입 금지’와 같이 현재 학생

들의 생활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학생

들이 교칙 제·개정에 참여한 후에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교칙이 존재한

다면, 학생들의 교칙신뢰감의 점수가 도리어 낮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

와 같은 교칙을 학생들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개정해봄으로써, 교

칙신뢰감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교칙신뢰감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

*이번에 새롭게 규칙을 만들면서 몰랐던 학교 규칙들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규칙들이 두루 보였다. 

                                                   (3학년 추**)

*  우리들이 바랬던 점이 규칙에 포함되어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내화는 여름에 땀이 많이 차서 별로여서 슬

리퍼로 신으면 통풍이 잘 되서 그것을 바랬지만 반영이 안 돼서 아

쉬웠다.  

                                                   (3학년 심**)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교규칙이 잔뜩 적힌 책을 보며 한껏 

쫄아 있었다... 가방도 검정, 실내화주머니도 검정, 양말은 회색에 

흰색이어야 된다고 써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시키는 것이니 진짜로 해야 되나? 하는 생

각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와보니 알록달록 하고.. 지켜지는 

교칙은 몇 개 없었다. 나처럼 초반에 엄청 긴장하고 있던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을 보며 점점 풀어지고 나도 결국 알록달록 해지게 되

었다.

                                                   (3학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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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교칙 제·개정 결과표②

기존 교칙 학생 의견 및 근거 제·개정 결과

2. 생활예절은 다음과 같다.

④ 동급생끼리 서로

만나면 “안녕”하며 인

사한다.

삭제
학생 의견

반영(삭제)

제8조 (교외생활) 교외생활은 다음과 같다.

1. 외출할 때에는 항상

학생증을 소지한다.

1. 외출할 시에는 필요

할 때만 학생증을 소

지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잘 보관해둔다.

학생 의견 반영(변경)

2. 극장출입은 지도교

사가 인솔하거나 보호

자를 동반한 경우 외

에는 금한다.(성인영화

금지)

3. 전자오락실, 노래방,

만화 가게, PC방 등의

출입을 금한다.

2. 오후 10시 이후의

극장출입은 지도교사

가 인솔하거나 보호자

를 동반한 경우 외에

는 금한다.

(성인영화 금지)

3. 오후 10시 이후에

는 전자오락실, 노래

방, 만화 가게, PC방

등의 출입을 금한다.

학생 의견 반영(변경)

4. 야간 외출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가족

동반이어야 한다.

삭제

4. 오후 10시 이후에

야간 외출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보호

자의 허락 하에 외출

할 수 있다.

7.교과 준비물은 집에

서 준비해 오며, 등교

시 학교 주변에서 물

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삭제 학생 의견 반영(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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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영역을 구성하는 변인 중 하나인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을 측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

은 학생들이 이전의 교칙 제·개정 절차 보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

형이 공정하다고 느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학생 참여 교칙 제·

개정 모형을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였다고 평가한 것

이다. ‘#4.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에 따르면, 학생

들은 학생 대표만이 아닌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에 따른 근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공부를 못하던 아이

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누구 한 명도 불공평하지 않고 모

두의 의견을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압적인 의견이 아닌 학생

대표만의 의견이 아닌 우리의 의견도 반영되고’라는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칙 제·개정 과정이 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의 ‘협

의’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에 의의를 부여하는 학생도 있었다. 더 나아

가 교칙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근거가 필요함과 개정하는 과정

이 복잡함을 생각해보게 된 학생도 있었다.

#4.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

*일단 재미있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공부를 못하던 아이든 자

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랑 

말도 해보고 조금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3학년 김**)

*누구 한 명도 불공평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내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만족하는 규칙을 만든 것 같다. 

                                                   (3학년 이**)

*이번 교칙 제·개정 활동에 참여하면서 꼭 선생님의 강압적인 의견

이 아닌 학생대표만의 의견이 아닌 우리의 의견도 반영되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니 기분이 좋았다. 

                                                   (3학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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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으로 무조건 우리(학생)가 원하는 대로 교칙이 제정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분들과 학부모님과의 협의를 통해 제정된 교칙이

어서..

                                                   (3학년 정**)

*예전에는 교칙을 빨리 빨리 바꿔주지 않는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

지 않았는데 교칙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교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3학년 윤**)

3) 행동적 영역의 변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행동적 영역의 평

균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표-13> 행동적 영역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비교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 t
유의

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행동적

교칙효능감
2.8050

(0.74558)

3.3390

(0.72775)
0.5340 11.280 .000***

교칙 준수

의지

3.1176

(0.84982)

3.3139

(0.80594)
0.1963 4.363 .000***

(*:p<.05, **:p<.01, ***:p<.001)

교칙 제·개정에의 참여를 전후로 하여 교칙태도의 행동적 영역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행동적 영역의 모든 요소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의 평균 차는 각

변인의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의 차를 말한다. 각 변인의 평균

차를 확인해보면, 교칙효능감 변인이 0.5340점(p=.000), 교칙 준수 의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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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0.1963점(p=.000)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하위가설3(참여 모

형은 교칙태도의 행동적 영역(교칙효능감, 교칙 준수 의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은 채택되었다.

