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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2년 12월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교직

원에 대한 종합실태 조사 설문에 따르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으로 응답자의 66.6%가 학생의 생활지도라고 대답했다. 뒤이은 학교

관리자와의 관계 9.2%와 과도한 행정업무 7.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학교에서 이러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유발하

는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나 갈등은 행위의 근원으로서 그들이 가

진 자유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가진 자유관에 따르면 동의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 학교에

의해 강요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행동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적절히 교육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다면 다른 구성원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학생들의 자유관은

학생들이 처한 학교의 제도, 문화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에서 목표로 하는 진정한 교육과 조화되는 자유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학교 문화가 계열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혁신학교로서 새로

운 학교 문화를 시도하고 있는 햇빛고의 사례를 통하여 학교의 특정한 문

화가 학생들의 자유관 형성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밝혀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햇빛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 둘째, 햇빛고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학교 문화가 어떻게 학생들의 자

유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11월

까지 햇빛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이나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학교와 비교하면서 햇빛고

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학교 시절의 자유에

대해서는 “조금만 뭐해도”, “내 맘대로”, “부품처럼”으로 특징지어졌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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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 학생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지나친 통제위주의

교칙으로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조금

만 뭐해도”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조금만 뭐해도”와 대조적으로 중학교

에는 “내 맘대로”식의 자유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회 활

동은 자율성의 실현 보다는 학교에서 주어진 역할을 “부품처럼” 수행하는

것이었다.

햇빛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받은 느낌은 “존중받는 구나”, “더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주체가 된 느낌”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학생들

에게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었던 햇빛고의 학교 문화는 첫째, 학생과 교

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학생을 믿어주

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복장지도를 위한 교사의 감시적인 시선을 강화

하는 교문지도를 없애 교사들의 시선을 학생들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한

눈빛으로 변화시켰다. 교사, 학부모가 함께　쓰는 모둠일기, 작은 학급제

를 통한 긴밀한 관계 형성, 교사의 의도만이 앞서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받을 느낌을 고려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햇빛고의

학교 문화 특징은 공동체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햇빛고의 교사들은

기존의 학교문화를 함께 성찰하고 교육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화를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학생들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면서 능동

적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햇빛고에서는 교사들, 학

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엮는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를 중시

하였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함께 교칙을 논의하고 반영하는 데 참여하

고 있었다. 세 번째 햇빛고 학교문화는 타자와의 만남과 이해의 확장으로

특징지어졌다. 햇빛고에서는 지평이 다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다

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3주체 생활협약 토론, 교사들이 서로 다른 생각

을 가진 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사토론, 학급 토론이나 활

발한 학생회를 통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이 교환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회는 각자 만의 생각에 갇혀 나타날 수 있는 유아론을 극복하고 타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교 문화가 배경으로 작

용하면서 학생들이 현실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는 자신들의 일상적 이론이

변화하여 학생들의 자유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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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고의 학교 문화와 학생들의 자유관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햇빛

고 학교 문화를 2가지 특징으로 나눠보면 하나는 ‘대화적 만남이 가능한

문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타인지향의 자

유’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인지향의 자유’는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 선택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선택지가 늘어난 것을 자유가 늘어

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나와 다른 타인의 지평을 고려한 선택지를 중시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햇빛고의 학교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구성

적 공동체’로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끊임없이 새롭게 공동체

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자기 결정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때 자기 결정의 자유는 구성

원 간의 대화적 만남을 기초로 의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아론의 한계

를 벗어난다. 그러나 학교선택제, 과도한 행정업무나 과도한 학급당 인원

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미비 등 교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가진 “내맘대로”식 자유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

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지속시키는데 어려움을 야기하

였다. 교육과 모순되지 않는 자유관과 계열을 이루는 학교 문화가 지속가

능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하게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또한 계열을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자유, 자유관, 학교문화, 학교폭력, 공동체, 생활지도,

질적연구

학번: 201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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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았어요”

만약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을 면담하는데 이런 대

답을 듣는다면 이 신입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정말 자

유로운 영혼으로 살았군요. 정말 우리 회사에서 찾던 분입니다’라고 생각

하기 보다는 직관적으로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억압과 통제된 상태를 거부하고 자유를 추

구하지만 ‘내 맘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만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존재조건을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내 맘대로’는 결국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

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때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 중학교 때의 삶을 떠올리며 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그리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만약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제 더 이상 중학교 때처럼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면 즉,

자신이 욕망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없다면 언뜻

자유에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그러한

자유가 통하지 않는 고등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왜

“내 맘대로” 살았던 중학교 생활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학생이 다닌 중학교는 외딴 섬에 이 학생 혼자 다니는 곳이 아

닐 것이고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어떻게 그리

고 무엇이 그 곳에서 그 학생이 의미하는 바의 “내 맘대로”라고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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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을까.

바로 위의 대답은 햇빛고에서 면담을 했던 한 학생의 표현이다. 이 학

생이 자신이 “내 맘대로” 살아왔던 중학교 생활을 “그건 아닌 것 같다”라

고 표현하며 부정하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현재의 햇빛고등학교의

생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내 맘대로”식의 자유가 자신이 정당성

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

이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 즉, 자유관이 변화한 것이다. 자유란 자신의 욕

망대로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자유관을 고등학교 들

어와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태라면 이 학생에게 자신

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자유가 줄어든 곳이고 자유가 줄었다는 것은 억압

이나 통제가 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분노를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할 수 있는 부

분이 줄어든 것에 대해 자유가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분노가 없다.

이 학생의 자유관은 왜 변화된 것일까. 학교에서의 자유를 중학교 때의

이 학생의 경우처럼 “내 맘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학생

들이 있고 그 수가 적지 않다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학교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학교라는 곳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학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교육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정하게 틀이 지

워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학생의 자유에 대한 우려는 자신의 자유의 행사

라며 행해지는 어떤 행위들이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거나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

렇다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자신의 행위를 자유로 해석

하게 하는 어떤 기재들이 학교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12월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산하 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지역

초·중등 학생 및 교직원의 종합실태분석”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1) 결과를

1)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교장 103명, 교감

112명, 교사 2,122명, 행정직원 216명으로 총 2,55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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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총 2,553명의 교직원 중 명예퇴직 고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29.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

가 43.1%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높았다. 또한 중학교 교사의 만

족도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중

가장 큰 스트레스는 66.6%가 생활지도라고 응답했는데 뒤이은 학교 관리

자와의 관계 9.2%와 과도한 행정업무 7.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

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자유관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

고 생각하고 그것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때 다른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

생하기 쉽다. 또한 학생들이 가진 자유관에 따르면 동의할 수 없는 불합

리한 것이 학교에 의해 강요될 때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강유미(2011)

가 학생수 1,000명 이상의 중학교 140개교와 고등학교 201개 학교를 대상

으로 교사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수준만큼 심각하다’는 응답이 중학교에서 18.5%로 고등학교

4.8%보다 약 4배 많았다. 학생들의 자유관의 특징을 그들이 사는 학교의

문화와 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인식론적, 존재론적 차원으

로 행위의 근원에 접근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

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문제

어떤 A, B 두 사람이 자신의 자유가 증가했다고 똑같이 느낄 때 두 사

람의 조건이 같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 두 사람이 어떤 자유관

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지 즉, 자유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자유가 늘어난 상태로 판단할 것인지, 줄어든 상태로 판단할 것인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살펴볼 이사야 벌린과 같이 간섭이 없는 상

태를 자유롭다고 보는 자유관도 있고 필립 페팃처럼 자의성을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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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합리적 간섭이 있는 상태를 오히려 자유롭다고 보는 자유관도 있다.

칸트처럼 인간의 타고난 경향성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이성의 힘으로 자

신의 도덕 법칙을 세우고 따를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롭다고 보는 자유관도

있다. 이 때 자유는 자율(autonomy)에 가깝다. 스피노자처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이 늘어나 삶의 기쁨이 커진 상태를 자유롭다고

보는 자유관도 있다.

나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관이 어떤 것

인지 분석해보고 보고자 한다. 또한 햇빛고등학교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가 가진 특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학생들의 특정한 자유관의

형성과 변화에 작동하는가를 밝혀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햇빛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

둘째, 햇빛고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학교 문화가 어떻게 학생들의 자유

관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학생들의 자유관 형성을

학교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유를 그것의

배경과 함께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의 의미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어떤 문화가 학생들의 자유와 계열을 이루어야 하는지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재 학교에 함께 있으나 서로 서로 고립되고 원자화되어 가는

교사문화와 학생문화를 진정한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학교문화로 전

환시키는데 필요한 학교 문화의 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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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사고의 습관과 이것을 제도화한 학교문화가

무엇인지에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와 ‘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진

정한 교육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과 조화되는 자유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국가적 지원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이

다.

이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학교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참여관찰은 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전체 행사에 대한 참여관찰이었다. 수업이나 학생회 회의

등 세부적인 학생들의 활동은 직접 참여관찰을 하지는 못했다. 처음 이

연구를 수행할 때 주 참여자는 학교 전체 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으나 나의 연구계획에 대해 우

려를 표현하는 의견도 있어 전체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연구가 진

행되면서 처음에는 우려를 표현하고 불편해 했던 교장선생님이 연구가 진

행되면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표현하면서 지지를 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교사들의 일상적 수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햇빛고등학교에서 나의 동선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수업분위기나 학생회

에서 논의되는 내용들,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의 회의 내용들은

주참여자. 상담전문교사 그리고 여러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교차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얻었고 모둠일기 등 현지자료를 통해 얻는 방식을 취하였

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면담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없어 한 번

의 면담시간이 주로 20∼30분 정도로 비교적 짧게 이루어졌다. 면담은 주

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때로는 본 수업 전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

을 활용했다. 쉬는 시간 10분과 점심시간을 빼고는 아침부터 수업이 완전

히 끝날 때까지 계속 수업으로 채워져 있고 방과 후에도 각자의 일정이

많아 학교에 하루 종일 머물더라도 면담을 할 시간을 충분히 갖기는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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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생들에 대한 면담시간을 최대 40분 이상 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

이 지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면담시간이 짧은 경우는 일정한 간격

으로 한 학생 당 3번이상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 교사들은 인권상담부에 근무하는 교사 3명과의 일상적 대화

와 면담, 전문상담교사와의 대화와 면담 외에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별

로 없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주참여자와 생각이 다른 교사

들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통해 확인하거

나 인권상담부에 방문한 교사들이 인권상담부 교사들과 나누는 대화, 교

사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현지자료를 통한 이해하고자 하였다.

넷째, 이 연구를 진행한 학교는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공립 남녀 공학이

지만 다른 공립고등학교에 비해 전체 학급 규모가 작다. 한 학년이 8개

학급이며 작년에 신설되어 1, 2학년만 있는 이 학교 전체 학생 인원은

480여 명으로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에서 1,500명에 달하는 다른 고등학

교에 비해 적은 편이다. 현재 이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

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원정책에 따라 학급당 인원이 30명 정도로 공립

의 35명 수준에 비해 적고 재정적 지원을 일반학교에 비해 많이 받고 있

다. 또한 비교적 비슷한 교육관을 가진 다수의 교사들이 혁신학교 운영을

목표로 모여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에 비교했을 때 교사들 간의 의견차

이가 협력하기 힘들만큼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 7 -

Ⅱ. 이론적 배경

여기서는 몇 가지 자유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유의

문제를 ‘자유’에 한정하지 않고 왜 그 자유가 위치한 학교의 특정한 문화

라는 배경 속에서 고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을 검

토한 후 이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자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자유에 대한 관점은 시대마다 철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플라톤

에게 있어 자유는 이성을 가진 자가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플

라톤은 이상국가에서의 자유(eleutheria)와 민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성의 힘에 의해 제지되지 않는 극단적인 형태의 ‘멋대로 할 수 있는 자

유’(exousia)를 구분하였다2). 플라톤은 이성에 의해 이끌려지지 않는 엑소

우시아(exousia)는 결국 자신을 노예 상태로 몰고 갈 자유라고 보았다. 엘

레우테리아로서의 자유는 이성의 인도에 따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분

별하고 옳음과 좋음으로 나아가는 자유이다(문지영, 2009: 30). 플라톤은

엘레우테리아를 철인 교육의 목표이자 이상국가의 덕목으로 설정하였다.

칸트에게서 자유란 경향성에 지배되지 않고 자신의 도덕법칙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에 가깝다. 칸트는 인간은 악해질 경향성과 선해질 소

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Kant, 1798; 신옥희 역, 1984: 59). 그는 선해지

기 위해서 즉,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성을 통한 도덕법칙

을 정립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

서 밝히고 있는 자유에 대한 관점과 이사야 벌린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자유관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혼합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교과서에도 반영

되고 있는 자유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야 벌린의 자유주의적 자유관

을 비판하며 등장한 필립 페팃의 ‘비지배로서의 자유’ 라는 공화주의적 자

2) Platon, 『국가/정체』, 박종현 역주, 서광사, 2008, 제8권, 55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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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유론』으로 널리 알려진 존 스튜어트 밀은 자신이 말하는 자유가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사회적 자유”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것

(J.S.Mill, 1859; 박홍규 역, 2004: 29)”이라고 설명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서의 시민의 자유의 소중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 세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의식의 내면적 영역으로서 넓은 의미의 양심

의 자유를 요구한다. 사상과 감정의 자유, 과학·도덕·종교의 실제적 또는

사색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절대적 자유를 요구한다. 자신

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표현하는 자유는, 그것이 개인의 행동 중 타인

과 관련되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일지

도 모르나 사상의 자유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였다. 인간

자유의 두 번째 영역은 취향과 탐구의 자유를 요구한다. 즉 우리의 생활

을 우리 자신의 성격에 맞도록 계획하는 자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우

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 비록 동료가 우리의 행동을 우둔하

고 편협하며 틀렸다고 생각한다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요구한다. 세 번째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단결하는 자유라고 하였다. 밀은 『자

유론』을 쓰는 이유가 사회가 강제와 통제라는 방법으로 개인을 대하는

태도를 절대적으로 규제하는 지극히 단순한 원리를 주장하는데 있다고 하

였다. 그러면서 문명사회의 어느 구성원에 대해, 그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타인에 대해 침해를 방지하

는 경우 뿐”이라고 제시한다. 각자의 행동 중 타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

분에 한해서만, 개인의 자발성을 외부 통제에 복종시키는 것을 정당화한

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밀은 이러한 자유의 원리가 아이나 법적인 미성년

자가 아닌 “능력이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박홍규 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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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고 보고 있다. “아직도 타인의 감독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은,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듯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박홍규 역, 2004: 43)”고 하였다. 밀은 타인에게 해

를 끼치지 않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절대적 자유를 인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외부 통제에 의한 강제는 타인에게 명

백히 해를 끼치는 행동에 한해서만 정당하다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학생

들의 자유에 대하여 밀의 자유론을 적용해 본다면 학교나 교사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행사될 수 있는 강제나 통제에 대하여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인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

다. 밀이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보았던 ‘명백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

는 것’은 구체적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리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

자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도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2)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고 소극적 자

유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한다.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거나 헤겔의 책을 이해할 수 없거나 하는 무능력

은 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정치적 자유는 아니다. 

부자유, 억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다른 누군

가의 간섭’에 의해 그러한 간섭이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던 어떤 것을 못하

게 될 때를 말한다. ...

내가 믿는 바로 억압의 기준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를 좌절시키고

자하는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역할에 의한 것이다. 이런 점에

서 다른 사람에 의해 간섭받지 않을 때 나는 자유롭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

을수록 나의 자유는 넓어진다(Berlin, 1969: 16). 

벌린이 말하는 소극적 자유는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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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벌린은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유라는 단어의 적극적 의미는 개인입장에서 볼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되

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된다. 나는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 

행위자 즉, 무엇을 위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데 

내 고유의 목적과 방침을 갖고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

물이나 동물, 노예처럼 본성 혹은 다른 사람들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아

니라 스스로 설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 지배의 자아는 다양

하게 이성과 동일시되고, 이상적이고 자율적인 자아와 동일시되고 가장 

좋은 상태의 나의 자아와 동일시된다. 비이성적 충동, 통제되지 않는 욕망

들에 휩쓸리는 나의 경험적인 타율적인 자아와 대조된다. 머지않아 두 자

아는 더 큰 차이로 나누어져 나타난다. 진짜 자아는 개인보다 더 넓은 것

으로써, 개인이 종족, 인종, 교회, 국가, 살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

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더 큰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적 

전체의 요소나 한 측면인데 진짜 자아는 이러한 사회적 전체로서 인식된

다(Berlin, 1969: 23). 

