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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학생참여형 생활규정(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이란 학

교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적용하는 기존의

생활규정과는 달리, 학생이 생활규정의 제정, 개정, 운영에 중심적인 주체

로서 참여하며,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대안적 생활규정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경험에

대해 주목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노현지·김겸미·박성혁, 2013)에 따르

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학생참

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정치적 태도 수준에 있어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일환인 ‘공동체 생활협약’이라는 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A중학교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

을 가진 학생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심층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공동체 생활협약과 관련

한 학생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현상학(Phenomenology)적 연구 방법의 5단계 과

정을 거쳤으며, 학생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본질과 구조가 드러날 수 있

도록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매달 자치회의 시간을

가졌으나, 자치회의 시간의 경험은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촉발시키는 '구

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이 되기에 부족했으며, 학생들의 반성적

숙고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비학습적 경험(non-learning experience)’이었

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치시간 외의 일과시간에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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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 실행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자치시간의 형식적 운영,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들의 비일관적인 규칙 적

용 등으로 인해 생활협약은 학생들에게 그 권위를 잃고 있었다. 학생들은

생활협약을 친구들 간의 실질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형식적 약속으로 느

끼고 있었고, '남들처럼 행동하기'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활협약보다 우

위의 행동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교사들은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언어적 교화나

처벌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나 토론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은 막연하게 생활협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생활협약 실시를 통해 형성된 학교 문화를 통해서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

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에는 도달치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가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

히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과 교사 사이에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

련한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치 시간

은 끊임없이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들 사이에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수업, 특히 사회과 수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하여야 한다.

주요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공동체 생활협약, 시민교육, 현상학적 질적

연구, 교칙, 학교규칙

학 번 : 201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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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30여명의 남녀 학생들이 교실 안에 

앉아 있다. 칠판 앞에 선 담임교사가 일련의 체크리스트가 적힌 종이

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체크리스트에는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얼

마나 학교 생활규정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자기반성형 문항이 적혀 

있다. 종이를 받자마자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한다. “아, 하기 싫

어!” 기계적으로 ‘보통’에 일렬로 체크해 나가던 다른 학생이 맞장구

치며 교사에게 묻는다. “샘, 이거 왜 해요?” 교사가 멈칫한 사이 학

생들은 왁자지껄 잡담을 나누기 시작한다. 

사회과 교육은 민주 시민의 양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교육이다. 사회

과교육이 추구해야 할 시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

지 않았지만, 시민성이 지식·기능·가치·태도의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완성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먼저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련 기술이나 적성 등을 계발해

야 하며,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여야 한다(박재창 외, 2007). 여기서 시민적

덕성이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존중, 참여의식 같은 민주주의적 삶의 태도

를 내면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사회과 교육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경험교육론의 대표적 학자인 존 듀이

(John Dewey)는 교육활동을 ‘아동의 현재 경험으로부터 조직화된 지식의

체계로 움직여 가는 계속적인 재구성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Dewey,

1902; 박철홍, 2002), ‘경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은 경험 내에서의, 경

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발달’이라고 주장하였다(Dewey, 1938; 박철홍,

2002). 즉 그는 학습자에게 치밀하게 구조화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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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학습자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시민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민주주의

적 절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학습 방법은 없을까? 최근 서울 시내 몇몇

학교에서 시행중인 ‘공동체 생활협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동체 생활협

약은 학생이 생활규정의 제정 및 운영에 능동적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

는 생활규정의 한 유형으로서 최근 서울시의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새롭

게 시행되고 있다. 즉 기존 생활규정에 비해 ‘학생참여형’인 생활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기존 생활규정과의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존 생활규정은 학생 참여가 거의 없거나 형식

적인 수준인데 비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은 규칙의 제정, 개정, 적용에 학

생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기존 생활규정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

로 간주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함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이 자신이 생활하는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공동으로 제정한 규칙

을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은 학생

들이 성인이 되어 민주시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미리 경험해보게

끔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두 시간 내외의 교과 수업으로서는 가능

하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

제와 관련한 학급회의, 공청회, 투표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절차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나 영상, 강의를 통한 간

접 체험 수준에서 벗어난 살아 있는 민주주의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실시가 실제로 학생의 성장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2013년에 이와 관련한 양적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두 중학교에서 학

생들의 정치적 태도를 비교하였는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학생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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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들이 실시하지 않는 학교 학생들보다 정치

적 태도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정치적

태도의 네 가지 하위 요소(정치적 신뢰감,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관용,

참여의식) 중 외적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의식 수준이 미실시 학교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적 신뢰감과 정치적 관용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차이가 나타난 두 가지 요소인 외적 정치

적 효능감과 참여의식 수준도 큰 격차를 나타내지는 않았다(노현지·김겸

미·박성혁, 2013).

왜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학생들의 정

치적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지

만 학생들의 내적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실시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경험을 통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 본 연구자는 교사인 동시에 한 명의 연구자

로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야 할 필

요성을 느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참여형 생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경험을 겪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 목적, 실천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이

론적으로는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라는 대안적 시민교육의 방법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험을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적 경험이 학생들

에게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실천적으로는 현재 실제로 실시

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포

착함으로써 현장의 교사들과 행정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현재 생활협약을 실시 중인 학교의 교사로서, 제자들을 민

주시민으로서 길러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할지 스스로를 위

한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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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생참여형 생활

규정인 ‘공동체 생활협약(이하 생활협약)’을 실시중인 서울 A중학교의 사

례를 중심으로 생활협약 실시 과정을 관찰 및 분석하려 한다. 연구를 통

해 답을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협약 관련 자치 시간에 학생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자치 시간을 제외한 일과 시간에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

험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제·개정, 운영시에 나타

나는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에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해 밝

히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선

해야 할 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그대로의 복잡성을

드러내려는 질적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세계로서의 중학교에서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어떻게 실시되고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

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조직을 하나의 유기체

로서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하지만, 학교라는 현실 공간에는 교사와 학생

이라는 수많은 주체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및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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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이러한 학교 공간 안에서 참여관찰

과 면담을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기술함으로써,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에 대

한 하나의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시행될 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을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함으로

써, 교육주체로서의 학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참여형 생활규

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성

원들의 인식 조사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설문조사로도 가능하지만, 그

러한 인식이나 효과성이 나타나게 된 맥락과 그 속에서의 상호작용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상적인 이

해를 넘어선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정책 집

행가나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2) 연구의 한계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

이다. 특히 연구 대상 학교는 현재 혁신학교 4년차에 돌입한 학교로서 일

반 학교에 비해 특수한 환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학교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질적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정확히 그대로 재구성될 수 없

으며, 또한 비슷한 상황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연구 결

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조영달, 2005, p.49-50). 그러나 사례

연구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

로 이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볼 때, 한 가지 사례에 집중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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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

은 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연구는 한 가지 사례에 대한 자세하고 풍

부한 설명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묵시적 지식

(tacit knowledge)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데 있어 특별히 유용하다(Merriam, 2005).

둘째, 연구자가 연구 대상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는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내부자로

서의 일정 정도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 있

어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증주의적 접

근과 달리, 질적 접근은 상황적 맥락 속에서 대상을 이해하려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자 역시 상황에서 독립된 존재가 아닌 이상 결국 본질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조영달, 2005, p.49). 내부자로서의 연구자의 정체성

은 한계인 동시에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 학교의 구성

원들과 이미 일정 수준의 라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면담을 이끌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7 -

Ⅱ. 이론적 배경

1. 경험학습 이론에서의 경험의 의미

(1) 경험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經驗)’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경험’이라

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일 때 그 단어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황을 겪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그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얻은 기능

이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적 의미에서의 ‘경험’과 달리,

학문적 의미에서의 ‘경험’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서 이론적 도구의 의미

를 갖는다. 아래에서는 경험 및 경험학습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듀이(John Dewey)의 경험 이론

서양의 초기 근대철학에서, 특히 대륙적 합리론과 영국적 경험론 사이의

논쟁에서 ‘경험’이란 ‘이성(理性)’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다는 합리론자들의

주장에 반하여, 경험론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원래 백지와 같고 성장하면

서 경험을 통해 외부로부터 표상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다(이돈희,

1993, pp.39-40). 로크(John Locke)와 흄(David Hume) 같은 경험론자들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기원하며 경험으로 검증받아야만 참된 것이라고 전

제하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성이나 본유 관념 등은

공허한 독단이라고 생각했다(송도선, 2004, p.57).

그러나 경험론자와 합리론자 모두 경험을 감각과 지각의 과정으로 이해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경험의 개념은 인간의 마음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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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세계가 존재하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표상의 세계와는 별개라는

것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 세계로부터 표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찰자이며, 경험이란 오감을 통해 수용하는 표상

을 마음속에서 종합하는 것이 된다.

듀이(John Dewey)는 이러한 전통적인 경험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

거를 들어 비판하였다. 첫째, 전통적 견해는 경험을 수동적인 감각 작용으

로 한정지음으로써, 경험의 중요한 측면인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면을 도

외시했다고 비판하였다(김무길, 2005, PP.82-83).

경험이라는 것은 수동적 요소와 능동적 요소의 특수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경험의 성격은 쉽게 이해될 수 있

다. 능동적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은 ‘해 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경험이라는 말과 연결된 ‘실험’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당장 드러난다.

수동적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은 ‘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에 작용을 가하고 그것에 무엇인가 일

을 하며,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입든가 당하든가 한다. 우리는 그것

에 무슨 일인지를 하며,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무슨 일인지를 한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요소의 특수한 결합이다(Dewey, 1916,

p.163; 이홍우 역, 2007, p.227).

둘째로, 전통적 견해는 경험을 감각 기관에 의해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

서 성립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듀

이는 모든 경험은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

였다(이돈희, 1993).

경험은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개인 밖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 밖에 상

호작용할 무엇인가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경험은 결코 일어날 수 없

다. 경험은 신체 밖에 존재하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들로부터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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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받는다(Dewey, 1938; 박철홍

역, 2002, p.133).

즉 경험은 유기체의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소유물도

아니며, 인간과 환경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만 성립된다고 보았

다. 따라서 듀이에게 있어서 경험은 객관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송도선, 2004, p.62).

셋째, 전통적 이론에서 사고(thinking)는 이성(reason)이라는 이름으로 불

리면서, 현실적인 경험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듀이는

행위(action)와 사고가 모두 경험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통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사고를 철학에 도입한 것이다. 유

기체로서 인간은 목적이나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활동을 한다. 즉 사

고는 경험에 있어서 수단과 목표를 연결 짓는 방법이다. 만약 사고가 작

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결과에 대한 예측이 없는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는 우연한 사건에 불과할 뿐 인간의 경험이 될 수 없다고 보

았다. 이러한 ‘시행착오적 경험’과 대비하여, 듀이는 사고에 바탕을 둔 본

격적인 의미에서의 경험을 ‘반성적 경험’이라고 하였다(박천환, 2012,

p.46).

이러한 관점에서 듀이는 경험을 ‘과정으로서의 경험’과 ‘결과로서의 경험’

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과정으로서의 경험이란 인간이 환

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말하고, 결과로서의 경험은 이 상호작용의 과

정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경험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

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외적 측면의 경험이란 즉 행

위(action)을 말하고, 내적 측면의 경험은 마음의 활동, 즉 사고(thinking)

또는 반성(reflection)을 말한다. 따라서 경험이란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식 속에 내재화하는 과정 및 결과의 총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경험은 앞에서 이루어진 경험에 영향을 받고, 또 다음에 이

어지는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듀이는 “모든 경험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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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키며, 또한 그 변화는 우리가 원

하든 원하지 않든 뒤따라오는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Dewey, 1916, p.27;

박철홍 역,2002, p.124) “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특징을 연속성의 원리

(principle of continuity)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연속이 여러 번

반복되면, 습관(habit)을 형성하게 되고, 개인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

게 된다. 이러한 습관의 형성은 신체의 숙련이나 기술의 향상에만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지적·정의적 영역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

키고 갱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특정 대상들과 마주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이 상호작용

은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대상에 작용을 가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능동-수동의 결합 작용이다(송도선,

2004, p.140). 이 결합을 통하여 경험이 발생하며, 이런 경험은 뒤에 이어

지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경험 속으로 통합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즉 인간의 전체적 삶의 과정은 경험의

과정인 동시에 성장의 과정이다.

따라서 듀이가 말하는 ‘교육적 경험’은 계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바람

직한 경험’ 이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인간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듀이는 “교육은 경험의 의미를 더해 주고, 후속

하는 경험의 방향을 지도하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경험의 재구성 혹은 재

조직이다”라는 명제를 제기하였다(Dewey, 1938, p.89-90).

2) 콜브(David Kolb)의 경험 이론

듀이의 뒤를 이어 경험학습 이론을 발전시킨 콜브(David Kolb)는 경험

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는 듀이,

피아제(Piaget), 레빈(Lewein)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

시하였다(Kolb,1984). 첫째, 학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더 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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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p.26). 둘째, 학습은 경험에 기반한 계속적인 과정이다(p.27). 셋째,

학습은 세상에 적응하는 변증법적으로 대립하는 방식들의 결정을 요구한

다(p.29). 넷째, 학습은 세계에 대한 전체론적인 수용 과정이다(p.31). 다섯

째, 학습은 사람과 환경의 교변작용(transaction)을 필요로 한다(p.34). 여

섯째, 학습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구성주의적 과정이다(p.26). 콜브는 이러

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경험을 통해 개념들이 도출되고 지속적으로 수

정된다고 보았으며, 듀이와 마찬가지로 경험의 계속성을 강조하였다.

콜브는 경험을 학습수단으로 보는 것을 넘어 경험이 곧 학습이라는 점,

즉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습

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과 분석적 거리 간의 갈등과 긴장이 있는

환경에서 가장 잘 일어나’기 때문에(정민승, 2010, p.145), 교실과 같은 인

위적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학습자가 반성적 숙고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교실이 아닌 장소에서도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브는 이러한 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경험학습은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능력을 요구하는 네 가지 단계가 순환하는 과정(cyclical process)이라고

보았다. 각 단계는 그 단계에 필요한 능력을 갖는다. 첫 번째 단계는 구체

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감각과

느낌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는 기존의 가치나 관념에 어긋나는, 잘

이해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문제적 상황을

인식한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개방성과 의욕을 필요로 한

다. 두 번째 단계는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단계로서 학습을

촉발시킨 구체적 경험에 대해서 해석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구체적 경험의 효과가 무엇인지, 만일 같은 행동이 유사한 환경에

서 취해진다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는 지적

인 과정이다(정민승, 2010, p.129).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관찰과 성찰 능력이 요구된다. 세 번째 단계는 추상

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ing)단계이다. 이 단계는 구체적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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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콜브의 경험학습 모형
출처: D. A. Kolb(1984), Experiential Learning, P.42

속에서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지식, 원리, 가정을 추출하여 그것을 정리하

고 규정하는 단계이다. 즉 지금까지의 관찰과 반성적 사고를 추상화하여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탐색해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관찰한 것에서 통합적인 아이디어와 개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석 능력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 단계는 능동적 실행(active

experimentation)단계로서, 추상적 개념화를 통해 얻은 원리나 가정을 실

제로 직접 실행하거나 실험하면서, 구체적 경험 단계에서 직면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

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된다. 능동적 실행 단계의 결과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적 상황을 만들

어 내게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계속적인 순환 과정을 밟게 된다. 이

러한 학습 순환은 네 지점 중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고 계속적인 나선형

과정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았다. 물론 현실에서 경험학습의 네 단계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경험학습의 단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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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콜브의 논의에 따르면 경험은 학습을 촉발시키는 근본적 원천이

자 출발점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경험이 모두 학습을 발생시

키는 것은 아니다.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험에 대

한 개인의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반성적 관찰이라는 학습자의 의도적 활

동이 이루어졌을 때, 경험은 학습의 원천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콜브의 경험 이론은 경험학습의 과정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정

리했다는 점에서 이후 관련 연구들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콜브의 모

형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인 지적은 경험학습을 이해

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조건을 간과하고, 개인의

단순한 인지적 차원의 활동으로 국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Merriam, Caffarella, & Baumgarter, 2007). 또한 경험학습을 학습자의

인지적 실천이라는 심리학적 학습과정으로 한정짓는 것은 사회적 맥락 속

에서 구성된 경험의 본질과 개인의 성찰 행위에 개입하는 가치, 규범, 신

념 등의 영향을 간과하는 것으로, 마치 경험과 성찰이 진공 속에 존재하

는 것처럼 취급하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Fenwick, 2003, p.79).