교칙효능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점은 교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스스

로 참여할 수 있다는 신념 수준이 높아진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칙과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칙효능감이 높

아진 것으로 추측한다. ‘#6. 교칙효능감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에 따르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진지한 태도로 임할까, 선생님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줄

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활동 이후에는 그러한 걱정이 사라졌다고 하였

다. ‘잘못된 규칙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학교 내

의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다’, ‘뿌듯했고 이 학교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6. 교칙효능감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

*처음 우리가 교칙을 개정하는 데에 참여한다고 할 때, 난 반신반의 

하였다. 왜냐하면 과연 아이들이 장난 식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

각도 들고, 진지하게 썼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진실성 있게 받아들이

시고 교칙을 개정해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사라졌다. 아이들도 진지한 태도로 교

칙 개정에 임하였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우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셨다. 또 잘못된 규칙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 바뀔 수 있

다는 것을 깨달았다. 

                                                   (3학년 김**)

* 친구들의 모두 의견을 종합하여 제·개정까지 가서 회의(교칙 제·개

정 위원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뿌듯함이었다. 내 손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고 변경되고 수정되었다는게 뿌듯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정

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3학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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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들을 내가 참여해서 바뀌는 것을 보니 학생들이 자랑스럽기

도 하고 …

 

*우리가 내세운 교칙의견이 반영된 걸 보니 뿌듯했다. 혹시라도 다음

번에도 학교 내의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

다.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3학년 김**)

행동적 영역을 구성하는 변인 중 하나인 교칙 준수 의지를 측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교칙 준수 의지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은 학생들이 교

칙을 보다 잘 지키려는 의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교칙을 제·개정하는

토의에 학생들이 참여한 것이 교칙에 대한 의미부여를 도왔으며, 그에 따

른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준수 의지가 높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교칙

준수 의지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지만, 교칙태도

를 구성하는 변인들 중 평균 점수 향상 폭은 가장 낮았다. 하지만 ‘#5. 교

칙 준수 의지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에 따르면, ‘우리가 직접 바꾼 것이니

스스로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교칙

을 생각하고 지켜야겠다’와 같이 대부분의 의견이 교칙 준수에 관한 내용

이었다. 단순히 제·개정된 ‘교칙 준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개정

된 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 급

식실에서 학생들의 새치기 문제가 심각하여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하지

말자’는 규칙이 제정되었다. 한 학생은 이러한 규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

안을 찾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학

생은 ‘우리가 교칙을 정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활동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났다. …교칙을 생각하고 지켜야겠다’라는 의견을 적었다. 이처럼 일부 학

생들의 소감문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교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에 적용해보는 사고의 과정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학생들의 경험에 기반

하여 교칙을 제·개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콜

브(Kolb)의 경험에 의한 학습 순환’이 효과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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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칙 준수 의지 관련 학생들의 소감문

*우리가 스스로 교칙을 삭제하고 바꾸는 활동을 하고나서 앞으로 교

칙을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바

꾼 것이니 스스로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학년 소**)

 

*우리가 교칙을 정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활동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났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교칙을 생각하고 지켜야겠다. 

                                                    (3학년 최**)

*이런 교칙 제·개정도 필요하지만, 바뀐 교칙에 대한 실천방안 또한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급식실에서는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교칙에 <급식실 줄에 일직선으로 펜스를 친다>라

는 실천방안이 나왔다면 …(중략)…이런 식으로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가 낸 아이디어를 학교에서 실행해주고 학생들도 실천하

면 좋을 것 같다.

                                                    (3학년 신**)

2. 통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종속변인인 교칙태도 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인과 종속변인 간

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교칙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며,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 절차를 정교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종속변인인 교칙태도는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 교칙

신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교칙준수 의지, 교칙효능감’의 향상 값을

사용하였다. 그 중 범주형 변인인 ‘성별’은 더미변인(1=여자, 0=남자)으로

처리하였다. 통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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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와 같다.

<표-14> 통제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별 성적
경제적

형편

비행

친구요소

처벌

경험

부모의

법준수

경향

교칙

이해도

.075

(.178)

-.097

(.080)

-.063

(.257)

-.015

(.782)

-.014

(.802)

-.056

(.318)

교칙

지식

.051

(.365)

-.129*

(.021)

-.079

(.163)

.008

(.885)

.082

(.145)

.187**

(.001)

교칙

신뢰감

.217***

(.000)

-.131*

(.019)

.002

(.976)

.091

(.101)

.090

(.107)

.037

(.512)

제정

절차

신뢰감

.141*

(.011)

-.165**

(.003)

.035

(.531)

.079

(.155)

.088

(.115)

-.015

(.789)

준수

의지

.073

(.193)

-.135*

(.015)

-.052

(.353)

-.047

(.399)

-.016

(.770)

-.041

(.458)

교칙

효능감

.095

(.089)

-.201***

(.000)

-.108

(.055)

.081

(.148)

.128*

(.022)

.046

(.413)

(*:p<.05, **:p<.01, ***:p<.001) (괄호 안은 유의수준)

대부분의 통제변인은 교칙태도 변인의 향상 값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별과 교칙신뢰감, 성적과 교칙효능감은 유의하

지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학생일수록 교칙신뢰감이 향상되는 경향

을 보였는데(r=.217, p<.001), 이는 학급 규칙 실천 활동의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법의식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는 한희택(2009)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것이다. 성적이 높을수록 교칙효능감 향상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

기도 하였다(r=.-201, p<.001). 이것은 성적이 높을수록 비행 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우국창(2008)의 연구와 학교 규율 준수도와 성적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황민영(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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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및 논의