벌린은 이러한 ‘사회적 전체’가 진짜 자아의 모습을 취하면서 다른 사

람들에 의해 어떤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자기억제의 자아, 자아실현으로서의 자아로 표현할 수 있는 ‘~에의

자유’, 즉 적극적 자유는 “잔인한 독재의 그럴듯한 외양(Berlin, 1969: 22)”

보다 나을 게 없는 삶으로 이끈다고 비판한다. 벌린이 적극적 자유를 비

판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지의 실현이라는 ‘주권’의 이름으로 프랑스 혁

명당시 시행되었던 자코뱅파의 공포정치가 개인들의 사적 자유를 심각하

게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절대적 주권의 신조는 그 자체로 압제적인 신조라고 주장했다.... 누구도 방

해할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유의 몇몇 경계들이 반드시 있는 사회를 수립

해야 한다.... 권력이 아니라, 단지 권리들이 절대적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래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권력이 그들을 통치하더라도, 비인간적으로 행동

하는 것을 거절할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Berlin, 196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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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린이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고 적극적 자유를 비판한 것은 개인에게

이성적인 것 혹은 전체 사회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강

요하는 것들로 인해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

이다. 이것은 지배관계가 없는 체제를 표방한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실제

로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띠었

다는 것을 비판하는 데 유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벌린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밀이 지적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벌린은 영국 정치학자들이 사람들의 행동의 영역이 제한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만약 제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경계 없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를 만든다고 보았다. 이

런 종류의 자연적 자유는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와 같이 사람들의 최소한

의 필요도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러한 사상가들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의 영역은 법으로 제한되어야 한

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국의 로크와 밀 프랑스의 콩스탕이

나 토크빌 같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개인적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언급했다(Berlin, 1969: 16).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이해관심이 조화

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로크나 아담 스미스, 밀 같은 철학자들은 국가나

다른 권위가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적 생활의 넓은 영역을 보호

하는 것과 사회적인 것의 조화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홉스는 만약 사

람들이 서로 몰락시키려고 하고 사회적 삶을 정글이나 야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더 큰 보호책이 질서를 위해 세워질 것이라고 주

장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두 입장은 공통적으로 인간 실존의 어떤 부분은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보았다. 벤자민 콩스탕은 적어도 종교의 자유, 의견, 표현, 재산의 자유는

자의적인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비간섭의 영역

으로 그려져야 할 것의 원칙이 무엇이 되었든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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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의 자유” 즉, 간섭의 부재를 말한다라고 벌린은 주장한다(Berlin,

1969: 19). 그러나 이사야 벌린이 소극적 자유를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

고 얘기할 때, 그리고 간섭이 적을수록 자유로운 상태라고 말할 때 이것

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개인적 자유가 아니

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된 개인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억압은 인간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나쁘다. 

비록 그것이 다른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적용된다할지라도 그렇다. 강제

와 반대되는 불간섭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전통적인 형식에서 자유의 소극적 개념이다(Berlin, 

1969: 20). 

이사야 벌린이 소극적 자유를 위와 같이 정리할 때 이를 “침해되어서

는 안 되는 최소한의 자유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밀

은 모든 개인들이 최소한의 자유를 가질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해 모든 다른 개인들은 제한되어야 한

다 했다. 그러나 이사야 벌린이 정의한 ‘소극적 자유’에서는 이러한 밀의

문제의식을 읽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벌린의 소극적 자유 즉, ‘불(비)간섭

으로서의 자유’ 개념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문제

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이 모든 정당한

간섭조차 거부하면서 자의적으로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

해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는 결국 타인에 대한 지배의 정당화로 귀결될 수밖

에 없으며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되는 것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적극적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의 실현이 특정한 조건에서 자의적 권력의 행사를 통

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소극

적 자유 즉, 간섭이 줄어드는 것이 무조건 자유의 증가로 환영할만한 것

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타인에게 명백히 해를 미치는 행동에 대한 정

당한 간섭임에도 이를 자유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됨으로써 어떤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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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행동에 의해 타인이 지배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결국 문제되는 것은 ‘특정한 조건에서 통제되지 않는 자

의성’인 것이다.

(3) 필립 페팃의 ‘비지배로서의 자유’

1)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

공화주의적인 전통에서 자유주의자인 이사야 벌린의 자유에 대한 관점

을 비판한 사람은 필립 페팃이다. 페팃은 벌린에 대하여 “소극적 자유를

분별 있는 이상으로 믿게 하고 적극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심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자유를 이해하는 방식이 소극적-적극적이라는 이분법

적인 구분뿐이라는 착각을 유지시켜왔다(Philip Pettit, 1997: 18)”고 비판

한다. 그러면서 그는 공화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자유에 대한 관점인 “비

지배(non-dominance)로서의 자유”를 제시한다. 페팃은 소극적 자유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제시한 벌린이 자유를 ‘간섭’의

유무로 보았다면 페팃은 간섭이 아닌 ‘지배’의 유무를 기준으로 보았다.

페팃은 간섭이 있으면서 지배가 있는 경우와 간섭은 있으나 지배가 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지배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관계 또는 하인에 대한 주인의 관계가 전형적

인 예가 된다. 그런 관계는 지배하는 집단이 지배받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 

자의적인 근거에서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하는 집단은 처

벌받지 않고 마음대로 간섭을 행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허가를 얻을 필요

도 어떤 정밀조사나 벌을 받을 필요도 없다. 지배와 간섭의 차이는 간섭 

없이 지배하는 것과 지배 없이 간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난

다(Pettit, 1997: 22). 

예를 들어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주인이 친절하고 잘 간섭하지 않는

성향을 가졌고 하인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교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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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양을 잘 떠는 성향을 가진 경우에 간섭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벌린의 ‘소극적 자유’는 간섭이 없는 상태를 자유로운 것으로 보기 때

문에 벌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예는 자유롭다. 그러나 간섭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주인을 둔 노예는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든지 이 노예를 자의적으로 간섭할 역량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 간섭을 하고자 할 때 누

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간섭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도 않으

며 간섭받는 사람과 이해관심이나 의견을 공유할 필요도 없다. 이 때 노

예가 누리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는 매우 우연적이며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불안한 것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지배는 누군가가 나의 일에 자의적

으로 간섭할 역량을 가진다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섭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간섭 없는 지배와 달리 지배 없는 간섭은 내가 다른 사

람이나 행위 주체의 간섭이 나의 이해관심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그리

고 내가 공유하는 의견에 따라 간섭한다는 약속 하에서만 간섭을 허용하

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이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간섭할 때가 이러한 경

우에 속한다. 이 때 간섭자는 제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간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간섭할 수 없고 어떤 조건의 충족 없이 자의적

으로 간섭하는 경우는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의 간섭은 지배로 볼

수 없다. 나는 간섭을 당하지만, 간섭하는 사람은 나의 주인으로서가 아니

라, 오히려 내 일에 있어서 대리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지배를 당하

지 않는다. 간섭은 지배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페팃은 비간섭은 우연성

과 관련되지만 비지배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비간섭을 누리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 강압을 벗어나는 것이다. 비지배 세계는 비간섭 세계와 비교했

을 때 비지배적 간섭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간섭 세계보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로서의 선택지를 더 적게 갖게 된다. 그러나 비지배

세계는 ‘우연히’가 아니라 권력자에 대해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종류의 비

간섭의 세계가 된다. 만약 힘 있는 사람이 날 좋아하거나 내가 그들의 비

위를 맞추는 경우 실제 세계에서 비간섭을 누릴 수 있지만 우연적인 조건

이 달라져서 주인의 마음이 바뀌거나 내가 호감을 덜 얻거나, 운이 덜하

다면 즉시 간섭, 특히 자의적인 근거에서의 간섭이 뒤따르게 되고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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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요하기 시작할 것이다. “비지배를 누리는

것과 단순히 비간섭을 누리는 것 간의 결정적 차이는 비지배는 정확히 누

구도 당신에 대해 이런 종류의 자의적인 간섭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권력

을 갖지 않는다는 것”(Pettit, 1997: 25)이다. 소극적 자유 즉, 비(불)간섭으

로서의 자유를 지지하는 집단은 선택의 종류가 무엇에 관련되든 간에 이

용 가능한 선택의 양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지지

하는 집단은 오로지 올바르고 지배되지 않는 선택의 질에 초점을 맞춘다

고 보았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법과 관련하여 법이 자유를 창조한다는 공화주의

적 견해가 의미하는 바를 더 잘 드러낸다.

법은 필연적으로 간섭을 수반하는 한편, 그러한 간섭은 자의적인 것이 되

지 않을 것이다. 법적 권위는 오직 시민들의 공통적인 이해관심을 추구할 

때만, 시민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 의견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만 간섭할 자격을 얻을 것이며 간섭할 수 있게 된다. 법과 관습

이 다른 사람에 대해 자의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규제하기에 충분하

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그러한 제도 하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말

하거나 그러한 제도가 자유로운 정치체, 자유로운 양식의 조직과 정부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Pettit, 1997: 36).

소극적 자유 즉, 불간섭의 자유에 있어서는 법은 간섭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줄이는 것이지만 비지배로서의 자유에서는 자의적이지 않은 법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데 차이가 있다.

2)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적극적 자유와의 차이점

페팃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라는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을 벌린이 비판

한 ‘적극적 자유’와도 구분 짓는다. 공화주의적 전통은 민주적인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가장 주된 초점은 명확히 간섭과 연

결된 악을 피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는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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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받지 않으려는 욕구에서 온다고

말한다. 소수의 사람들은 지배하기 위해 자유롭기 원하고 다른 많은 사람

들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 자유롭기를 바란다. 공화주의적 전통에 있는 마

키아벨리는 지배를 원하는 소수가 아닌 지배받지 않기를 원하는 다수의

자유를 지지했다3). 마키아벨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다수의 자유였고 특정

한 정치체제는 그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서 검토되었다. 참여를 성취하는

것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자의적인 간섭과 규제를 막아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적 통제 즉, 정

치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완벽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가

법이 되길 바라는 모든 것이 법이 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권력의 자의

적 행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적 자유인 비지배로서의 자

유가 적극적 자유와 구별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자기 지배 즉 적극적 자유

의 실현으로 본다면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자의적인 지배에 대한 저항을

멈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의적 간섭으로 인한 지배를 거부하는 비지배

로서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체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자의

적인 형태의 제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제기 가능성의 보

장’을 핵심적으로 요구한다.

비간섭으로서의 소극적 자유가 직접적인 간섭의 양을 문제 삼는다면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실제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지배뿐만 아니라 그가 자

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인 형태의 지배도 문제 삼는다. 잠재적인 지배를 문제 삼는 것은 공화주

의자에게 있어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자유의 특징은 자의적 지배

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페팃은 간섭의 행위가 간섭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생각을 따르고

있다는 한도에서 그것은 비지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벌린의

관점과 대비된다. 벌린은 “자유의 방어는 간섭을 물리치는 소극적인 목적

으로 구성되고 어떤 사람에게 단 하나의 문만 허용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

3)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강정인․안선재 옮김(2003), 『로마사 논고』, 한길

사,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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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단원명 내 용

초 6학년

(교육과학

기술부)  

1학기 

사회

우리 

경제의 

특징

(59쪽)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자유로운 경쟁

을 하고 있다.../(60쪽)개인과 기업들이 경제적 자유

를 누리면서.../(61쪽)~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

유를 보장하며...

2학기 

사회

민주주의

의 의미

(12쪽)이때부터 사람들은~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

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13쪽)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다른 사

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 1학년 

사회(금성)

인권의식

의 성장과 

헌법

(264쪽)혁명 중 선포된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에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을 

금지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사상이 나타나 있다. 

중 1학년 

사회(비상)

인권의 

발달과 

헌법의 

역사

(260쪽)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자유가 인권으로 보장되

었다.

리 숭고하고 전망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기가 아무리 자비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고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진실에 반하

여 죄를 짓는 것(Berlin, 1969: 20)”이라고 하였다.

페팃의 비지배로서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타인

을 강제할 힘을 가진 자가 자의적으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데 있

다. 바로 자의성의 통제가 비지배로서의 자유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자유’에 대한 서술 검토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서술을 다음과 같이 표로 뽑아 보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11년 기준 학교 채택율 1위부터 3위까지의 해당출판사 교과

서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표1.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자유에 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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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학년 

사회(교학

사 김종욱)

인권 

의식의 

성장과 

헌법

(254쪽)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국민

의 기본적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성장하였다.

(255쪽)~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 등

의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았음을 확실히 하였다. 

고 1 사 회 

(미래엔)

인권 보장

과 법의 

역할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이

다. 

고 1 사 회 

(비상교육)

헌법과 기

본권 보장

(224쪽)자유권은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자유권은 평등권과 함게 천부적인 권리이며...

고 1 사 회 

(금성)

인권 및 

사 회 정 의

와 법

(217쪽)프랑스 인권 선언 제 4조를 보면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유의 중요성

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 한계를 나

타낸 것이다. 즉, 기본권의 행사에는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초·중·고 교과서 중에 자유에 관한 서술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에서

한 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 개의 서술을 제외하고는 자유의 의미

를 "간섭으로부터“라는 문구와 함께 소극적 자유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

유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에 대한 서술이 소극

적 자유에 치우쳐 나타나는 이유는 자유를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국가

의 간섭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시민계급의 요구가 반영되었던 시기와 관련

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과서의 서술 자체의

압축적인 성격 때문에 자유에 대한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거나 논쟁적으

로 살펴보는 본문구성이나 탐구활동은 모든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

다.

우리나라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자유에 관한 서술과 프랑스의 시민교육

교과서4)에 나타난 자유에 관한 서술을 비교해 보았을 떄 프랑스의 경우

4) 김원태외(2006),『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을 대상으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록 중 프랑스 “시민교육”, 초등학교 4,5학년

과정, p409, Education civique cycle3/HACHETT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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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자유관

자유 보장을 강조하는 내용 강조

공화주의적 자유관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내용 강조

우리는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

게 태어난다.

학교에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학생들을 공부시킵

니다.

여러분은 레크레이션 시간에 자유

롭게 놀이를 선택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법은 인권 선언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각자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권리에 있

어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기 때문

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이 법률을 따르고 받아들이

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법은 인권을 존중합

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이 여러분이 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자유로운 아이들 속

에서 자유롭습니다.

학교에서의 규칙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교실에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

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들이 따르기로 

한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

유롭습니다. 

몇 사람이 주의를 흩트리는 행동을 

하면 학급의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

려면 학생들이 그들을 함께 살게 해

주는 규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규칙들은 각자에게 배우고 공

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 프랑스, 다른 민주주의 국

가에서 규칙이나 법이 없다면 강자

의 법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

리의 자유는 ‘안녕’하고 사라지게 됩

초등학교 교과서에 하나의 대단원으로 자유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

고 있었다. 그 중에 일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에서의 자유에 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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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은 법에 복종하

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는 정당하게 제한되는 범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서술이 등장

하고 공화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적인 지배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서술이 균형있게 등장하여 ‘자유’에 대해 좀 더 논쟁적인 접근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 시민교과서에서 공화주의적 자유개념이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자의적인 간섭을

자유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축소시키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비간섭이 아닌 “자의성”을 통제하

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과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자유에 대한 서술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 자유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개념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서 서술이 페팃과 같은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자의성’에 대한 공적 통제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보다는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자

유 개념을 형성하는 데 학생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2. 자유관 형성과 문화와의 관계

이홍우의 『교육의 개념』(문음사, 2009)의 첫 부분에 키에르 케고르의

저작에 나온 우화가 소개된다.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어느 정신병자는 자

신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확고부동한

진리만을 말할 것을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었다.

