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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체벌과 인성교육

-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

검 계 현

1. 체벌 찬반론과 인성교육

1. 서 i료
'-

(서울대 교육학과)

체벌은 가정과 학교 상황에서 훈육과 교육의 한 형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체별

은 잘못을 저지른데 대한 징별로서， 집단을 통솔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별백계(一뽑百쩌)의

수단으로서， 혹은 잘봇을 깨닫고 올바른 행동을 배우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 등 다양한 목

적으로 사용되었다. 체벌의 역사는 교육의 역사와 함께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체벌에 대

한 논쟁 역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체별논쟁은 간단히 말해서 ‘매를 아끼면 아이들의 버릇을 버린다’라는 체벌필요론과 ‘체

벌은 인권을 짓밟으며 고통과 반발섬만을 일으킨다’라는 체벌불가론으로 대별된다. 우리나

라의 학교교육 현장에서 수백년 혹은 그 이상 사용되어온 처1 벌에 대한 찬반론은 어떤 결

론이나 타협에 이르지 못한 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체별찬반론이 우려나라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계기는 다음과 같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별권과 제자에 대한 교사의 체별권은 법적 근거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문화， 관습， 관행

으로 오랜동안 인정받아왔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이라기보다 학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모와 교사의 행위에 의해 결과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부상과 심리적 상처가 발

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아동학대방지법 등 법적으로 부모에 의한 자녀학

대행위를 제재하기 시작하였고， 교사에 의한 체벌을 전면금지하기 위한 일연의 조치가

1997년부터 교육개혁위원회， 교육부 및 여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러나， 학교체벌금지조치 이후 ‘교권추락’을 우려하는 교사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또한 교사

의 학생체벌을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학교

체별을 법적으로 안정하자는 움직임과 학교체별의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시켜서 제도화하

자는 시도가 여러 교육청 및 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볼 때 체벌 찬반론의 입장은 체벌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처1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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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동의 교정에 효과적이며 그것은 교권의 고유한 영역임을 그 이유로 들고 있고，

체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인도주의적 가치와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인 효과 등을 그 이유

로 제시하고 있다. 즉 체별 지지자들은 훈육과 행동수정의 효과를 중시하는 반면， 체별 반

대자들은 인권존중과 심리적 부작용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를 언뜻 보면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체별의 찬반론은 통일한 차원에서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장하는 쟁점 자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체벌찬성론자들은 교육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랑의 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체별찬성론자라 하더라도 폭력과 학대에 해당하는 체벌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

런데 체별반대론자들이 주로 우려하는 대상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력 혹은 학대에 해당

하는 과도한 체별 혹은 인격모독적 체별인 것이다. 체벌반대론자들은 “만약에 학교에 사

랑의 매만 존재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체별찬성론자들은 사랑의 매와 교육적인 체벌에 한해서만 찬성하는 것이고， 체별반대론자

들은 주로 폭력적， 가학적 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체벌찬반논쟁으로 하여금 생산적인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평행선을 가도록 만드는

것 같다.

현재 학교 현황은 제벌에 대한 찬반논쟁을 더 이상 평행선만 그으며 결론적인 해결방안

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를

지시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 교사의 체별을 학생들이 “112신고”를 하고 교사를 경찰이

연행하는 사건들로 이어졌고， 교사들의 집단적인 사기저하 현상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교육부와 교육청은 “체벌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체별규정을 놓고 교사， 학부모， 학생간에 논란이 많다.

체벌논쟁이 그때 그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에 대한 일시적 처방은 될 수 있어도 좀더 지속적인

문제해결책은 못되기 때문이다. 체별논쟁이 그 동안 비효율적인 소모적 논쟁을 지속한 원

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체벌논쟁이 무익한 평행선을 긋지만 않고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결

론을 얻으려면 어떤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하는가?

최근 학생지도에 임하는 교사들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학생들의 반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벌을 가하거나 꾸중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반항을 한다

거나， 위협적인 표정， 언어， 행동 등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 생활

지도와 인성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표명하고 있으며， 생활지도

와 인성교육을 포기하려는 자포자기적 정서도 팽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 상황

을 고려해서 우선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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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과 체벌의 정의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체벌 (corporal punishment)은 보편적으로 벌 (punishment)의 하

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벌을 정의하기에 앞서 벌의 정의가 선행되어져야 하겠

다. 별은 고통， 형별， 징벌과 관계되는 용어로써 心理學에서는 벌의 종류를 크게 신체별

(physical punishment)과 섬리별 (psychological punishment)로 구분 짓고 있다. 별의 의도

는 권위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더11 (Maurer, 1974), 벌이 지니는 의마가 다양하기 때

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심리학 문헌상 별의 정의는 혐오자극에 따라 크

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Bongiovanni， 1979), 첫째， 벌은 ‘어떠한 반응에

대해 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응 후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부정적인 행동의 수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둘째， ‘별은 어떠한 반응의 결

과로 야기되는 혐오자극’이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제시한 반응←감소에 관계된 것이 아니

라， 적용된 자극의 혐오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문제점은 연구자가

혐오적인 특성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에 혐오자극이

별의 필수요건이라변 인간에게 벌을 적용할 때 그 벌의 혐오성 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이처럼 심리학의 관점이 주로 별의 자극효과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다르게 社會學에서는

벌을 ‘사회문화의 존속을 위한 제재의 한 수단’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말

하는 제재 (sanction)란 문화 안에서 사회적 통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상을 주거나 벌을 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재는 문화의 범위 안에서 확립된 규범을 지키도록 집단의 구성원에

게 권변하는데 사용되어지며， 규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벌이 가

해진다. 이렇게 벌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문화적 연속성이 보장

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학교의 기능은 적절한 가치나 행동규범을 가르침으로

써 학생을 사회화(socialize)하고 사회적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사회화’라는 목적 아

래 학교에서는 규칙과 규범이 마련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벌이 가해지며， 한

편으로는 문화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규범을 장려하기 위히-여 상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취하게 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별은 ‘학생들의 사회화를 위해 제재라는 형태로

가해지는 사회적 통제수단’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이영준， 1994).