3) 자비스(Peter Jarvis)의 경험 이론

자비스(Jarvis)는 콜브의 연구를 확장하여, 경험에서 비롯되는 학습의 복잡

한 양상을 포괄하려 하였다. 그는 학습은 언제나 사회적 맥락에서 이뤄지

며, 학습자 역시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존재이므로 개인적 관점

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학습이라는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arvis, 2012). 자비스에 의하면, 자아(self)는 개인이 환경과 상징

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고 재구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있어 사

회적 맥락은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이러한 자아와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경험의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다른 말

로 하면, ‘경험은 ‘주관’과 ‘객관’의 교차지점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정민승,

2010,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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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험의 위상

한편 자비스는 일상의 모든 경험이 잠재적인 학습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경험이 성찰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학습자가

이전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황을 의식적

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당연하게 넘기기도 하는데, 이때 상황을 문제적으

로 인식하면 학습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경험이 이전 경험과

조화될 경우 어떤 질문도 제기되지 않으며, 학습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

였다. 또한 경험과 자신의 의미체계 간의 간극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도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Jarvis, 1987, pp.133-146).

2.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1) 시민교육방법으로서의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학생참여형 생활 규정이란, 기존 생활 규정의 대안적 성격을 가지는 생

활규정으로서, 학생들을 자기결정권을 가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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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자율적 생활규정을 말한다. 기존의 생활 규정과 대별되는 학생참

여형 생활규정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규정의 제정 과정에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

니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실제 규정 제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교사

및 학부모와 대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둘째, 생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방적·수동적으로 규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한다. 즉 학생참여형 생활 규정은 학생이 그 제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진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을 주

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교칙은 학생만을 규제하는 규정이지만, 생

활 규정은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 학부모도 자신을 규제하는 규정

을 만들어 3주체가 대등하게 상호 이해와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생참여형 생활 규정은 단순한 생활규정 차원을 넘

어서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하나의 시민교육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시민성 교육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방법은 여러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

지만, 그 중에서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은 경험 학습의 전통 중에서 활동

중심 학습(Active Learning) 및 참여 학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활

동 중심 학습이’라는 용어는 울레버와 스콧(R.Woolever & K.Scott, 1988)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사회과 교육을 학생들에게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실습하고 체험하

는 학습의 총체라고 표현하면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활동중심학습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Woolever & Scott, 1988, p.18). 여기서 ‘활동’을 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성찰적 자기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적 참여’란 교수학습의 계획 및 평

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존중될 뿐 아니라, 그 학생들 스스

로 교수학습상황의 객체가 아니라 주도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찰적인 자기학습’이란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상황

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습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최현섭 외, 2003, p.231). 이러한 정의에 따



- 16 -

르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생활 규정 제정에 참

여하며, 자율적으로 생활규정 준수 상태를 검토하면서 규범의 의미와 가

치를 이해하고, 준법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활동중

심학습을 통한 시민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2) 규범으로서의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은 교육 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규범으

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학생 생활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

로 통용되는 말로는 ‘교칙’, ‘학칙’, ‘학교 규율’등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1장 총칙 제8조(학교규칙)에서는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

교 규율(school discipline)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훈련 활동과 훈

련에 적용되는 명시적·묵시적 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김정원, 2004, p.55).

이러한 용어들의 세부적 의미는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인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의 집합이라는 의미

를 공유하고 있다. 즉 ‘교칙’, ‘학칙’, ‘학교 규율’ 등은 학교라는 사회 내의

학생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규범 가

운데서도 창설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으며, 규칙수용자들이 수용하지 않더

라도 규칙으로서 존재하며, 집행기관은 규칙수용자들이 그 법에 근거하여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제도화된 사회규범의 하나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이른바 학교 규칙들은 학교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효율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김주영, 2011,

p.10). 또한 학생들을 규정이 적용되는 객체로 간주하고, 그 본질적 특성

을 통제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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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생을 교육의 객체로 간주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은 학생을 교육의 능동적인 주체이자 자기 결정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

중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학생

의 각종 자유를 보장하는 학생 인권 조례가 몇몇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

고 있고, 다수의 시도 교육청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른 생활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학칙 및 교칙의 제정에 있어서 학생 대표의 참여를 권장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그저 외형적인 형식만 갖출

뿐 실제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칙 및 생활 규정의 제정에 참여하는 경우

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3)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실제 사례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사례로는 현재 서울 지

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동체 생활협약’을 들 수 있다. 현재 여러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협약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과 절차는 거의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참여형 생활

규정의 대표 사례로서 A중학교의 공동체 생활협약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

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이하에서는 ‘생활협약'이라는 단어로 ‘공동체

생활협약'을 대체한다.

1) ‘생활 협약’의 기본 방향

A중학교 생활 협약의 목표는 ‘자율, 자치, 협약의 학생 생활 문화 만들

기’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 자치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를

학생 중심의 상향식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생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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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학부모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규칙을

만들고 다함께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생활 협약의 제정 및 운영시에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 제시 단계, 학년별 생활 협약 회의 단계, 학교 교육의

3주체 간 생활 협약 위원회 단계와 같은 3층 구조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2) ‘생활 협약’의 내용

생활 협약의 내용은 학생협약, 교사협약, 학부모협약의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학생 협약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과 자율조항이 있는데,

강제규정은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무단결석 등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이 부분은 다른 학교의 생활규정과 다르지 않다. 한편 다른 학교에서 생

활규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수업매너, 두발·복장, 교내 휴대폰 사용과

같은 사항은 학생생활협약 중 자율규정에 해당한다. 강제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선도협의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구성

하여 징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율규정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별도의 징계나 처벌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규정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한편 ‘평화로운 학교생활’이라는 항목을 만들

어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협박 등 모든 폭력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따뜻하고 우정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

다’ 등의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생활협약이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자율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

모 협약의 경우 ‘자녀와 공감 소통하기’, ‘바른 생활 습관 만들기’, ‘함께

참여하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역별로 세부 이행사항

들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와 공감 소통하기’영역의 경우 ‘하루

에 5분씩 손잡고 대화한다’, ‘등하교시 안아준다’, ‘하루 세 번 이상 사랑한

다고 말한다’ 등의 세부 이행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교사 협약은 학생들과의 소통과 관련한 ‘학생들과 공감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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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내용

학생

- 강제조항: 3진 아웃제 적용 
  ① 1단계: 3자 협약
  ② 2단계: 대안교육 및 성찰 프로그램
  ③ 3단계: 등교정지 및 강제전학
- 자율약속
   ① 주1회 학생 스스로 생활협약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기 성찰
   ② 월1회 학급회의-대의원회 토론, 대책 협의, 편지쓰기 등
   ③ 학급회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캠페인, 토론활동 

교사
- 학년별 교사 생활 협약 회의 
  ① 월1회 중요사안에 대한 점검
  ② 월1회 교사 체크리스트 작성

학부모 - 학부모 생활협약 회의 : 월1회 학부모 체크리스트 작성
전체 -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 운영 : 학기별 1회(종합점검, 평가회 개최)

표 1 생활 협약에 대한 이행 방안

교수학습과 관련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 학생

의 인권과 자율성 존중과 관련한‘함께 참여-협력 하는 생활교육’의 세 가

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다음은 이러한 생활협약의 이행 방안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3) ‘생활 협약’의 제정 절차

A중학교에서는 2012년 생활협약의 본격 시행에 앞서 2011년 12월부터

‘공동체 생활협약’의 추진 준비회의를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회 임원을 중

심으로 자료 수집 및 계획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학교 사례 연수 및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2012년 3월부터 본격적

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진행되었으며, 월 1~2회 개최되는 학

급회의에서 각 반별로 8가지씩의 생활협약 방안을 도출해내어 대위원회

회의에 부쳤다. 5월에는 학년별 토론회가 개최되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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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표가 각각 참가하는 전체 공

동체 생활협약 토론회가 개최되어 쟁점에 대한 휴대폰 문자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체 공동체 생활협약 토론회에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참석하였고 이 토론회는 TV를 통해 각 교실에 중계되

었다.

이후 학교 구성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투표가 시행되었고 이 투표결

과 및 그동안의 진행되었던 토론·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생활협약안이 확정

되었다. 7월부터는 생활협약을 잘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학급별로 수합하여

발표회를 가졌고, 8월에 열린 생활협약식을 기하여 정식으로 생활협약이

실시되었다.

한편 교사들은 3월 초에 교사 생활협약위원회(T/F)를 구성하여 교사 의

견을 수렴하였고, 교과 연계 프로젝트 수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과

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1학기 동안 실시될 생활협약

관련 수업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후 실제로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진

행하였다. 예를 들어 ‘생활협약’이라는 동일 주제를 가지고 국어시간에는

글짓기를 하고, 미술 시간에는 포스터를 그리고, 한자 시간에는 생활협약

과 관련한 사자성어를 공부하는 식으로, 교과는 다르지만 같은 주제의 협

동 수업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협약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학부모들은 3월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 생활협약 위원회’

를 구성하여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의견수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행방안 마련 토론을 실시하였다.

3. 선행연구 개관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최근 실시되기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

련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개념인 학칙이나 교칙

과 관련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 21 -

연구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교칙 자체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연

구,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본 교칙의 내용 요소 분석 연구, 내부적·외부적

요인이 교칙준수 또는 교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교칙 자체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로는 이은경

(1995), 김영길(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이은경(1995)은 교칙 중에서도 학

생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에서 처벌규정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질문지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학생들은 처벌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은 상벌이 균형을 유지하여 운영되기를 바라

고 있으며, 사회규범의 습득과 도덕적 양심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처벌을 받은 후 학생들의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처벌의 교육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영길(2007)은 춘천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생활규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

은 학교생활에 있어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은 연령이 낮거나 경력이 짧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생활

규정의 작성 및 개정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교

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생활에 있어 학교생활규정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생활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 정도는 낮았다.

두 연구 모두 학생과 교사라는 학교 구성원들이 교칙이나 생활규정이 중

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 행동의 교정이나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연구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설문

지법을 통하여 연구한 양적 연구였고, 실제로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을

통하여 교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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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 준수 또는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연구로는 황민

영(2009), 전진현(2013)의 연구가 있다. 전진현(2013)은 학생참여 교칙 제·

개정 모형이 교칙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학

생 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을 구상하고 연구 대상 학교에 적용하여, 학

생들의 교칙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칙태도의 하위 영역으로는 인지

적 영역에 서는 교칙이해도, 교칙에 대한 지식, 정서적 영역에서는 교칙신

뢰감, 교칙 제정 절차 신뢰감, 행동적 영역에서는 교칙효능감, 교칙 준수

의지의 여섯 가지 요인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이 직접 교칙

재․개정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칙태도의 여섯 가지 하위 영역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교칙 제·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가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교칙태도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전진현, 2013,

p.147)

황민영(2009)은 학교 규율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학

교 규율을 준수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학교규율준수행동과 연관

이 있는 동기로는 이해타산적 동기(처벌 확률, 처벌 강도, 준법 행위에 대

한 주변사람들의 태도)와 규범적 동기(법의 적정성, 법의 형평성, 법집행

기관의 정당성)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규범적 동기가 이해타

산적 동기에 비해 학교규율 준수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단순히 처벌 등이 무서워 학

교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규율을

준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학교 규율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 규율의 내용을 납득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규율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학생의 교육 주체로서의 위치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단순히 학교 규율에 따른 통제 대상으로 머무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주체가 될 때 학교규율 준수도가 높아지고 바

람직한 교칙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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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학생의 경험

(생활규정)의 교육방법적 측면보다는 규범적 특성을 중심으로 보고, 교칙

의 준수행동 또는 위반행동의 증가나 감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교칙

의 준수행동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생

참여형 생활규정이라는 일종의 학교 규칙을 연구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

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들과 공통점을 갖지만, 생활규정의 규범적 측면

보다는 교육방법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생활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4. 연구분석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경험학습과 관련한 학자들의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의 학습 경험을 정의하였다. 먼저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의 경험을 크게 내부적 영역과 외부적 영역으로 나누고, 학생

의 내부적 경험은 콜브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① 구체적 경험, ② 반성적

관찰, ③ 추상적 개념화, ④ 능동적 실행이라는 4단계의 순환과정으로 개

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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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치 활동 및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받는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서’ 자신과 교사, 친구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실제 활동의 방침

을 결정하거나 능동적인 실행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생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학생 경험의 내부적 영역으로 정의하

고, 면담 및 관찰을 통해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사고 과정을 겪는지 파악

하고자 하였다.

한편 학생 경험의 내부적 영역은 외부와 차단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이 경험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

한 자비스의 지적을 수용하여, 교사 및 또래 학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학

생 경험의 외부적 영역을 연구 분석상의 개념틀에 설정하였다. 학생의 경

험을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으로 분류한 것은 실제로 학생 경험이 두 가

지 차원이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서이

다. 실제로 내부적 영역과 외부적 영역의 경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며 서로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주체인 학생

은 이 과정에서 반성적 숙고를 통해 나름대로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

고, 이는 다음 경험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순환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학교에서 제

공하는 생활협약과 관련한 자치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이 어떠한 내부

적 경험 과정을 밟게 되는지, 그 결과 학생의 내부적 경험이 학생의 외부

적 경험, 즉 교사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외부적

경험이 다시 학생의 내부적 경험 및 반성적 숙고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

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분석틀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방법과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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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과 분석의 틀

1. 연구방법의 특징

(1) 질적 사례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학생의 경험에 대해 파

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의 경험’이란 이전 장에서 정의한대로

‘학생이라는 한 인간이 외부환경과 하는 상호작용, 이와 관련한 학생 내부

의 사고(thinking) 활동, 이 사고 활동을 통한 학생의 실제 행동 및 자아

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학생의 경험은 일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체험’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체험에 대한 연구 방식

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물리학·화학·생물학과 같은 경

험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체험을 양화시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인과관계

를 규명하는 연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체험을 일종의 인과관

계의 망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체험을 양으로 환원하여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식이다.

그런데 인간의 체험은 숫자나 행성, 식물 등과 같은 자연과학의 대상과

는 달리 관찰과 실험을 통하지 않고 체험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이 가능하

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양화시켜 분석하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체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 우리의 체험은 수천가지 미묘한

감정들과 느낌, 판단이 뒤섞여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그 무엇이지만, 우리

는 슈퍼컴퓨터를 통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매 순간 자신의 체험을 ‘알면

서’ 살아간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내적 지각의 능력’, 또는 ‘반성

의 능력’이다(이남인, 2014, p.103). 또한 우리는 자신의 체험 뿐 아니라 타

인의 체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해석의 능력’

이다. 우리는 타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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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고, 큰 소리로 환호하고 있을 때 그가 기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체험이 아닌 타인의 체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

리가 타인의 말이나 표정, 행동 등을 해석하여 타인의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이남인, 2014, p.103).