그는 길에서 주운 공이 주머니에서 부딪힐 때마다 어딜 가든 ‘지구는 둥

글다’를 연발했는데 이로써 그는 스스로 정신병자임을 증명했다는 이야기

가 나온다. 나는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맥락적 이해의 필요성

이라고 본다. 어떤 옳은 명제도 그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문장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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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스토리와의 맥락 속에서 의미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명제

가 언제나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명

제가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계하고 있는 다른 문장과 전체

스토리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맥락적 이해의 중요성은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서도 다루

어지고 있다. 매를르-퐁티는 붉다, 푸르다 등 하나 하나의 순수 감각들이

의식에 들어와 연합에 의해 지각된다는 경험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한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지각과 감각은 구별될 수 없고 지각은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감각은 국소적일 수 없으며, 그것은 항상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 장(場)의 일부를 형성한다. 우리는 이것을 형(形, figure)과 지

(地, ground)에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다”5). 어떤 그림은 형과 지의 관계

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형태라는 것이 항상 바

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학생들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그들이 처(處)한 문화 속에서 이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메를로-퐁티가 지적한 대로 “신체가 처한 현상적 장

(場)과 상관없는 순수한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6)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는 ~이다’라는 학생들의 규정은 그 학생의 몸이 처한 현상적 장에서 맺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일상의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학생이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을 때 자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그 학생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 변화

를 유도하기 어렵다. 이것은 학생인권조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교 문화

가 교사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가 처한 장의 어떤 특징들이 학

생들이나 교사들로 하여금 자유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을 갖게 하는지 구

체적인 삶의 지평 속에서 검토하고 그 장(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학교에서의 학생의 자유관을 형(形)이라고 하고 햇빛고에서

의 새로운 문화를 지(地)라고 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유의

5) 모리스 메를르-퐁티, 『지각의 현상학』, 심귀연, 『신체와 자유: 칸트의 자유에서 메를

로-퐁티의 자유로』, 그린비, 2012, 12쪽에서 재인용.

6) 위의 책, 1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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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형(形)의 진정한 의미는 지(地) 혹은

형(形)의 배경을 지움으로써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 있는 바로

그 지(地)가 함께 지각된 것으로부터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지각에 대한 관점은 “내재적인 사유(이진경,

2009: 26)”라고 할 수 있다. 내재성이란 관계에 따라 본질이 달라진다고

보는 사유방식을 의미한다. 내재성의 사유와 대비될 수 있는 것은 내부성

의 사유다. 이것은 데카르트적인 사유가 내부성의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도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의

심하고 있는 나라고 보고 여기에 진리의 확실성의 기반을 세운다. 결국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의심하고 있는 자신일 뿐이라는 점에서 외부적 기

원을 갖는 것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신적인 초월성을

나의 내부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이진경, 2009: 26)”. 이와 달리 “내재

성 속에서 본다는 것(이진경, 2002)”은 어떤 것의 고정된 본질이 없으며,

다만 다른 것(외부)과의 관계에 따라, 접속한 이웃과의 관계에 따라 그 본

질이 달라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노마디즘1』에서 이진경은 영화 <모

던타임즈>에서 찰리채플린이 흔들었던 빨간 깃발을 예로 든다. 공사를 끝

내고 떠나는 트럭이 흘리고 간 빨간 깃발을 주어 들고 떠나간 트럭을 향

해 깃발을 떨어뜨렸음을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고 흔든다. 그 때 갑자기

코너에서 시위 군중이 경찰에 쫓겨 몰려오고 깃발을 흔들던 찰리채플린은

시위를 주도하는 사회주의자로 몰려 잡혀간다. 빨간 깃발은 공사장의 인

부, 안전을 위한 보호막 등과 나란히 이웃할 때에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

의 표시이다. 그러나 빨간 깃발이 시위하는 군중과 함께 할 때는 혁명 등

을 알리는 표시가 된다. 이런 이유에서 내재성은 ‘외부’라는 개념과 대립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의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의 자

유에 대한 나의 연구는 내재성의 사유 방식을 따르고 있다. 말하자면 학

생이 어떤 자유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것과 이웃할 때 어떤 특

징의 자유관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자유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 문화를 포함하여 문화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현상학적 접근을 시

도한 사상가는 부르너(Jerome Bruner)이다. 부르너의 『교육의 문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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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문에서 강현석은 부르너의 사상을 3시기로 구분한다. 한국에 소개된

부르너의 아이디어는 1971년까지의 하버드대시기에 제안해 온 것으로 대

체로 인지혁명, 의미의 문제, 문화의 진화적 도구성을 다루었다. 그 후

1979년까지의 옥스퍼드 대 시기이다. 이시기의 핵심주제는 구성주의, 기능

주의, 지식의 사회적 맥락에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의 뉴욕시기인데 이 시기에서 부르너는 문화와 인간의 발달의 새로운 조

망을 제시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 세 번째 시기의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

것이 『The Culture of Education』이다. 부르너에 따르면 문화는 개인을

초월한 초유기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는 또한 개인의 마음

을 형성하기도 한다. 문화의 개별적 표현은 의미 만들기에 내재되어 있으

며, 의미 만들기는 특별한 경우에 상이한 환경에서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

는 것을 뜻한다. 의미 만들기는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하여 적절한 문화적 맥락에서 세상과 마주치는 것들을 위치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비록 의미가 마음속에 있지만 의미의 기원과 중요성은 의

미가 새로 만들어지는 문화 속에 있다. 문화는 비록 사람이 만든 것이지

만, 사람의 마음이 작용하는 가능한 방식을 특징적으로 구성하고 형성해

준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습과 사고는 항상 문화적 상황과 조건 속에 놓

여 있으며, 늘 문화적 도구와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의 본질과 사용방식에 있어 나타나는 개인들 간의 차이조차 상이한

문화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로부터 기인한다(Jerome Bruner, 1996: 34).

브루너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과목이나 교육과정”과 같

은 문제를 뛰어 넘기를 원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문화 속

에서 그들의 삶과 관련시킬 수 있는 학교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어떻게 창

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한 ‘일반적인 문제’란 아동들이 자신들을 위한 입장이나 위치, 즉,

개인적 세계를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세계에 대한 해석, 즉,

세계관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와 감정의 양식을 말한다

(Jerome Bruner, 1996: 91).

부르너는 생물학적 진화의 뿌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어떤 행

동을 취하는 사람들의 의미 만들기에 있어 그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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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찬

가지로 그 행동이 어떻게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그 행동

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부르너는 “The Culture of

Education”에서 기어츠(Clifford Geertz)7)를 인용하고 있는데 기어츠에 따

르면 지식과 행위는 항상 지역적이고 현지적(Local)이며, 특수하고 세부적

인 것들의 네트워크 내에 위치해 있다.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으로부터 벗

어나서는 어떤 종류의 생각이나 행위를 이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

능하다(Bruner, 1996: 414). 여기서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이란 메를로

퐁티에게서의 “배경”, 혹은 “지(地, ground)”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종류

의 생각이나 행위”는 “전경” 혹은 “형(形, figure)”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전경”으로 도드라질 때 나머지는 “배경”이 된다. 그런데 그 “배경”

은 지워도 “전경”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

경”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전경”으로 도드라진 특정한 생각이나 행

위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때 “배경”은 “전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때 “배경”은 부르너가 말한 “일상적 이론”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부르너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백지 상태에 있는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채워 넣는 것이라는 가정을 부정한다. 이것은 교사가 어떤 특

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교사가 의도하

는 바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일상적

이론을 통해 교사의 원래 의도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말

한다.

당신이 “타당한” 교육이론가로서 간절히 도입하기를 바라는 어떠한 혁신을 

위해서는 당신은 이미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일상적 이론들과 

싸우거나 대체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수정해야만 한다.(Bruner, 

1996: 126) 

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만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새로운 의제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

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7) Geert, Clifford(1983). Local Knowledge, New York: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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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적 접근에서 아동은 “세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념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사

실을 점진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Bruner, 1996: 131) 

어른 못지않게 아동은 단지 세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그

리고 그 세상과 자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 다소 일관적인 이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Bruner, 1996: 143)

나는 학생의 자유에 관한 생각 혹은 그것과 연결되는 행동이 전경으로

부각될 때 학교 문화가 배경으로서 자유가 무엇인가하는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나는 학생들이 가진 자유관을 이해하

고 그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학교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개관

학교에서 학생의 자유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학교와 교사의 과도한 통제에 의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과 학생들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배경내는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연세대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8)에서 체벌, 언어폭력, 각종 검사제도를 통해 학생

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학교 문화를 분석하고 강압적인 학교문화를 개선하

기 위한 학생들의 참여보장,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의 개선,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침해적 학교문화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준행은 “고등학생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방향”(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에서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

지에 대한 현황을 설문조사하고 교칙개정, 학생회 활동 보장, 교사와 학생

에 대한 인권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신철은 “중․고등학생의 인권보장

에 관한 연구”(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시키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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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중․고등학생의 인권보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

통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그리고

성인이 아닌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에게도 그동안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인권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인권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권의 보편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자유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범주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

한 연구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은

삶에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학교에서 추구해야할 진정한 자유인가

하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무조건적인 자유

의 추구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고 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범주의 연구는 주로 학교붕괴 혹은 교실붕괴로 일컬어

지는 학교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범주

에 속하는 연구로는 반채익의 “학교 교육에서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 서

머힐 학교와 발도르프 학교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효임의 “자유학교에서의 자유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연구”(한국교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비슷한 제목으로 장선숙의 “발도르프학교에서

의 자유의 의미에 대한 고찰”(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윤지현의

“발도르프 학교에서의 자유의 의미 고찰”(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 있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논문들은 주로 니일의 교육철학을 반영

하고 있는 자유학교(free school)과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발도르프 학교에서의 자유의 의미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반채익(2001)은 서머힐과 발도르프를 비교하면서 서머힐 학교에서는

외적강제 없이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관심이 있

고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발도르프

학교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3단계로 나누고 1단계(0-7살)에서는 모방과

본보기를 통한 교육, 2단계(7-14살)에서는 권위를 통한 교육, 3단계(14살

-21살)에서는 자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머힐 학교에서



- 27 -

학생의 발달단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

용했다면,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제3단계에서 자유가 허용되고 이때 비로

소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학

생에 대한 이해가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강

조한다.

이효임(2004)은 자유학교(free school)는 자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

운 학교교육을 제시하면서 등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미국

에서 짧은 시간 수백 개가 생겨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폐교했으며 자금난

과 관료주의적 규제도 폐교의 한 원인이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자유’의 개념이라는 정신적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니일이 말하는

학교교육에서의 자유란 외적 강제가 없는 행동의 자유로서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데 소극적 자유는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지만 듀이의 이론을 빌어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의 양과 질은 모든 발달

단계에 있어서 교육자의 숙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듀이에 의하면

(이효임, 2004에서 재인용) 자연적인 충동과 욕구는 어느 경우에서나 출발

점이 되지만 처음 나타나는 충동과 욕구의 형태를 재구성하거나 개조하지

않는다면 지적 성장은 없게 된다고 한다.

장선숙(2006)은 자유학교의 ‘자유’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교육과정과 비

효율적인 교수방법 등 기존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유학교가 추구한 자유는 교육적으로 진정한 자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에 소홀한 채, 교육에서의 자

유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와 조건에서 형성되어야 하는지 체계적 정립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자유학교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배제는 아직 자신

의 자유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가할 수 없는 미숙한 판단능력을 지닌 학

생들이 충동에 의한 선택과 행동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한 8년간의 권위를

체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란 임의적이고 즉흥

적인 선택과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 감정, 사고가 조화된 판단에

근거한 정신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을 교육 목적

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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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2009)은 발도르프 학교는 교육목적을 ‘자유를 향한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통해 볼 때 이

것은 ‘학생의 도덕적 자율을 위한 교육’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범주의 연구들은 니일의 자유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소극적 자

유이며 이것은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의미

가 있기는 하지만 외적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는 교육이 추

구하는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의 추구를 강조하거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범주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조화가 어떻게

학교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

한 학교에서의 학생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 직접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유관을 형성

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미시

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나의 연구는 학생의 특정

한 자유관은 어떠한 존재조건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가하는 것을 밝히고

자 하는 것이다. 그 존재조건이란 학생이 처한 해당 학교라는 장이 가지

고 있는 제도, 의식 등을 포함한 학교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

해 진정한 교육과 모순되지 않는 자유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자

유관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문화는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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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의 특징

(1) 질적 사례 연구

나는 학생들의 자유관을 이해하기 위해 내 안의 논리로 파고들기 보다

는 학교 현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나의

관점은 에드문트 후설이 “생활세계”로 표현한 세계를, 이념화하여 객관화

한 세계보다 1차적인 것으로 놓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세계는 객관적인

논리의 세계에 대해, 객관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과학세계에 대해, 객관

적인 논리와 과학 세계에 의해 침윤된 일상적인 경험세계에 대해, 생활세

계는 그것들의 기반으로서 선소여된 세계다(조광제, 2008: 289). 이미 정

립된 것을 에포케(괄호치기)시켜, 이념적으로 순수화된 세계가 아닌 “감각

적으로 생동하는 질적인 세계”(조광제, 2008: 275)인 생활세계를 다시 들

여다보는 과정은 이미 이념적으로 정립된 것들에 의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는 이미 정립된 문

(文)적인 질서-존재자-를 질(質)-존재-적 세계를 통해 성찰하여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질적연구는 이러한 나의 세계관과 닿아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유관 형성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새로운 학교 문화를 시도하고 있는 서울의

한 학교에서 자유에 대한 의미의 형성이 학교문화와 관련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양상을 파악하는데는 질적 사례 연구가 적합하기

때문이다(Yin, 2009: 27). 어떤 의미의 형성에 대한 이해는 양적연구처럼

현실의 복잡한 맥락을 연구자가 미리 단순화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을 순수한 형태로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질적연구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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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대로의 복잡성 속에 자신이 참여하여 얻은 "자료가 스스로 말하는

것(Data speak for themselves)"에 중심을 두고 발견과 해석을 반복하면

서 자료를 구조화하고 계열화해 나간다.

질적연구의 자료수집은 월코트(H. Wolcott, 조용환 199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참여관찰(Experiencing: participant observation), 심층면담

(Exquirying: in-depth interview), 현지자료조사(Examining: document,

self-report, cultural artifact)가 조화된 3Es 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

다. 질적연구는 방법의 특성상 실증적 연구가 강조하는 신뢰도와 타당도

라는 용어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하더라도 연구의 신빙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질적연구에서도 중요하다(조영달, 2005: 59). 웰코트의 방식을 따

른다면 심층면담 내용의 진실성을 참여관찰과 현지자료라는 두 차원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삼각구조화(triangulation)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적연

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으

로만 면담이 구성된다면 연구자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선이해에 의해 질

문이 한정될 수 있다. 참여관찰을 통해 새로 생성된 질문들을 2, 3차 면담

을 통해 하게 되면서 “자료 자체가 말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질

문들은 연구자의 해석의 근거가 되는 현장성을 갖는 새로운 자료를 생성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3E 차원의 자료수집은 독자들의 “아!하!”정도를 높

이는 즉, 공감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학급 차원이 아닌 전체 학교 차원으로 가졌던 3주체

생활협약 토론회, 학생회에서 준비한 스승의 날 행사와 학생의 날 행사,

그리고 주 참여자 학급의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을 참여관찰 하였고, 주참

여자 교사와 상담교사, 학생들의 면담, 현지자료조사라는 3E를 병행하면

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면담이 더 주를 이루었

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이나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학생들과 주

참여자 교사, 상담교사에 대해 면담 질문을 교차하여 확인하는 형태로 면

담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과정 중에 내가

관찰한 것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주참여자인 권재호 교사에게 보여주고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학생 참여자 2명의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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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기술지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문화기술적 연구에 가장 가까운 형태

를 띤다.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연구대상 집단의 생활세계 속에서 참

여관찰을 하고 심층면담을 해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의 가치, 지식, 기술을

정리한 것”(조용환, 1999: 114)이다.

문화기술적 연구자에게 중요한 것은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정된 질서의 진위를 입증하는 일이 아니라, 한 인간집단이 어떤 질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질서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는가를 이

해하는 일이다(조용환, 1999: 115).