倫理學에서는 벌을 ‘양심을 발달시키는 수단’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윤리학에서는 벌

이란 벌을 행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벌을 받는 상대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도덕교육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별을 통해 기본적인 행동양식 혹은 행동기준

을 익히게 되며 벌의 기준을 내면화함에 따라 윤리적인 역할 즉 초개인적인(사회적) 규범

을 습득하는데 필수적인 자아억제를 배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벌은 선악의 판단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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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악의 감정을 억제하고 양심을 발달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新꽤通也， 1984)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별의 오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김영식 ( 1986)은 교사가 학생을

벌할 때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사 자신을 위해 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은 학

생은 이중인격자 즉 위선자의 탈을 쓰게 되므로 벌은 철저하게 상대를 위해서만 행사되어

야 한다는 윤리적인 기준을 내세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벌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

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별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어 벌을 정의한 반면，

사회학과 윤리학에서는 벌의 개인 · 사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총체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

어 정의해 왔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벌이란 ‘한 개인의 사회화， 양심의 발달， 그

리고 특정 행동이 재발될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용되어지는 혐오자극’이라고 정의 내

릴 수 있다.

그러면 제별븐 어떻게 정의되는가? 별의 한 형태로써 체벌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 (penalty)로써， 인간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침해를 가

하는 것과 같은 행위’ 라고 내려지고 있디(Heitzman， 1983). 이와 비슷하게 Mauer (l974)는

기존의 벌에 대한 연구들 중 체벌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로써 체벨을 ‘어떤 사람이 고통을

주는 도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교육적 차원에서 체별은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학생이 했을 때 교사가 학생

의 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교육학 대사전， 1989). 이러한 고통의

부과는 도구나 손에 의해 학생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을 통한 간

접적인 벌에 의해 신체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체별의 중요한 특정은 징계의

내용이 선체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벌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체벌을 반

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의 무

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게 하는 등 신체에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별’이라고 주장한다.

즉， 체벌에는 직접적 체별과 간접적 제벌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의 직접적인 체별

은 교사의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처벌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다(교육개혁위원회 1997). 그러므로 체벌에 대한 정의 역

시 이상의 의미를 포괄하여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

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김혜선， 1994).

체벌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는 달리 우리의 교육계에서 문제가 되는 체벌은 주로 대부분의

직접적 체벌(매)과 심한 간접적 체벌(원산폭격 등 인격적 모독을 느끼게 하는 방법) 등이

다. 그리고 이런 체별과 함께 주어지는 교사의 언어가 문제가 된다. 물론 매의 대수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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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학생의 인격을 모독했는지 혹은

학생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었는지도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체벌에

대한 규정에서는 바로 이 언어의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야 할 것이다.

3. 학교체벌의 현황

(l) 체별관련 법규 및 규정

교육법 제76조에는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펼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초 · 중등 교육법 제 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을 보

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라한 제 18조 제1항의 “기타방법으로의 지도”라는 모호함을 없

애기 위해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체벌에 대한 교육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에 대한 법규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 교육기본법 제12조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또한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었다. 이처럼 현행 법규상으로는 체별의 방

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없으며 단지 “불가피한 경우”라는

모호한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볍규상 규정이외에도 1998년에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초， 중， 고등학

교에서 일체의 처1 벌을 금지하고 존뱃말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

사와 학부모대표로 구성되는 체벌금지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욕설과 폭언도 일절

금지되어 수업 또는 교내 공식활동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존뱃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각 시 · 도 교육청 역시 체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1998년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감， 교사 4명 ， 학부모 3병 ， 학생 2명으로

구성된 『푸른 교실』 운영 위원회를 만들어 별점을 통해 21←30점 인 경우 정신 교육 · 노력

봉사 및 학부모 소환， 30점 이상인 경우 선도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는 방식으로 운영

하도록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은 체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잘못한 정도에 따라 체별의 기준(체별도구 통일)을 정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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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일보， 1998).

교육부에서는 교육적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이

러한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을 할 경우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

에 기초한 학교규정을 마련해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체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조선일보， 1999).

(2) 체벌 실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이

체벌에 대한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내용，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체별찬성론 입장에서의 실태조사는 교사들에게 체벌의 필요여부를 불어 본 자료를 제시하

는 반면 반대론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체벌의 도움여부를 물어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체벌의 효과나 필요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이 배제된 항목인 학교급별 체벌의 빈

도， 형태， 원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체별의 사용여부에 대한 인식차

제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탑은 체벌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용인하

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체별의 사용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을 보면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고 있는 교사

가 교사들의 응답으로는 64.9%, 학생들의 응답으로는 8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체벌 사용여부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간에 차이를 보여준다. 그 대탑의 차이는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심하다.

<표 1> 체벌사용에 관한 교사 · 학생의 반응

(단위 : %)

~반늑응~←\\)←란대관、효상\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겨j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N=471) (N=583) (N=482) (N=617) (N=433) (N=573) (N=1π5) (N=1386)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5.5 9.4 6.2 4.4 10.9 7.8 7.4 7.1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7 12.7 24.3 6.8 30.5 7.8 27.7 9.1
보통이다 38.9 20.8 38.6 14.4 35.3 15.8 37.7 17.0
대체로 그런 편이다 25.8 32.1 28.4 37.4 22.6 36.2 25.8 35.3
매우 그런 편이다 1.1 25.0 qμ~ .J디 37.0 0.7 32.3 1.4 31.5

자료 . 허경철 외 r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모형 개발 및 평가 방안 연구J， 한국교육개발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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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 자체 및 방법에 대한 인식차

교사의 체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스승의 회초리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고，

일선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한 대라도 더 때려준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

여 스승을 찾아온다는 경험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체별의 효과나 필요성을 논합 때 흔히

회자되는 Caπer 전 미국 대통령의 유병한 말이 있다. “나도 학생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뿐만 아니라 얻어맞기도 자주 했다. 하지만 내가 대통령까지 된 것은 그로부터 격

려되었기 때문이다"

체별반대론자들도 과연 이러한 성공사례에 귀를 기울이는가?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학생

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에 더 주목한다. 그러한 사례에서 파생되는 교사， 학

생， 학부모간의 지대한 심리적 갈등이나， 때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정도의 사건 즉，

교사의 징계권 행사를 넘어서 학생이 부상을 입을 정도가 되어 처벨의 대상이 되었던 대

법원 판례 등에 더 관섬이 많다.