본 연구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 방식은 바로 이러한

‘반성의 능력’과 ‘해석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체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 방식이다. 질적 연구는 일상적 세계(life-world, everyday life)’

를 심층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 대상이 자신의 사회세계와 행

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행위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

하려는 연구이다. 양적연구가 기본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반면 질적 연구는 소수의 특정한 사례들에 연구 관심을 둔다(김영천,

2012, pp.116-123). 본 연구에서는 A중학교라는 한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추출 방법이 매

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무선 표집을 바탕으로 하며, 충분한 숫자의 표본

을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한다. 이러한 양적 연구 방식에 비하면 단 한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A중학교라는 사례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른 모든 학교의 사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A중학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A중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를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학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한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A중학교라는 특수한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 학

교 학생들의 경험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경험은 학생들의 또 다른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 반

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A중학교 사례에 대한 연구는 특수한 사

례에 대한 연구이지만, 인간 행동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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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A중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 다른 학교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학교가 아닌 전혀

다른 장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를 읽는 독자들은 그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양적 연

구의 통계적 일반화와는 다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수행하는 자연

적 일반화이다(박승배, 2013, pp.183-184).

둘째,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론에서 밝힌 것처럼 연구자는 이전에 양적 연구를 통하여 학생참여형 생

활규정 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 수준을 측정한 바 있다(노현

지·김겸미·박성혁, 2013). 이 연구를 통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하

는 학교에서 보다 정치적 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나, 그

차이는 예상보다 작은 수준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연

구자는 나름대로 추론해 보았지만, 그 원인에 대해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몇몇 객관식 질문의 응

답을 받았을 뿐, 실제로 학생들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재료가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처음 연

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그 의미에 대

해 먼저 규명이 될 때, ‘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는 왜 그러한 경험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내릴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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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상학적 체험 연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서도 현상학(phenomenology)의 관점을 바탕으

로 한 체험 연구이다. 현상학적 체험 연구는 인간 체험의 질적 특성에 주

목하여 그것을 반성과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해명하려는 연구 방식이

다. 이때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체험은 양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체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에는 ①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

②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 ③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

연구, ④본질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이남

인, 2014, p.115).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

구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사실적 체험을 ‘자연적 태도’에서 연구함을 목표

로 한다.1)

현상학적 체험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상학적 환원’이다. 여

기서 현상학적 환원이란 체험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사태인 체험으로 연

구자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한 방법적인 절차이다. 보통 우리는 체험에 대

해 여러 가지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믿음에는 인간의

체험이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믿음도 있고, 이미

앞선 연구를 통해 획득된 지식에 대한 믿음도 있다. 현상학적 체험 연구

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비로소 체험의 정체를 올바르게 파악

할 수 있다고 본다. 후설은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으로, ‘어

떤 입장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제시

하였고, 이것을 ‘현상학적 심리학적 판단중지’라고 불렀다(Hussel, 1962,

1) 자연적 태도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취하는, ‘세계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며, 세계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뜻한다. 이러한 자연적 태도 아
래에서는 우리의 ‘체험’ 역시 나무나 바위, 풀과 같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상 가운데 하
나로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체험을 일종의 경험적 사실로서 간주하고 수행하는 것
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이다(이남인, 2014,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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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7; 이남인, 2013, p.163에서 재인용). 이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긍정

도 부정도 하지 않고, 다만 그러한 믿음이 체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하여 비로소 순

수한 체험의 구조에 대해 분석해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현상학적 환원이

다.

연구자는 이미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사이고, A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 왔다. 비록 상대적으로 교직 경력은 짧은 편이나, 학

생들의 입장보다는 교사의 시선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익숙한

상태이다. 본래 연구자가 ‘학생의 경험’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바

로 이러한 교사의 시선을 벗어나 학생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은 어떤 구

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시선

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학생 행동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만약 연구자가 가진 다양한

유형의 전제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의 학생들의 체험을 파악

하지 못하고, 미리 가지고 있는 전제를 토대로 학생들의 체험을 ‘연역적으

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제들, 주관적 편견, 이론적 선입견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사태 자체

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의 방법이자 목표로 삼았다.

2. 구체적인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구체적 연구 기법으로서 심층 면담(in depth interview)과 참

여관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삶과 경험을 그

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연구자가 얼굴을 맞대고 대

화하면서 만남을 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조영달, 2005, p.113).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교환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질

문지를 이용한 방법 등에서 오는 반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연구 참

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다(김영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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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견과 해석을 교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화가 전제되는 면

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면담을 통해 피면담자의 삶과 경험을 그들

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심층 면담과 병행하여 연구자는 연구 대상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여관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학교 구성원이지만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학생들이 머무는 일상세계에 대한 기

본적인 공감과 감정이입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일상세계에 직접 참여하

여 같이 경험하고 관찰하는 참여관찰의 방법이 필요하다. 참여관찰은 연

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연구참여자들조차 인식하

지 못하고 있는 일상적인 내용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참여관찰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거나, 연구 현장

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행동의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김

영천, 2012, p.270).

3. 연구 상황과 환경

본 연구의 연구 사례지는 2012년부터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일환인 ‘공동

체 생활협약’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한 중학교인 A중학교이다. 연구

사례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중학교는 연구자가 현재 근무 중인 학교로서 학교의 구성원들과

연구자 사이에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례지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의

삶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

여 유대감과 공감을 얻음으로써 보다 진실하고 솔직한 면담을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A중학교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먼저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을 실시한 선도적 학교 중의 하나로서, 학교 구성원들이 생활협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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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충분한 경험과 의견을 갖고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A중학교

는 3년 전에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공동체 생활협약을 추진하여 올해로

3년째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A중학교는 현재 3개 학년 총 18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44명이 재학 중이다. 1학년 167명, 2학년 178명,

3학년 179명으로 한 학년 당 6개 학급이 있다. 학생들은 주로 인근의 다

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근의 중산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웃 학교인 B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A중학교 학생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중하층에 속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 이 학교 교사들은 학

생들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지 않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

를 가진 주변 학교의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적이고

교사에게 협조적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중 A교사는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전에는 주변에서 ‘기피학교’로 낙인이 찍힐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학력 수준도 주변 학교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학교였다고 회고한다(2010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16%). 그러나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각종 교

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가 많이 안정되었으며, 학력 수준도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표현하였다.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도 2011년

8%, 2012년 4%, 2013년 3.5%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A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총 29명이다. 3년 전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서 상당수의 교사 전입 및 전출이 있었다.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

지 않는 교사는 전출을 하였고, 반대로 혁신학교 근무를 원하는 교사들이

상당수 전입하였다.

4.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의도적 표본 추출(purposeful sampling) 방

식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본 추출이란 연구자가 알아내려는 것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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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의

도적 표본 추출 방식을 통해, 한 집단을 대표하거나 전형적인 특성을 보

여주는 사례를 선정할 수도 있고, 전체 집단의 폭 넓은 스펙트럼을 파악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선정할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 학년을 선정할 때는 전자의 선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A중학

교의 3학년 학생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는데, 3학년 학생을 연구참

여자로 선정한 것은 이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생활협약에 참여

했으며 축적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1,2학년생들보다 생활협약에 대해 많

은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

다 풍부한 자료수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편 3학년 학생 중에서 실제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후자의 방식

을 사용하였다. 성별, 학업 성적, 규칙 준수 태도 등에 있어서 다양한 특

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골고루 추출하였는데, 이로써 학생들의 경험

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

에서도 연구자와 라포가 잘 형성되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학생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 총 8명의 학생으로,

2년 동안 전교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한수빈(가명, 여)와 올해 학급 회

장을 맡고 있는 이민수(가명, 남), 송지현(가명, 여), 윤희주(가명, 여), 이

다은(가명, 여), 김승헌(가명, 남), 최명석(가명, 남), 김대현(가명, 남) 학생

이다. 이들은 학교생활 태도나 성적에서 각각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송지현과 김승헌은 자기 반에서 꾸준히 상위권의 성적을 유

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태도도 비교적 모범적인 편에 속한다. 한편 한수

빈, 최명석은 학교생활 태도는 모범적인 편이나 성적은 중간 정도 수준이

다. 윤희주와 이다은은 학교 규칙 준수도와 성적 두 가지 모두 중간 정도

에 해당하는 학생들이고, 이민수와 김대현은 학업에 관심이 거의 없고 학

교 규칙도 어기는 일이 많은 학생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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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하위범주 주요 질문

생활협약 
관련 

자치시간

제공된 
경험

(인식과 
지각)

①: 생활협약 관련 자치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 구
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상호작용
②: 선생님은 당신과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과 행동을 하십
니까?
③: 당신과 친구들은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능동적 
경험

④: 당신은 생활협약 관련 자치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합니
까?

표 2 면담 질문 목록

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1) 면담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ed interview)의 형태를 취하며, 미

리 만들어진 질문을 순서대로 진행하되 답변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추가

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반구조화된 면담의 질문 형식은 개방적인 형태

로 진술되어 연구참여자의 입장, 의견,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상

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나 속도, 질문의 폭과 범위 등에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이용숙, 2005). 면담은 쉬는 시간과 방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고, 연구자 본인에

의하여 전사, 코딩 및 분석되었다.

제시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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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숙고

⑤: ②의 응답과 관련하여, 왜 그런 말씀과 행동을 하신다
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⑥: 왜 자치시간에 생활협약 관련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
까?
⑦: 생활협약 관련 자치 시간을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입
니까?

자치 
시간 외 

일과 
시간

능동적 
경험

⑧: 일과 시간에, 본인은 생활협약을 어떤 식으로 지킵니
까?

상호작용

⑨: ⑧의 행동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기억나는 일화가 있습니까?)
⑩: ⑧의 행동에 대해,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기억
나는 일화가 있습니까?)
⑪:⑨,⑩의 반응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반성적 
숙고

⑫: ⑨의 반응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⑬: ⑩의 반응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⑭: ⑫, ⑬과 같은 생각으로 인해, 당신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⑮ 생활협약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⑯ 생활협약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⑰ 생활협약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담 질문을 바탕으로, 5월 한 달간 학생들과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생들과의 면담은 주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

여 교내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이해를 목표로 하

고 있지만 연구 과정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도움도 받았다. 연

구자는 전사 자료에서 추출한 의미 단위들과 그것을 조직적으로 기술한

것을 교사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서 보충적인 자료 수집

과 분석에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교사들과의 면담은 연구자가 미처 생각

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거나 연구자의 미처 배제하지 못한 오해

와 편견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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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일시 2014년 (     )월 (      )일, 약(      )분
관찰 교사
관찰 학생
관찰 목적

시간 교사(또는 학생) 학생 비고

표 3 참여관찰 필드 노트

사는 A중학교의 생활지도를 맡고 있는 생활자치부의 부장교사, 그리고 생

활협약 제정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교사들이다. 그리고 연구참여

자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3학년 담임교사들과 교과지도교

사들의 조언도 얻었다.

(2) 참여 관찰

참여 관찰의 방법으로는 일화적 관찰(anecdote observation)방법을 사용

하였다. 일화적 관찰이란, 관찰자가 현장에 들어가 모든 것을 관찰하지 않

고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주제만을 선별하여 관찰하는 방

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을 미리 결정한 다음에 그

대상만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내에서 생

활협약과 관련한 학생의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A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기 때문에 연구 기간

중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학교생활 중에서 생활협약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자리에서 메모하거나 그 직후에 메모하도

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필드 노트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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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절 차
1단계 면담자료의 조직화
2단계 일관된 아이디어 획득
3단계 자료의 범주화
4단계 주제생성, 맥락적 기술 및 제시방식의 결정
5단계 결과의 해석

표 4 자료 분석 및 해석 절차

6. 자료 분석 방법

(1) 면담 전사(transcription)

학생들과의 면담은 동의를 얻어 녹음되고 이것은 연구자 본인에 의하여

전사되었다. 전사 양식의 상단에는 면담이 이루어진 날짜, 시간, 장소 등

을 기록하고, 참여자의 식별 번호를 기록하였다. 면담의 전사시에는 가능

한 연구참여자가 말한 그대로의 단어로 기술하였으며, 언어뿐만 아니라

한숨, 웃음, 들리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나 말, 침묵, 휴지

(space)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면담 및 필드 노트 자료의 분석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있어 여러 학자들이 자료 분석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Moustakas, 1994). 본 연구에서는 크레스웰(Creswell, 2007)의 자료

분석 및 해석 절차를 반영하여 다음의 5단계 작업을 수행하였다.

1단계는 면담 자료와 참여 관찰 기록지 등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

고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주로 심층면담을 통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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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기 때문에 전사 자료의 조직화를 선행하였으며, 여기에 참여관찰

필드노트의 개인별 내용을 통합하여 연구참여자 개인별로 분류하였다.

2단계는 조직화된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여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핵심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단계이다. 먼저 면담 자료의 경우, 학생들

과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사물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다. 이때 기존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지식의 개입을 막기 위해 대상에 대해 괄호를 치는 판단 중지 방

법을 사용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읽어보면서 반복되지 않

고 겹치지 않는 각각의 진술들을 의미 단위로 추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

는데, 이를 자료의 수평화(horizontalization)라고 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미 있는 진

술이나 문장’ 또는 인용문을 이끌어낼 수 있다(Moustakas, 1994). 이 단계

에서는 조직화된 전사물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의미 있는 진술에 밑줄을

긋고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3단계는 코딩을 통하여 의미 단위들을 관련짓고 묶어서 범주화하는 단계

이다. 자료의 수평화작업은 3단계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4단계는 범주를 생성하고, 맥락적 기술 및 제시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이

다. 전사물의 코딩을 바탕으로, 그것에서 나타나는 공통주제가 무엇인지

도출하고, 그와 같은 주제가 생성된 맥락에 대해 기술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 코딩된 전사물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광범위한 범주나 주제를 생성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주제에 따라 주제별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5단계는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

해서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내는 방법인 에믹(emic)한 용

어와,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학술적 용어인 에틱(etic)한 용어를 함께 사

용하였다.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함께 에믹한 용어를 사용함을 통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과 해석의 과정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순환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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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술과 의미

단위들이 자료와 정합성을 갖는지 검토하고 만약 모순이 있다면 연구자의

기술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복합적이

고 조직적인 기술을 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되었다.

7. 연구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

하였다.

첫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상호주관적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 연

구자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주관성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타인의 체험을 이해하는 과

정에서 오해나 잘못된 의미부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하고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의 수

집, 결과 분석, 결과 작성의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던

지고 조언을 얻음으로써 자료와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

다. 예를 들어 자료 수집 과정인 면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똑

같이 반복하거나, 연구자의 용어로 바꾸어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하

여 불분명한 용어나 진술에 대해 그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

였다. 또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도움을 받아 언제나 생길 수 있는 오해나 편견의 소지를 없애

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현장에 장기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참여자와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주

된 자료 수집 원천으로 삼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진실한 응답이 연

구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를 외부인으로 인식하는 경우 종종 연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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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기 위해 본심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반대로 연

구자를 속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러 연구를 방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진실성 있는 진

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고,

연구참여자 학생들과 두 해에 걸쳐 수업시간마다 만나왔기 때문에 연구참

여자 학생들은 연구자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평

소 학생들과 연구 이외의 상황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었기 때문

에 학생들은 연구를 위한 면담 상황에서도 어색함이나 거부감 없이 편안

한 분위기에서 꾸밈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본 연구의 참조적 적절성(referential adequacy)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이즈너(E. Eisner)에 따르면, ‘참조적 적절성’이란

연구자가 제시하는 어떤 경험 또는 상황의 측면의 해석에 대해 독자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관찰을 돌이켜 보면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독자들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

면, 그 연구자의 해석은 독자에게 참조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박

승배, 2013, p.176). 이러한 참조적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충

분한 기간 동안 사례지에 머물면서 학교의 구성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에

대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thick description)하

였다. 이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비추어 적절

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비교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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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학생의 경험

1.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 - 자치 시간

(1)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경험학습의 출발점은 학습자가 겪는 구체적 경험이다. 학습자는 이전까

지와는 다른 상황을 인식할 때 문제의식을 느끼고 반성적 관찰과 추상적

개념화 등 탐구의 과정으로 돌입할 수 있다. A중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생

활협약과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회의 시간에 학생들은 과

연 어떤 구체적 경험을 하였을까?