교칙은 학교 구성원들의 질서 있는 생활을 돕기 위한 규범이다. 학생들

은 교칙을 인지하고, 이 교칙이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적합한

교칙인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은 상·벌점과 관련된 교칙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교칙이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교

칙에 대해 잘 알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 교사, 학부모의 강압과 제지

로 인해 수동적으로 교칙을 준수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칙

태도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 함양을 위해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구상하였으며 그것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효과 검증을 위해 교칙태도는 사회심리학의 태도 개념을 바탕으로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법의식 및 교칙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인지적 영역에서는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

정서적 영역에서는 교칙신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행동적 영역에서

는 교칙효능감, 교칙 준수의지의 여섯 가지 요인을 교칙태도의 하위 변인

으로 선정하였다.

본 모형의 진행은 ‘사전 회의(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 교칙 제·

개정 위원회 회의→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교장의 교칙 공포→ 참여

경험 정리’로 진행되었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모든 학생들이

교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

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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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설 : 교칙 제·개정 참여 모형은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

하위가설 1.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인지적 영역(교칙이해도, 교칙에 대

한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위가설 2.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정서적 영역(교칙신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위가설 3. 참여 모형은 교칙태도의 행동적 영역(교칙효능감, 교칙 준수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은 서울 강북에 위치한 S중학교에서 약 두 달 간

실시되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36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모형 적용 전의 사전 검사, 적용 후의 사후 검사로 교칙태도를 측정하였

다.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부

가적으로 통제변인들이 교칙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른 통계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과 제·개정된 교칙을 결과 해석에 활용하였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적용 전과 후에 학생들의 교칙태도를

분석한 결과, 교칙태도의 모든 변인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승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가설 및 하위가설은 채택되었다.

교칙태도의 인지적 영역인 교칙이해도와 교칙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칙이해도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은 학생들

이 교칙을 상과 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와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인지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학교의 사정

에 따라 교칙을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교칙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 향상 정도는 교칙태도를 구성하는 변인들 중 가장

높았다.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면서 교칙을 읽어보게 되었고 어려운

용어 및 모호한 부분을 개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교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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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칙의 용어가

개선되며 그 내용이 명확해진다는 쉼멜(Schimmel, 2003)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것이다. 또한 교칙에 대한 지식의 문항을 구성하는 자가 평가와 실제

교칙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사전·사후검사 모두

실제 교칙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가 자가 평가의 점수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에 대해 알고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보

다 실제 교칙의 내용을 모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칙태도의 정서적 영역인 교칙신뢰감과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의 변화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칙신뢰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을

통해 학생들이 교칙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칙이 가지는 공정성이 높아졌음을 뜻한

다. 하지만 교칙신뢰감은 교칙태도를 구성하는 변인 중에서 교칙 준수 의

지 다음으로 평균 점수의 향상 정도가 낮았다.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과

정에서 가장 관심을 보였던 치마 길이를 완화하는 것과 실내화로 슬리퍼

를 허용하는 것이 교칙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칙 중에서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개정 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일부 교칙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교칙신뢰감의 점수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윤용규(2004)는 교칙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학칙의 현실 괴리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의견을 교칙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

진 학교규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과 동떨어진 교칙을 현실과 적합하

게 개정하여 교칙신뢰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 교칙 제정 절차 신뢰

감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은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이전에 교칙을 제·개정하는 절차보다 공정하다고 평

가한 것을 나타낸다. 페팃(Pettit, 1997)은 준법에 관한 연구에서 법이 만

들어지는 절차가 공정한지의 여부가 준법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인용하

였다(Pettit, 1997, p.246). 선행 연구에서 법을 제정하는 절차의 공정성이

법을 준수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인 교

칙 제정 절차 신뢰감이 향상된 것은 교칙 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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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예상할 수 있다.

교칙태도의 행동적 영역인 교칙 준수 의지와 교칙효능감의 변화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칙 준수 의지의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은 학생

들이 교칙을 보다 잘 지키려는 의지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칙을 제·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칙에 정당성

을 부여하여 자기 규제력이 상승한다고 보았던 쉼멜(Schimmel, 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교칙효능감이 향상된 것은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는 신념 수준이 높아진 것을 말한다. 학생

들의 의견이 실제적으로 교칙에 반영됨으로써 교칙효능감이 향상된 것으

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교칙태도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모형은 송성민

(2013)이 제안한 형성적 법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커윈 등(Curwin et al, 2008)이 개발한 학생들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책

임 모형에 가깝다.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적용한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교칙 제·개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칙태도는 인지적, 정서

적, 행동적 영역이 모두 유의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태도를 갖추는 것은 규칙과 법을 중요시하는 민

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세이다. 쉼멜(Schimmel, 2003) 또한 학생들이 교

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성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보

았다.

둘째,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공적인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여 제도는 그 한계점으로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모형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의를

하고, 교칙 개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한 결과

가 실제적으로 교칙에 반영되었다. 본 모형의 절차를 활용하여 모든 학생

들이 실제적인 참여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 69 -

2. 제언

본 연구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이 교칙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교칙이 가지는 자치규범적인 의미에 주목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칙을 제·개정하는 토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의 효과를 검

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능

동적인 교칙태도 함양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 현장 실천적인 측면을 제시

하겠다.