체벌의 방법에 대해서도 편향된 정보에 근거한 주장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상과 벌을

과학적으로 조작한 학습이론에서는 체벌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보상과 병용되

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잘못을 한 바로 직후에 즉각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안하였다(이성진， 1981). 체벌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충좀된다면 인간의

문제행동을 개선， 교정， 선도， 감화시키는 데에는 처l 벌 이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체별반대론자들은 그러한 세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이

라는 전제 자체에 회의를 품고 있다. 인간사회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상황을 통제

하기 어렵고， 더구나 한 학생의 어떤 한가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교사가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Zimbardo， 1979). 두 입장 모두

자신의 논리로 본다면 타당한 주장들이다.

@ 체벌효과에 대한 인식차

체벌 찬반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체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가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별의 필요성 또는 부작용에 대한 찬반론을 이일용

(1995)은 다음과 같이 간명히 소개한 바 있다. “학생체벌은 그릇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찬성론자들에게 체벨은 교육적으로 건

전하고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유용한 수단으로 인지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질서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때때로 억제해야 하며 사회의 더 큰 이

익을 위해서 옳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체벌을 금지하는

이유도 논리는 분명하다. 반대론자들은 제벌이 좋은 효과보다는 해악이 더 많다고 주장한

다. 사랑의 매라는 뜻이 담긴 채벌은 때로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해롭고

교육적으로도 불건전하다. 공포 · 아픔 · 창피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복종할 것이지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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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에 화를 내게 하고 학급에서는 도전적이 되

고 학교 밖에서는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결과를 낸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사회에서

폭력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은 체벌이 폭력을 조장하는 위험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 역시 찬성론자들은 체볕을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

고， 반대론자들은 그 부작용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주목하고 있는 현상 자체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의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

다. 아무리 체별반대론자들이 체벌의 역기능을 역설하더라도 오늘날의 학교 현장에서 체

벌은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또 그 반대로 대개의 교사가 체별

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낸 것이 사실인 것

이다.

특히 최큰에는 체벌이 학부모의 고발로 교사가 검찰에 폭행죄로 기소되는 사건들이 잇

따라 일어나， “사랑의 회초리”라는 미명하에 “공포의 몽퉁이”가 난무하는 교육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체별을 가하는 교사 즉 체별가

해자에 대한 인식 또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실 체별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처별이 문제행동을 잠시나마 억압하는 것으로 보임

으로써 교사들에게 강화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처벌은 실제 가하는 사람에게도

강화적이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동물실험실 연구에 관한 한 재미있는 삽화에서는 철창 안

에 들어있는 실험용 쥐가 “내가 저 연구자를 조건형성시켰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또한 처벌은 처벌받는 대상들에게 도피반응을 야기시키며 극단적인 정서반응을 일으킴과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링이 잠재된 모방의 위험이 있다. 아울러서 흔히 지적되고

있는 바이지만 처벌은 어떤 새로운 행동에 대한 지침보다는 단순히 반복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금지(억제)의 정보밖에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변별력의 측면에서도 매

우 취약하다. 따라서 체벌받은 학생은 대안을 알지 못한 채 욕구좌절과 불만을 느끼게 된

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아는 심리학자들은 체벌가해자에게 보상체계를 병행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Feshback & Feshback, 1973).

@ 제별하는 교사에 대한 인식차

제벌이 가해질 때 체벌가해자가 되는 교사들에게 지워지는 책임은 막중하지만， 체벌의

찬반론 양 입장에서는 체별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매우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로서， 제자된 자의 도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것이며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스승의 무

언적 권위는 많이 실추되었고 이제는 다만 교육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할 뿐이다. 교육권이

라 함은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 교사， 학부모， 학생 등에 공유되는 권리

이다. 교육권이 학교 또는 교사에 국한될 때는 교육할 권리로서 자연법상으로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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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 의한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국가에 의한 자격증제도나 채용 등으로 인정된다. 여

기서 학교교사의 교육권은 법적인 관계에 의해 부모로부터 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때의 교육권은 교사의 개인적인 자유로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지위에 의해서

부여받은 상황적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개 공식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학생의 학교출석은 합볍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인간으로서 그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헌법으로 보호되기는 하나 학교에

서 문제를 야기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없

으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학교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용의주도

하게 감독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논리눈 학생에 대한 교사 체별의 정당성

을 제공하는 것이다(김정환， 1983).

그러나 체별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교육권이 과연 적볍하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즉

부모가 교사에게 신탁한 권한에는 책임이 동반되지 않고 권한만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체벌반대론자들은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교육권을 일

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생과 친권자의 교육권 또는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학교교사에게 완전하게 위임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비록 어느 정도의 위임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체별 행위로까지 확대될 수

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남용한다고 한다. 체벌

반대론자들이 힘주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벌을 가할 때 교사의 감정이 개입되어

이성과 자제력을 잃어 폭행 또는 학대와 연결되어 예기치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벌을 가하는 교사에 대해 연구한 Walters(1963) 등은 체벌이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고 오히려 처벌자들에게 강화효과가 있는데 특히 처벌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폐

쇄적이고 신경증적이며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더 빈번히

신체적 체벌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체벌의 찬성론자인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는 쿄사의 체별에 대해 “사땅하

는 친구여! 내가 벌을 주논 것은 어린이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는 하루종일 참된 사량으로 그들과 살았으며 그들에게 나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행동을 이해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함유된 체벌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며 체벌을 가하는 교사에 대해 좋은 면의 감정에 초점을

두었다(이영준， 1994).

교사에 대한 체별반대론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체벌이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사

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체별창성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체벌이 보다 순수하고 공정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끄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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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 받는 학생에 대한 인식차

체벌을 당하는 학생에 대해 체벌찬성론자들은 학생들의 인격은 아직 미성숙하고 완성되

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완성의 수단으로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

은 “학생의 인권”을 내세워 이를 반박하고 있다. 학생이 체벨을 수용하는 측면에 있어 체

벌의 수용도가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연호， 1963)에 따르면， 체벌기준이

명확한 경우 아동들의 공평한 체벌의식확립에 도움을 주며，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반발심을 줄일 수 있으며， 체벌이유를 사전에 고

지함으로써 아동이 왜 혼나는가에 대한 체별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수용외에 체별반대론자틀이 주장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체별을 준 교

사를 오히려 증오하게 되며， 학교에 오기가 싫고， 체벌을 준 선생님과 그 가르치는 과목까

지도 싫어진다라고 반응하였다. 이 결과는 체별의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것과 체별을 가하

게 된 원인이 교사와 학생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체별행위가 학생에게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생의 수용도에 있어 체별찬성론자

들은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는 수용에 초점을 둔 반면 체별반대론자들은

아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연구문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실제로 벌을 주고