조용환(1999: 123)은 질적 연구의 한 갈래인 문화기술적 연구를 수행하

기에 적합한 과제, 또는 문화기술적 연구가 특히 유용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 대상, 지역에 대한 선

행연구나 사전 지식이 전혀 또는 거의 없을 때이다 둘째로, 복잡하고 미

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탐구할 때이다. 셋째로, 소집단

또는 소규모 사회의 역동에 관해 국지적이지만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넷째로, 사건의 맥락과 흐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경

우이다. 마지막으로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제, 신념체제, 행위규칙, 적

응전략의 파악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연구의 주목적일 때 문화

기술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전통적으로 참여관

찰과 관련조사에 비중을 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신문화

기술지(ethnoscience 혹은 neoethnography)'가 등장하면서 참여관찰과 관

련 조사가 적은 반면 심층면담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조용환, 2009:

31). 이 연구는 참여관찰에 비해 면담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신문화기

술지의 방법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햇빛고의 사례처럼 이전의 학교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작동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학교와의 공통점이 아닌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

이 작동하는 국지적이지만 총체적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

기술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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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문화의 개념과 학교 문화 분석틀

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크뢰버와 클루크혼(Kroeber and

Kuckhohn)은 문화에 대한 175개의 상이한 정의를 발견해 내고 새로운

‘종합적 정의’를 시도하였다(이종각, 1983: 43). 그러나 이종각은 그들의 정

의 역시 176번째 정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크뢰버와 클루

크혼이 제시한 문화에 대한 종합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화는 행동의, 행동을 위한 잠재적 및 현재적 유형으로서, 이 행동 유형은 

행동의 유형인 동시에 행동을 위한 유형이기도 하며, 그 유형은 잠재적으로

도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행동유형은 상징에 의하여 획득 전달된다. 상징은 

한 인간집단의 특이한 업적을 구성하고 있으며, 문화내에 구상화되기도 한

다. 문화의 기본적인 핵심은 전통적(즉, 역사적으로 발생되고 존속해 온) 관

념들과 특히 거기에 부여된 가치들로 구성된다. 문화체계는, 한편으로는 행

동의 산물로 간주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행동을 조건화시키는 

요소로 간주된다.(Kroeber and Kluckhohn, 1952, 이종각,(1983)에서 재인용)

문화는 일반적으로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 정의된다.

생활양식을 공유한다 함은 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

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를 서로 알고 있음을 뜻

하며, 바로 이 때문에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원활해진다(이종각, 1983: 45).

학교문화는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거나 혹은 구성원들의 활동 결과

의 총체이자 그러한 행동을 야기하게 한 문화적 습성을 포함한다(이종각,

1983: 55-59). 학생의 자유관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의 학교문

화에 대한 접근은 Beals(1967)의 “문화 체제”이라는 개념이 유용하다. 문

화체제란 여러 문화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문화요소(cultre element)란 한 문화의 가장 작고 기본적인 구성단위로 문

화특질(culture trait)이라고도 한다(이종각, 1983: 54). 이러한 요소들은 한

요소가 변하면 다른 요소들도 따라서 변하게 되는 역동성을 갖는다. 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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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학교 내 학교 외

사물 학교건물, 교무실구조, 교실구조, 학교의 주변환경, 사회환경, 

구성요소 학교 내 학교 외

사물(물질문화) 학교건물, 책상, 의자, 벽면장식, 

방음장치, 칠판
학교의 주변환경, 학교건물 배

치, 가정에서의 공간이용...

교장, 학부모, 교육행정가...

학교관, 교육관, 직업관, 계층

관, 정체의식...

학교행사, 교장훈화, 동료들과 

놀기, 가정생활...

사람 교사, 학생, ...

문화적 의미
학생관, 학생관, 상벌관, 수업관, 

공간이용관, 정체의식...

활동 수업, 의례적 활동, 농담, 장난, 

판서, 필기, 질문, 응답

호(1994: 13-15)는 Beals의 분류에 따라 김영찬(1982: 111-125)이 만든 학

급문화 체제<표Ⅱ-3>를 수정하여 교사문화 체제를 제시하였는데 나는

이를 <표Ⅱ-4>처럼 제목을 ‘학교문화체제’로 바꾸고 학생과 관련한 문화

적 의미와 활동을 추가해 보았다. 학교문화를 구성하는 문화요소들은 아

래 표에 나타나 있는 것 외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

래 표에 나타나 있는 학교 문화요소 중에 학생들의 자유관 형성과 관련이

깊으면서도 학교에서의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학교문화

체제 표에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상호연관성을 파

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면담을 위한 질문에는 이러한 문화요소와

관련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만약 교무실의 구조가 현재의 행정중심에서

교과중심으로 바뀐다면 수업활동에 변화가 올 것이고 이것은 교사문화만

이 아닌 학생문화의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학생

관이 바뀐다면 학생의 교사관도 달라질 수 있다. 동료학생과의 관계, 교사

와의 관계, 학생회 활동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자유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고 본다.

표3. 학급문화 체제(김영찬, 1982)

표4. 학교문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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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문화)
학교시설물, 교실배치

가정환경

학부모 언론관계자, 정치가

사회관, 계층관, 정의관, 윤리

관, 국가관, 정체의식(사회적)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부모

와의 관계, 친구관계, 취미, 

오락활동, 교육제도

행위자 교사, 학생, 교장...

문화적 의미

교사-학생관, 수업관, 교육관, 교

사관, 정체의식

학생-교사관, 정체의식, 학교관, 

수업관, 자유관

활동

교사-수업, 학생지도, 상담활동, 

학급관리,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생-동료학생과의 관계, 교사와

의 관계, 학생회 활동

주제 주요질문내용 학교문화요소

1. 학교선택

- 선택의 계기, 이유는 무엇인가 

- 선택에 대한 만족 여부는 어떠한가

- 중학교 때,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가

학생의 자유관

교육제도

2. 3주체 

생활협약 

토론회

- 각 주체별 사전 의견 수렴과정은 어떠했는가

- 토론 당일에 참여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

- 토론 당일 다른 친구들의 토론 참여 모습을 

보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

교사의 학생관

학생의 학교관

학생의 교사관

학생의 자유관

3. 스승의 

날 행사

- 스승의 날 역지사지 프로그램과 학생회에서 

마련한 전체 행사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 작년 혹은 중학교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학생의 학교관

교사의 학생관

4. 학생회 

활동

- 학생회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 일상적 의견 수렴 과정 어떠한가

- 학생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

- 학생회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학생의 자유관

학생의 학교관

학생의 교사관

동료학생과의 

위의 학교문화 요소들과 요소들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면담 조사

항목을 뽑고 이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표5. 면담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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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날 행사 기획 시 고려된 사항은 무엇

인가
관계

5. 징계과정

- 징계의 이유는 무엇인가

- 징계 과정에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 중학교 때 경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 징계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교사의 학생관

학생의 자유관

6. 학급활동

- 수업 방식 및 수업 분위기와 만족도는 어떠

한가

- 담임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창체 시간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 학급의 중요한 일을 결정 과정은 어떠한가

교사의 학생관

교사의 수업관

학생의 수업관

동료학생과의 

관계

7. 학교제도

- 교문지도가 없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작은 학급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학교선택제의 영향에 대한 교사의견은 무엇

인가

교육제도

교실배치

교사의 학생관

8. 교사문화

-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

- 학생들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

- 교사들의 모임과 활동은 어떠한가

동료교사와의 

관계

교장 등 

관리자와의 

관계

9. 학부모 

문화

-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정도는 

어떠한가

-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10. 자유에 

대한 직접적 

질문

- 햇빛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햇빛고 학생들은 자유

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자유에 대해 수업시간에 논의해 본 적이 있

는가

학생의 자유관

2. 연구 참여자

나는 2011년에 신설된 햇빛고등학교8)를 대상으로 한 참여 관찰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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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의 면담, 참여자들의 자기보고서 그리고 주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내가 관찰한 것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문헌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 학교는 서울 강동구 지역에 위치

하며 학교 주변엔 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으며 다른 강동구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 학교는 소통, 협력, 돌봄이라는 교

육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학교의 교가에는 기존의 학교 교가의 가사

유형과 매우 다른 ‘교사와 학생이 벽을 허무는 곳’, ‘서로의 인권과 개성이

존중되는 곳’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구절이 나온다.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가 아닌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학교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나는 일주일에 8시간 정도 햇빛고등학교에 머물면서 주로

인권상담부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권상담부는 이전

에 생활지도부라고 불리는 곳으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 상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나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자료를 얻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인권상담부에 주로 머물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참여자인

권재호 교사의 교실에서 아침 조회시간에 편성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햇빛고등학교

에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참여하는 여러 학교행사도 참여 관찰하였다.

주참여자인 권재호 교사는 87년에 학교에 발령을 받았고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참여했다는 이유로 발령 2년 만에 해직되어 5년 간

학교를 떠나 있었다. 복직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으

로 복직의 꿈이 멀어져가자 그는 학원에서 강사로 8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인기가 좋아 학교 교사일 때보다 5배 정도 많은 월급을

받고 학원장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으나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간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항상

밤에 일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고 입시의

8) 이 연구에서는 연구학교 이름과 연구 참여자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단,

주참여자와 논문에 학교 관련 실제 보고서가 인용된 학생 참여자 1인은 동의

를 받고 실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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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의 수업만 해야 한다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교

조가 합법화되어 그는 해직 5년 만에 같이 해직된 부인과 함께 학교에 복

직할 수 있었고 월급이 5분의 1로 줄었지만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학원에 있을 때도 공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가르치고 학원 강사들과도

관계를 만들어서 다들 좋아하기도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학원과 학교는 목표가 다른 곳이고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

지 않다고 했다.

학원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그렇긴 한데 학원은 어떤 식으로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인제 사적 욕구를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이죠.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

고 학교란 곳은 가능한데 학원 학교의 대립구도 속에서 학교는 절대로 학

원과 경쟁할 수 없는 구도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제 좋다. 그 때 생각으로는 학원 쪽은 학생들의 그 뭐 입시와 관련해 매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학교는 그 쪽에 가기보다는 전인적인 인간의 발

달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때. 그래서 복직을 해서

는 시험점수가 더 높아야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인간의 발달 이런 쪽이 되

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살았던...

그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학원과 달리 학교는 전인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

다고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돌아온 것이 정말로 기

뻤다고 한다. 권재호 교사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신설학교에서 자신이 해

보고자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과 함께 이 햇빛고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학교가 교사로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다.

부참여자로는 교과교사가 아니라 전문상담교사로 올해 4월 달에 온 이

보라(가명, 여) 교사, 작년 학생회장이었던 권택현(남, 2학년) 학생과 올해

전체 학생회장인 이진우(가명, 남, 2학년), 학교 전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찬(가명, 남, 1학년), 2학년 학급 회장을 하고 있는 이소연(가명, 여, 2

학년) 그리고 신입생 중에 김동민(가명, 남, 1학년), 전민준(가명, 남,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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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학년) 학생이다. 처음에 부참여자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박은지(가

명, 2학년, 여)는 1학년 때 퇴학의 위기까지 갔다가 현재는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변화의 계기를 이해하

고자 한 차례 면담을 실시했다. 전여연(가명, 1학년, 여)은 올해 신입생이

고 담배 규정을 여러 차례 어긴 것 때문에 퇴학이 결정되어 학교를 떠났

는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위해 퇴학된 지

2달 정도 지나 한 차례 면담을 실시했다.

이들은 중학교 때 성적이나 학교생활의 적응 정도에서 구별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권택현, 이수찬, 이진우 학생은 성적이 상위권이며 권택

현은 중학교 때에도 학생회 활동을 했고 1학년 때는 신설학교인 햇빛고의

전교회장을 맡았고 지금도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진우 학생

은 지방에 있는 중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서울에 유학중이고 작년에 학생

회 활동을 지켜보다가 올해 학생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 되었다. 이소연

학생은 작년 고1 때에도 친구들이랑 담배도 피고 1학년 때 소위 노는 아

이들 그룹에 속해 있기도 했었다. 올해는 학급 회장이 되어 생활태도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참여자인 권재호 교사는 말했다. 김동

민은 신입생으로 중학교 때 각종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지금은 햇빛고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인 엄마가 한 시간 반이나 걸리는 햇

빛고에 동민이를 등교시키고 출근을 한다. 전민준은 중학교 때 학교를 많

이 빠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고를 9개월간 다니다가 자퇴하고 올해 햇

빛고에 복학생으로 들어왔으나 학교를 자주 빠지는 등 잘 적응하지 못하

고 있었다. 부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햇빛고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그러한 문화를 접하지 않았던 때와 달리 자유에 대한 의식에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지 밝혀줄 것으로 보였다.

3. 연구 절차

내가 주참여자인 권재호 교사를 다시 만난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만든

대책팀에서 였다. 2010년 1학기가 끝나갈 쯤에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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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지 정책이 발표되고 전면 체벌금지가 실시되었다. 학교에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체벌금지 정책 1년이 지나도록 혼란이 가라앉

지 않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팀이었다. 나는 중학교

에 유명무실한 징계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

나 그러한 나의 생각은 학생을 교육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지 않고 처

벌위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충돌되기도 했다.

주참여자인 권재호 교사를 처음 학생생활지도9)와 관련하여 학생 인권

시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토론회에서 만났을 때 햇빛고의 사

례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이후 대책팀에서 햇빛고등학교에 대한 여

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심이 커졌다.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어

떤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영화

<메멘토>의 주인공은 현재로부터 10분 전의 기억만을 할 수 있는 기억장

애를 가졌다. 그는 그 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에 그 시간의 흔

적을 새기지만 좀처럼 그는 그 시간을, 그 기억을 획득해 낼 수 없다. 영

화는 이런 기억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가

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결론에 가면 바로 자신이 그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에 사로잡힌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주체, 의심하는 주체를 진

리의 토대로 삼았지만 <메멘토>의 생각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주인공은 주체의 생각만으로, 의심만으로 진리의 확실성을 보여줄 수 없

음을 보여준다. 나는 어쩌면 <메멘토>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이 연구가 그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질적연구에서의 연구

자는 불확실성하에 놓여있는 <메멘토>의 주인공을 닮았다. 질적연구에서

의 연구자는 현장을 탐험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들을 연구과정에서 찾아가며 결론을 구성

해 나간다. 2011년 12월쯤 권재호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 대한 자

료를 얻고 싶다고 했다. 가능하다면 다음해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방문해

학교문화를 연구하는 질적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권재호 교

사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전체를 상대로 한 질적연구이기 때문에 학교

9) 최근 교사들 사이에는 생활'지도'의 일방통행식 권위주의적 성격을 탈피하고

자 생활'교육'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는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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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다른 교사들과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해 겨울방학이 끝

나고 봄방학이 끝나 3월 새 학기가 시작하기 바로 며칠 전 권재호 교사로

부터 햇빛고등학교를 연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비로소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세상이라는 바깥을 이해하는 과정이면서 동시

에 ‘나’라는 안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연구는 3월부터 11월까지 9

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주1회 8시간 정도 학교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자료

를 보고 인권상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고 교사와 학

생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학생들에게는 내가 이 학교에서 학생

들이 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고 한 것

이 아니라 이 학교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학생의 자유

관이 학교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유라는 주제어를 내가 제시하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끌어내기 힘들

고 자유라는 단어에 얽매여 편하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인권상담부에는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수시로 방문

하여 권재호 교사를 비롯한 인권상담부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보는 것, 듣는 것들이 모두 연구자료가 되었다. 인권상담부

바로 옆에는 권재호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1-7a반이 있었다. 햇빛고에

서는 한 반을 a, b 작은 학급으로 나누어 조회와 종례를 각각의 담임이

진행하는 작은 학급제가 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에 조회시간과 합하여 30분간 운영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학습시간(이후

창체시간)에 뒤에 서서 참여 관찰을 하기도 했다. 인권상담부 교무실 옆

에 붙어 있는 방은 인권상담부 교사들이 회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고 수

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한 학생들이 잠시 불려 내려와 지도를 받는 성찰실

이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주로 참여자들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건너편에

있는 상담실에는 2012년 4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전문상담교사가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생회에서 일하는 참여자

들과는 학생회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면담 내용은 카메라와

핸드폰 녹음기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녹음하고 면담이 끝나고 모두 전사하

여 파일로 만들었다. 면담한 자료들은 전사와 동시에 면담내용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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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석 작업을 하여 면담할 때 내가 느끼거나 떠오르는 문제의식을 미리

정리해 두고자 했다. 참여자들에 대한 2-3차 면담이 진행되어 가면서 나

는 파일화된 면담 자료들을 펼쳐 놓고 코딩하는 작업을 했다. “코딩은 연

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

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조용환, 1999: 53)”을 말한다. 모든 면담을 마무리하고 코

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에서 코딩을 진행해 본 이유는 그것이 나

중에 수정되더라도 자료 자체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주목하기 위해

서다. 이를 통해 내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선지식으로 환원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해석을 통해 구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면 내 논문의 구조 또한 처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다른 새로운 것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

는 웰코트(조용환, 1990에서 재인용)가 구분한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으

로 구성된다. 기술은 내부인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업인데 문화

의 구조와 패턴을 제시하기 위해 코딩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구조

화, 계열화, 편집의 작업이 포함된다. 자유의 관점이 나타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자료자체의 범주들을 기초로 에믹(emic)한 방식으로 코딩하고,

햇빛고등학교 문화에 대한 기술은 연구자의 관점에 입각한 에틱(etic)한

방식으로 코딩하여 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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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햇빛고에 사는 학생들의 이야기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산다’는 표현보다는 ‘학교에 다닌다’라고 표현한

다. 내가 학교에 산다고 표현한 이유는 나의 진정한 삶은 따로 있고 학교

에서는 그 삶을 위해 필요한 수단적인 것을 취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의 학교 즉, 학생들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총체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학교문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

기 때문이다. 부르너(Jerome Bruner, 1996; 강현석 역, 2005: 91)가 학교를

“단지 문화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문화에로의 출입구”라고 표현한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유’에 대한 주제에 대해 특별히 요청받지 않았으나 학생들

이 햇빛고의 학교문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

가 바로 ‘자유’였다. 학생들의 면담과정에서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나 현

재 자신의 친구들이 다니는 다른 고등학교와 비교하면서 ‘자유’와 관련된

이 학교 문화의 특징을 떠올렸다. 회상적 자료가 갖는 한계가 있기는 하

지만 학생들의 자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

단하여 고등학생인 현재의 관점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쓰기로 하였다.