정책적인 측면으로 첫째,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비롯한 여러

자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참여로 구성되는 자치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돕고 배움으로 이를 수 있도록 진행되

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은 학기 중에도 수시로 변경되고 개정

되는 교육 정책으로 각종 사업이 신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학생 참여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중등학교의 사회과 교육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규범 및

교칙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 중에 규범에 대한 학습을 한다. 발달단계에 따라 사고의

깊이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교

칙에 대한 토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실천적인 측면으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3학년

사전 토의①-②’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교칙 제·개정 과정에 능동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었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과 근거를 조직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1·2학년 학급회의’를 담당하는 교사

는 1·2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교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칙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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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교사가 모형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수 있도록 홍보 및 연수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므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될 필

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모형과 절차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따라서 학교급 또는 연령에 따라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의

절차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하트(Hart, 1997)는 학생 참여의 수준이

학생들의 역량에 바탕을 두고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중-

고등학교에 따라 학생 참여 정도와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지역,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교칙 제·개정

모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연구 일정상 교칙 제·개정 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참여 경험 정리’

에서 실제 개정된 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하지 못하였다. 교칙 제·개정에

참여한 소감을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개정된 교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

을 토의하고 이것을 학생회에서 실천하였다면, 학교 전체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칙 문화 형성에 더욱 기여하였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은 교칙에 대해

교사가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토의를 중재하는 역할만 했다. 콜버그

(Kohlberg)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정의공동체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토

론 촉진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교사가 토의 집단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

는 특정한 가치입장을 옹호함으로써 교칙 및 규범에 대한 의사결정을 유

도한다. 또한 교사는 비판받을 수 있는 입장을 제시하고 학생들도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다수에 의해 지지된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Kurtines & Gewirtz, 1995, p.55). 따라서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절

차를 안내하는 교사의 역할을 다양하게 상정한 후, 그에 따른 교칙태도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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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은(을)

1. 처벌이 목적 ① ② ③ ④ ⑤ 생활을 돕는 목적

2. 지키지 않아도 됨 ① ② ③ ④ ⑤ 반드시 지켜야 함

3.
실제로 변경 

불가능
① ② ③ ④ ⑤

실제로 변경 

가능

4.
 상·벌점을 

위한 것
① ② ③ ④ ⑤

질서 유지를 

위한 것

5. 강요해서 지킴 ① ② ③ ④ ⑤ 스스로 지킴

6. 우리를 구속 ① ② ③ ④ ⑤ 우리를 보호

친구가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7.
나도 지키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킴

선생님께서 보지 않는 곳에서 학교 규칙을 

8. 지키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지킴

부 록 1. 사전, 사후 검사용 설문지

사 전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학생 참여 교칙 제․ 개정 모형이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설문지는 여러분의 교칙태도와 신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됩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설

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전진현 jhtc0324@gmail.com

■ 현재 우리 학교 규칙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글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

운 쪽에 ✓ 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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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학교 규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를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우리 학교의 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는 

좋은 규칙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10. 우리 학교 규칙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다.
11. 우리 학교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사

람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다. 
12. 내가 건의한 학교 규칙에 부모님과 

선생님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13. 우리 학교의 규칙 변경 절차는 선생

님과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다. 
14. 우리 학교의 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된다.
15. 우리 학교 규칙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져 있다.
16. 우리 학교의 규칙을 늘 지키며 생활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17. 우리 학교의 잘못된 규칙은 내가 노

력하면 바꿀 수 있다.  
18. 우리 학교의 규칙을 변경할 때는 선

생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

된다.  
19. 우리 학교 규칙은 성적이 우수한 학

생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20. 우리 학교 규칙은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
21. 우리 학교 규칙대로 생활을 하면 손

해를 본다. 
22. 우리 학교의 규칙 변경 절차는 합리

적이다.
23. 나는 우리 학교의 불공정한 규칙이 

있다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다.

24. 우리 학교의 규칙은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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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는 학교 규칙에 대해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③ 약간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6. 나는 학교 규칙을 친구에게 

① 전혀 설명할 수 없다         ② 거의 설명할 수 없다       ③ 약간 설명할 수 있다  

④ 잘 설명할 수 있다           ⑤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다

27. 학교 규칙 중 용의복장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하나만 골라 주세요

① 동복을 입을 때 마이를 꼭 입고 그 위에 점퍼를 입는다.  

② 등산용 가방은 책가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끈만 뺀 운동화를 실내화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가방에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없다. 

28. 학교 규칙 중 교외생활과 관련하여 옳은 것을 하나만 골라 주세요

① 등교할 때 학교 주변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② 전자오락실 및 만화 가게는 학생들의 출입이 가능하다. 

③ 야간에는 자유롭게 외출한다.  

④ 성인 영화가 아니면 극장에 갈 수 있다. 

29. 학교 규칙 중 학급회장 및 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하나만 골라 주세요

① 1학기에 회장을 했으면 2학기에도 할 수 있다.

②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최다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③ 재작년에 푸른 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출마할 수 없다.

④ 선거일 2일 전 학급 종례 시간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

30. 학교 규칙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하나만 골라 주세요 

① 수업시간 중에 소지하고 있는 것을 허용한다.

② 1회 적발 시 휴대폰을 1주간 압수당한다.

③ 2회 적발 시 휴대폰을 2주간 압수당한다. 