받으면서 발생하는 생각， 감정， 태도， 행똥 등을 미세하게 연구해야만 한다. 교사들은 체벌

현황에 대해서 실제보다 과소평가 할지도 모르고， 반면에 학생들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하

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 차이는 아마도 시각의 차이에 기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이를 단지 양적인 비교보다는 그들 간

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체벌에

대한 교사， 학생간 인식차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설정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체별시 교사와 학생이 경험하는 생각， 감정? 태도， 행동들

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레들을 대상으로 기술

(記述)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체별의 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

들의 인식 차이 및 그런 인식차이를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해 보다 갚이 있는 분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상습적으로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

의 연구를 하고자 한다. 사전 조사에 의하면，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체벌을 상습적

으로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체별과 인성교육 -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11

II.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 인식차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교

사 6명과 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방법은 이른바 설문변접사례

연구(survey interview case study)이 다. 이 방법은 문화기술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심

층변접연구와 질문지를 사용하는 설문조시-방법의 중간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일

반적인 설문조사 연구를 실시할 때처럼 어느 정도 연구주제에 관한 가설이나 판단을 가지

고 자신이 보려고 하는 현상에 대해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 자신

이 갖고 있는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으로 면접이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연구자

가 갖고 있지 못한 연구문제 가운데 실제로 연구하려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들을 연구 대상자로부터 우연히 얻을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제한된 시간 내에 연구자가 관섬있게 보려는 특정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으로 체별경험이 있는 교사 6병과 학생 8명을 선정하였다. 학생들 중 2명

은 체벌을 거의 상습적으로 받는 이른바 “비행학생”이다. 교사 6명중 남자선생님은 4명 ，

여자선생님은 2명 이 며 ， 학생 8명중 남학생은 4명 ， 여학생 역시 4명 이다.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었다

2. 연구절차

(l) 사례에의 접근

최근 체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사들이 체벌에 관한 언급을 하기를 꺼려했다. 그

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문 및 교장을 통한 공식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인 교사와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연구의 펼요성을 설득하여

등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필요했다.

(2) 사례 면접절차

연구자는 이미 작성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개별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설시 전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최근 체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바람직한 체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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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체별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이 체별시 어떠한 사고와 정서 그

리고 행동을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여 체벌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접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에

사용할 때라도 이름이나 지명 등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비밀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

속하였다. 녹음에 대한 협조도 구하였다. 녹음에 대해서 반대한 피험자는 없었으며 대개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다음은 질문의 대략적인 순서이다.

@ 체별빈도， 체별방식， 체별의 이유 등

￠ 처}벌에 대한 태도， 체별 절차 등

@ 체별의 효과， 효과가 았었던 예시，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체별의 부작용， 부작용

이 있었던 예시， 부작용에 영향을 마친 요인 등.

연구자는 각 사례마다 위의 세 가지 주제를 충분히 얻어내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면접을

계속하였다. 면접시간은 사례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30분→1시간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고

평균시간은 40분 정도였다. 연구자는 질문지에 있지 않지만 중요한 질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이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연구자는 면접과정 중에는 탐색칠문， 공감 등 기본적언 상담기술 외에는 어떠한 상담적

개입도 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려 하였다. 단， 몇몇 사례에서는 면접 마지막 부

분에 그 동안 수집된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이해한 연구대상자의 생각을 정리해 주고

간단하게 정보나 조언을 덧붙였다 면접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형 녹음기로 녹음되었

다.

(3) 사례분석방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집된 녹음자료는 축어록으로 정리되었다. 축어록 작성은 가

능한 녹음된 내용 그대로를 글자대로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말을

할 때 부분적으로 더듬거나 기계적으로 반복한 내용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작

성된 축어록은 평균 한 사례당 A4용지 4-5매 내외였다. 면접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φ 전체사례 읽기와 듣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3명 이 먼저 14사례의 축어록 전체를 2회 에 걸쳐서 읽은 다음， 전

체 면접 사례 녹음 내용을 다시 들었다.

@ 각 사례별 분석

다음으로 연구자는 다시 2회 에 걸쳐 축어록을 한 줄씩 읽으면서 축어록 내용을 체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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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중점을 두고 밑줄로 표시해 나갔다. 이어서 연구자는 한

사례 안에서 사례별 특정을 밝혀 보기 위해서 다시 사례별로 축어록을 읽었다. 이 과정에

서 연구자는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하여 도표화하고 각 도표에 다음과 같이 사례분석 내

용을 요약하였다.

체별을 축으로 놓은 것은 모두 일곱 가지 영역이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체별빈도

나. 체별방식

다. 체벌이유

라. 체벌에 대한 태도

마. 체별절차

바. 체별효과 및 부작용

사. 체벌효과 및 부작용 요인

〈표 2> 사례별 분석을 위한 기록표의 예

。C그j 。-1j -;「‘: 저| 비고

체벌빈도 일 주일에 한 두번

체벌방식 허벅지나 종아리를 몽둥이로

체벌이유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경우

체벌에 대한 태도 체별은 본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김

체벌절차 주의를 준 후 그래도 안되는 경우 체별

체별효과 및 부작용 순간적인 효과/반항

체벌효과 및 부작용 요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

연구자는 표 2와 같은 표를 작성한 후 각 사례별로 축어록 전체를 A42장 분량으로 ‘종

합’하였다.

@ 체벌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 인식의 차이 비교

이상에서 진행된 사레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사와 학생간 인식의 차이를 종합하여 주

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각 사례별로 체별효과

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보았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체벌 자체 및 체별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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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체벌에 관한 면접 자료 분석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려고 한

다. 첫째는， 체벌에 관한 전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태도 및 행동을 기술하려고 하고， 둘째

는 제별효과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요인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는 체벌을 상습적으로 받는 비행아들이 가지고 있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체벌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 및 행동

본 절에서는 면접 결과에 관한 일차적 분석틀인 일곱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결

과를 기술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대로 모두 일곱 가지 영역(체벌빈도， 체벌방

식， 체벌이유， 체벌에 대한 태도， 체벌절차， 체별효과 및 부작용， 체벌효과 및 부작용 요인)

중 다음 절에서 분석할 체별효과 및 부작용 요인을 제외한 다섯 영역에 대해서만 기술해

보겠다.