1) “방관자로서의 나”

A중학교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학급별 자치 시간이 있다.

2014학년도 1학기에는 4월 4일, 4월 24일, 5월 23일, 6월20일에 생활협약

자치회의 시간이 배정되었다. 주로 금요일 6·7교시, 2시간에 걸쳐 이루어

지는 이 시간에는, 주로 학생들의 건의사항이나 생활협약과 관련한 토론,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협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반성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2)를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협약이라는 큰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매번 구체적인 주제는 달라진

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수업 매너가 주제라면, 다음번에는 복장과 관련한

규정이 주제로 정해지는 식이다. 이러한 주제는 학교 대의원회에서 학급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교시짜리 자치 시간 중 앞

의 한 시간은 학급 내에서 자유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합하는 시

2) A중학교의 학생용 생활협약 체크리스트는 생활규정 항목별로 매우 잘함-잘함-보통-못함-매
우 못함의 5단계로 스스로의 행동을 체크할 수 있는 한 장짜리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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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생활협약 자치시간의 임원 발표 모습 

간이다. 예를 들어 수업 매너가 주제라면 우리 반 학생들의 수업 매너가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떤 방법이 좋을지 등을 발표한다. 때로는 학교 측에 바라는 학생들의 건

의사항을 수렴할 때도 있다. 담임교사는 주로 옆에 서서 진행을 지켜보고,

학급 회장과 부회장이 회의 진행을 맡는다. 회의 진행 절차 및 안건은 회

장과 부회장이 학교 대의원회에서 미리 전달받기 때문에 교사가 따로 지

도하거나 개입할 필요는 별로 없는 편이다. 회장이 회의 안건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이와 관련하여 손을 들고 발표를 한다. 학급 회의를 통해 제시

된 학생들의 의견들 중 다수결을 통해 몇 가지 의견을 뽑아서 2절 크기의

우드락 판에 포스트잇으로 붙이거나 색연필로 써서 정리한다.

다음 시간에는 학급 임원들이 방송실에 모여 자신들의 학급에서 나온 의

견을 TV를 통해 방송한다. 회장들은 앞 시간에 각 반에서 만든 우드락

판이 카메라에 잡히도록 들고 자기 반에서 나온 의견을 순서대로 발표한

다. 다른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TV 방송을 시청한다. 1학년부터 3학년까

지의 발표가 끝나면 학생자치부 담당교사 등이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학

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자치 시간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자치시간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

해 학생의 입장에서 듣기 위해 연구참여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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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현: 종이 치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학생회장이 그, 장부? 암

튼 그거를 기록부? 그거를 들고 와서 학급회의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요, 문제점이랑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해

서, 저희 반에서 올릴 안건을 정한 다음에? 대의원회가 열리

면은, 아 대의원회 열리기 전에 그 큰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꾸미고, 그걸 들고 나가서 저희 반 발표를 하고, 어, 봐요. 

그걸. 끝나요.

윤희주: 뭐지? 회장이 앞에 나와서 회의를 진행해요. 어, 어, 의견을 

받고 애들이, 그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면 말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다시 또 종이 쳐요. 그리

고 그걸 꾸미고, 다시 내려가서, 그, tv에서 방송을 해요, 그

러면은, 방송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시청해요.

김대현: 큰 걸 가져와요 회장이.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고 싶

은 거나 뭐 불, 불만인가? 그런 거를 써서? 붙여요. 그러면, 

회장이 그거를 그 다음시간에 방송할 때 가져가서, 저희 반

에선 이런 게 나왔다고 발표를 해요. 

지현이는 상위권의 학업 성적을 가지고 있고, 책을 많이 읽는 편인 총

명한 여학생이다. 생활협약 규정이나 교사의 지시를 어기는 적이 거의 없

는 이를테면 모범생이다. 지현이의 친구 희주는 성적은 중위권이지만, 웬

만해서는 눈에 띄는 돌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서는 일도 없는 조용한 여

학생이다. 반면 대현이는 학업에 관심이 별로 없으며, 생활협약을 어기는

일도 많다.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딴청을 피우거나 잠을 자며, 교사가 지

적을 하더라도 그 순간만 피하면 다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썽꾸

러기 남학생이다. 세 명의 학생은 전부 성격이나 품행이 제각각인 학생들

이지만, 생활협약 자치시간에 대한 묘사에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학생들이 연구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답변 속에서 주어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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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었고, ‘나’또는 ‘우리’라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등장하

는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수동적으

로 지켜보는 방관자인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답변 속에서 자치시간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보다는 회장 등의 타인이었다. 또한 우드락에 의견을

정리하고 방송을 하는 절차적 형식이 학생들 간의 토론보다 더 중심에 놓

여 있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인 학생도, 생활규

정을 잘 지키지 않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대답에서, 자치시간은 주로 ‘회장이’ 진행하고, ‘회장이’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자치 시간 도중 학생들은

회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학생들과 관련 없는 잡담을 나누거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 잡담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학생의 경우도

회의 주제에 대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단순히 듣고만 있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았다.

2) 학생들의 기분이나 감정 - “지루함”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켜보는 데 머무른 결과, 학생들은

자치시간에 주로 지겹고 지루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의 사고나

흥미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자치시간은, 특히 주말 전 마지막 시간에 배정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 주 동안의 피로감에 젖어 빨리 자

치 시간이 끝나길 바라거나, 회의에 참여할 의욕을 잃은 채 그저 딴 생각

에 빠져 있었다.

연구자: 그럼 생활협약 하면서, 그  자치 시간 하면서 무슨 생각해?

윤희주: 아 생활협약을 하는구나. 자치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는구나.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연구자: 그럼 기분이나 감정은 어때? 그럴 때? 하면서? 

윤희주: 귀찮아요.



- 44 -

연구자: 음 좋거나 싫거나 하는 건 없고? 

윤희주: 네.

---------------------------------------------------

연구자: 그땐(=회의시간) 어땠어?

김대현: 그때는 그냥, 우리, 우리얘기를 방송에 가서 하는구나 이 생

각 밖에 안 들었는데.

연구자: 기분이나 감정은 어땠어?

김대현: 별로 느낄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연구자: 느낄 감정이 없나요? 

김대현: 네.

(2) 반성적 숙고

1) “아무 생각 없는데요”

방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 시간이라는 구체적 경험은 학생들에

게 지루함을 제외한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게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학생

들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호기심 및 문제의식을 갖기보다는,

자치 시간과 상관없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현이는 활발하고 낙천적인 남학생이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으로 평

소 수업 시간에도 이해가 안 되거나 잠이 오면 딴청을 피우거나 조는 편

이 많은 학생이다. 자치 시간의 대현이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을 때 대답

은 역시 회의에 집중하기보다는 떠들고 논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자치시간에 대현이와 주변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회의와 상관없는 잡담을

하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대현이는 어때? 생활협약 자치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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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좀 노는 시간?

연구자: 노는 시간?

김대현: 네.

연구자: 어, 그럼 그 시간에 너는 주로 뭘 하는데?

김대현: 애들이랑 떠들죠.

연구자: 애들이랑 떠들고 놀아요?

김대현: 네.

연구자: 너 말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놀아요?

김대현: 그렇죠.

연구자: 음…그러면 tv에서 방송 나오고 있잖아.

김대현: 네.

연구자: 그런 거는 안 들어?

김대현: 그렇게 귀담아는,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대현이와 같은 반 남학생인 명석이는 대현이와는 달리 수업 태도가 좋고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이다. 성실성이 높을 뿐더러 사리분별이 있는 학생

이라 담임교사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명석 역시, 자치시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회의 분위기를 흩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지만 가만히 듣는 것 이

상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연구자: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명석 같은 경우는 그럼 생활협약 

관련 자치시간에 주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했나요?

최명석: 자치시간에 저는, 제가 회의시간에 많이 떠드는 편이 아니

에요. 조용히 그냥 다른 친구들 발표를 듣는…….

연구자: 조용히 다른 친구들 발표하는 걸 듣고, 잡담을 하고,

최명석: 그 정도?

연구자: 들으면서는 생각 같은 건 안 해요?

최명석: 그런 생각 같은 건 안 하는…….

연구자: 그냥 듣고만 있어요?

최명석: 듣고만 있어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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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이처럼 평소 수업 태도가 안 좋은 학생도, 명석이처럼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일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다’라는 반응

을 보였다. 토론 주제에 관련한 비판·평가·분석 같은 고차적인 사고 활동

은 생활협약 관련 자치 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학생들과 면담하면서 자치시간이나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느낀 점

이나 생각한 것이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참 고민한 끝에 간신히 대답하거나 그저 모

르겠다고 대답하는 등 연구자가 하는 질문에 대해 처음 생각해본다는 반

응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자치시간에 이루어졌어야 할 반성적 관찰이

나 추상적 개념화가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처음 이루어진 학생도 있었

다. 예를 들어 명석이 같은 경우는 생활협약 관련 자치시간을 통해 느낀

점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아무 생각 없이’들었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자: 음 그래서? 그래서 생활협약 관련 자치시간을 하면서 느낀 

점이 혹시 있어요?

최명석: 아……(한숨, 한참 생각) 아까 말했다시피 생각하면서 듣는 

편이 아니라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구 느낀 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딱히 없다, 왜 느낀 점이 없을까?

최명석: 제가 생각을 안해서?

명석이와 같은 반 여학생인 다은이에게 생활협약을 왜 하는 것 같느냐고

연구자가 질문했을 때, 다은이는 망설임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으나, 왜 자유롭게 다니는 게 바람직한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연구자: 그럼 (기강이) 확 잡히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거 생활협약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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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요?

이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자: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왜 좋은데요?

이다은: 학교생활 즐겁게 하려고? 왜 그럴까?

연구자: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다니는 게 왜 중요한지? 

이다은: …….

연구자: 그런 얘기 누구랑 해 본적 있어요? 

이다은: 아니요? 완전 다 당연하게 생각해서 해본 적 없는데.

학급 회장직을 맡고 있는 남학생 민수는, 생활협약을 잘 지키느냐는 질

문에 처음에는 잘 지킨다고 대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잘 지키

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자치시간마다 어떤

규정을 잘 지키는지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게끔 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면서도, 생각을 하지 않고 ‘보통’에 한 줄로 체크하기 때문이었다. 민수

는 막상 자신이 어떤 규정을 잘 지키는지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연구자: 그럼 민수는 (생활협약을) 잘 지키나요?

이민수: 네.

연구자: 뭘 제일 잘 지켜요?

이민수: 딱히 없네요……. 잘 지키는 게 딱히…생각해 보니 수업시간

에 맨날 자는 것 같고 잘 안 지키네요.

연구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지

키는지 못 지키는지 생각해 본적도 따로 없어요?

이민수: 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회의시간에 성찰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숨기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는 점

이다. 학생들은 자치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회의 주제에 대

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다지 부끄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반응하였다. 자치시간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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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고 평범한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었다.

2) “형식적이에요”

이처럼 생활협약 자치 시간은 학생들의 사고를 촉발시키지 못하고, 학생

들은 회의에 참여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자치 회의가 아무 변화도 일으

키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연구자: 생각을 안 해서? 그럼 왜 생각을 안 할까?

최명석: 그것이 딱 봤을 때요, 겁나 중요하고 큰 회의 같지가 않잖아

요. 계속하니까 그래가지고 잘…….

연구자: 매주 하니까 중요하고 큰 회의 같지가 않다?

최명석: 네.

연구에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은 A중학교에 입학한 이래로 3년 동안 생활

협약을 겪어 본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

션에서부터 생활협약에 대해 소개받으며 학교생활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처음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생소하게 느껴졌던 생활협약 자치 시간은, 매

달 반복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움과 흥미가 남아있지 않는, 의례적인

행사로 여겨지고 있었다.

지현이는 생활협약 자치시간에 대해 답변하면서 ‘의무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자치시간을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또래에 비해 지식이 많은

지현이는 자치 시간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같은

절차를 매번 반복되는 자치시간을 겪으면서 점점 그 의미가 마음속에서

퇴색되어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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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자치시간을 하면서 뭐 느낀 점 같

은 게 있어요?

송지현: 느낀 점은 어…그냥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조금 지겹

기도 하고, 의무적인 것 같애요.

연구자: 음, 지겹다. 근데 아까 지현이가 말하기로는, 이런 거를 같

이 정해놓고 지키면 좀 더 반항심도 줄어들고 좋다고 했었잖

아, 근데 왜 실제로 회의를 할 때는 귀찮고 지겹다라는 생각

을 하게 될까? 

송지현: 어 그냥, 그걸 막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잖아요, 어 막 예

를 들면 금요일날 7교시, 맨날 7교시하고.

연구자: 그러면은 좀, 다른 요일에 1234교시 중에 하면 더 그런 지

겹고 귀찮다는 생각이 안 들까? 

송지현: 그래도 덜 드는데 그래도 회의시간이니까 좀 떠들썩할 것 같

애요. 

연구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하면은 좀 

지겹고?

송지현: 귀찮죠.

연구자: 귀찮다.

송지현: 그냥, 학교에 오는 것처럼, 되게 당연한 일 같아요. 점점 의

무적이어지고…….

연구자: 음, 당연하다?

송지현: 그냥 당연히 넘어가는 금요일 7교시, 몇 주에 한 번 하는 대

의원회…….

연구자: 음…그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지? 딱히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 해야되는 거니까 하는?

송지현: 의미는 있는데 그냥, 뭐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을 모시기 위해 바쳐진 축젠데, 지금은 그냥 지역 행사 같

은 걸로 하고 있는 느낌?

물론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고 해서 꼭 재미없거나 지루한 일이 되는 것

은 아니다. 매일 먹는 급식이나 매일 하는 게임은 학생들이 전혀 지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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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렇다면 왜 급식이나 게임과 달리 자치회의

시간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학생들은 회의를 통해 달

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치시간이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일상

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급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게임을 하면 즐거움을 얻지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실제로 2012년에 생활협약이 제정된

이후로, 매년 1학기 초에 개정 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인 규정상의 변화

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사실상 이미 정해진 규정에 학생들의 사후 승인이

이루어지는 형태였다.

연구자: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어?

윤희주: 예를 들면 화장 같은 거면 막 화장은 자기 자윤데, 뭐랄까 

너무 자제하면 좀 그렇다고 막 색조화장 안 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애들 다 틴트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약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고 바뀌어야 한다고 (애들끼리) 항상 말하는데도 막상 회의

시간 안건은 그게 안 나와요.

연구자: 안건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거를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윤희주: 꺼내도요, 사실 그렇게 회의는 항상 하지만 그렇게 많이 적

용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그

러는 것 같지 그닥…….

---------------------------------------------------

연구자: 그럼 저 앞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잖아. 그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같은 건 안 해? 

김대현: 그냥...관심 안가지고 그냥 보는데.

연구자: 왜 관심이 안 생기죠? 

김대현: 지루, 해서.