④ 4회 이상 적발 시 징계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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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      )학년  (      ) 반  (          ) 번

■다음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되는 번호에 ✓ 표 하거나, 적당한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31. 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2. 나는 공부를(32명 기준 반 등수) :  

① 매우 잘 하는 편이다(1-6등)  

② 잘 하는 편이다(7등-12등) 

③ 보통으로 하는 편이다(13-18등)  

④ 잘 못하는 편이다(19-25등) 

⑤ 매우 못하는 편이다(26등-32등) 

33.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정의 경제 형편은 :

① 매우 풍족한 편이다

② 풍족하며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③ 풍족하지는 않지만 돈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

④ 기본생활은 하지만 부모님이 돈 걱정을 가끔 하신다

⑤ 가끔 기본생활을 하기 어려워 부모님이 돈 걱정을 많이 하신다

⑥ 기본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다 

34. 나와 가까운 친구 중에 흡연, 음주, 갈취, 폭행 등을 하는 친구는 : 

① 매우 많다 ② 몇 명 있다 ③ 거의 없다 ④ 전혀 없다 

35. 나는 학교에서 징계(벌점 과다로 인한 처벌 이상)를 받은 적이 :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거의 없다  ④ 전혀 없다 

36. 부모님께서는 법을 :

① 전혀 준수하시지 않는다      ② 준수하시지 않는다       ③ 가끔 준수하신다

④ 잘 준수하신다              ⑤ 매우 잘 준수하신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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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은(을)

1.
실제로 변경 

불가능
① ② ③ ④ ⑤

실제로 변경 

가능

2. 처벌이 목적 ① ② ③ ④ ⑤ 생활을 돕는 목적

3. 지키지 않아도 됨 ① ② ③ ④ ⑤ 반드시 지켜야 함

4. 강요해서 지킴 ① ② ③ ④ ⑤ 스스로 지킴

5.
 상·벌점을 

위한 것
① ② ③ ④ ⑤

질서 유지를 

위한 것

6. 우리를 구속 ① ② ③ ④ ⑤ 우리를 보호

선생님께서 보지 않는 곳에서 학교 규칙을 

7. 지키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지킴

친구가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8.
나도 지키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킴

사 후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학생 참여 교칙 제․ 개정 모형이 학생들의 교칙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설문지는 여러분의 교칙태도와 신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됩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설

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전진현 jhtc0324@gmail.com

■ 현재 우리 학교 규칙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내용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

까운 쪽에 ✓ 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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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학교 규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우리 학교 규칙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다.
10. 우리 학교의 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된다. 
11. 우리 학교의 규칙을 늘 지키며 생활하

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12. 우리 학교의 규칙 변경 절차는 선생님

과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다. 
13. 우리 학교의 잘못된 규칙은 내가 노력

하면 바꿀 수 있다.  
14. 내가 건의한 학교 규칙에 부모님과 선

생님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15. 우리 학교의 규칙 변경 절차는 합리적이

다.
16. 우리 학교 규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

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17. 우리 학교의 규칙은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18. 우리 학교 규칙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져 있다.
19. 우리 학교의 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는 

좋은 규칙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20. 우리 학교 규칙대로 생활을 하면 손해

를 본다. 
21. 우리 학교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사

람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다.
22. 우리 학교 규칙은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
23. 우리 학교의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선

생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

된다.
24. 우리 학교의 불공정한 규칙이 있다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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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     )학년  (      ) 반  (          ) 번

25. 나는 학교 규칙에 대해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③ 약간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6. 나는 학교 규칙을 친구에게 

① 전혀 설명할 수 없다         ② 거의 설명할 수 없다       ③ 약간 설명할 수 있다  

④ 잘 설명할 수 있다           ⑤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다

27. 우리 학교 규칙 중 교내 생활과 관련하여 옳은 것을 하나만 골라 주세요 

① 복도에서 좌측통행을 한다. 

② 책상 및 사물함에 올라가도 된다.

③ 교실 및 복도에서는 정숙해야한다.

④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면 “안녕”하며 인사한다. 

28. 우리 학교 규칙 중 용의복장과 관련하여 옳은 것을 하나만 골라 주세요 

① 여름에는 실내화로 슬리퍼를 신을 수 있다. 

② 무늬가 없는 흰색 양말을 신어야 한다. 

③ 비닐계통의 신발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한다. 

④ 특별한 학교 행사 외에는 체육복 차림으로 등교하지 않는다. 

29. 우리 학교 규칙 중 학습 태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하나만 골라 주세요

① 다른 과목의 숙제를 하지 않는다.  

② 종이 울리면 먹던 것을 치우고 수업 준비를 한다. 

③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입고 교실 수업에 참여한다. 

④ 수업시간에 세 번째 지적받은 학생은 WEE 클래스로 격리시킨다. 

30. 우리 학교 규칙 중 급식실 사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하나만 골라 주세요 

①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 

② 급식실에 온 순서대로 식탁 안쪽부터 앉는다. 

③ 숟가락, 젓가락 등 급식도구를 훼손하지 않는다. 

④ 깨끗한 급식실을 위해 체육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는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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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3학년 사전 토의①-② 및 참여 경험 정리 활동지

교칙을 생각하다 (개인)

■ 생각해보고, 발표해요!

윤선 : 도형아, 너 생각엔 법이나 규칙이 왜 존재하는 거 같아?   