(l) 체별빈도

체벌빈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체벌을

받으며， 남자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자주 체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남

자교사의 경우 매일 누군가 체별을 가한다는 것이며， 남학생은 체별을 한번도 받지 않는

주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전체 교사와 전체 학생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체벌을 받아본 학생’과 ‘체벌을 해본 교사’를 피혐자로 선

택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피험자들 보다 체별을 더 자주 당하는 학생도 있지만 체벌을

별로 받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체벌빈도의 평균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펼요로

한다.

<표 3>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체벌빈도

교사 등‘1}AC그H

남자 하루에 한 두번쯤 체별함 이틀에 한번정도 체벌 당함

여자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체벌함 아주 τ물게 체별 당함

(2) 체벌 방식

체별방식은 교사와 학생 모두 체별사건이후 손이나 발을 사용하는 방식의 ‘인격모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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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주로 허벅지나 종아리 혹은 손바닥을 막대기를 사용하여 처]

별한다고 보고하였다.

<표 4>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체벌방식

교 사 하「 생

1) 막대기로 영멍이 때리기 1) 막대기로 허벅지나 종아리 맞기

남자
2) 회초리로 손이나 종아리 때리기 2) 손이나 출석부로 머리 맞기

3) 엎드려 뻗쳐 3) 엎드려 뻗쳐

4) 손으로 뺨을 때리기 4) 회초리나 자로 손바닥 맞기

여자
1) 자나 회초리로 손바닥 때리기

1) 회초리나 자로 손바닥 맞기
2) 교실 뒤에서 팔 올리고 서았기

표 4의 내용을 보면 교사의 엽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별의 형태는 남교사의 경우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기" “회초리로 손이나 종아리 때리기”였으며 여교사의 경우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나 회초리로 손바닥 때리기”와 “교실 뒤에서 팔 올리고 서있

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체벌의 형태로는 남학생의 경

우 “막대기로 허벅지나 종아리 맞기”와 “손이나 출석부로 머리 맞기”였으며 여학생의 경

우는 “회초리나 자로 손바닥을 맞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출

석부로 머리를 맞앗다고 보고한 학생들이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체벌을 했다고 보고한 교

사는 없었다는 점이다.

(3) 체벌이유

체벌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교사와 학생 모두 ‘수

업시간을 방해해서，’ 혹은 ‘지각 때문에’ 등을 얘기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째서 체

벌을 했는지라는 체벌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땐 교사와 학생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학생들은 교사가 “이유없이” 때리는 적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반

면에 “이유없이” 체벌을 한다고 말하는 교사는 없었다. 이는 교사가 자신에게 체벌을 가

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

이 납득할 수 없는 체벌이 발생했거나 혹은 체벌의 이유가 정확하게 학생에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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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체별이유

교 사 학 생

1) 수업방해나 태도(자는 행위) 1) 지각

남자
2) 지각 2) 시험성적
3) 숙제미비 3) 전체기압

4) 반항 4) 이유없이

여자
1) 수업방해(떠드는 행위) 1) 수업방해

2) 숙제미비

교사들은 체별의 이유를 “수업시간에 학생이 딴 짓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지장을 줄 때，

교사로서는 학급을 관리해야 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즉 전체를 위하여 혹은

학급관리를 위해 체볕을 한다고 언급한 반면， 학생들은 “그 날의 선생님의 기분이 나쨌던

것으로 기억이 되요. 기분이 나뿔 때는 저희도 조심하는데， 그 날이 운이 없었던 거죠”라

는 등 교사의 기분 등에 체벌의 이유를 들었다. 이는 체벌의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은 교

사에게 이유를 돌리고 교사는 학생에게 이유를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한 이상민

(1999)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4) 체벌에 대한 태도

체벌에 대한 태도는 제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인 태도

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체벌이 주어지는 방식에 대한 태도 역

시 살펴보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체별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한 병을 제외한 모든 교사가 “실제로는 체벌이

필요하고 방법상의 문제지 어떤 선생은 그런 방법이 좋을 수도 있으니 학생과 교사가 인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하다”고 답변하며 체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반면， 3명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이 “체별은 백해무익이다. 제벌을 받으면 기분만 상하고 별로 좋은 게

없다 좀 더 좋은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

지만 학생들은 체벌을 당하는 개인 엽장에서는 체벌에 반대하지만， 체벌이 학급전체를 관

리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편이었다.

나. 체벌 금지에 대한 태도

체벌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체벌 펼요성에 대한 결과와 비슷하게 한 명을 제외한 모

든 교사가 “체별만이 유일한 지도방법인 학생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체벌금지 정책에



학교에서의 체별과 인성교육 -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17

대한 반대의사를 언급하였으며， 학생들의 경우는 세 명만이 처1 벌을 금지하였고 나머지는

“체벌좋 금지하면 선생님들이 기를 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여 체벌금지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체별만이 유일한 지도방법인 학생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다음 절 즉 체벌을 거의 매일 받는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분석결과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체벌의 즉시성에 대한 태도

체벌이 사건 당시 즉각적으로 주어지는지 아니면 한참 후에 체벌을 가하는지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가 몇몇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체벌을 가한

다고 탑변하였으나 학생들 중 몇몇은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서 맞은 경우가 많다고 답

변하였다.

라. 차별적인 체벌에 대한 태도

비슷한 잘못을 했을 때 몇몇 학생은 때리고 몇몇은 안 때리기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교사가 “학생에게 전혀 편견이 없다.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잘못하면 꼭 때린

다”라고 강한 부정을 한 반면，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사들이 모범

생이나 공부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체벌을 가한다고 주

장했다.

마. 체벌시 교사의 감정개입여부

체별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결과와 비슷하게 체벌시 교사의 감정개입여부에 대한 질문도

역시 교사와 학생은 상이한 답변을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재는 거의 없는데 과거

에는 감정에 의해 때리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

하여 감정개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긍정하였다. 반면 학생들은 대부분의 체별에는 감정

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한 학생의 예를 들면， “제가 교무실 앞에 무릎꿇고

있는데 00선생 이 지나가면서 나 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톡톡치면서 지나가는 거

예요. 평소에 감정을 마치 저에게 화풀이하듯이 말이에요”라고 답변하였다.

(5) 체벨절차

체별절차에 대한 질문은 교사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체별시 체벌받는 이유를 설명하는지， 혹은 학생에게 체별

의 방식을 설명해 주는지， 나아가 학생 혹은 다른 사람(교장， 교감， 학부모 등)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 등 체별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체벨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경고에 대한 언급이나 잘못을 시인하게끔 한 후 때리는 지에 대해서

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와 학생 간에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체벌 이전에 사전

경고를 한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사전경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체벌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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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질문자체를 의아하게 여기며 과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오히려 반문을 하였다.