연구자: 왜 지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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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그냥 저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깊은 관

련이 없는 것 같아서?

연구자: 깊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김대현: 저 하나 때문에 바뀔 것 같지가 않아서 어차피.

연구자: 나 하나 때문에 바뀌고 그럴 것 같지가 않다…….그렇게 생

각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

김대현: 네.

---------------------------------------------------

연구자: 그러면 민수 같은 경우에는 느낀 점이라든가 있어요?

이민수: 느낀 점…….그냥,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연구자: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민수: 네. 어차피…….

연구자: 어떤 의문? 어차피 그 뒤에를 쭉 이어서 말해봐 

이민수: 그걸…건의를 하거나? 그런 걸해도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

은……. 

연구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민수: 네.

하지만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신적인 만족

감을 준다면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시민들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은 얻지 못했지만 자발적으로 응원에

참여했다. 시민들이 거리 응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더 득점

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응원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물질적인 보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한 것은 거리 응원을 통해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에게 있어서 거리 응원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에 비해 A중학교

의 자치회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라

는 점은 알고 있었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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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인지적인 차원을 넘어 정서적인 차원에서까지 만

족감을 느끼고 있지는 못했다.

2.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 - 일과시간

(1) 능동적 실행(active experimentation)

생활협약 관련 자치시간은 회의 시간인 동시에 시민교육 수업시간이기도

하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들의 지난 행

동을 자율적으로 반성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에 대해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 시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깨우

침을 통해 자치 시간 이외의 학교생활에서도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개

선시키도록 하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민주시민으로서 한 사람 몫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 협약의 기본적인 취지이다. 이것을 경험

학습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치시간을 통해 시민교육을 위한 ‘구체적 경

험’을 제공하고, 이것이 반성적 관찰과 ‘추상적 개념화’를 통해 학생의 실

제 실천, 즉 ‘능동적 실행’으로 도달하며, 학생의 능동적 실행은 또 다른

구체적 경험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순환 구조가 교사들이

기대하는 선순환적 구조로 정착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A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협약과 관련한 ‘능동적 실행’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무성찰적 실행

자치시간을 제외한 일과 시간 동안 A중학교 학생들의 생활협약과 관련

한 능동적 실행은 어떨까?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동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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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지킨다’ 또는 ‘지키지 않는다’일 것이다. 연구자가 면담한 학생들 중

에는 규정을 비교적 잘 지키는 학생도 있고, 잘 지키지 않는 학생도 있었

지만, 모든 규정을 완벽히 잘 지키거나 모든 규정을 매번 어기는 학생은

없었다. 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학생들은 종종 생활규정을 어길 때가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생활협약을 어기는 행동을 할 때든 지키는 행동

을 할 때든, 학생들은 어떠한 성찰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무의식

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은이는 수업매너나 복장 등 대부분의 규정을 크게 어기지 않는 편이

다. 하지만 생활협약 중에서 비교적 못 지키는 규정을 물었을 때, 다은이

는 ‘실내화 신고 다니기’와 ‘복도에서 뛰지 않기’를 못 지킨다고 대답했다.

다은이 뿐만 아니라 A중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복도를 뛰어다니는 일이 자주 있었다. 다은이는 물론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

러나 행동을 할 때는 막상 그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충동에 따라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연구자: 다은이는 (생활협약을) 잘 지키나요?

이다은: 복도에서 뛰는 거하고 실내화 빼고는 거의 다 잘 지켜요.

연구자: 어 그렇구나. 복도에서 뛰는 건 왜 못 지켜?

이다은: 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뛰는 것도 있고 수업시간에 

늦을 때 막 뛰는 것도 있고.

연구자: 복도에서 뛰면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다은: 코너에서 서로 못보고 부딪치면 다칠 수도 있고…….

연구자: 근데 왜 뛰는 거야?(웃음)

이다은: …….

연구자: 그냥 알면서도 장난이 재밌어서 그러는 거야?

이다은: 장난칠 때는 생각이 안나요(웃음).

승헌이는 비교적 규칙을 잘 지키고 수업태도도 바람직한, 이를테면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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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가까운 남학생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으며, 본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는 성격이다. 승헌이도 마찬가지로 가

장 지키기 어려운 규정으로 ‘욕 하지 않기’를 꼽았다. 또래에 비해 예의범

절이 바른 편에 속하는 승헌이는 선생님 앞에서는 거의 욕을 하지 않지

만,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욕이 나오는 것을 자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연구자: 그러면 승헌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생활협약을 어떻게, 잘 

지키나요?

김승헌: 잘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애요.

연구자: 잘 지키지 않아요?

김승헌: 무의식적으로, 다, 안, 못 지키는 것 같애요.

연구자: 다 못 지키는 것 같애요? 그중에서도 좀 더 잘 지키는 게 

있고 못 지키는 게 있을 거 아냐.

김승헌: 어…….잘 지키는 건 줄 잘서기(웃음).

연구자: (웃음)못 지키는건?

김승헌: 욕이요.

연구자: 욕, 욕은 왜 못 지키지?

김승헌: 이게 원래부터 좀 썼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많죠.

물론 언어 사용은 습관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

지만으로 습관을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 앞에서는 욕을 안 하는 학생이 친구들 앞에서는 욕이 자연스럽게 나

온다면, 단순한 습관 차원이 아니라 이면에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욕 하지 않기’와 달리, ‘실내에서 실내화 착용

하기’나 ‘복도에서 뛰지 않기’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자제할 수 있

는 사항이다. 이미 우리 나이로 16세, 중학교 3학년인 연구참여자들이 매

번 충동에 휩싸여 행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처

럼 보여도 그 행동에는 나름의 판단에 따른 어떤 원칙들이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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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이면의 생각들

학생들이 자주 어기는 규정 중에 하나인,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기’ 같

은 경우,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의

가장 빈번한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였다.

연구자: 왜 실내화를 안 가지고 다니는 걸까?

이다은; 의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의식이 안 돼 있다?

이다은: 불편해서, 안가지고 다니는 게 편하니까…….가방을, 실내

화가 너무 많이 부피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A중학교는 교실 내부가 나무로 된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내

화를 신지 않을 경우 먼지가 많이 끼고 마룻바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

에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 앞이 뚫린 고무 슬리

퍼를 실내화로 신게 되면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

기 때문에 실내화로는 앞이 막힌 형태의 실내화만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실내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학

생은 종종 실외화를 신고 실내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또 수업이 끝나기

얼마 전에 미리 실외화로 갈아 신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실내화를 착용하

더라도 앞이 뚫린 형태의 슬리퍼를 착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

례이다. 그러나 실내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나,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

하는 것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거로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현이는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크게 혼나지 않으니까’라고 대답했다.

연구자: 대현이는 어때? 잘 지켜요? 

김대현: 저, 수업시간에 잠자는 거랑 실내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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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선생님이 너 자거나 실내화 안 신고 있는 거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김대현: 어, 다음부터 신고 오라고. 아 근데 급식 먹을 때는 맨 뒤로 

가게 해요. 

연구자: 그럼 걸려갖고 뒤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지적을 당했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김대현: 제가 안 지켰으니까 뒤로 가야된다.

연구자: 근데 니가 안 지켰다는 걸 알면서 왜 자꾸 어기는 거지? 

김대현: 그러니까, 걸리는 날이 있고 안 걸리는 날이 있으니까, 이렇

게 잘만 피해 다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중략)

연구자: 그렇구나, 그럼 평소 학교생활을 할 때 이거(생활협약)를 염

두에 두기보다는 그냥 안 걸리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

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김대현: 걸려도 그렇게 크게 혼나지 않고 딱히 벌이 없으니까…….

연구자: 만약에 벌이 생긴다면 더 잘 지키게 될 것 같나요?

김대현: 네. 만약에 벌이 엄청 강하거나 그러면…….

A중학교의 생활규정에는 크게 자율규정과 강제규정이 있다. 폭력, 성폭

력, 절도, 흡연, 교사 지도 불응, 부정행위, 무단결석과 같은 사항은 강제

규정으로 지정되어, 위반시 학교 차원에서 징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

발이나 복장, 수업 매너, 언어 예절, 휴대폰 사용 등은 자율 규정으로 지

정되어 사실상 이행 여부는 학생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처벌을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위

반 사항을 목격하더라도 타이르거나 지도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말을 듣

게끔 하는 것은 생활협약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제

로 규정을 어겼을 때 체감하는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다고 느끼고 있었

다.

연구자: 그렇구나. 그럼 1학년 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좀 행동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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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좀 잘 지키는 쪽으로 변했나요, 못 지키는 쪽으로 변

했나요? 

이다은: 예전보단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연구자: 1학년 때에 비해서? 

이다은: 네.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생활협약 이러면은, 

‘아 꼭 지켜야겠다. 이거 안 지키면 벌점 받나?’ 하는 생각에 

쭉 해왔는데, 2학년 때부터 쪼끔 안 지켜도 (선생님들이) 별 

말 안해서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슬리퍼같은 거 

신어도 선생님들이 그냥 쪼금 혼내고 많이 혼내도 남자애들

은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고 

다니는 거 같고 그래서 저도 그냥 신고 다닐 때도 있는

데…….

물론 규칙을 어기는 장면을 교사에게 목격 당했을 경우 매번 아무 일 없

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못 본체 하고 지나가는 교사도 더러 있

지만, 대부분 한 마디라도 훈계를 하거나 교사 개인적으로 벌칙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크게 꾸중을 하거

나 힘든 벌칙을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사에게 설교나 꾸중을 듣기

싫어서 규정을 지킨다고 응답하는 학생도 있었다. 똑소리나고 야무진 전

교 부회장 수빈이나, 매사에 모범적이고 성실한 승헌의 경우 ‘걸리고 싶지

않아서’ 규칙을 지킨다고 대답했다.

연구자: 수빈이는 왜 (실내에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나요?

한수빈: 어, 좀 찔리는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연구자: 찔린다고? 어떤 게 찔리지?

한수빈: 신발 같은 거 신으면…….

연구자: 음, 신발 같은 거 신으면 ‘아 이거 생활협약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수빈: 걸리면 안 되는데 생각을 먼저 하죠.

연구자: 걸리면 안 되는데? 생활협약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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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빈: 네.

---------------------------------------------------

연구자: 지키기 싫다. 그러면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뭐에요? 승헌이

같은 경우는? 

김승헌: 어….지키라고 하니까. 

연구자: 지키지 않으면 꾸지람을 받고 하니까? 

김승헌: 네.

어떤 규정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데 어떠한 보상이 있거나 위반

하는 데 대한 처벌이 있다면 그 규정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상점 등의 즉각적인 보상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학생

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선생님들의 인정이나 총애를 받는 것 정도이

다. 매사에 성실하고 교사의 평판을 신경 쓰는 학생이라면 이것만으로도

규칙을 지킬 만한 유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의

경우, 규정을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은 그다지 강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

에 쉽사리 규정을 어기는 선택을 하였다.

규칙을 지키는 학생이든, 안 지키는 학생이든 두 경우의 공통점은, 생활

협약의 의미, 즉 ‘생활협약은 우리가 만든 약속이다’라는 점은 행동을 결

정할 때 고려의 대상에서 후순위에 있었다는 점이다. 잘 지키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에게 ‘걸렸을 때’생길 수 있는 문제를 염려하여 규정을 지켰

고, 잘 안 지키는 학생의 경우는 규정을 안 지켰을 때 받는 처벌이 무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즉

생활협약은 그 자체로서 학생들이 규정을 지키게 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동기가 되지 못하였다.

(2) 교사와의 상호작용

A중학교 학생들이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대

상은 교사, 그리고 같은 또래 학생들이다. 먼저 학생들과 교사 사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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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일어나며, 어떤 양상을 보였을까?

흔히 쓰는 말 중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면, 범죄 요건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므로 법의 영향력을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법의 존재를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법을 위반해서 제

재를 당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A중학교의 경우도 생활협약과 관련하

여 가장 빈번하게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생활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교사에게 제재를 당하는 경우였다. 물론 A중학교의 생활협약 중 자율 규

정은, 그 준수 여부가 학생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범죄 요건과 이

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벌로 구성된 형법과 달리, 지켜야 할 규칙은 존재

하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에 대한 징계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

지만 실제로는 자율규정을 어겼을 경우,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다양한 제

재를 당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규정을 어기는 학생들을 나름의 방식으

로 지도하고 있었고, 교사·학생·상황에 따라 지도 방식은 달랐지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1) “걸리면 혼나요”

생활협약 위반으로 인해 선생님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현이는 실내에서 실내화를 안 신고 있을 때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께 지적을 받자 대현이는 바로 신발을 벗

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연구자: 그럼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지적하시거나 니가 실내화를 안 

신고 있는 거를 (선생님이) 보신 적이 있니?

김대현: 네.

연구자: 그럼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김대현: 그때요, 바로 신발 벗고 양말로 들어가서 실내화로 갈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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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고.

연구자: 아 어떤 샘이 그러셨어요?

김대현: ○○○샘이…….

연구자: 그래서, 그렇게 샘이 양말신고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을 했어?

김대현: 에, 당장 벗고 들어가야죠.

연구자: 당장 벗고, 아 그건 근데 행동이잖아. 그냥 생각 말야, 머릿

속에

김대현: 아, 다시, 이러지 않아야겠다.

연구자: 아 다시 이러지 말아야겠다?

김대현: 네.

연구자: 왜 다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김대현: 아 그때, 걸려서 청소, 강당 청소까지 해가지구…….

평소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 아닌 개구쟁이 대현이가 바로 선생님 말씀

을 들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대현이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다가

실외화를 신은 채로 교실로 들어가려는 장면을 한 남자 선생님께서 목격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엄하게 꾸중하신 후 강당 청소를 하라는 벌을 주셨

고, 그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대현이와 친구들은 넓은 강당 청소를 하느

라 진땀을 뺐다. 감히 대들기에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대현이와 친구

들은 잠자코 청소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소를 하긴 했지만, 대현이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다.

연구자: 응, 강당 청소가 힘드니까 걸리지 말아야겠다?

김대현: 네.

연구자: 니가 실내화신은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김대현: (끄덕)

연구자: 그 행동은 왜 별로 잘못된 게 아니지?

김대현: 아니 같은 신발인데 그렇게 신발 신고 밖에 드나든 건 그렇

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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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어?

김대현: 아니요.

연구자: 왜 안했어요?

김대현: 안 물어보시길래 안했어요.

연구자: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김대현: 네.

연구자: 그냥 네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김대현: 아 그냥 ○○○샘한테 대들면요, 큰일 날 거 같아서요.

‘같은 신발인데 그렇게 신발 신고 밖에 드나든 건 그렇게 잘못된 것 같

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현이는 끝내 선생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

드리지 못했다. 선생님이 대현이를 지도하는 상황에서, 대현이는 일방적으

로 잘못을 ‘교정 받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반박이나 반론은 허용되지 않

았다. 대현이가 자신의 생각을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규정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의 권위에 ‘대드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것이고, 대현이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2) “못 들었어요”

교사와 학생이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 중 그 다음으로 빈번한 것은 생활협약 담당 교사가 학급임원들과 교

류하는 상황이었다.

2학년 때 학급 회장을 했던 명석이는 그 당시 생활협약 관련 캠페인을

아침마다 교문에서 했던 일을 회상했다. 학급 임원들은 생활협약을 홍보

하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등교하여 홍보 피켓을 들고 교문에서 구호를 외

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어깨띠를 두르고 매일같이 캠페인을 했지만 이

러한 캠페인의 의미에 대해 담당 선생님께 들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오래 전 일이라 선생님이 실제로 말씀을 하셨는지 여부는 정확

히 알 수 없었지만, 명석이의 기억에 잘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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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연구자: 음, 그거 담당하신 분이 누구였지?