1. 중학교 때의 자유

(1) “조금만 뭐해도”

동민이는 남학생들만 다니는 중학교에 다녔는데 남학교에는 교사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학생들 간의 폭력이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학교에서

는 동민이가 “짜잘한 것”이라고 표현한 두발, 복장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

쓰는데 사실상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고 했다.

그러니까 어딜가나 중학교 때 다른 동네 친구들도 그러는데 막 짜잘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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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엄청 막 벌점 주는 거 막 복장이나 두발 막 그런 거는 신경 엄청 쓰면

서 다른 거는 모르잖아요? 맞는 거 맞고 돈 뜯기고... (김동민/남/1학년)

현재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진우는 경상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다. 서

울지역보다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아직 체벌의 관행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간혹 교사의 체벌로 학생이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저는 지방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조금만 떠들어도 선생님들이 체벌이나 

엎드려뻗쳐 시키고 그러셨는데...(이진우/남/2학년)

국제중학교를 나와 혁신학교인 햇빛고를 선택하여 들어온 수찬이도

“조금만 뭐해도 벌점을 주는” 통제 위주의 중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이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는”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 때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선생님들이 벌점제로 관여하셨는데...

(이수찬/남/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의 학교 규정이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학생

들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동의하지 않는 규칙을 가진 학교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 것 같

았다. 어떤 공동체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는 규칙이 필요하다. 만약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칙

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신뢰는

교육이 이뤄지는데 필수적이다. 교칙 때문에 학생들에게 생긴 불만과 불

신은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학생

들은 중학교 때 자신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의

간섭을 받으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중학교 시

절의 “조금만 뭐해도” 벌점을 주는 교칙은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이나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자신들을 간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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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겼다. 학생들은 그러한 지나친 학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원

했고 복장과 두발 등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햇빛고

에 입학함으로써 일정하게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2) “내 맘대로”

참여자 학생들이 다닌 중학교에서는 “조금만 뭐 해도” 벌점 등으로 통

제하는 학교 교칙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맘대로”가 통하고 있는 상반된 차

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김동민: 중학교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었는데.

연구자: 한 번도 안 걸렸었어? 

김동민: 걸리긴 걸렸죠. 근데 애들 막 그냥 학교 정자 같은데 다 나가서 대

놓고 선생님들 지나가든 말든 알바 없고 피고 그랬는데.

연구자: 선생님들 지나가든 말든 알바 없이 피웠었어?

김동민: 네. 막 지킴이 선생님 있어도 (간섭이 귀찮다는 어투로 실제 상황

처럼 소리치며) '아 그냥 빨리 갈게요‘ 하고 그냥 쭉 가고 그랬어

요. 

연구자: 왜 그랬던 것 같애? 규율이 약해서?

김동민: 거기는 그런 거는 별로 안 빡세요. 

연구자: 안 빡세다구?

김동민: 그러니까 여기 햇빛고등학교는 막 딴 애들한테 피해주는 건 확실

히 막 못하게 하잖아요. 거긴 그런 게 없어요. 

연구자: 아아. 중학교 때는 어땠는데?

김동민: 중학교 때는 머리나 복장은 진짜 지겹게 잡아요. 근데 애들 때리고 

막 담배 피는 건 뭐라 안 해요. 

연구자: 뭐라 안 해? 뭐라 안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치할 뭐가 없었겠지. 

그래도 된다고 하지는 않았겠지.

김동민: 담임선생님들이 막 누가누구 때리는 지 다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

고 그냥 넘어가고. 

연구자: 왜 그런 거 같아?

김동민: 몰라요. 선생님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겉으로 그냥 학부모나 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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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보는 거는 엄청 신경 쓰면서 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 안 할

려고.

연구자: 혹시 잘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김동민: 아뇨. 다 알아요. 알아요. 걸려서 생활지도부 가도 애를 진짜 완전 

반 죽여놔도 사회봉사? 그 정도 가는 정도?  그 정도도 안했어요.

연구자: 어. 그럼 학교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그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김동민: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 데 사고만 치지 말라.

연구자: 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사고만 치지 말라?

김동민: 그런 느낌이었어요.

동민이가 “애를 반 죽여놔도 사회봉사 가는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 중학교는 그 사회봉사가 강도가 높은 징계 단계로 간주되고 있다. 그

뒤에 전학권고가 있긴 하지만 전학권고는 ‘권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

지 않겠다고 하면 학생의 반성여부에 상관없이 중학교에서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동민이도 중학교 때 전학권고 처분을 받

았지만 결국 가지 않았다고 했다. 동민이의 이런 생각은 처벌이 아닌 교

육적 성찰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해자에게 주자는 의미였던 중

학교의 가벼운 처벌이 가해학생에게 자기행동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계기

로서 다가가지 않고 “뭐라 안하는” 교사들의 방관이라는 의미로 다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연이는 입학한지 5개월이 되어서 교내 흡연을 여러 차례 걸리고 퇴

학에 준하는 4번을 넘겼고 교사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유예

를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 결국 퇴학을

당했다. 내년에 재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여연이에게 학교에 찾아와 면담

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여연이는 흔쾌히 학교에 찾아와 주었다. 여연이는

퇴학 후 성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3주 정도 다녔지만 자퇴하고 내년에

다시 이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연이는 퇴학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미웠지만 지금은 햇빛고 선생님들이 자신에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기

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에 대한 분노는 보이지 않았다.

전여연: 중학교 때는 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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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편하다는 뭐지?

전여연: 막 맘대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연구자: 왜 어떤 게?

전여연: 그 때는 규정이 약했어요. 담배 물어도 별 거 없어서 저희 때까진 

그냥 풀어놨었어요.

연구자: 별 게 없다는 게 선생님들이 담배 펴도 모른 척 하는 그런 건 아

니지?

전여연: 그 정도는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 피긴 하는데 걸려도 별 게 없

었어요. 심한 게 그냥 가끔씩 교내 봉사, 사회봉사하고 이런 거.

동민이와 마찬가지로 여연이에게서도 중학교 생활에 대해 “맘대로”라

고 표현했다. 동민이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한번도 걸

리지 않았다”고 표현했고 여연이는 “그냥 풀어놨어요”라고 표현했다. 그

러나 동민이와 여연이는 중학교 때 흡연 때문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금연

교실, 대안교실 등 중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순서를 모두 거쳤다. 그

러나 그러한 처벌이 “뭐라 안 하는” 혹은 “별 게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졌고 그래서 중학교에서 “그냥 풀어놓는” 것으로 혹은 관심이 없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여연이는 사회봉사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하니까 재미있었어요”라고

표현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출결 상황에

대해 고등학교와 같은 징계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른 고등학교와 비

슷하게 햇빛고등학교의 경우 무단결석이 7일이 넘어가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학교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대신 한 학년의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어떤 이유에서건 빠지게 되면 그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유

급이 적용된다. 이를 알고 있는 민준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

업일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일수에 맞춰 학교를 빠졌다.

연구자: 우선 중학교 때 생활에 대해서 네가 좀 얘기를 해줄래? 어땠는

지?

전민준: 뭐가 어땠는지요?

연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서 네가 학교를 잘 안 나오고 그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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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도 그랬어?

전민준: 네.

연구자: 어. 중학교 때는 얼마나 빠져봤어?

전민준: 유급당하기 직전까지 다 빠졌는데요. 3년 다.

연구자: 3년 다? 

전민준: 네.

연구자: 그러면 매년 그러니까 60일 정도?

전민준: 한 70일 정도.

연구자: 그러니까 일학년 때도 한 70일 빠지고 이학년 때도 70일, 삼학

년 때도 70일 이렇게?

전민준: 네. 

연구자: 직전에 딱 중지했어?

전민준: 네.

연구자: 빠지고 뭐했어?

전민준: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연구자: 그럼 친구들도 안 갔겠네.

전민준: 친구들은 조퇴하거나 거의 같이 안 나갔는데요.

연구자: 초등학교 때는? 

전민준: 안 그랬어요. 

연구자: 왜 그럼 갑자기 중학교 때 그랬을까?

전민준: 모르겠어요. 

연구자: 너 나름의 분석을 한번 해봐. 초등학교 보다 중학교가 싫었어?

전민준: 예. 

연구자: 어떤 점에서? 

전민준: 늦게 끝나서요. 

연구자: 오 늦게 끝나는 거. 또?

전민준: 그것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연구자: 늦게 끝나는 게 싫었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전민준: 네. 

연구자: 뭐하고 놀았어? 주로?

전민준: PC방 갈 때도 있고 노래방 갈 때도 있고 그냥 밖에 있을 때도 

있고. 

연구자: 어쨌든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며칠 빠졌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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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모르겠어요. 

연구자: 그래도 어쨌든 한 7일은 넘었겠지. 규정상 7일이면 징계를 받게 

되어있으니까. 

전민준: 네. 

연구자: 여기 와 가지고 학교를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네가 생

각한다면 어떤 거 인 것  같아? 

전민준: 그냥 다시 자퇴하기 싫어서요.

연구자: 자퇴하기 싫어서? 

전민준: 네 

중학교에서 유급이 될 수 있는 결석일수는 67일 정도 된다. 67일에 가

까웠을 때 유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담임교사가 알려주었느냐고 하자 본

인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 때쯤 연락이 왔다고 했다. 담임교사는 처음

결석할 때는 계속 자신에게 학교에 나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전

화를 안 하기도 했다고 했다. 3년 동안 67일 정도를 계산해 가며 학교를

빠지거나 중간에 학교에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민준이는 학교를 빠

지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렸고 출결문제가 징계 사유가 되는 고등

학교에 올라가서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고등학교에 올라온 지 7개월

만에 자퇴를 하고 다음해에 다시 입학한 곳이 여기 햇빛고등학교였다. 햇

빛고에서도 학기 초에는 중간에 PC방에 갔다 오거나 학교에서 나가버리

는 경우도 있고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도 잦아 결국 퇴학 위기까지 왔

다.

전민준: 중학교 때 습관이 있어서 학교에 있기 그래서 잠깐 PC...

연구자: 아 그 습관이 있어서? 가고 싶은 그게 남아서?

전민준: 네.

연구자: 그냥 간 게 아니라 갔다 온 거니까 더 나은 거네. 중학교 때도 그

랬니? 자주?

전민준: 네. 중학교 때는 처벌이 없어서.

연구자: 아 그래서 더 자주 그랬다고? 중간에 집에 간 거 말고 중간에 PC

방 갔다가 들어온 적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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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중간에 그냥 간 적도 많아요.

연구자: 아 간 적도 있고 갔다 온 적도 있고?

전민준: 네.

......
전민준: 안 나오는 애들 어떻게 하냐구요? 

연구자: 응 (웃음) 네가 교사야. 교육감이야 이랬을 때 중학교에 이런 걸 

바꿔야 하겠다 애들을 학교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

거지. 

전민준: 상담을 받게 해요. 

연구자: 중학교 때 그럼 상담 안 받아봤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전민준: 상담한다고 하면 안 갔어요.

연구자: 그럼 어떻게 해. 상담하자고 했는데 안 와버리면.

전민준: 그럼 나중에 포기를 해요. 맨날 오래다가.

민준이는 이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자퇴하지 않고 다

니는 친구들이 똑같이 놀면서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부러웠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준이는 햇빛고에 다시 복학생으로 들어와서도 퇴학이

임박할 때까지 몸에 밴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상담부에 있는

권재호 교사는 햇빛고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중학교 때 학교를 많이 빠지

는 등 출결 상황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은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학교

에 적응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권재호 교사는 이 학

생들은 결국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자꾸 빠지는 습관 때문에 “짤리기도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

겠다며 걱정하였다. 2학기가 되면서 다른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다니는

복학생들 중에 결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

우가 10명이 넘어섰다.

참여자들의 중학교에는 학생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소한 영역에서 지

나친 간섭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여 학생들의 불신과 불만을

사는 한편으로 학생들 스스로 “내 맘대로”식의 자유가 교육적으로 통제되

지 못하는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내 맘대로”가 통하는 중학교에서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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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나타날 수 있다.

연구자: 응 중학교 때 얘기를 좀 해줘봐 내가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김동민: 중학교 때 심한 것 많은데.

연구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어?

김동민: 학교 잘 안 나갔는데 그 전날 새벽까지 놀다가 자요.

연구자: 새벽 한 두시 세시?

김동민: 날마다 다르니까. 정말 가기 힘들면 안 가면 되는데. 그래도 좀 

그럴 때..

연구자: 학교 갈 만한 힘은 있고 그럴 때?

김동민: 예 그냥 가서 자고 일어나면 빵 먹어요. 애들하고 좀 놀고, 괴롭

히는 애들 좀 괴롭히고. 수업 시간에 그냥 놀죠. 뭐 하든 상관이 

없었으니까. 

연구자 :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해?

김동민: 못해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워낙 막장이니까. 선생님을 때려가지

고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연구자: 선생님을 때렸어? 애들이?

김동민: 저 중1때 담임이었던 선생님도 저희 학년 아닌 다음부터.

연구자: 맞았어?

김동민: 게임기 하는 거 뺏으려다가 걔가 탁 쳤는데 팔이 부러졌대요.

연구자: 얼마나 세게 쳤기에.

김동민: 고등학교 선생님 때리고 경비 때리고.

연구자: 경비 아저씨도 때리고?

김동민: 예. OO고등학교 아세요? 거기에 OO부 폭행 그런 거 많았잖아

요. OO고 옆에 OO중학교라고 제가 다니던 학교 주변에 남중 

여고인데. 다 서로 알아요. 전체가 다 그런 문화예요. 

연구자: 막장 분위기?

김동민: 네. 완전 막장이예요.

연구자: 우리가 생각할 때 막장 분위기라는 것이 초등학교 때는 없었잖

아. 있었니? 초등학교 때?

김동민: 초 6때부터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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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이는 자신이 선배들에게 맞기도 했고 약한 학생들을 때리기도 했

고 교사들이 맞았다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 그것을 “막장문화”라고 표현했

다. 동민이는 자신이 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막장”이라고 분명한 가치 판

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라 안하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느

껴지는 문화 또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만 당할 것 같은 문화

에 젖어들어 “막장”에 동참했던 것이다.

김동민: 우리나라 사회는 누가 때리고 누가 당하잖아요. 근데 때린 애보다

는 당하는 애가 딴 데로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왜 그런 것 같아? 네 말은 지금 당한 애가 전학을 가게 된다. 

김동민: 저도 몰라요. 저도 한참 당할 때 엄마한테 전학가자고 했어요. 힘

들다고. 그게 진짜 사람 미치는 게 크게 심하게 상처 나서 막 목 

부러지고 그래서 그걸 터트려서 걔를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 힘들게 자잘하게 괴롭히는 거죠. 