도형 : (                                        ) 때문에 존재하는 거 같아.

     법, 규칙은 사회 규범으로 구성원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지.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잖아. 

     사회마다 규칙이나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성진 : 응 그렇구나, 그럼 좋은 교칙의 기준은 뭘까? 

다은 : 나는 (                       )이어야지  좋은 교칙이라 생각해.

■학생 참여 교칙 제·개정 절차 

사전 학생회의

⇒

교칙 제·개정

위원회 

회의

⇒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

교장의 

교칙 

공포

⇒
참여 경험 

정리
교사회의

학부모 의견 수렴   

<사전 학생

회의 절차> 

3학년 사전 

토의①

(모둠 단위)

⇒

3학년 사전 

토의②

(학급 단위)

⇒
1, 2학년 

학급회의
⇒ 학생 위원 회의

■ 우리 모둠이 맡은 교칙에 동그라미 

1. 학생생활 규정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7조 교내생활 1. 실내생활, 2. 생활 예절, 3. 보행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7조 교내생활 4. 청소요령 5. 화장실 사용 6. 정수기 사용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7조 7. 학습 태도(신설)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7조 8. 급식실 사용(신설)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8조 교외생활, 제9조 질서생활

☆ 제4장 용의복장 규정 제10조 교복, 제11조 두발

☆ 제4장 용의복장 규정 제12조 신발, 제13조 가방 제14조 양말, 제15조 실내화, 제16조 

신발주머니 제 17조(교표 및 명찰), 제18조(기타)

☆ 6. 학생 휴대전화 사용 규정, 7. 학생회 규정 제8장 학급회장 및 부회장 선거 

■ 우리 모둠이 맡은 교칙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적어보자(구체적으로)

■ 교칙과 관련된 경험을 모둠원들과 함께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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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을 생각하다 (모둠)

■ 우리 모둠원은? 

모둠장:       기록이:          나눔이:           지킴이:         챙김이: 

■ 모둠이 맡은 교칙 부분에 동그라미 

1. 학생생활 규정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7조 교내생활 1. 실내생활, 2. 생활 예절, 3. 보행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7조 교내생활 4. 청소요령 5. 화장실 사용 6. 정수기 사용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7조 7. 학습 태도(신설)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7조 8. 급식실 사용(신설)  

☆ 제3장 일반생활규정 제8조 교외생활, 제9조 질서생활

☆ 제4장 용의복장 규정 제10조 교복, 제11조 두발

☆ 제4장 용의복장 규정 제12조 신발, 제13조 가방 제14조 양말, 제15조 실내화, 제16조 

신발주머니 제 17조(교표 및 명찰), 제18조(기타)

☆  6. 학생 휴대전화 사용 규정, 7. 학생회 규정 제8장 학급회장 및 부회장 선거 

■ 교칙에 의미부여 

1) 가장 의미 있는 경험(교칙 관련) 적어보기

2) 1)에 해당하는 교칙의 내용을 적어주세요.  

:

그 내용을 

①변경해야 하는가? ②새롭게 만들어야 하는가? ③현재 교칙을 준수해야하는가? (표시) 

3)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 : 

4) ① 또는 ②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교칙과 개정될 교칙을 함께 적어주세요^^

(근거가 타당하다면 개수는 하나 이상이여도 괜찮습니다) :

※ 칸이 부족하면 뒷장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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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칙 제․개정 참여를 마치고

※ 활동을 하며 느꼈던 생각, 교칙 제․개정 참여 이후에 나와 친구들의 변화 모습 

등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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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학생 참여 경험 정리 내용

- ( ) 내용은 부연 설명임

 

■ 3학년 2반 이**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학교 규칙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 

이런 규칙이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규칙이 정말 자세하고 엄격했다. 하지만 그전

에도 규칙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규칙에 어긋나며 걸리는 사람도 

많았다. 이번 교칙 제․개정에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더욱 

뜻있는 시간이었다. 누구 한 명도 불공평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내서 다시 만

들었기 때문에 더 만족되는 규칙을 만든 거 같다. 그리고 서로 불만이 더 적어질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진 거 같아서 만족한다. 

■ 3학년 4반 윤**

  예전에는 교칙을 빨리 빨리 바꾸어 주지 않는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

데 교칙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교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근

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한 번도 교칙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

에 우리 학교 규칙을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여러 쓸데없는 규칙도 많이 

있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양말, 노래방 금지는 쓸데없고 지켜지지 않는 교칙인 

것 같다. 

■ 3학년 5반 김**   

  수행평가에서 우리 조는 생활 예절 교칙에 대해서 토의하고 고쳐나갔다. 그러

나 바꿀 것이나 언급할 것이 너무 없어서 어려웠다. 결국, 우리는 같은 조원의 

뼈저린 경험을 듣고 모든 학생들이 공감할만한 교칙을 정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근거에 반박할 만한 것이 없어, 우리의 의견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옛

날에 지정된 여러 규칙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알맞은 교칙들도 있었고, 말도 안되

는 교칙들도 있었다. 다행이 우리들의 의견의 일부분이 반영되고 어떠한 교칙들

은 삭제되고 변경된 것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졸업학년이라서 우리 학

년은 그동안 쌓아 온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야 반영된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앞으로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도 후배들이 잘 이끌어주길 

바라고 세대에 맞게 그때 그때 규칙이 바뀌었으면 한다. 