최명석: 그 당시, *** 샘이었나?

연구자: *** 선생님이?

최명석: 네.

연구자: 아 *** 선생님이 이거 캠페인 왜하는지 의미 같은 거 설명

해주셨어요?

최명석: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안했을 거 같은데.

연구자: 왜 이거 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최명석: 예, 안 해주신 거 같애요.

연구자: 어, 그럼 캠페인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는 뭐 서로 대화를 안

했어요?

최명석: 네…….그냥 하자니까 하는…….

전교 부회장 수빈이는 A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생활협약 담

당 교사와 교류하는 학생 중 한 명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전달자 역

할을 하며, 매달 있는 대의원회 및 자치 시간 방송을 주관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수빈이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학생회 임원으로

서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는 생활협약의 의미나 중요성보다는 업무적인 전

달사항과 관련한 것이었다.

연구자: 그럼 생활협약을 주제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적이 없어?

한수빈: 어떤 선생님이랑요?

연구자: 그러니까 아무 선생님이나. 담임이나, 아니면 교과 선생님들

이나.

한수빈: @@@샘이랑 많이 대화는 하죠.

연구자: 어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를 주로?

한수빈: 어, 학교, 학사일정이나 생활협약에 관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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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주로?

한수빈: 전달을 하고, 선생님도 의견을 내시고, 그리고 여기에 더 추

가할 것 있음 말하라 하고, 좀 더 지켜 달라 하고, 회장 부

회장이니까.

그렇다면 회장단이 아닌 학생들은 교사와 생활협약의 의미나 필요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설명을 듣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

연구자: 선생님이 생활협약 관련해가지고 뭐 지적하는 거 말고 있잖

아, 그냥 생활협약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나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이다은: 네.

연구자: 언제요?

이다은: 맨날 회의 할 때 막 티비 틀어가지고 하잖아요.

연구자: 그래? 어떤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어?

이다은: *** 선생님(=생활자치부장)

연구자: 뭐라고 하셨어요, *** 선생님이?

이다은: 아 저 말고 방송으로 그, 복장에 대해 말하신 거 같아요. 

연구자: 복장을 잘 하고 다녀라?

이다은: 네. 교복 같은 거 잘 입고 다니라고…….

연구자: 생활협약의 의미 같은 걸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다은: 음 방송으로 하시는 거 같애요. 

연구자: 그럼 직접 얼굴 보고 얘기 들은 적은 없어요? 

이다은: 네.

연구자: 그래 그럼, 수업시간에 들어오시는 선생님께서 생활협약 얘

기 하시는 걸 들은 적은 있어요?

이다은: 없는 거 같아요.

연구자: 없어요? 전혀?

이다은: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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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생활협약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경험이 있

었어요? 

윤희주: 아니요.

연구자: 선생님께서, ‘생활협약이란 이런 거야’ 라든가, 너한테 뭐 

설명이라던가? 

윤희주: 그런 설교는 방송 빼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연구자: 아, 방송 빼고는 실제로 얼굴 맞대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이 없어요?

윤희주: 네.

연구자: 그럼 우리는 그런 생활협약이 뭔지를 다 저 방송으로 들은 

거네요?

윤희주: 네.

연구자: 담임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

윤희주: 아 조금은 한 거 같기도 한데, 잘…들은 적이 없어서…….

다은이와 희주는 교사에게 생활협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

는 연구자의 질문에 ‘방송에서’ 들었다고 대답했다. TV 방송은 교사의 생

각을 학생에게 용이하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학생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TV방송은 학생이 생활협약의 의미

에 대한 훈화를 듣는 형식의 일방적인 상호작용만이 가능한 한계가 있는

매체이다. 반면에 교실은 학생이 교사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장소이므로,

토론하거나 대화를 나누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연구자와 면담한 연구참여

자 학생 중에서,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강의 수준을 넘어서서 수업 시간

에 허심탄회하게 생활협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한 적이 있

다고 대답한 연구참여자는 없었다.

(3)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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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강한 영향을 받는 사람

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또래 학생들과 활발하

게 상호 작용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알아보는 것은 학생

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1) ‘불만의 토로’

승헌이는 평소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냐는 연

구자의 질문에, 생활협약의 규정 중 ‘안 맞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다

고 하였다.

연구자: 그러면 승헌이는 친구들과 (생활협약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

를 하나?

김승헌: 어 가끔은, 생활협약 얘기 하다보면, 저한테 안 맞으면, 이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얘기할 때도 있고.

연구자: 응, 안 맞으면 이건 좀 아니다? 어떤 거가 있었어, 실제로? 

예를 들면?

김승헌: 어…….그, 욕을, 반에서 안하는데 운동장 이런 데서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연구자: 그런 얘기가 있었나?

김승헌: 예 있었어요. 그때 □□□ 쌤 있었을 때.

연구자: 아, 그래? 교실도 안 되고 운동장에서도 안 되는데 그 둘 다 

안되는 게 말이 안 된다?

김승헌: 아, 저는 교실은 동의하는데, 바깥에서 (욕이) 안 된다는 거

는 좀 아니라고

연구자: 아, 그렇다고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

김승헌: 예.

연구자: 응, 친구가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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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헌: (미소 지으며) 당연히 걔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죠!

승헌이는 교실에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이해하지만, 교실 밖 운

동장에서도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교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을 선생님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와는 대

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승헌이와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는 한 걸음 더 나

아간 질문, 이를테면 자율 규정인 언어생활 관련 규정에 선생님이 자의적

인 조항을 덧붙여서 제재할 수 있는지, 왜 언어생활 관련 규정이 필요한

지, 생활협약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할 지와 같은 질문은

나타나지 않았고, 단순히 친구와 불만스러운 감정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 토로 수준의 언어적 상호작용도 자주 이루어지는 일

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학생회 임원인 수빈이 역시 친구들과 불만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이 대화의 일반적인 주제로 올라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자: (생활협약 관련한)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은 안 해?

한수빈: 그냥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

연구자: 어떤 점이 불만이죠?

한수빈: 어……. 글쎄요? 어……. 모르겠어요.

연구자: 아니 불만이 있다면서.

한수빈: 근데 그런 불만 같은 게 생각이 나면 딱히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연구자: 그럼 ‘아 불만이다’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

요?

한수빈: 예, 생각만 하고.

연구자: 남한테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고?

한수빈: 잠깐 생각하고 나도 잊어버리고…….

다은이와의 면담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왔다. 학생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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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약과 관련한 이야기는 연예인 이야기나 게임 이야기만큼 흥미로운

주제나 토론거리로 간주되지 못했다. 가끔 생활협약이 화제로 등장한다고

해도, 금방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린다고 했다.

연구자: 그런 생각(생활협약에 대한 불만)을 친구들한테 해요? 얘기

를?

이다은: 몇 번, 한 번 정도?

연구자: 누구한테 했어요?

이다은: **이요, **이랑요, 다른 반 애들한테 말했는데 그냥 말을 

딱 하려고 시작하면은 가수 얘기로 새고요 다른 애들한테 말

을 하면은 들을 때도 있긴 한데 그것도 한 오 분, 십 분이에

요. 

즉 연구참여자들이 친구 간에 나누는 생활협약과 관련한 대화는 주로 불

만의 단발적 표출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조차도 진지한 토론 수준의 대화

로 이어지기보다는 한 순간의 화제 거리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2) “친구들도 똑같아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화와 같은 언어

적 상호작용 외에도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특히 친구

관계에 예민한 중학생 시기의 학생들은 친구들의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인용) A중학교에서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서로 어떤 영

향을 주고받았을까?

연구자: 그런 거(생활협약 규칙) 종종 안 지킬 때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김승헌: 친구들은 그거 다 이해, 이해해요 흐흐.

연구자: 아, 그럴 수 있다? 친구들은? 그래, 뭐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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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헌: 네, 뭐라는 안해요.

연구자: 애들이 뭐라고 안해 너한테?

김승헌: 뭐라는 안해요, 자기들도 다 쓰니까.

-------------------------------------------------------

연구자: 그렇구나. 그럼 친구들 이렇게 생활협약 어기는 걸 봤을 때 

너는 어떤 식으로, 해? 

이다은: 그러니까, 저도 안 고치는데 애들한테 뭐라 할 수가 없잖아

요 그러니까 뭐라 하다가 ‘너는 안 고치는데’ 이러면 그게 

좀 그래서…….

------------------------------------------------------

연구자: 음…….그럼 친구들은 어 생활협약 어겼을 때, 너에 대해서 

뭐 반응 지적을 하거나 뭐라 하거나 한 적 있어?

김대현: 아니 없는 것 같…….

연구자: 어기거나 말거나 서로 상관을 안 해?

김대현: 그런 거 같애요. 아예 생활협약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요.

연구자: 신경을 안 써? 그래? 그럼 왜 친구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해?

김대현: 친구들도, 막 욕하고 그러니까.

가장 잘 못 지키는 생활협약 규정으로 ‘욕 안 하기’를 꼽았던 승헌이는

자신이 욕을 한다고 해도 친구들도 ‘이해한다’고 표현하였다. 다은이 역시

자신도 규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친구들을 지적할 수가 없으며, 그것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현이는 친구들이 ‘아예 신경을 안 쓴다’라

고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친구들도 막 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욕을 쓰기 때문에, 자신에게 새삼스

럽게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가 아

니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모두 일종의 공범이기 때문에 구태여

서로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생활협약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행동은 선도부3) 같은 일부 학생들이나 하는 행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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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겨지고 있었다.

연구자: 다은이는, 뭐 복도에서 뛴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뭐 실내화

를 안 신었다거나 이럴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이다은: 실내화를 안 신었을 때 희진이(가명)가 선도부 된 이후로는 

뭐라 해요.

연구자: 뭐라 해? 그럼 넌 어떻게 해?

이다은: 그럼 바로 갈아 신죠.

연구자: 갈아 신어? 왜?

이다은: 깎이면 안 되니까 흐흐흐.

다은이는 선도부인 희진이와 가까운 친구사이이다. 다은이는 자신이 생

활협약을 어겼을 때 지적하는 친구가 희진이 밖에 없다고 하였다. 희진이

가 규정 위반에 대해 지적했을 때 위반 행동을 수정하는 이유로, 다은이

는 ‘깎이면 안되니까’4)라고 대답했다. 즉 다은이는 희진이가 자신을 지적

하는 이유는 희진이가 ‘선도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은

이가 희진이의 말을 듣는 이유도 자신들 간의 친구 관계나 신의 때문이

아니라, 희진이가 ‘선도부’로서 자신을 ‘깎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학생회 임원직을 맡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친구들의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였다.

연구자: 그럼 너는 생활협약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행동이나 습관 

같은 거 변화가 있었어?

한수빈: 음…….전교 부회장 되고 나서 좀 더 실내화도 잘 신게 되

고 교복도 정말 단정히 입게 되고 책임감이 정말 막중한 거 

같애요.

3) A중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선도부’대신 ‘생활협약지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학생
들이 실제 널리 쓰고 있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선도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 A중학교에서는 복장규정 위반이나 실내화 미착용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가 존재하지 않았으
나, 최근 들어 교문지도시 빈번하게 위반이 적발되는 학생들에 한하여 학생자치법정 제도
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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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그래요? 남들에게 내가 보여질 수 있다는 그런 거 때문

인가요?

한수빈: 전교 부회장이고 그런 거, 뭐냐 잘못된 거 하면은 주변 애

들이 정말 비꼬고 놀리고…….

2년 동안 전교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수빈이는 임원이 아니었던 1학년 때

에 비해 생활협약 규정을 더욱 잘 지키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는 부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였다. 또 규정을 지

키지 않으면 친구들이 ‘비꼬고 놀리’기 때문에 좀 더 의식적으로 규정을 잘

지키려고 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생활협약 위반상황에서 친구 간에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선도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구의

규정위반을 지적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친구를 의식하여 규정을 잘 지키

려고 한다는 응답은 학생회 임원 등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참여자

들 위주로 나타났다.

(4) 반성적 숙고

듀이는 바람직한 교육적 경험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적 숙고를 함으

로써 이전까지와는 다른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라고 말

한 바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여 하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고활동

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협약에 대한 반성적 숙고가 이

루어질 수 있다. A중학교 학생들은 일과시간에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어

떠한 반성적 숙고를 하였으며, 그 특징은 어떠할까?

1) 규칙의 권위에 대한 미인정

A중학교가 2012년 당시 공동체 생활협약을 제정하면서 세웠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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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교사라는 교육의 3주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 반영 비율을 3:1:1

로 결정하였다. 학생이 3의 비율을 갖게 된 이유는 학년별로 별도의 의결

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부모측의 반발로, 학부모도 학년별로

별도의 의결권을 갖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 반영

비율이 3:3:1 로 결정되었다.

의견 수렴시 ‘복도나 계단에서 뛰지 않으며, 학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

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협박 등 모든

폭력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등 일반적인 도덕적 통념으로 보았을 때 널

리 인정되는 규정들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두발 및 복장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외모 규제 관련 조항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

졌던 쟁점이었기 때문에, 공청회 도중 실시간 문자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

다. 당시 두발 관련 규정으로 제시된 후보로는 첫째, ‘완전히 자유화한다’,

둘째, ‘두발 길이는 자율적으로 하되, 파마·염색은 금지한다’, 셋째, ‘두발

길이, 염색은 자율적으로 하되, 파마는 금지한다’의 세 가지가 있었다. 이

중에서 학생들은 첫 번째 안인 ‘완전히 자유화한다’에 적극 찬성 49%, 찬

성 27%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전체 중 절반 가까이의 비율을 차지하는

학부모들이 적극 반대표를 던진 끝에 결국 최종 통과된 것은 ‘두발 길이,

염색은 자율적으로 하되, 파마는 금지한다’였다. 비슷한 경우로 실내화

착용 조항이 있었는데, 실내화 중 앞이 뚫린 형태의 슬리퍼를 금지한다는

단서 조항도 학부모들의 적극 찬성으로 인해 통과되었다.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이 부분을 잊지 않고 기억

하고 있었다. 때문에 생활협약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학생들이 있었

다. 민수는 실내화 착용 문제에 있어서 앞이 뚫린 일명 삼선 슬리퍼를 신

고 싶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지만, 안전사고 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

와 교사들 때문에 규칙이 학생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정해졌고, 계속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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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자: 그래? 그럼 (생활협약의) 안 좋은 점은 뭘까? 

이민수: 그러니까 비율이 3대 3대 35)인가요? 그니까 학부모랑 선생

님들이랑 짜고 하면은 학생들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될 수 있

으니까. 

연구자: 그런 점을 느껴요?

이민수: 네. 

연구자: 어떨 때 그런 걸 더 많이 느껴?

이민수: 저희가 그 슬리퍼? 슬리퍼를 건의했을 때 계속 안 바뀌는 

거……. 

연구자: 안 바뀌는 걸 느꼈어? 

이민수: 네.

연구자: 그래서 그 안 바뀌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 

이민수: (눈치 보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짜고 치는 것 같아요.

명석이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협약 규정들에는 만족하지만 ‘가끔씩 몇 개

는’ 불만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핸드폰 사용의 경우, 한 반에서 수

업 중 핸드폰 사용 행위가 3회 누적 발생할 경우 학급 전체 학생이 한 달

간 등교시 핸드폰을 제출하고 하교시 돌려받게 되어있다. 한 달 동안 쉬

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본인

은 핸드폰을 수업 중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의 위반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명석이는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은 이

부분의 규정을 좀 더 느슨하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

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명석: 그냥…뭐라 해야 되지? 그냥 생활협약 중에서 뭔가…안 맞

는 게 있잖아요, 학생의 입장하고 학부모의 입장하고 선생님

5) 실제로는 생활협약 제정시 학생 3: 학부모 3: 교사 1의 비율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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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연구자: 서로 입장이 안 맞는 거,

최명석: 입장이 안 맞으니까 저희 쪽에선 불리하니까 그거를 갖다 그

냥 불만사항을

연구자: 불리하다고?