연구자: 그지. 걔도 수위를 조절한다. 

김동민: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뒤에서 은근히 괴롭히는 

거.

연구자: 그 건으로는 걔가 어디 전학도 못 가니까 얘기 해봐야.

김동민: 더 당하고 그게 짜증나죠.

동민이는 남자 아이들만 모아두는 “남중”은 “야생”이라고 표현하며 일

단 남학생들만 모아 놓는 남중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1, 2때는 서

열을 정하기 위해 하루에 서 너 번씩 싸우는 건 항상 있는 일이라고 표현

했다. “서열”이 정해진 3학년 때는 완전히 애들만 있는 점심시간이 서열

밑의 아이들에게는 심하게 맞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동민이는

지금 남녀공학인 이 고등학교 와서 중학교 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며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표현했다. “내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내 맘대로”라고 생각하는 행동

이 다른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곳에서 통제 없이 행해질

때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으로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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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품처럼” 

택현이는 작년 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중학

교 때에도 학생회 활동을 했던 택현이는 한계가 많았던 중학교 때와 달리

햇빛고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권택현: 중학교 때 학교 부회장이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차원이 달랐어요. 중

학교 때는 학부모님 오시면 접수 받고 음료수 나르고.

연구자: 도와주는 역할 만?

권택현: 네. 어떻게 보면 학교 부품 같은 거였는데 여기서는 학교 홍보같은 

거 나가고 우리가 피피티 만들겠다고 하면 너네가 알아서 만들어 봐

라. 어쩔 때는 그냥 4절지에다 소개하는 거 만들겠다고 하면 또 그

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러고 되게 우리한테 자유를 많이 주시고 신입

생 오티 때에도 우리를 위해 두 시간짜리 시간을 할당해주셔서 우리

가 내부의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만큼 성

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의 역

할은 햇빛고 만큼 크지 않다. 햇빛고에서는 학생들이 지킬 교칙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회의 결정을

반영하는 통로를 갖고 있다. 햇빛고등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

다. 햇빛고에서는 학생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생 오

리엔테이션이나 스승의 날, 학생의 날 프로그램들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

획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교칙에 반영하는 역할도 한다. 교복의 디자

인도 학생들에게 공모를 받아 반영하였고 체육복을 입을 것인지의 여부와

디자인도 학생회에서 의견을 받아 정하였다. 또한 학생회와 학급회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생회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학

급대표를 통해 학급에 전해지고 학급대표가 학급의 의견을 모아 학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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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햇빛고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공적인 장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문화가 있었다. 1학년 때 소위 노는 아이들의 그

룹에 있었던 소연이는 2학년에 올라와 학급 회장이 되었는데 학급의 창의

적 재량활동 시간에 많은 것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토론이 일단은 대의원대회에서 일단 회장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와서 

학급에서 또 학급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다시 대의원회 애들끼리 모여서 간

추려서 그거를 학생대표가 그 위에서 회의를 하는 거라서 애들이 다 참여는 

했어요. 학급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나온 거라서...(이소연/여/2학년)

2. 햇빛고에서의 자유

2012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선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학

년 학생들 중에는 학생들의 자유를 좀 더 존중해준다는 햇빛고를 일부러

선택하여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햇빛고를 선택하여 햇빛고의 학

생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1) 선택: “자유롭다 해서”

1) 동민이의 자유

2012년부터 시행된 학교 선택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주거지에 따라 근

처의 학교에 소위 “뺑뺑이”로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학교

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 때 이런 저런 사고를 많이 쳐서 학교

에서 징계를 받은 경험이 많은 동민이는 엄마의 권유로 자신이 다닌 중학

교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학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연구자: 어떤 부분이 맞을 것 같았어?

김동민: 아 일단은 자유로운 거. 

연구자: 뭐가 자유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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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두발이라든지 옷을 줄인다든지.

동민이 엄마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이 학교에서 자신의 아들이

잘 적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학교를 동민이에게 권유했다. 동민

이는 두발이나 복장에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학교가 마음

에 들어 동민이도 이 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했다. 4월 중순에 강당에서 있

었던 공동체 자율협약토론회 막바지에 단상 아래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자유발언시간이 주어졌을 때 권재호 교사가 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동

민에게 나와서 얘기해 보라고 권유했다. 동민이는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그저 다른 말없이 “햇빛고 만세”라고 외치고 들어갔다. 그러나 동민

이는 입학한 후 3달 정도 되었을 때 벌써 학교에서 흡연을 하여 4차례 걸

렸고 학내 흡연을 고등학교 3년 내에 4번 걸리면 퇴학이라고 규정된 8조

법금에 따라 퇴학 위기에 놓였다. 내가 동민이를 처음 면담하는 날 권재

호 교사는 퇴학 유예의 기회를 받고 있는 동민이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달 전까지 단발 길이의 머리를 노

랗게 염색했던 동민이는 뭔가를 결심한 듯 머리를 다시 검게 염색하고 귀

바로 아래까지 자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선

택제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표방한 햇빛고에는 동민이처럼

“자유로운 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 동민이가 원하는 “자유

로운 거”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간섭을 배제하고 싶은 ‘간섭으로부터의 자

유’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동민이처럼 교사들의 특별한 돌봄을 필

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2) 수찬이의 자유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온 수찬이는 학업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중학교를 다녔고 엄마의 추천으로 이 학교를 선택했다고 했다. 평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엄마가 추천했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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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자유가 최대한 반영된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최대

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들었어요.(이수찬/남/1학년)

수찬이는 “뭐 조금만 하면 벌점을 주는” 중학교 때와 달리 학생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는 것 같아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했다. 면담할 때 수

찬이는 자연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것으로 보였다. 공동체 생활 협약 토

론회가 있던 날 수찬이는 학생대표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올라가 학생들

대표로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학원은 안 다니고 야간 자율학습만 한다는

수찬이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는 듯 보였다. 스승의 날 행사

준비로 며칠 동안 10시까지 준비한 적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라

그런지 불만이 없다고 하였다. 수찬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뭔가를 해

낼 수 있다는 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수찬이

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누리는 자유는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간섭을 배

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능

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면서 ‘자유롭게 되어가는 것’이었

다.

(2) 향유: “자유로워서 좋아요”

햇빛고등학교에는 등굣길에 다른 중고등학교의 교문 앞에서 볼 수 있

는 등교지도가 없다. 학생들은 열려있는 교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교실로

간다. 햇빛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지각은 교실에서 체크하면 되고 학생들

의 복장이나 두발은 학생들의 내면의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

부적 규제는 교육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학생과의 불

필요한 충돌로 학생의 내면에 다가가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

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신는 실내화도 신지

않기 때문에 실내화를 신기 싫어하는 학생들과 실내화 신기를 요구하는

교사들 간의 충돌이 적다. 복장이나 두발의 경우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

되 지나친 위화감을 주는 정도가 아닌”이라는 3주체 생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만 맞는다면 문제 삼지 않는다. 흡연이나 폭력, 출결문제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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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일상을 감시와 통제 속에 보낸다는 느낌이 들 만한 것이 적기 때문

에 학생들은 이 학교를 선택했을 때 의도한 바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자: 여기는 교문에 선생님이나 규율부 이런 게 없잖아. 그런 거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해?

전민준: 짜증이 안나요. 

수찬이는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결정해야 하고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되어 할 일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미있

다고 표현했다.

이수찬: 수업도 재미있고 또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진행하는 거 학교 

행사 진행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일이 많아

서 지금 이제. 

연구자: 조금 벅차? 

이수찬: 학생회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토론부라...

연구자: 써클? 

이수찬: 동아리. 토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이 5월 달에 많이 겹쳐가

지고 힘들었던 거만 빼면은.

연구자: 힘들었는데 재미있다구?

이수찬: 네. 

이 학교 애들은 특별히 다른 학교 애들하고 다른 건 모르겠고 애들 표정

이 살아 있다고 해야 하나? (이보라/여/상담전문교사)

(3) 비교와 확신: 거기는..., 여기는...

햇빛고에 들어와서도 이전에 학교에서 담배를 피던 학생들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학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3번 교내흡연에 걸려 4번이

면 퇴학되는 8조법금이라고 불리는 학교 교칙에 따라 처벌될 위기에 처한



- 57 -

학생들도 있었다. 권재호 교사는 이 아이들과 방과후 학교 밖에서 밀착상

담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서 햇빛고에

대해 만족하는 감정을 표현했다.

야 그래도 우리학교 좋지 않냐? 다른 학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쩔어! 

(<권재호 교사의 밀착상담 사례 자기보고서> 중에서 한 학생의 말)

복장이나 두발은 자율규정의 대상으로 3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8

조 법금은 강제규정으로 흡연, 폭력, 출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길

경우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햇빛고가 아닌 다른 혁신학

교 교사들이 햇빛고를 방문하여 학교운영 전반을 배워가기도 하는데 햇빛

고에서 3년 통틀어 교내 흡연 4번 걸리면 퇴학이라고 정한 규정이 너무

“센” 것 이 아니냐고 물어 오는 경우가 있다. 한 학교는 교내 흡연을 1년

동안 6번 걸렸을 때 퇴학에 처하고 위 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전 학년에 걸

렸던 기록은 지워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권재호 교사는 그렇게

했을 경우 방학을 빼고 한 두 번은 퇴학 전 최종 유예로서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사실상 한 달에 한번정도 교내 흡연이 걸려야 징계를 받는 것이

되어 결국은 학생들의 흡연 습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될 경우 일정한 횟수의 교내 흡연은 “학생을 처벌위주로

대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원래 의도와 달리 학생들에게는 “아무일 없

는” “별일 없는” 즉, 교사가 방관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동민이의 경우처럼 “학교에서 흡연하여 10번을 걸려도” 중학교 때 “별일

없는” 것으로 느꼈던 몇 몇 학생들은 몸에 배어버린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햇빛고에 들어와서 학기 초에 벌써 교내흡연 4번이라는 횟수에 근

접하여 퇴학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학생들 중에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주기도 한다. 교사가 학생

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학생에게도 “방관”이나 “분노”가 아닌

“기회”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 그거에 대해서 그 담배 피는 애들이 4번 걸려 퇴학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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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인용 1> 학교 만족도 조사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이소연: 근데 대신에 저희 학교는 그 벌점 그런 게 없죠. 다른 학교는 만

약에 염색이나 치마 짧거나 이러면 그게 벌점이 점점 싸여서 그

걸로 퇴학이 되는데 저희 학교는 그게 없잖아요.

소연이는 화장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즐긴다. 작년 학생회장인 택현

이는 이 학교 학생들은 화장하는 여학생 보다 화장하는 여학생을 이상하

게 보는 시선을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소연이를 비롯한 여러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다니지만 햇빛고

교사들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연이는 1학년 때 같이 어울

리던 노는 아이들의 그룹에서 나와 방과 후에 친구들과 영어 스터디 모임

을 하고 있고 학급회장으로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고 권재호 교사는 말

했다. 면담과정에서 소연이는 학교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때 생활과 현재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니는 다른 고등학교 생활을 계속 비교하면서 햇빛고등학교를 부러워하

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햇빛고등학교에 대한 만족을 나타냈다. 햇빛

고 학생들은 교과 수업과 별도로 1년에 한번 모둠 별로 정한 주제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에 햇빛고 권택현 학생 외 2

명이 수행한 연구보고서 <햇빛고등학교에서 시도되는 3가지 교육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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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인용 2> 우리 학교에 만족하는 이유   

 <그래프인용 3> 우리 학교에 

불만족하는 이유

대한 학생들의 시각과 개선방향>에서 1학년 100명, 2학년 200명(전체 학

생수 480명, 2011년 개교 학교로 3학년 없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햇빛고등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매우만족과 조금만족이 63%, 보통이 25%)이고 만족의 이유로 가장 많

이 나온 것이 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그래프1,2,3 권택현 보고서에서

인용). 그런데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학업분위기에 대한 것이었다. 택현이의 이러한 연구내용과 학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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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한 의견 수렴 결과는 이 부분에서 일치했는데 학생회에서는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하였다.

3. 학생들이 햇빛고에서 받은 “느낌”들

학생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햇빛고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느낌을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일정하게 반복되어 나타

나는 부분이 있었다. 학생들이 받은 “느낌”이라는 정서적 차원은 어떤 행

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느낌”이 달라지면 같은 행

동이라 하더라도 매우 다른 해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의미에 대한 해석

이 달라지면 이후 행동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 “존중받는 구나”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주로 학업에도 관심이 많고 학교 교칙

도 잘 지키는 편이다. 햇빛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구성원은 이런 학생들

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교칙을 잘 지키

지 않는 아이, 반항적인 아이, 학업에 관심이 없는 아이 등 다양하다. 면

담에 응한 학생들은 그런 차이에 상관없이 학교 교사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한다. 은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작년에 수업시

간에 교사들과 마찰을 많이 겪으며 퇴학 위기에 처했고 심리치료를 전제

로 퇴학이 유예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권재호 교사에 따르면 2학년이 된

지금은 성적도 많이 좋아지고 교사들과의 마찰로 인권상담부에 오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박은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뭔가가 좀 달라요. 여태까지 제가 다니던 학

교 선생님도 다 좋으신 분들인데, (여기 선생님들은)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학생은 내가 같이 끌고 가야할 그런 거라 생각해 주

시는 것 같아요. 억압하거나 그런 게 없고 존중해 주고 하니까. 오히

려 지나치게 억압하고 권위를 강조하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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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생님들이 뭔가 존중한다는 느낌이 오니까 본인들도..

박은지: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이 존중하게 되는...

연구자: 뭔가 이 선생님이 다르다고 느낀 건 언제쯤인 것 같아?

박은지: 수업할 때나.. 그냥 사소한 거...말씀하실 때의 느낌...

두 번째 부류 학생들은 일부 만족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담배를 피워 걸려도 일단 때리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일단 존중을 받는구나하는...

(이진우/남/2학년)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이 맞을 짓을 하면 때려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생

각을 하는 사람이 과거에 많았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적 의도와 달리 이

러한 행동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성찰보다는 반항심을 키우기 쉽다. 교

사들의 이러한 행동을 학생들이 자주 목격하게 되면 폭력 자체에 대해 학

습한다기 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맞을 짓을 한 누군가를 때려도 된다는

교사들의 “일상적 이론”을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결국 자

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사

들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도 일단 존중하는 자세는 교사와 학생간 신뢰

를 높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더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학생들은 또한 햇빛고 교사들이 자신들을 더 이해해 주려고 한다고 말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학생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를 조금 더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자

세가 다른 학교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안 좋은 문제행위가 생겼을 때 처벌

하기 보다는 더 다가오려는 것이 다른 학교랑 차이인 것 같아요. 

(권택현/남/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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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작은 학급제가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이소연: 일단은 선생님 한 명에 아이들이 열여섯 명? 정돈데 그게 선생님

이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상담하기도 편하고 잘 돌봐줄 수 있고 

그런 점이 좋고.

연구자: 중학교에 비해 확 느껴져요?

이소연: 네

연구자: 상담 횟수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상담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이소연: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다 잘 돌봐줘요.

연구자: 그게 느껴지는 거야?

이소연: 네

(3) “주체가 된 느낌”

햇빛고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교칙을 만드는 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스승의 날, 학생의 날 등 학교

행사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학생들

은 수학여행을 갈 때도 갈 곳과 거기서 어디를 들러 무엇을 볼 것인지 무

엇을 하고 놀 것인지를 스스로 계획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기획하는데 시

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여기서 재미를 찾고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

는 것이다.

중학교 때처럼 부품으로서의 학생회가 아니라 뭔가 정말 하나의 주체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권택현/남/2학년)

일단은 선생님들이랑 같은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게 처음 해

본거니까 되게 새로웠구요. 자신의 주장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원

하는 것 또는 학생들의 생각을 이렇게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게 긴장

도 되고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학생들 스스

로가 규칙을 정해서 토론 심의를 정해서 직접 지키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거를 이제 정말 느낄 수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 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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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해 재미있기도 했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수찬/남/1학년) 

연구자: 그래서 들어와서 3월 달에 수업하면서 언제쯤 생각이 변한 것 같

아? 처음에 그런 편견을 버리는.

박은지: OT때부터.

연구자: 어떤 계기가 있었어?