■ 3학년 6반 김**

  이번 교칙 제·개정 활동에 참여하면서 꼭 선생님의 강압적인 의견이 아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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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만의 의견이 아닌 우리의 의견도 반영되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경

험하니 기분이 좋았다. 또 우리가 내세운 교칙의견이 반영된 걸 보니 뿌듯했다. 

교칙이 변경된 것을 보고 우리의 의견이 아주 만족스럽게 제·개정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바꾼 교칙인 만큼 더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라도 다음번에도 학교 내의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

다.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3학년 6반 추**

  예전에는 규칙개정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이 적어 규칙이 변경되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규칙을 만들면서 몰랐던 학교규칙들

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규칙들이 두루 보였다. 이 규칙들을 내가 참여해

서 바뀌는 것을 보니 학생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규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

과 규칙관심도도 높아졌다. 이 좋은 활동을 다른 학교에서도 해보는 것을 권유하

며,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 3학년 7반 박**

  활동을 하면서 의외로 쓸모없는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웃기기도 하

였다. 하지만 각자 서로의 생각을 내어 친구들과 함께 교칙 제·개정에 참여하니 

재미있었다. 우리가 지킬 규칙이니,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었다. 그 후, 친구들의 모두 의견을 종합하여 제·개정까지 가서 회의(교

칙 제·개정 위원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뿌듯함이었다. 내 손으로 규칙이 만들

어지고 변경되고 수정되었다는게 뿌듯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

다.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 3학년 8반 방**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교규칙이 잔뜩 적힌 책을 보며 한껏 쫄아있었다... 

가방도 검정, 실내화주머니도 검정, 양말은 회색에 흰색이어야 된다고 써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시키는 것이니 진짜

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와보니 알록달록 하고.. 

지켜지는 교칙은 몇 개 없었다. 나처럼 초반에 엄청 긴장하고 있던 학생들도 다

른 학생들을 보며 점점 풀어지고 나도 결국 알록달록 해지게 되었다. 나는 이번 

교칙 제·개정으로 차라리 쓸데없는 교칙 여러 개보다는 확실한 교칙 하나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난 이번에 바뀐 교칙이 맘에 들고 다른 학생들도 만

족을 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교칙을 정하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나도 

내 치마가 좀 많이 짧다는 걸 느끼고 늘리려고 생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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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8반 신**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교칙 제·개정 참여’를 한 적이 있었다. 학부모, 교사, 학

생의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별로 없어 실

망했던 경험이 있다. 그냥 초등학생 발표 구경하는 것처럼. 이번 활동은 교내에

서 ‘학생회’(교칙 제·개정 위원회 학생 대표)가 따로 구성되어서 정말 활동을 하

고 회의하는 모습이 보여서 신뢰감이 들었다. 내가 낸 의견이 회의에서 하나하나 

다뤄지고 바뀐 것이 신기한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저 규칙이 정말 적용 될까. 

기존의 ‘양말 교칙’처럼 무시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다. 이런 교칙 제·

개정도 필요하지만, 바뀐 교칙에 대한 실천방안 또한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

된다. 예를 들어 ‘급식실에서는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교칙에 <급식실 줄에 

일직선으로 펜스를 친다>라는 실천방안이 나왔다면 그건 우리 학생들끼리 실천

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뭔가 도움을 줘서 해결할 방안이다. 이런 식으로 학

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가 낸 아이디어를 학교에서 실행해주고 학생들도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3학년 10반 소** 

  교칙 제·개정 참여를 하고나서 우리학교의 교칙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다. 솔직히 그 전에는 어떤 행동이 교칙에 어긋나고 어떤 행동이 올바른 건

지도 몰랐고 교외생활 뭐 그런 교칙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아쉽게도 우리의 의견

이 반영이 안 된 교칙들도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교칙을 

삭제하고 바꾸는 활동을 하고나서 앞으로 교칙을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

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바꾼 것이니 스스로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학년 10반 김** 

  처음 우리가 교칙을 개정하는 데에 참여한다고 할 때, 난 반신반의 하였다. 왜

냐하면 과연 아이들이 장난 식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지하게 썼

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진실성 있게 받아들이시고 교칙을 개정해주실까? 하는 생

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사라졌다. 아이들도 

진지한 태도로 교칙 개정에 임하였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우리의 의견을 적극 수

용해주셨다. 또 잘못된 규칙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 

■3학년 10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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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교칙 제·개정 참여를 마치고 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교칙을 개정했다

는 것이 나름 뿌듯하고 기뻤다. ^_^ 처음 우리가 교칙을 개정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흥분되고 맘이 너무 설랬다. 그러나 막상 교칙을 우리

의 손으로 개정할 생각을 하자 앞이 까맣고 너무 막막하였다. “과연 우리가 모두

를 만족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이 규칙은 과연 모두가 지킬 수 있

고, 생활하기에 편할까?”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_@ 하지만 계속 교

칙을 제·개정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이 합쳐져 더 나은 교칙이 나왔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칙을 제·개정한 것이 너무나 기뻤다. 

■3학년 10반 이**

  솔직히 처음에는 교칙을 선생님들이 정하는 것인 줄 알고 ‘저걸 내가 왜?!’라

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다보니 교칙을 정하는 활동이 재미

있고, 좋은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직접 정한 교칙이라서 어

기지도 않을 것 같았다. 