최명석: 예?

연구자: 어떤 게 불리하지?

최명석: 불리하다기보단, 그냥 학생 측에서는 ‘대략 핸드폰을 몇 회 

이상 걸리면 걷는다’ 그런 식으로, 쫌더, 쫌더 풀어줬음 좋겠

고, 학부모측에서는 좀만 더 조였으면 하잖아요.

연구자: 아 그러니까 니가 불만이 있는 거는, 둘 입장이 차이가 나는

데 학생 입장보단 학부모 입장 쪽으로 가니까?

최명석: 그럴 때가 있죠.

한편 지현이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

들은 보통 일일이 생활협약 이야기를 꺼내기 보다는 단순히 주의를 주고

넘어간다고 했지만, 가끔 학생들이 ‘너무너무너무 안 지킬 때는’ 생활협약

을 거론하면서 분위기를 환기하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였다.

송지현: 그냥, 너무 애들이 안 지키고 너무 늦게 들어오면 ‘니네가 

지키기로 했잖아, 너네가 정해놓고 안 지키면 어떡하니’. 아 

오늘, 삼선(슬리퍼) 신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거 막 언제

였더라? 과학시간이었나? 여튼 언제 막 삼선 신고 있었는데 

막 선생님이 ‘니네가 그러고도 주인이 될 수 있냐’고, 막 ‘생

활협약은 니네가 정해놓고 니네가 안 지키냐’고 막 그러셨어

요.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희가 정해놓고 너희가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현이는 무슨 생각을 해요?

송지현: 아 그냥 별 생각 없을 때도 있는데, 가끔 너무 그것 때문에 

수업 지체되고 너무 그냥 좀 너무 그런 거 같을 때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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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과민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만 정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학부모도 

다 같이 정한 거잖아요. 저희 의견은 그니까 삼분의 일이 반

영된 거니까 우리만 만든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기도 해요. 

‘우리가 만든 규칙 우리가 지키자’는 A중학교의 대표적인 생활협약 슬로

건이다. 생활협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연구참여자의 대부

분이 곧바로 이 슬로건을 대답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문장이

다. 하지만 지현이는 문자 그대로 ‘우리만’ 만든 것은 아니고, 교사와 학부

모의 생각도 엄연히 반영된 규칙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생활협약의 정당

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교사가 규칙을 지킬 것을 강권하면서 ‘너희가

만든 것’임을 강조할 때는 삐딱한 마음이 고개를 드는 것이었다.

연구자: 생활협약의 단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민수: (전략)…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변

명이 생긴다. 

연구자: 변명이 생긴다?

이민수: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왜 안 지켜! 뭐 이런 거. 

연구자: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민수: 아니, 뭔가 자기들이 화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연구자: 구실 같은 게 생긴다는 거구나. 

이민수: 네.

연구자: 그럼 ‘너희가 만든 규칙인데 왜 지키지 않느냐!’ 하면은 민수

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민수: 어차피 둘(=교사, 학부모)이 짜고 한 건데…….

지현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민수는 ‘우리가 만든 규칙 우리가 지키자’라는

말이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이유’이자 ‘변명’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다. 학생들만이 참여하여 만든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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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정당성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규칙의 공정성에 대한 미인정

생활협약은 A중학교에서는 일종의 형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

나 현실의 형법처럼 엄밀한 규칙 적용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교사가

자의적으로 규칙을 해석하거나 다른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리고 A중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였다.

명석이는 핸드폰 규정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불만을 느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A중학교의 생활협약 규정에 따르면 한 학급에서 세 번 이상

수업 중 핸드폰 사용 행위가 적발될 시에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의 핸드폰

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 번’이라는 횟수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걷어버리는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였다. 명석이는 핸드폰을 걷는 것 자체

는 불만이 없으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게’, 즉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

을 바란다고 하였다.

최명석: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원래 원칙이 있

잖아요? 생활 거기 협약에 세 번 이상 걸리면. 가끔씩 보면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그러지 않고 그냥 핸드폰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딱 걷어버린다거나…….

연구자: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

지?

최명석: 네.

연구자: 그러면은 너는 아예 핸드폰을 안 걷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최명석: 동등하게.

한편 규칙의 적용 대상이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학

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규칙을 어긴 상황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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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만 지적당하는 것을 볼 때 부당함을 느꼈다. 수빈이는 자신이 규정에

맞지 않는 머리 모양을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지적을 받았을 때, 형평

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 그럼 수빈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파마를) 펴라,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수빈: 아, 학기 초에 걸렸었거든요? 그때, 뭔가 다른 애들도 좀 심

한데 작년에, 제가 작년에 (파마를) 했거든요? 작년에 했는

데, 그때 머리가 많이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드라이를 

할 때, 그냥 말려가지고 좀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피면 펴지니까, 불만도 조금 있었고, 일단 수긍은 했고, 그

랬죠.

연구자: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그런데, 난 별로 심하지 않은데, 왜 

나를 지적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수빈: 예.

자신이 규정을 어겼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규정을 어긴 다른 학생들 전

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지적당했다는 점에서, 규정을 어긴 것

에 대한 반성보다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답변이었다. 정의

감이 강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규칙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

활협약 운영의 중대한 결함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다은: 다들 안 지키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연구자: 언제?

이다은: 욕이요. 애들 옆에서 다 하고 있는데 딱 ‘이다은 너 일로와

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구자: 그럴 땐 어때?

이다은: 억울하죠. 저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딴 애들도 다 했는데, 

저한테만 선생님은 뭐 ‘니가 이렇게 혼남으로써 애들이 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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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삼았으니까 니가 좀 고치면은 좋을 것 같애’ 이런 식으

로 말하는데, 아 저만 고치면 뭐해요, 애들이 안 고치는데. 

다은이 역시 옆자리의 학생들도 같이 욕설을 쓴 상황에서 자신만 지적당

했을 때 억울했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본보기’로서 대

표로 꾸중을 들은 점에 대해서도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즉 A중학교 학생들은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은 인정하지

만, 같은 잘못을 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불만을 느꼈다.

3) 막연한 긍정

그러나 연구자가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가장 많

이 들었던 반응은 ‘좋다’는 답변이었다. 학생들은 생활협약을 실시하지 않

는 주변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신들이 보다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그 이유로는 ‘자신들의 말을 들어 주기 때문

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믿고 맡겨 주었기 때문에’ 등을 들었다.

다은이는 생활협약을 하는 이유가 ‘선생님과 학부모 의견만’ 반영하는 것

이 아니라 ‘학생들 의견도 듣고’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

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에게 맞춰’ 주려고 하는 교사

들의 태도로부터 자신들이 배려를 받는 느낌을 느낀다고 했다.

연구자: 다은이는 왜 자치시간에, 이런 생활협약 관련 활동을 한다

고 생각해?

이다은: 선생님하고 뭐지, 선생님하고 학부모 의견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의견도 듣고 결정하려고, 불만 있는 애들

도 있을 거고 하니까, 최대한 학생들한테 맞춰줄려고…….

연구자: 그렇구나.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다은: 그냥, 되게 학생을 배려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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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배려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 

이다은: 네.

학생들은 또한 자신들이 규칙 제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생활협약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가

일방적으로 규칙 및 벌점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교사

및 학부모와 동등한 입장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학생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으며, 반항심을 갖지 않게 되

는 방법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연구자: 희주야 너는 (생활협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윤희주: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진짜로? 진심으로?

윤희주: 네. 벌점보다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벌점보다?

윤희주: 우리가 정했잖아요. 1학년 때 하자고 그래서 정하고, 저희

가 정하는 거니까 책임감이 드는 것 같아요.

------------------------------------------------

연구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생활협약이 더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

해요?

한수빈: 더 자유로운 거 같아요.

연구자: 왜 더 자유로워요? 어차피 규정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 딴 

학교도 거의 안 잡던데? 보면?

한수빈: 딴 학교는 아 자기가 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면서 반항심.

연구자: 반항심이 생기니까?

한수빈: 네.

연구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규정 자체는 비슷하더라도?

한수빈: 네.



- 79 -

학생들은 이러한 A중학교의 생활협약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중학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생활협

약에 대해 나서서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은이의 경우 A중학교의

학생 존중의 상징은 다름 아닌 노래방 기계였다. 다은이의 말에 따르면

2012년에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을 투표하여 학생 자치실에 도입하였

는데, 그 결과 설치된 것이 노래방 기계였다. 그래서 다은이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는 노래방이 있다’고 자랑한다고 하였다. 노래방

기계의 도입 자체는 생활협약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다은이는 생활협

약을 하는 것과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은이에게 있어서 생활협약과 노래방 기계는 둘

다 학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그런 얘기를 남들이랑 해요?

이다은: 다른 중학교 애들이랑 자랑하죠. 우리 학교에 노래방 있

다.(웃음)

연구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활협약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다은: 네.

이렇듯 학생들은 대체로 생활협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

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의 초점은 학생마다 조금씩 달랐다. 학생에 대한

존중 자체에 더 중점을 두는 학생도 있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생활협약의

시행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느슨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했

다. 대현이는 생활협약의 좋은 점으로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

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 같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현이는

학생들이 다 같이 규칙을 만들면 ‘심한’ 규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규율할 규칙을 스스로 만들 때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깨닫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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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현이는 생활협약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김대현: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학생들이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 같애요.

연구자: 학생들이 다 같이 만드는 게 왜 좋죠?

김대현: 그 심한, 규정이 없어서.

연구자: 심한 규정이 안 생긴다? 학생들이 만들면?

김대현: 그런 거 같애요.

물론 생활협약 제도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느슨하게 하기 위함은 아니다. 생활협약은 인간은 일방적으로 통제되거나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규율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어

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체득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

로를 규율하는 민주적 경험을 쌓으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및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익히도록 하

려는 목적도 있다. 대현이는 자신들이 규칙을 만듦으로써 권리를 더욱 보

호받고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 이상의 생각의 발전은 보여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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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석 및 논의

1. 경험학습의 순환고리 단절

듀이(Dewey)는 교육적 경험(educative experience)와 비교육적 경험

(mis-educative experience)을 구분하면서, 비교육적 경험과 교육적 경험

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청소년이 학습 내용과 얼마나 활발하게 상호작용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학습 상황에서 이전 학습 내용을 얼마나 적극적으

로 동원하여 활용하는지’를 들었다. 그러나 A중학교의 자치시간은 학생들

로 하여금 생활협약과 관련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데 실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학교가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회의시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망자의 태도

를 취하면서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아예 잡담이나 딴 생각을 하는

등 회의와 상관없는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두 시간이 자치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종합·분석·평가와 같은

고차적 사고 활동을 하는 비중은 극히 적었다. 학생이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지난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하는 시간도 마련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생각

해보면서 반성하기보다는 적당히 칸을 채우는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치시간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기 때

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자치시간은 자치 회의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자치’라는 말이 학생들에게는 와 닿지 않았다. 교사들은 생활

협약의 문제점이나 자신들의 행동의 잘못된 점, 개선 사항 등을 토의하도

록 학생들에게 요구하였지만, 학생들은 회의 시간에 나오는 의견이나 건

의 사항 등을 통해 실제로 학생들의 현실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

어나더라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때

문에 학생들은 회의 시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으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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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반복된 회의는 학생들에게 긴장, 흥미, 설렘보다는 지루함을 불러 일

으켰다.

자비스(Jarvis)는 학습의 촉발은 개인이 생애와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건, 즉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인간이 이전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상황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

니라 이전과 다른 점을 인지할 때 학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

이 이전 경험과 조화될 경우 어떤 질문도 제기되지 않으며, 학습도 일어

나지 않는다(정민승, 2010, pp.140-141). 그러나 A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서 자치 시간은 ‘이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수많은 자치 시간

중의 하나로서 지적 자극이나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콜브(Kolb)는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이

라는 경험학습의 사이클이 네 지점 중 어떤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단계 모두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

이며, 나선형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즉 네 단계가 하나

의 학습 사이클 단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치시간이라는 ‘구체적 경험’을 통하여 ‘반성적 관찰’ 이나 ‘추상적

개념화’같은 반성적 숙고의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학생들은 경험학

습의 순환 고리를 타지 못하고 비학습적 반응(non-learning response) 수

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2. 이면약속

A중학교의 공동체 생활 협약은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으로서, 학생들이

공동으로 자신들이 지킬 규칙을 정하고 함께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 나가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생활협약의 이러한 정신을 달달 외우다시

피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생활협약의 장점에 대해서도 망설이지 않고 대

답하였다. 그러나 생활협약이라는 공동체의 ‘약속’을 잘 지키는 지 물어보

았을 때, 모든 규정을 잘 지킨다고 대답하는 학생은 없었다. 예를 들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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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생활협약에는 ‘욕을 하지 않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는 규

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욕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지적했을 때 학생들은 습관이 되어 있어서,

또는 불편하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러

한 부분에 있어서 큰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협약을 일상생활에서의 ‘약속’과 같

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친구 간의 관계를 중대하게

생각하는 청소년기에는 친구간의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친구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협

약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생활협약을 위반할 때 친구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특이한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약속과 비슷한 사전적 의미를 갖는 단어로는 맹세, 계약, 다짐 등이 있

다. 이러한 단어들 중 어떤 것도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

를 가진 것은 없다. 사회적 통념상 약속을 어긴 사람은 비난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생활협약을 일상적으로 위반

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의 공간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이면 약속’이 생활협약보다 우위의

권위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 ‘이면 약속’이란 바로 학생 사

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묵적 규칙인

‘남들이 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다.

생활협약은 ‘나와 친구들이’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규칙이 된다. 하지만 이 생활협약의 설립 주체인 학생들이 일상적으

로 규칙을 어긴다면, 생활협약이 갖는 권위는 추락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

신의 동료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친구들 간의

표면적인 약속인 생활협약과 암묵적인 약속인 ‘남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

기’가 대립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생활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친구들끼리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면, 그 ‘친구들’이 생활협약을 어기는

순간 자기 자신도 생활협약을 준수할 이유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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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중학교 학생들은 생활협약보다 실제로 친구들 사이의 암묵적

약속인 ‘남들이 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를 우선되는 행동 원칙으로 선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잘 증명하는 사례로는,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규정이 ‘교내에서 실외화 신지 않기’와 ‘교복 외의 다

른 사복 입지 않기’라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이 두 규정은 일반적인 도덕

관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규정이 아니다. 때문에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은

생활협약을 어기는 일이기는 하지만, 또래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심적 부담이 없이 빈번하게 규칙을 어기곤

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기’는 위반 사항이 누

적될 경우 반 전체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학

생들 사이에서 거의 금기시 되고 있었다.

즉 생활협약의 직접적인 준수 동기는 ‘친구들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라기보다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교사들에게 평판을 유지하

기 위해서’이며, 학생들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생활협약

을 어기는 데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

들이 생활협약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 앞에서

는 생활협약을 지키도록 노력하지만, 교사의 눈을 벗어난 또래들끼리의

공간에서는 표면적인 친구들 간의 약속인 생활협약보다, 실제 친구들 간

의 암묵적 규칙인 ‘남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하였다.

3. 생활협약의 권위에 대한 미인정

만약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부터 생활협약을 잘 지켰더라면 생활협약이

학생들의 실제 행동과 공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학생들은 생활협약을

잘 지키지 않게 되었을까?