박은지: 선사고 모토 말씀하셨을 때와 규율 직접 만든 거. 

연구자: 3주체협약 그거?

박은지: 네. 교가도 직접 만들고. 이게 내 학교라는 기분. 다 저희가 직접 

규율도 다 짜고.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 학교 오길 잘했구나 생각

했어요. 

이소연: 회의가 되게 자유로와요.

연구자: 회의도 자유롭고? 어떤 회의?

이소연: 중학교 때는 뭐 회의 같은 것도 솔직히 안하고 그러는데 여기선 

창체 시간에 회의를 많이 해서 그거를 되게 반영을 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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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햇빛고의 새로운 학교문화와 그 특징

햇빛고에서는 기존의 학교 문화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

도한다. 그것은 여기 모인 교사들이 기존의 학교문화의 문제점을 의식적

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보고자 모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돌

보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생들과의 소통만이 아니라 교사들 간에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기 때문에 다양

한 주제에 대하여 교사들 간의 모임, 토론이 다른 학교에 비해 활발한 편

이다.

1. 교사와 학생 간 관계의 회복

(1) 믿어주기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익숙해진 것을 변화시키거

나 없애는 것은 불안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 경우가 많다. 교문

지도가 없어진 것에 대해 학생들은 편안해 하지만 교문지도에 익숙한 학

부모들과 교사들에게는 불안함과 편안함이 교차한다.

우리는 규정이 지정된 교복을 단정히 입자 이게 자율 규정이란 말이에

요. 그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학생도 학부모도 

그렇고. 교복이 있으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

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선생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교복은 일종의 자

율... 그리고 (안 입는 게) 피해주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 

체형이나 조건 따라서 교복을 선호하는 애들이 있고 사복을 선호하는 애

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애들하고 불필요하게 (충돌)할 필요

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교사들이 이제 생각이 다 같진 않죠. 특히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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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어요. 그 때 제가 부모들한테 그랬어요. 교복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하면서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규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모들과 학생 간 문화의 차이가 생기는데 부모 세대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 벽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꼰대 부모가 돼서는 안 되고 꼰대 교사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납득을 하고 갔죠. 그런데 여전히 부

모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죠. 지정됐으니 당연하게.(권재호/남/교사)

햇빛고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교복을 입기로 했다. 학교 신설당시 학

생들은 90%가 넘게 교복착용을 원했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복은 통제의

상징이기 보다는 옷 걱정을 덜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의미가 크다. 권택현

학생은 드라마에서 교복을 입고 멋지게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교복이 지정되긴 했으나 학생들

중에 사복을 입고 오거나 사복과 섞어 입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띠었다. 햇

빛고는 교문지도를 없애고 복장이나 두발에 관한 규제를 거의 하지 않는

다. 촘촘한 복장이나 두발 규제 규정들은 교사의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한 눈빛이 아닌 감시의 시선으로 한정지어 버

린다. 학생은 감시의 시선이 “짜증”나고 교사는 학생의 외모가 거슬리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시선과 감정의 교환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핵심적

인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키운다. 햇빛고에서 교문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적인 이해와 신뢰의

눈빛을 되찾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기정은『교육을 잡는 자가 대

권을 잡는다』(인물과 사상사, 2011)에서 두발규제를 학생 인권의 문제가

아닌 저차원의 규율잡기에 교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만듦으로써 교육

을 망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스승의 날, 학생의 날 등의 행사에서 학생들이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고 교사들은 지원

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지 뭐.(웃음)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한 권재호 교사와의 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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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교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믿어주기”로서의 학교문화

의 특성은 여러 장면에서 나타났고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들에 대한 긍정

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박은지: 네. 저희 학교 처음에 배정을 받고 모르잖아요. 전례가 없었던 그런 

학교니까 불안하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혁신학교라 여기 

선생님들 다 전교(조)인데. 이상하다고.

연구자: (웃음) 북으로 보낼 것 같아?

박은지: 그런데 거의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어른들은 

머리 노랗고 화장하는 애들은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외모랑 내

면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담배도 피게 생기고 그러는데 

저 담배 안 피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요.

연구자: 그래. 나 술 잘 먹게 생겼대. 나 술 잘 못 먹거든(웃음).

박은지: 애초에 색안경 끼고 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선생님이 우선 그런 것 같다?

박은지: 네.

(2) 공감 형성하기

1) 학생, 교사, 부모가 함께 쓰는 모둠일기

햇빛고에는 두발이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

생활 협약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8조법금이라하여 흡연,

출결, 폭행에 대해서는 강제 징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

이 학생들과의 공감대가 없는 분위기에서는 교육적 효과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심을 두었다.

학기 초에 전체 선생님들하고 학생생활관련 토론할 때 일단 인간적인 교

감이나 공감대가 없이 학생들한테 강하게 했을 때 애들하고 적대적 관계

가 되기 쉽다. 먼저 관계형성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도가 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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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처

음부터 강하게 나간 게 아니라 관계형성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권재호/남/교사)

내가 있던 학교에서는 모둠일기를 쓸 때 대부분 학생들이 쓰고 교사가

답글을 썼다. 그런데 이 학교의 모둠일기에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라는

식의 학부모의 답 글이 눈에 띠었다.

지금 두통이 심해서 많이는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우리집 

강아지에 대하여 쓸 것이다. 우리 집 강아지는 포메라니안인데 아마도 섞

였을 것이다. 지금 강아지도 나처럼 빡빡 밀었다. 하지만 반응을 보면 강

아지는 귀엽다고, 나는 조폭이다... 크림이는 우리 집에서 서열 2위 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크림이가 없을 때는 엄마가 맨날 화만 내셨는데 크

림이가 있는 이후로 화를 잘 안 내신다...... (7a반 **학생)

어제는 복통, 오늘은 두통 **이에게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는데, 별일 없다니 다행이다. 강아지라면 질색하던 엄마가 **이를 

위해서 희생(?)한 것 알지! ...... 엄마는 요즘 행복하단다. 거의 매일 엄마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는 사랑스런 아들이 있어서. 많이 아픈 상황에서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를 보면서 눈물이 나도록 대견하고 고마웠단

다. 한** ♡♡♡♡

-**학생 엄마

“마루”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다. 푸들과 슈나우져의 잡종이란다. 지난 주 

목요일 3개월된 강아지를 얻어왔으니 이제 겨우 1주일....... 동물병원에서

는 아직 애기라서 털을 깍으면 안 된다고 해서 좀 지나면 ** 이처럼 빡빡

이로 할 생각......

-**학생 담임교사

위에 제시된 학생의 모둠일기를 보면 ‘두통이 심해서 많이 못 쓸 것 같

다’고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2분의 1페이

지 가량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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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일기 자체에 대한 애정이기도 하다. 자신이 글을 쓰면 그것을 읽기

위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 엄마와 선생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심”해도 뭔가를 쓰고 싶은 것이다. 모둠일기는 학교

에서 부족한 대화의 시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부모는 모둠일기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생활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교사들에 대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모둠일기에서 드

러나는 ‘나’를 비롯하여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 교사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

는 서로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다.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교문 앞

풍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때의 시선은 이러한 따뜻한 관심의 시

선이 아니다. 내가 함께 구성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나보다

상위에 위치한 추상화된 공동체가 부여하는 정해진 규율들을 학생은 따라

야 하고 그것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학생은 판단의 대상일 뿐이다. 이때의

시선은 학교에 난 개구멍이 있다면 거기로 등교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종

류의 감시의 시선인 경우가 많았다. 모둠일기에서 자신에게 집중되는 친

구들, 부모, 교사의 시선은 나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

그대로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대화를 원하는 눈빛이다.

2)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학급제 

1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은 학급제는 이러한 교사들의 태도를 실현

하는 데 적합한 제도다. 보통 일반적인 도시의 학교는 학생 수가 34~40명

정도다. 햇빛고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한 반에 30명 정도인 것을 반으

로 쪼개어 작은 학급으로 두 명의 담임이 15명 정도를 맡는다. 매일 아침

창체 시간 30분을 함께 보내고, 상담도 깊이 있게 할 수 있어 학생들은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작은 학급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권택현 학생의 연구보고서(그래프 인용4)에 따르면 학생들은

작은 학급제 때문에 선생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친구들과도 빨리 친

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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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표인용 4> 작은 학급의 효과 조사

학교가 신설된 해인 2011년에는 학교로 들어오는 모든 행정업무를 차

단하고 모든 교사가 1학년 한 반을 두 개의 작은 a, b반으로 쪼개 작은

학급의 담임이 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1, 2학년으로 학급이 늘고 교사

들도 더 충원되기는 하였으나 2011년에 차단했던 행정업무를 다시 하게

되면서 담임이 될 수 있는 인원도 적어 1학년에 한 해서만 작은 학급제로

운영하고 2학년은 다른 학교처럼 기존의 한 학급을 한 명의 담임이 맡게

되었다. 두 명의 교사가 한 학급을 두 개의 작은 학급으로 나누어 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와 달리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1학년 때에 비해

나빠졌다는 의견들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작은 학급제를 경험했던 2

학년 소연이는 작은 학급제의 좋은 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교사들은 작은 학급일 때는 한 반 학급이 15명이기 때문에 모둠일기를 통

한 학생들과의 교감을 나누는 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작은 학급으로 운영

하지 못한 2학년의 경우 학생이 두 배가 되니 부담이 늘어나고 학생들과

긴밀한 대화와 상담이 어려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교사들 사이에는 내년

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1, 2학년은 작은 학급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행정업무, 교사 수 등 현실

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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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이 받을 느낌을 고려하는 태도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 서보고 교감을 나누려는 시도는 수업을 빠지고

나갔다 온 학생의 문제행동을 다룰 때에도 나타났다. 권재호 교사가 담임

을 맡고 있는 7a반의 민준이가 7b반 학생 한 명이랑 쉬는 시간에 학교

밖에 PC방에 나갔다. 7b반 담임교사는 권재호 교사를 찾아와 그 반 학생

은 복학생인 민준이가 나가자고 하니까 무서워서 본인반 아이가 따라간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민준이를 그대로 학교에 있게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2시간쯤 지나 돌아온 학생들에게 권재호 교사는

호통을 치기 보다는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왜 그랬어”하고는 등을 두

들기면서 “그래, 근데 밥은 먹었니?”라고 말했다. 며칠 후 난 그 장면에

대한 의미를 권재호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연구자: 저번에 월요일날 선생님반 아이들이 나갔었잖아요?

권재호: 아 네.

연구자: 왔을 때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했단 말이죠. 뒤에 아이들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권재호: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애들은 너무 혼을 많이 받아왔던 애들이예

요. 그래서 혼을 내는 거 가지고 애들이 변화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때로는 따뜻하게 해주면서 마음으로 느끼게 하

는 거지.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 관점으로는 혼내서는 마

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반항심을 키우게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늦춰 준거예요. 

연구자: 시간을 준 거군요. 기회를 준거군요.

권재호: 그렇지.

연구자: 그 다음에는 인제 어떻게.

권재호: 애들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애들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순간 

게네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에 안 고쳐질 수 있어요. 

자꾸 미안해지면 그야말로 미안해서...(같이 웃음) 

학교를 무단으로 외출하는 습관을 가진 민준이에 대한 권재호 교사의

반응은 학생이 기대하는 교사들의 익숙한 대응과 차이가 있었다. 권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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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에게 이러한 ‘낯설음’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보통 때는 몸에 배

인 습관에 따라 살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타자에 의해 ‘낯설음’이 제공될 때 생각, 혹은 성찰이 일어난다. 상대방에

게 “미안해서” 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동안 개의치 않

았던, 지향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의미있는 존재가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때 상대방을 고려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동민이가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에서도 “미안하니까”라는 말

이 등장한다.

김동민: 사고 쳐서 집에 가고 막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럴 때 더 그러고 

싶어요. 

연구자: 그래?

김동민: 예. 더 그러고 싶어요. 

연구자: 왜 그러지. 희한한 심리네. 사춘기의 독특한 심리야?

김동민: 가출하잖아요. 근데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집에 가고 싶은데 부

모님 만나서 화내면 더 나가서 밖에 있고 싶고. 

연구자: 아, 다른 네 친구들 보면 가출하고 들어오면 후리치고 하니까 더 

나가고 싶고?

김동민: 사고치고 집 들어가면 맞고 가출하고 또 들어가면 또 맞고 그러

니까 집에 아예 싫어하는 거죠.

...(생략)...

김동민: 걔네 부모님은 애가 져주길 바라고 애는 부모님이 바뀌길 바라고. 

연구자: 그러니까 부모님은 애가 철들길 바라고 애는 부모님이 바뀌길 바

라고.

김동민: 서로 자기는 안 바꾸면서 바뀌라고 하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연구자: 서로 안 바꾼다?

김동민: 예. 보면 답답해요. 많이 답답해요.

연구자: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바꿔야 하는데?

김동민: 예. 먼저 바꾸려고 하는 게 (둘 다 없어요).

연구자: 너 같은 경우는 누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가 다른 

것 같아 그 케이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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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저는 둘 다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먼저 부모님이 저한테 맞추셨

죠. 그래서 미안하니까 할 거 하고, 하려고 하고.

학생이 교사의 의도대로 “기회”로 받아들였을 때 아이의 마음이 열리

고 교육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에게 “기

회”를 준다는 의도가 학생 자신에게도 항상 “기회”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

다. 학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일상적 이론”(Bruner, 1996: p126)을 통해

스스로 다시 해석한다. 중학교 시절에 대한 동민이나 여연이의 말처럼 학

생에게는 “별 일 없는”, “맘대로 하라는”, “뭐라 안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것이 학생에게도 “기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

된 배경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동민이의 경우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교사들의 태도, 학생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햇빛고의 새로운 문화, 부모와 교사의 협력적인 관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동민이를 강제할 수 있는 학교의 징계제도가 배경으로 작용

하여 교사의 의도대로 동민이에게는 소중한 “기회”로 해석될 수 있었고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 마다 기존에 가

지고 있는 추가적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모든

학생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민준이의 친구처럼 다른 학

교를 자퇴한 후 다시 들어온 경우에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모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퇴학이 된 학생도 있고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이 준 “기회”를 여전히 “기회”로 해석하

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2학기가 접어들

면서 학생회가 주도한 여론 수렴 결과 강제규정인 8조법금에 대한 적용이

“지나치게 탄력적”이라는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

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기회”로 해석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주변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학생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징계가 너무 부드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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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왔는데 걔네들은 실상을 잘 몰라서 그렇고. 그날 그랬어요. 징계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다. 벌써 1학년이 20명이 지금 아웃됐다 자의든 타의

든.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웃된 건데 그렇게. 학생회 애들이 퇴

학 유예를 주는 것이 더 단호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예요. 걔들도 동급생끼리도 저 애는 안 봤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선생님들은 포용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

들 관점하고 좀 다르죠. (권재호/남/교사)

2. 공동체의 구성

학교를 장식하고 있는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단어이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보면 학생들은 사회시

간에 배운 공동체라는 개념, 도덕시간에 배운 공동체라는 추상적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햇빛고에도 ‘희망의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간 플래카드

가 식당에 걸려있다. 햇빛고 학생들이 이 단어를 볼 때 떠올리는 것은 교

과서에서 배운 개념만이 아니라 자신들과 교사들, 학부모 대표들이 함께

앉아 시간을 보낸 3주체 생활 협약 토론회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

들과 교사들, 학부모가 돌아가면서 쓴 모둠일기를 떠올릴 것이다. 햇빛고

학생들에게 공동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몸으로 구성해가

는 구체적인 삶인 것이다.

(1) 함께 모색하기

햇빛고 교사들은 첫해에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지향이 비슷한 사

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 모색하는 토론 시간을 자주 갖는다.  

일단 저희학교는 교사들이 학생사안에 대해서 감추거나 미루기 보다는 번

거롭더라도 같이 얘기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연구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큰 사안이면 아마 전체 교사회의나 이런 게 

열려서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사자 선생님이 원한

다면. (강내리/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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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토론을 정리한 문서를 보면 의견을 말한 교사의 이름이 아니

라 “뭐여”, “장동건”, “오또”, “호호줌마” 같은 별칭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교사들 간에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교사들이 모

여 논의하는 것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햇빛고에서 좀 더 자주있는

문화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여서 함께 모색하는 문화는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연구자: 2박 3일 다 같이 떠나는 거야? 