■3학년 11반 정**

  이번활동으로 무조건 우리(학생)가 원하는 대로 교칙이 제정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분들과 학부모님과의 협의를 통해 제정된 교칙이어서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

로써 최대한 지켜주어야 할 학교, 교외생활도 제정되고, 옛 군사정권(스포츠머리, 

복장)때 같은 우리를 조금 지나치게 제재하는 교칙이 없어져서 좋다.  

■3학년 11반 조**

  그동안 1학년 신입생 때 받은 학생 규칙 책자를 받고서 3년간 보지도 않은 채 

내버려뒀었는데 이번 교칙 제·개정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꺼내보게 되었다. 그간 

학생 규칙이라고는 두발이나 용의복장에 대한 것들 일부분만 대강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칙들이 용의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직접 교칙 제·개정을 하려다 보니 교칙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의외로 무척 어려웠다. 처음엔 이런 걸 굳이 왜 하나 싶었는데 후에 진짜 교칙이 

제·개정된 것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뿌듯하고 정말 이 학교의 일원이란 느낌도 들

었다.  

■3학년 11반 최**

  사회시간에 조를 만들어 활동을 하니까 지루하지 않았다. 활동에서 서로의 생

각들을 공유하여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결정한다. 우리가 교칙을 정하다보니

까, 학교에서 활동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났다.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교칙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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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지켜야겠다. 

■3학년 12반 조** 

  처음 교칙을 바꿀 땐 조금 막막했다. 교칙이 너무 많기도 했고 뭘 삭제하고 변

경해야 할지 잘 몰랐다. 하지만 교칙을 삭제하고 고치다보니 우리가 어떤 교칙을 

지켜야하는지 어떤 것이 학생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렇

지만 교칙 제·개정 결과를 보고 난 후 아쉬움이 좀 있긴 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반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것 같다. 

■3학년 12반 김** 

  일단 재미있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공부를 못하던 아이든 자신감 있게 자

신의 의견을 말했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랑 말도 해보고 조금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친구랑 친해지고 자신감도 조금은 생기고 학교 교칙 제·

개정에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3학년 12반 심**

  우리들이 바랬던 점이 규칙에 포함되어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내화는 여름에 땀이 많이 차서 별로여서 슬리퍼로 신으면 통풍이 잘 되서 

그것을 바랬지만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칙은 우리가 만

들었으므로 우리가 더욱 더 잘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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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rules help students’ to keep an orderly school lives. Although

the students spend most of their time in school and the school rules

affect students’ lives, they don’t know enough about the real meaning,

the need or details of the school rules. Usually, the students realize

only a small part of the school rules that is related to the reward and

punishment point. In these circumstances, forcing students to obey the

school rules can make the students to grow up as a passive observer.

That is, students follow the school rules blindly or very reluctantly.

Even antipathy to the school rules can cause students to violate them.

To solve this problem, school has to encourage students to have

self-regulated school rules attitudes by learning about the schoo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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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lf-evaluating the suitability of the rules.

This study suggests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school rules model as a way of student

participation. The ke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raise

students’ self-regulated school rules attitudes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his model.

First, the importance of student participation is considered.

Communication process through student participation makes students to

be interested in daily problems and they begin consideration on the

common good.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school rules model is organized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student participation. This model is processed in this

order: preparatory meetings for students and teachers, acceptance of

parents’ opinions → enactment and revision of school rules committee

meeting → deliberation of school steering committee → proclamation of

school rules by the principal → summary about the student

participation experience. In particular, this model includes the process

of students’ discussion in order to maximize the student participation.

For this study, school rules attitudes are conceptualized to verify the

effects of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school rules model. Based on the concept of attitudes from

social psychology, school rules attitudes are defined as the attitudes

that students have toward the school rules. The school rules attitudes

consist of three general parts: cognitive dimension, emotional

dimension, and behavioral dimension. In cognitive dimension,

understanding of the school rules and knowledge of the school rules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In emotional dimension, school

rules trust and the enactment process trust are chosen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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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variables. School rules efficacy and observance will of the school

rules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in behavioral dimension.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ain hypothesi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school rules

model affects students’ school rules attitudes positively. Hypothesis 1:

This model has positive effects on cognitive dimension of school rules

attitudes. Hypothesis 2: This model has positive effects on emotional

dimension of school rules attitudes. Hypothesis 3: This model has

positive effects on behavioral dimension of school rules attitudes.

To investigate the hypotheses, practice test for applying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school rules model was performed for about

two months at the S middle school located in northern part of Seoul.

A researcher examined school rules attitudes through pre-test and

post-test. This was given to 362 the third grade students in middle

school. A survey was performed by paired t-test using SPSS 20.0

program.

As a result, average scores of all factors in school rules attitudes

are increased. All hypotheses are supported at the .001 alpha levels.

This is because students realize that useful revision of school rules is

possible through participation. Participation makes student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chool rules so that they have increased

school rules trust, the enactment process trust, and school rules

efficacy. Also, observance will of the school rules is improved, which

means students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revised school rules

through their own particip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school rules model is an effective

way of raising students’ self-regulated school rules attitud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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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 majority of students are expected to get educational

effects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school rul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by

additional debates on the improvement of students’ school rules

attitudes.

Key word :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school rules model, school rules attitudes,

student participation, school rules, school regulations

Student ID number : 201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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