2012년 생활협약을 처음 제정할 당시, A중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여러 차례 거쳤다. 또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헌법 제정을 방

불케 할 정도로 세심하고 철저한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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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학부모, 교사에게 공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당시 1학년 학생

이었으며, 이러한 생활협약 제정 과정을 전부 지켜본 학생들이었다. 때문

에 학생들은 대체로 생활협약이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라는 점에 동의하였

으나, 몇몇 학생들은 생활협약이 온전히 ‘자신들만이’ 만든 규정이 아니라

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생활협약에는 학생 생활협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생활협약,

학부모 생활협약도 존재하며, 교사용과 학부모용 생활협약을 제정할 때에

는 학생들의 바람 역시 규정에 반영되었다. 즉 학생 생활협약에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것처럼, 교사·학부모 생활협약에도 학생들의 의

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학생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규칙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과는 달리 학부모와 교사들의 생활협약은 그 준수 여부가

그야말로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학생 생활협약 역시 일

부 강제 규정을 빼고는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반

시 교사들에 의해 다양한 제재를 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들

이 지키는 학생 생활협약에 비해서 학부모, 교사의 생활협약의 존재는 거

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즉 생활협약은 실질적으로 다 같이 지키는 규

칙이 아니라 ‘학생들만’ 지키는 규칙이 되었고,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규

칙에 교사와 학부모의 입김이 들어간 부분에 부당함을 느낀 학생들은 생

활협약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같은 규칙에 대한 처벌이 교사마다 상이하다는 점, 같은 규칙을

위반한 상황에서 특정 학생만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생활협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4. 시민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절반의 성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A중학교 학생들은 생활협약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에 비해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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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배려해 주시는 것 같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 같다며 만족스

러움을 표시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것 같다’, ‘배려 받는 느낌

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다’ 등 다양한 표현을 학생들과의 면담 중에

서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자신을 규율

하는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은 거의 대답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 특

별히 생각하거나 남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학생들은 생활협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나름

의 성찰을 통한 논리적 결론을 갖고 있기보다는 막연한 호감이나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생활협약이 가져

다 준 학생 존중의 문화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강의식 수업으로서는 이루기 어려운 ‘태도’ 측면의 변화를 가져왔다

는 점에서, A중학교의 생활협약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인다. 이

러한 배려와 존중을 통한 만족감을 생활협약과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학

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

다.

그러나 생활협약이라는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제도를 시민교육의 방법으

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막연한 호감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은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갖는 잠재력을 모두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생

활협약을 제정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

주의의 여러 원칙과 관련한 지식·기능·태도를 모두 발전시킬 수 있다. 그

러나 A중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적 경험을

얻지 못했다.

이는 생활협약과 관련한 교육적 경험이 주로 자치시간에 한정적으로 제

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치시간을 제외한 교과수업 시간이

나 쉬는 시간 등 일과 시간에,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생활협약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이나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였다. 교사가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주로 생활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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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처벌을 내릴 때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훈계나 설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교과시간에 생활협약과 관련한 주제가 나타날 때는 교사가 즉흥

적으로 화제를 꺼낼 때가 대부분이었고 이 역시 토론보다는 교사에 의한

언어적 교화의 형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주의 깊게 경청하거나 성찰하기보다는 잔소리로 여기고 흘려듣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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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제언

1. 요약

지금까지 A중학교 학생들의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인 생활협약과 관련한

경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란 학교가 학생의 생활

지도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적용하는 기존의 생활규정과는 달리,

학생이 생활규정의 제정, 개정, 운영에 중심적인 주체로서 참여하며, 자율

적으로 준수하는 대안적 생활규정을 말한다.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은 단순

히 생활지도의 수단으로서의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주인 의식을 함

양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기능·

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시민교육의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A중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자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학생

참여형 생활규정의 일환인 생활협약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 그러나 A중학교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 수준을 분석한 기존의 선

행 연구(노현지·김겸미·박성혁, 2013)에 따르면, 비슷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진 근처 중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A중학교 학생들이 정치적 태도 수준

에 있어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활협약과 관련한

경험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A중학교의 생활협약

운영상의 문제를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3개월여 간의 참여 관찰과 학생 면담을 통해 크게 생활협약 관련 자치시

간과 일과 시간에서의 경험으로 나누어 A중학교 학생들의 생활협약과 관

련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자치시간에 학생들은 주로 방관자로

서의 경험을 하였으며, 계속되는 자치시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반성적 관

찰이나 추상적 개념화를 촉발시키지 못하였다. 자치시간은 학생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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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자치시간이 의미 없

는 형식적 절차라고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자치시간의 경험은 자치시간 외의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실행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학생들은 자치시간에서의 토론하고 발

표한 내용과 상관없이, 무성찰적으로 생활협약을 어기거나 준수했으며, 행

동의 직접적 동기는 생활협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처벌을 회피

하거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활협약이 학생들이 직접 만든 규칙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권

위를 갖지 못한 이유는 규칙의 제정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불완

전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교사·학부모·학생이 공동으로 규칙을 만들었

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규칙 후보가 생활협약 규정으

로 결정된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학생들이 함께 정한 약속’인 생활협약

이 실제로는 학생들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겼다. 때문에 A중학

교의 생활협약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마땅히 가져야 할 무게감이 약화되

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친구들과 한 약속을 어긴다는 죄책감을 갖지 않고

생활협약 규정들을 위반하게 되었다. 즉 A중학교 학생들은 생활협약은

단지 표면적인 약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다른 친구들이 하

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암묵적인 약속이자 실질적인 행동 원칙으로 삼

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생활협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문제로는, 교

사들마다 생활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때

로는 같은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었

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불만에 대해 교사와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으며, 친구들과 단발성으로 불만을 토로하

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비록 생활협약을 실시함으로써 A중학교에 정착한

학생 존중 문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이는

느낌이나 감정에 기초한 직관적 판단 수준에 머물렀으며, 생활협약과 관

련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나 가치에 이르는 논리적 연결 구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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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 제언

학교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두루 육성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교과서

속의 박제된 경험을 실제 삶의 상황에 되살려내어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의미망 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예비적 경험을 쌓도

록 한다는 점에서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은 효과적인 시민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

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A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

지만, A중학교 학생들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우리나라 공교육에

서 널리 발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가 제언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은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으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하더라도 학

생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미달한다면 실시의 의의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 학생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실제 통용되는 규

칙과 생활협약이라는 두 가지 규칙이 이중적으로 통용됨으로써 생활협약

의 의의가 퇴색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학생 참여를 통한 시민교

육을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과 교사 사이에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특성상 학생

의 요구만을 백분 반영하여 생활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면,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의미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토론의 결과는 생활규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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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공동체의 규칙은 구성

원들의 동의하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체득할 수

있으며, 또한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갖는 규칙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이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적 능

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행정가들은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동체 운영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눈높이를 맞

춘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 시간은 끊임없이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

어야 한다. 학생의 흥미를 끌어내지 못하는 자치 시간은 경험학습의 단초

를 제공할 수 없으며,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

게 논쟁적이고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매 시간이 치

열한 토론과 성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치 시간을 위한 교육과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치시간과 일과시간의 행동 및

실천, 성찰을 서로 연결 짓고, 경험학습의 단계를 나선적으로 발전시켜 나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교사들 사이에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야 한다. 일부의 교사들이 아무리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에 대해 열의를 갖

고 운영에 참여하더라도, 전체 교사가 그 의미에 동의하고 손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매년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

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생활규정을 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

도록 교사 간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적 시간대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수업, 특히 사회과 수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하여야 한다. 사회과 수업은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를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따라서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실제 사회

의 정치 및 법제도의 유사성 및 차이점, 민주주의 근본이념과 가치, 시민

으로서의 권리·의무와 학생으로서 갖는 권리·의무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



- 92 -

점이 있는지 등을 사회과 수업 내에서 교육함으로써, 사회과 수업의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학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반성적 성찰

을 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은 더욱 어

렵다.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교사

들의 열정어린 희생과 학부모들의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학교에 안착하

여 민주적인 학생 문화를 꽃피우는 데 성공한다면, 학교 교육이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 한 가지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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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생활협약>

1.학생들과 

공감 

소통하기

- 학생들의 말을 믿고 존중하며 눈높이를 맞추어 끝까지 경청한

다.

- 학생들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한 후, 차

분하게 설득한다.

- 아이들의 기질이 다양하고 생각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역지사지 한다.

-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버럭하지 않는다. 욕설이나 상처가 되는 

말 하지 않는다. 차별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학생들을 맞이한다.

2.‘배움의즐

거움’을 

찾아가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

-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협력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행복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쉽고 재미있게 가르친다.

- 교사들도 서로 참여-협력하면서 함께 성찰하는 수업연구를 통

해 교육전문가로 성장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촉발

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3. 함께 

참여-협력 

하는 

생활교육 

(교사, 

학생, 

학부모) 

-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치활동을 보장한

다. 

- 칭찬을 많이 하고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으로 이해해준다.

- 학생 생활교육은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약속을 하고 지켜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 약속이

행을 점검한다. 

부록. A중학교 생활협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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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체벌하지 않는다. 

- 자율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 우선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하고, 이후 상담 및  학년별 성

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간다. 

<학부모 생활협약>

 1.자녀와 

공감, 소통

하기 

- 하루에 5분씩 손잡고 대화한다, 등하교시 안아준다, 하루 세 

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한다.

- 아이들이 말할 때, 눈높이를 맞추어 끝까지 경청한다.

- 아이들과 대화할 때, 부모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하고,‘버럭’하지 않는다. 욕설이나 상처가 되는 말 하지 않는

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잔소리를 줄인다.

- 먼저 아이들의 감정과 기분을 존중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이

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득한다.

-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다.

 2. 바른 

생활 습관 

만들기

- 좋은 생활습관(인사예절, 건강, 독서, 게임, 휴대폰 등)을 갖도

록 함께 실천한다.

- 아침밥을 꼭 먹인다.

- 잠을 충분히 자도록 배려한다.

- 학교생활과 친구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깊은 관심

을 갖고 자주 대화한다.

- 자녀들이 외출할 때는 어른들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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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함께 

참여하기 

- 좋은 취미생활을 갖도록 함께 참여한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거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노력한다.

- 자녀들의 꿈, 진학, 장래희망 등에 대해 자녀들 스스로 결정하

도록 존중하고 배려한다.

- 자녀의 생활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약속을 하고 꼭 

지켜나가도록 노력한다.

학생 생활협약(자율규정)

 1.

수업 매너

- 수업시간에 졸거나 잠자지 않겠다. (졸리면 선생님의 허락을 

얻은 후 잠깐 쉰다)

- 수업시간에 군것질을 하거나 잡담을 하지 않고, 서로 참여-협

력하며 경청하겠다. 

- 자리를 바꾸거나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 종치면 곧 바로 자리에 앉아 수업준비를 하겠다. 

 2.

두발 

- 두발은 자율화하되, 염색은 자제(튀지 않는 색깔)하도록 하고, 

퍼머(웨이브)는 금지한다.

 3.

언어 예절

- 학우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며, 고운말(다가가는 대화)을 사

용한다.

- 선생님들께 예의 바른 용어를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말대꾸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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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장

- 지정된 교복, 또는 생활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등교 이후 추울 때는 상의 위에 패딩, 점퍼 등을 걸칠 수 있

도록 하고, 여름에는 생활복, 간편복을 활용한다.

- 지나친 화장, 악세사리는 자제하도록 한다.

  (색 없는 선크림, 입술보습제만 허용하고 색조 화장은 금지)

 5. 

수업 중

휴대폰

- 휴대폰은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단, 휴대폰으로 인한 수업방해가 학급별로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1개월간 학급별로 모아서 보관하고 종례 후에 돌려받도

록 한다.) 

 6. 

청결·  

실내화

- 교실, 복도 등에 쓰레기, 침, 껌 등을 버리지 않고, 항상 깨끗

한 환경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한다. 

- 건강과 안전, 청결한 교실환경을 위해 실내화를 신도록 한다.

(삼선슬리퍼 금지)

 7. 

안전한  

학교생활

- 복도나 계단에서 뛰지 않으며, 학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책상, 의자를 포함한 학교 물품을 함부로 다루거나 파손하지 

않는다. 

 8. 

평화로운 

학교생활

-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협박 등 모든 폭력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 

( ‘폭력 stop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토론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따뜻하고 우정이 넘치는 학교문화

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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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협약(강제규정)

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름

▸등교 정지 ~ 강제전학 

▸절도의 경우 피해학생에게 해당 물품 변상 포함 

성폭력

절도

흡연

▸3회 이상 흡연 시 등교정지 ~ 강제전학(1년간 누적)

- 1회 : 삼자협약

- 2회 : 성찰 프로그램, 대안교육 이수

- 3회 : 등교정지 ~ 강제전학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1회 : 삼자협약 

(단, 해당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중재, 조정, 화해 노력을 우선

함.)

▸2회 : 성찰 프로그램 이수

▸3회 : 등교정지~ 강제전학수업방해 

행위

부정행위
▸해당고사는 0점 처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내 봉사 ~ 등교정지, 전학

무단출결

▸3회 무단지각, 결과, 조퇴는 무단결석 1회로 처리함

▸1차 무단결석 7회:1차 경고 통지서 발송, 삼자협약

▸2차 무단결석 7회:2차 경고 통지서 발송, 대안교육 이수

▸3차 무단결석 7회:3차 경고 통지서 발송, 대안교육 이수

▸3차 경고 이후 무단결석 : 등교정지 ~ 강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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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are alternative school regulations with

students as main agents of establishment, amendment and management,

different from existing one which is made and applied by school unilaterally

for guidance of students' life.

In this study, I focused on student-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experience from the view of students. According to prior research(Noh

Hyeon Ji, Kim Gyeom Mi, Park Seong Hyuk, 2013), students from the

school with student-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showed a bit higher

level in case of political attitude compared to the school without one, but the

difference wasn't that big. I am trying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experience related to student-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focusing on

resul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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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participated by students from A

middle school in Seoul with ‘Community school regulations’ system which is

the part of student-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and I selected 8 students

of various characteristics through purposeful sampling as research

participants. I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ried to understand whole experiences of students, related

to community school regulations by analyzing these data.

I went through 5 level courses of phenomenological study for data

analysis and described deeply, considering various contexts so as to show

nature and structure observed from students' experien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students had time of student council related to

community school regulations every month, but those time was insufficient

to be concrete experience inspiring students' critical mind and was

non-learning experience unable to draw out students' reflective

consideration.

For this, students were showing un-reflective implement related to school

regulations in routine hours except student council time, and were not

having critical mind toward this. Also, school regulations were losing their

authority by formal operation of student council, and non-consistent rule

applications of teachers, felt by students. Students were recognizing school

regulations as merely formal promise rather than real one among friends,

and silent rule, ‘acting as others' was working as dominant action rule to

school regulations.

Teachers mainly used the way of punishment and verbal edification when

it comes to interaction with students related to school regulations, and frank

conversation or discussion was not common one.

Students were vaguely evaluating school regulations as positive one, and

feeling respected and regarded by school culture formed b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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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implement, but didn't reach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toward

democracy through this.

What I want to suggest by these results is like below. First, they have to

reflect students' opinions fully when they implement student-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Second, enough discussions and conversations about

student-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hird, student council should be able to work as time

to draw students' interest out constantly. Fourth, bond of sympathy about

student-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should be formed among teachers.

Fifth, consistent curriculum should be built related to subject class,

especially one of social studies.

keywords : Student-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Community school regulation, Civic education,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school

rules

Student Number : 201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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