<표 6>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체별절차

교 사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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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경고 없이 때림

2) 체별방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L。

1효τT

3) 교사의 마음대로 자행됨

2 체벌효과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에서 나타난 체별당사자인 교사집단과 학생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체별효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 교사의 82%가 체벌이 효과가 있다고 진술한 반면， 학생은 고작 33%만이 체

벌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이닥우， 1988).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

는가? 앞서 제시한 전반적인 체별관련변인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탑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교사와 학생간에는 체벌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체별관련변인에

대한 진술내용과 영향요인 자체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사례 별로 교사와 학생들이 밝힌 체벌효과질문(효과 혹은 부작용이 있는가?

그런 효과나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효과와 부작용인가? 그러한 효과와 부작용의 실제 예

가 있는가? 어떠한 요인이 그려한 효과와 부작용을 가져왔는가)을 분석하여 이를 크게 효

과와 부작용으로 나누고 효과와 부작용의 ‘내용’(질서유지， 반성， 반항 등)과 그러한 효과

와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공정한 체별， 너무 많은 학습수 등)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체벌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

는 교사와 학생간의 체별효과의 내용적인 측면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절에서는 각 사레별 체별효과를 미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체벌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 인식차이를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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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체별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

체 벌 효 과

교 사 l 학 생

내용

요인

1) 질서유지

2) 학급관리

3) 규율유지

4) 본보기

5) 전체를 위한 효과

6) 경각심

7) 긴장하게 함

8) 순간적인 억제

1) 긍정적 사고륭 지닌 애들

2)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게 체별한

경우

3) 동의하에 때런 경우

4) 잘못을 설득하고 때림

5) 체벌후 대화를 한 경우

1) 반성하게 됨

2)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겠다고 생

각함

3) 수치심을 느낌

4) 순간적인 행동의 억제

5) 전체질서 유지

1) 사랑의 매인 경우

2) 진정 학생을 위하는 체벌

3) 공정한 체벌인 경우

4) 내가 잘못한 만큼의 체별

5) 심하지 않은 체별

6) 동의를 구한 후의 체벌

7) 잘못했다고 여길 때 때라는 경우

표 7은 체벌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진술을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

분석한 것이다. 체별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 진술을 살펴보면 교사는 체벌의 효과를

질서유지， 학급관리， 본보기， 전체를 위한 효과 등 학생 개인보다는 교실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학생들은 반성하게 됨，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함， 수치감을 느낌

등 교실 전체적인 효과보다는 학생 개인적인 측면을 효과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체벌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진술 역시 교사와 학생간 차이를 보였는데 교사들은 체벌

을 받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체별효과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진술

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체벌을 하느냐에 따라 체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사， 학생 모두 체벌이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게， 혹은

교사와 학생간의 동의가 전제되어서 체벌이 이루어진다면 효과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축어록 자료를 보면 체별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 인식차이를 잘 드러내 보

여주고 있는데， 교사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때리는 입장에서 미음이 아프죠. 저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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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고 나면 마음에 상처가 남죠. 그러나 저희 반 전체를 위해서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요.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라고 말하며 교실 전체적인 효과

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학생은 “다음에 반성하고 그렇게 지각을 안하게 되기도 하죠”라

고 말하며 행위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행동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효과를 중심으

로 체별효과를 답변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 요인 역시 교사는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변 그런 얘에게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효과가 없죠”라고 말하며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효과

의 요인을 학생의 탓으로 돌리는 반면， 학생은 “그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면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공부를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느끼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선생님이 그런걸 흉내를 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구분이 되

요. 저게 진짜인지 아니지”라고 말하며 교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때리느냐에 따라 다르

다며 체별효과의 요인을 교사에게 두었다.

3. 체벌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 차이

다음은 교사와 학생간의 체별부작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체별부작

용의 내용과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을 진술된 빈도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8> 체별부작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처j 멀 부 작 용

교 사 하「 생

1) 반발하는 경우 1) 반항하는 경우

내용
2) 반항하는 경우 2) 반발하는 경우

3) 분풀이라고 여기는 경우 3) 전혀 반성이 안 되는 경우

4) 증오심을 불러일으킴 4) 너무 심하다고 생각됨

1) 가정이 좋지 않은 애 1) 감정이 내포된 심한 체벌(손， 발

2) 자신의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할 을 이용한 체벌)

}Z{}} 모르느」 얘” 2) 공정하지 못한 제벌(몇몇 학생

요인 3) 너무 많은 학습수 은 때리고 몇몇 학생은 때리지

4) 습관처럼 때리는 경우 않는)

5) 구타에 가까운 체벌 3) 때려도 변하지 않는 학생

4) 화풀이성 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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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8은 체별부작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진술을 빈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정리， 분석한 것이다. 체벌부작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 진술을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 모

두는 체별의 부작용을 반발하는 경우， 반항하는 경우， 반성이 안되고 분풀이라고 여기는

경우를 부작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체벌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진술

은 교사와 학생간 차이를 보였는데 교사들은 체벌을 받는 학생들 중 가정이 좋지 않거나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를 언급하며 체별의 부작용의 이유를 학생에게

돌리거나 혹은 너무 많은 학급수와 같은 환경적인 이유를 언급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가

감정적으로나 공정하지 못하게 체벌을 가할 경우， 즉 어떤 방식으로 교사가 체벌을 하느

냐에 따라 체벌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진술의 빈도는 달랐지만 교

사， 학생 모두 심한 체별이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진술하였으며， 특이하게도 학생들 역시

교사들의 답변과 비슷하게 때려도 변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축어록은 교사와 학생간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데，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기 행동을 잘 고치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려 하지도 않고 달라

지려 하지도 않고 자기 편한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얘들을 보면 가정이

안좋아요. 부모가 과보호를 하거나 혹은 결손가정이거나， 이해가 안간다 하는 얘들은 선생

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들이 대부분이에요”라고 하며 부작용의 원언을 학생블이 어떻

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학생의 탓， 섬지어는 가정교육의 탓으로 돌리는 반면，

학생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선생님이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경찰서

고 무슨 범죄자 색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꼭 말하는 게 자기가 교문을 지키고 있어

서 학생들이 담을 넘어올 때 잡았다고 자기는 정의의 용사고 너회는 범죄자다라고 하더라

고요”라고 하며 교사의 공정하지 않은 체벌이 부작용을 양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교사들 역시 자신이 심하게 때리는 경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 역시

그러한 부작용을 언급하였지만， 교사가 심하게 때리지 않을 경우에도 어떤 학생들은 그것

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는 경우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틀 역시 “벌을 받아도 신경쓰

지 않고 그냥 너는 때려라 나는 반항한다 식이죠. 그런 경우는 전혀 벌이 효과가 없죠”라

며 언급하였다.

위의 학생들이 진술한 것 같이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이들에게는 체별은 전

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그 학생들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면서도 질서유지， 학급관리， 본보기 등 전체적인 효과를 위해 때리게 되며， 그 학생들 역

시 습관적으로 그냥 맞고 전혀 변화되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악순환처럼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이들 변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행아

들은 어떻게 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추가로 연구하였으며， 그 절차는 앞선 연구와 통

일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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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벌에 대한 비행아들의 인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절에서는 비행아들이 실제 체별상황에서 부작용만이 있을 뿐

그들에게는 체벌의 효과가 전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면접을 통해 사례 별로

그 학생들에게 체별효과질문(효과 혹은 부작용이 있는가? 그런 효과나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효과와 부작용인가? 그러한 효과와 부작용의 실제 예가 있는가? 어떠한 요인이 그러

한 효과와 부작용을 가져왔는가)을 하였으며 이를 앞선 연구와 통일하게 크게 효과와 부

작용으로 나누고 효과와 부작용의 ‘내용’과 그러한 효과와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

<표 9> 비행아들의 체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인식

도C그E 」。ι 인

1) 체별하지 않고 대화로만 지도

체별효과 없음 해줄 때

2) 개인적으로 봐줄 경우

1) 감정이 상함 1) 강도가 너무 심한 체벌

2) 선생님에 대한 적개심 2) 비하하며 체별하는 경우

체별부작용 3) 반항심의 조장 3) 습관적인 체벌

4) 신체적인 상처 4) 차별적인 체벌

5) 학교에 가지 않게 펌 5) 감정이 개입된 체별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비행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체벌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

은 체별의 어떤 효과도 부정하고 있었으며， 사랑의 매와 같은 체벌의 효과는 어쩌다 한

번씩 맞는 모범생이나 보통학생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아들은 일반아들과는 다른 체별형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들은

체벌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엎드려 시켜놓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한 두달 정도 가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맞았는데요. 저도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

후배들 앞에서 맞았어요. 강목하나가 부러지고 대나무가 부러졌어요” 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때리거나 주먹으로 따귀를 때리는 일상적인 체별과는

다른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보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체벌이 줄어들었으

며， 주로 허벅지나 종아리 혹은 손바닥을 몽둥이를 사용하여 체별한다고 보고한 일반아들

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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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체별 효과 면에서 앞서 표 5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전혀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

려 반발만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l l 행아들은 “몽갑내기 앞에서 맞는 것도 창피한데 후배들 앞에서 맞으면 얼마나 그게

그래요， 그래 반항심이 생길 때 저는 학교에 막 안나가구 그랬어요” 혹은 “저희 같은 애

들 말구， 모범생들은 사랑의 매라고 하겠죠. 저는 그냥 맨날 맞으니깐 거의"라고 말하며

거의 매일 습관적이고 차별적이고 감정이 개입된 체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체

별의 효과 역시 신체적으로는 아픈 상처만을 남기고 감정적으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교사

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십만을 조장할 뿐 사랑의 매라고 보여지는 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에서 가정했던 것과 같이 비행아들에게는 체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그 학생를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서도 질서유지， 학급관리， 본보기 등 전체적인 효과를 위해 때리게 되며， 그 학생들 역시

습관적으로 그냥 맞고 전혀 변화되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악순환처럼 반복될 뿐이라는 것

을 확인시켜 주었다.

VI. 논의 및 결론

체벌 당사자인 학교 교사들은 체벌을 포함해서 벌의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며，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혹은 심리적 상처

를 주지 않는 한 학교내 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논 것 같다. 그러나 학생

들의 견해는 교사들이 가하는 벌에 대해서 더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며 교내 체별금지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현한다.

이러한 인식차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내 벌의 사용에 대한 교사

와 학생들의 인식， 태도， 행동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목적과 교육에 있어서

의 실질적인 시사점을 위해 연구자는 교사 6명과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체별효과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전혀 다른 내용과 요언을 지니고 있

음을 발견하였으며， 비행아들의 경우는 전혀 체벌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

학생파 교사간에 차이가 분명한 부분은 체별의 빈도 등 사실적인 것보다는 체별의 이

유， 목적， 효과 등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체별의 이유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차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교사들은 체별익 이유를 ‘전체를 위하여，’ ‘학급관리’ 등 학급 전체적

인 측면을 언급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의 화풀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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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개인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답변하였다. 체벌에 대한 태도， 즉 체벌의 필요성， 체벌금

지， 체별의 즉시성， 차별적인 태도， 제벌시 교사의 감정개입여부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교

사들은 체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체벌이 필요하고 금지해서는 안되며， 즉각

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차별적이지 않으며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반 수 이상의 학생들은 교사의 인식과는 전혀 다르게 체벌금지를 주장하고 체벌시 교사의

차별과 감정개입을 언급하였다.

제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차이는 비행아들에게 있어 더욱 더 크게 나타났는데

비행아들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모범생과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모범생은 적게 때리는 반면

자신들은 더욱 더 심하게 다룬다고 주장하면서 교사의 차별적인 체벌을 강하게 주장하였

다.

2 체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

이 연구는 체별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차에 있어 제벌효과와 부작용

을 어떤 것으로 정의내리느냐부터 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까지 전혀 상반되게 나타

남을 밝혀 볼 수 있었다. 즉 교사들은 체별의 효과를 질서유지， 학급관리， 본보기， 경각심

등 학생 개인보다는 교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찾는 반면， 학생을은 반성， 수치감， 반항심

등 교실 전체적인 효과보다는 학생 개인적인 측면에서 체별효과를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

한 체별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에 있어서도 교사들은 체벌 받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마음가

짐에 따라 체벌효과의 유무가 결정된다며 학생의 요인을 중심으로 답변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체별하느냐에 따라 제벌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며 효과의 요인을

교사에게 돌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체벌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자극이

될 수 있지만 교사가 전체를 위하여 체벌을 가하고 그러한 체벌이 항상 몇몇 학생에게만

이루어진다면 전체를 위해 희생당하는 아이들에게는 부작용만이 있을 뿐 효과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거의 매일 습관적이고 차별적이고 감정이 개입된 체벌을 경험하는 비

행아들의 경우 체별의 효과는 신체적으로는 아픈 상처만을 남기고 감정적으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교사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섬만을 조장할 뿐 사랑의 매라고 보여지는 효과는 전

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아들에게는 체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그 학생들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서유지， 학급

관리， 본보기 등 전체적인 효과를 위해 때리게 되며， 그 학생들 역시 습관적으로 그냥 맞

고 전혀 변화되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악순환처럼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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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차이의 극복방안

체벌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체별은 이러한 불쾌한 경

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다시 생각하게 하거나 혹은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

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체벌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의견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

선적으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은 처1 벌에 대한 목적의식이다. 체별찬성론자들이나 반대론자

들이 체벌효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지만 두 입장 모두 교사가 학생을 제

벌할 때는 학생을 돕는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벌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학생의 기본적인 성장과 발탈을 촉진할 수 있을 경우에

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먼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체벌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내려져야 한

다. 즉，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체벌이 올바르고 유익한지， 혹은 부작용만을

나타내는 잘못된 것인지， 혹은 기대했던 효과를 얻는데 성공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선

행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기대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벌에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

인가?

체벌을 줄 때 중요한 점은 학생에게 어떤 체벌을 주는가 보다는 가해진 체벌에 의해 결

과적으로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있다. 체벌이 효과가 있으려면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Fritz， 1988)- 체벌을 받은 후 학생은 불쾌감을 경험한다.

그 후 이러한 불쾌감은 좌절이든 고통이건 간에 학생의 마음속에서 일정한 수준의 분노를

유발한다. 이 분노는 의식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강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란

좌절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분노를 느끼기 마련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은 자기가

체벌을 받게된 ‘이유(re머 causes)와 그 원천(sources)’을 구분하게 된다. 체별의 원천은 자

기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이다. 그러나 체벌을 받게 된 이유는 ‘자신이 범한 행동’임에 틀

림없다. 왜냐하면 학생이 옳지 못한 행동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교사는 애초부터 처1 벌을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와 원천을 구분하게 되면 학생은 자신이

느끼는 분노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학생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게 되고 좀더 충동성을 역제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

고 후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체벌을 받은 경험은 학생에제 새로운 통찰력을 갖제 할뿐만 아니라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증가시켜줄 수 있다.

젠별으L효표률--<옆.ZL없뾰궐 ，°1 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도 었다. 그러냐 체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임에 틀림없다. 체벌찬성론자들 뿐만 아니라 체별반대론자들 역시 이러한 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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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는 체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별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과정이 과연 현재의

학생들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학생들이 처l 벌을 통해 경험한 불쾌

감이 반성의 자료가 되는가， 오히려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는

가， 혹은 비이성적인 분노만을 낳지 않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매일 맞는

것이 습관화된 학생인 경우에 체벌은 연중행사일 뿐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너무 심한 체벌은 자존심이 강한 학생들에게 참을 수 없논 수치감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또한 심한 체벌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체벌을 받게 된 이유에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체별한 교사에게 분노를 집중하게 만든다. 요약컨대， 체별연구와 논의는 부

작용의 방지와 최소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최근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999)가 상하이 의대， 연변의대와 공동으로 한중 양국의 초

등학교 체별실태에 대해 공동연구한 결과， 한국의 경우 62.0%가 그리고 중국학생의 51.1%

가 최근 1년간 교사로부터 체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별 당한 학생들 중 신

체를 난타당하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맞는 등 ‘사랑의 매’라기 보다 ‘화풀이 매’로밖에 볼

수 없는 체벌을 당했다고 한 학생이 중국은 4.1%인 반면 한국은 그 10배가 넘는 43.8%에

이르렀다.

무엿보다도 체별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일어난 불쾌한 경험이 자신의 잘

못이라고 느낄 수 있게 체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이 잘못

한 만큼만 체벌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게 체벌을 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풀이의 매가

아딘 사량의 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

는 체별 규정의 확립이 선행되어져야만 한다. 최근 울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체벌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체벌을 할 경우， 체벌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

였다. 즉，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체벌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행동발달평가상의 불이익， 학교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

권을 주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별규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교사가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

다. 그리고 체별규정은 가급적 간략하게 기술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이 학교공동체생활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축소하여 실천하도록 한다면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

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이 병행되어

야 한다. 사실상 체별의 문제는 교사의 전문성에 맡겨야 하며 잘못된 체벌에 대해서는 교

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몇몇 교사들은 체벌을 습관처럼 행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하

였듯이 습관처럼 행해지는 제벌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체벌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체벌을 대선할 다른 교육방법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체벌이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체별은 수많은 교육방법 중 그 어떤 것보다 간편하고 병확하고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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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은 시각적 환상에 불과하다. 체벌을 주는 교사의 행동은 간

편하고 분명하지만 학생이 그 체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서장애아에 대한 체벌은 더욱더 복잡

하다. 체벌의 ‘올바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벌을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체별상황에서 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임기응변하는 기술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어떤 이유로든 학생이 오해하거나 왜곡함이 없이 가해진 체뱉을 잘 견디어 내고 당초에

의도된 교훈을 얻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규정된 체벌이라 하

더라도 오히려 역효과만이 나타날 것이다. 체벌에 대한 필요론과 불가론 사이의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체별의 각종 대안적인 방법들， 그

리고 효과적인 (체벌을 포함한) 벌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체벌연구는 이

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체벨의 상황， 절차， 그리고 방법까지 체별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

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만이 현재의 체별논쟁을 극복하여 올바른 체벌이 정착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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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How They See Corporal Punishment

Kim, Kay-Ryan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Using corporal punishment in the schools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for the last

a few years.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s

and the teachers how they see the issue. Because the formers are punished and the

latters "perform" the punishment, theγ might have quite different point of view. Eight

midd1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experiences of corporal punishment (two

of them are punished almost everyday) were interviewed and six teachers who have

experiences of giving punishment were also interviewed. Differences between them

were found in many aspects: how often corporal punishment t삶e place in schools,

why or for what teachers use the coercive method, how corporal punishment is

performe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punishment and fian1ly, if the

corporal punichment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eq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