이수찬: 일정은 같은 데 각자 반별로 가죠. 

연구자: 그래서 그 테마여행 프로그램 너네가 짜는 거야?

이수찬: 네 학생들이 반에서 다 짜요. 직접.

연구자: 도착해서 할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다 짜고 있단 말이야?

이수찬: 네. 지금 마무리 작업중이예요. 

연구자: 놀라운데.

이수찬: 프로그램 어디를 들렀다가 몇 시에 어디로 가고 그런 거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다 짜고 있어요. 

연구자: 언제 짜는데? 창체시간?

이수찬: 창체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방과 후에 남아

가지고. 

연구자: 다 남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 남어? 

이수찬: 해당되는 애들 남아가지고 길게는 안하고 30분, 40분

연구자: 그 해당되는 애들이 누구야? 

이수찬: 반에서 하고 싶은 애들. 

연구자: 몇 명 정도 돼?

이수찬: 한 7, 8명. 

햇빛고에서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은 아침조회시간과 합쳐서 매일 30분

씩 수업 전에 이루어진다. 이 시간에는 생일잔치 등 주로 학급만의 행사

나 필요한 논의를 한다. 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쉬는 시간 10분과 점심시

간 을 빼면 함께 학교에서의 삶의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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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된 30분의 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

교사회의에서 창체시간에 학교 공통 프로그램이 너무 자주 운영되는 것을

피해달라는 요구가 있기도 하였다. 한 반 학생이 30명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함께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여 움직이고 또 무엇을 하며 놀지를 함께 정한다. 이런 모

습은 수찬이네 반만이 아니라 다른 반 다른 학년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서

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 함께 놀기

어릴 때는 ‘노는 게 일’이라고 할 만큼 어린아이의 일상은 놀이로 채워

진다. 그런데 커가면서 논다는 것은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

의미가 격하된다. 최근에는 아동의 어린 시기의 놀이 시간도 학원 같이

어떤 목표를 위해 이미 누군가의 합리적이라는 기준에 맞춰 짜여진 시간

배분과 정해진 활동을 아동이 따라가는 ‘쓸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

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햇빛고에서는 ‘함께 놀기’에 관심이 많다. 햇빛고

에서는 3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 1박2일로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

다. 두 시간 정도 선배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햇빛고를 소개하는 프리젠테

이션을 했다고 한다. 신입생들은 학교 교가의 가사를 직접 지어 불러보기

도 하고 선배들의 설명에 따라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3주체 생활협약이라는 이 학교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도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수찬이처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회 학생들

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고 학생회 활동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3월 신

학기가 시작하기 전 1박2일로 다녀오는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에

게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주자는 취지와 함께 교사와 학생, 선배

와 후배 사이에 얼굴을 익히고 함께 놀면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

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들끼리 한바탕 큰 토론이 끝나면 가사실에 모

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논다. 보통의 학교에도 있는 학부모 총회는 자

녀들에 대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노는 시간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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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코끝 찡한 감동을 주었던 ’감동콘서트‘가 6월 1일(금) 저녁 7시부

터 본관 2층에 자리한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와 햇빛고 모든 선생

님들이 함께 아이들의 학교 및 학급생활, 학교폭력예방 대책, 진학 및 진

로, 성적, 인성, 예절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만남이 

있는 감동콘서트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음식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학부모신문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기존의 학교문화와

매우 다르고 교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햇빛고에서는 교사

와 학부모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내려와 학부모를 적극

적으로 반겨주는 모습을 취한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로 올해부터 햇빛고에서 일하고 있는 이보라 교사는 학생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학교와 달리 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에 대하

여 교사들과 상담하는데 더 적극적이라고 하였다. 학부모와 교사가 친밀

해지면서 서로간의 신뢰가 쌓이는 계기로 작용하는 ‘감동콘서트’라는 이름

의 학부모총회가 배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담임교사 뿐 아니라 저나 인권상담부와 같이 나

누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이보라/여/상담교사)

스승의 날에는 오전 수업에는 ‘역지사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모둠을 나

눠 그날 수업이 있는 과목에 대한 수업을 교사 대신 진행하였다. 교사는

학생의 자리에 앉아 그날 하루 학생이 되어 수업을 들었다. 학교에서 흡

연을 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학교도 자주 빠져 퇴학 위기에 있던 민

준이는 친구들과 금연수업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담배피면 피부가 저처럼 돼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강OO학생 스승의 날 풍경 자기보고서)

‘역지사지’가 끝나고 강당에서 학생회가 계획하고 추진한 스승의 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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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했다. 이 날 강당에 붙은 플래카드에는 “학생이 마당깔고 교사가 함

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라고 적혀 있었다.

남학생사회자: 햇빛 고등학교 스승의 날 행사 정말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여학생사회자: 거기다가 이 행사는 100프로 학생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행

사인데요. 단순히 선생님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교사

와 학생이 어우러지는 하나가 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스승의 날 참여관찰 2012. 5. 15.)

학생들은 꽁트와 공연을 준비하고 햇빛고 가수라 불리는 교사의 답가

가 있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하는 게임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준비

한 떡케이크가 단상에 준비되고 학생대표가 초에 불을 붙였다. 교장선생

님이 대표로 나와 교사생활 중 이렇게 감동적인 날은 처음이라며 학생들

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촛불을 껐다. 스승의 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학생들이 쓴 롤링페이퍼와 카네이션 전달식이 있었고 이후 교실로 돌아간

학생들은 학부모가 준비한 떡을 모두 나눠 먹었다. 햇빛고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준비한 행사를 지켜보는 나 또한 감격에 겨워 눈물이 핑

돌았다.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에게 ‘불편한 날’이 되어 버렸는

데 햇빛고는 스승의 날의 의미를 새로 쓰게 하였다. 스승의 날이 모두에

게 축제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거

구나하는 깨달음을 주었다. 학생들에게는 스승의 날이 “학교와 선생님들

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즐겁고

감동이 있는 날”로 기억되었다.

놀이의 의미에 대한 이진경의 글에서 햇빛고가 함께 놀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놀이는 서로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조차 한데 어울려 ‘놀게’ 만든다.  

상이한 신체를 관통하는 공동의 리듬을 통해서 어느새 ‘나’의 경계는 완화

된다. 이런 점에서 ‘놀이정신’이란 단지 “모든 것을 놀듯이 즐겁게 한다”만

을 뜻하진 않는다.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과 호흡을 맞추면서 공통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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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공통의 리듬을 만들려는 정신이고, 타자와 함께 움직이고 타자와 함께 

살려는 정신이며, 그것을 통해 집합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신체를 만들어

내려는 정신이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 나서거나 물러서며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능동적 변이와 조절능력이 없다면, 어떤 놀이도 잘 되기 힘들

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정신, 아니 놀이능력은 함께 사는 능력, 함께 하는 

능력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이진경, 2012: 368). 

퇴학 위기에 있던 민준이는 퇴학 유예의 “기회”를 얻은 기간에 햇빛고

의 이러한 함께 놀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즐거움을

찾게 된다. 1학기 때 퇴학 위기에 있을 때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 힘들

것 같다”는 담임인 권재호 교사의 생각과 달리 2학기에는 학급 공동체에

편입된 것 같다고 했다.

3. 타자와의 만남과 이해의 확장

(1) 타자와의 만남

‘타자’란 자아 밖의 모든 외재성을 의미한다. 타자는 나 밖의 다른 사

람, 익명성으로 나타나는 요소적 환경의 타자성, 무한한 시간성, 신 등을

총칭한다.(김연숙, 2001: 13) 레비나스는 교육을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 무

한의 이념을 전해 주는 계기로, 즉 자아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심어주는

과정으로 본다(김연숙, 2001: 23) 자아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타자는 때로 불편하지만 타자와의 만남은 성찰을 통해 나의 이해의 지평

을 확장해 주는 교육적 계기가 된다.

1) 교사와 생각이 다른 교사들과의 만남

햇빛고에서는 교사들 간의 토론이 활발한 편이다. 보통 학교에는 ‘교직

원회의’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활발한 토론 보다는 각 부장들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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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 주에 있을 행사 등을 안내하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실시되는 각종 보충수업과 방과후 수업 등이 생기면

서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다. 교사들 간

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생활지도부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학생 생

활지도 방식이 바뀌기도 한다. 생활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터지면 해당 학생과 교사 개인과 생활

지도부의 문제이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근

거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지도방식만이 옳다는 확

신 속에 갇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학기 초에 학생들 생활지도 관련해서 2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했어요. 결

론은 없었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 (권재호/남/

교사)

2) 3주체 생활협약 토론에서의 3주체의 만남

햇빛고에는 공동체 생활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

사, 학부모가 먼저 학생은 학생들끼리, 교사는 교사들끼리, 학부모는 학부

모끼리 자신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정하고 다

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약속들을 정한다. 그리고 3주체 대표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협약 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조절하고 최종적으

로 학생의 약속, 교사의 약속, 학부모의 약속을 교환한다. 올해는 작년에

만든 생활협약의 이행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각 주체의 자기 평가와

다른 주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누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

졌다.

 교사대표2: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에게 쓴 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공

동체 생활협약 부분에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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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라고 하는 표현이 학생 입장에서 지루하다는 것인데 

제가 햇빛고에 왔을 때 햇빛고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시고 교실에서 수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

시는데 실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현장은 여러분들의 참

여와 관심이 선생님들의 힘을 많이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대표2: 학생의 휴식권과 교사의 수업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권조례에 어디에도 정규수업시간에 휴식할 권리를 주라는 

내용은 없어요. 정규수업시간이외에 휴식할 공간과 시간을 마

련해 주라는 것이죠.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 무조건 다 

남아서 자율학습해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 휴식권이지 수

업시간에 자도 된다는 것이 휴식권이 아닙니다.

교사대표2: 이 부분을 토론에 넣은 것은 일부 학생들이 학생의 휴식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해를 도우려고 넣어봤습

니다. 

학생대표1: 그렇다면 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좀 자

세하게 이런 뜻이다라는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대표1: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준다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학생의 관점, 교사의 관점, 부모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관점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협약토론 참여관찰 2012. 3. 23)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교사나 학부모의 입장

에서 같은 사안이 어떻게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들으면서 이해

의 지평을 확장해 간다. 나는 3주체 생활 협약 토론회를 보면서 단상위에

서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단상 아래 학생들 간의 분위기에

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토론 시간이 흐르면서

단상 아래 학생들은 옆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한다든가 장난을 친다든가 단

상 위 학생들 보다 토론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

다. 위에서는 활발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예 3명 정도가 둘러 앉아 마

치 자유시간인 듯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여기 저기 눈에 띠었다. 가끔 선

생님이 그런 아이들 곁으로 다가와 곁에 잠시 앉아 몇 마디 말을 나누고

갔지만 그런 모습은 중단되지 않았다. 많은 수의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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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동안 토론을 지켜보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토론회에 같이

있지만 단상위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것을 의미있게 지켜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서의 자유와 상황에 게의치 않고 자신이 편하고 하

고 싶은 것을 하는 학생들에게서의 자유라는 서로 다른 차원이 나타나고

있었다. 생각이 서로 다른 타자를 만나 자신을 성찰하는 체험, 주체가 된

느낌과 그 수준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학교 규모가 전체적으로 더 커지면 이런 토론이 더 어려워질 것

이고 좀 더 소규모로 논의할 수 있는 장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3) 중학교 때와 달리 강한 교칙과의 만남

햇빛고에 들어온 학생들은 복장, 두발 등에서 중학교에 비해 자유로움

을 느끼면서도 8조법금이라고 하는 강제 조항에 대해 규정이 엄격하다고

말한다. 특히 중학교 때 흡연이나 출결에서 문제를 겪었던 학생들은 학교

규정을 어겨도 “별일 없던” 중학교와 달리 “퇴학”이 될 수 있는 학교 규

정은 그들에게서는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작용하는 불편한 타자다. 그들

의 몸에 익숙해져버린 나쁜 습관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바뀌는 것이 쉽

지 않아 보였다.

김교사: 너희들 최소한 학교는 나가지 말자.

학생들: ???

김교사: 학교에서 아웃되지 말자는 말이다.

학생 1: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규정이 너무 엄격하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김교사: 세상에는 쉬운 것만 있는게 아니란다.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법!(권재호 교사의 <밀착상담 사례 자기보고서>에서)

연구자: 중학교 때 그런 거 답답한 거 많이 느꼈구나. 일단 와보니까 어

쨌든 머리 자유롭고 옷 자유롭고 그런 거 말고 생각하지 않았던 

차이?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옷 자유로운 거랑 머리 

자유로운 건 이미 들었고 와서 새롭게 느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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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규율이 좀... 센 거 같아요. 

연구자: 규율이 센 거 같애?

김동민: 아 일단 지켜야 될 건 확실히 지켜야 되는 그런 주의 같아요.

연구자: 학교까지 왔는데 학교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간 거야?

김동민: 아뇨. 그 사회봉사 가기 싫어서 집에 갔어요. 

연구자: 아. 사회봉사 가기 귀찮아서?

김동민: 네.

연구자: 사회봉사 같은 징계 안 받고 그냥 가면... 중학교 때는 괜찮았어? 

김동민: 그냥 별 이상은 없었어요.

연구자: 음. 근데 여기선 뭐래?

김동민: 혼나고 다시 갔죠. 한 번 더 갔죠.

연구자: 또 갔어? 기간 연장해서?

김동민: 네.

동민이는 햇빛고에 들어와서도 중학교 때처럼 징계를 받다가 자기 마

음대로 집으로 가버렸다. 그래도 중학교 때는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

다. 그런데 집으로 가버린 동민이에게 전화를 걸어 인권상담부의 김OO교

사는 징계에 불응하면 학교로서는 더 기회를 줄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말

했다. 중학교와 달리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동민이는

더 이상 교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사회봉사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징계를 받는 것을 받아들였다.

4) 학생회 활동을 통한 생각이 다른 학생들과의 만남

학생회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

견 차이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학생회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했고... 저희

는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학생 의견을 잘 대변해 주는 거였어요...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저희는 

지금 패닉이고 충격을 받고 지금... 오늘 총체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다운

됐어요.(권택현/남/2학년)



- 83 -

학생회에서는 설문조사이후 일반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해 느끼는 것이

자신들과 매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학생들이 학교나 학생회에 대

해 건의하고 싶은 의견을 상세하게 받기 위해 교실에 찾아가 의견수렴하

기, 학생 홈베이스에 메모장, 스티커로 의견 표시하기 등의 사업을 실시했

다.

권택현 : 총무부와 전교회장 OO이랑, 성격 좋은 학예부장 이렇게 2학년 

세 명이서 중심을 이루고 1학년 재학생들과 총무부원들까지 포

함해서 세 팀으로 나눴어요. 2학년 1명에 1학년 세 명. 각 반에 

들어가서 학생회가 뭘 했으면 좋겠나. 진정한 민주주의가 밑에

서 올라오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면서 자유롭게 진행했어요. 1학

기 때 사업이 어땠는지, 내년에 똑같이 해도 좋을지 개선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연구자 :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권택현 : 네. 그리고 2학기 때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학교 시설 

같은 것 대신 건의해 줄테니 얘기해 달라. 마지막으로 생활협약

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분명히 안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

올 건데, 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봐야 추상적으로 나오지 구

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물론 나오는 반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걸 생각하는 과정이 좋은 것 같아서 넣었어요.

연구자 : 얘들이 의견을 그 자리에서 제시를 안 할지라도 듣기 위해 시도

한 것이 중요한 거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니까.

권택현 : 네. 반응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나왔어요. 3

주체협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숭떨지 말자 이런 건 판단하

는 기준이 없고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안을 만

들어서 체크리스트를 한다면 협약 자체를 체크하지 말고 세부안

을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학생회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은 학생회가 무슨 일 하는지 학

생들이 잘 모른다하고 학교 수업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 8조법

금이나 규정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저희반도 수업분위가 좋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공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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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더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이수찬/남/1학년)

권재호 교사는 1학년의 경우 학교선택제 이후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표방한 햇빛고에 학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들어왔고 수찬이가 있는 반을 제외하고는 수업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

고 하였다.

연구자: 학교 선택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어요. 

권재호: 작년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선택제라고 하지만 70%가 그냥 

배정받은 것이고 올해 신입생 같은 경우는 그룹핑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두 그룹인데 한 그룹은 특히 우리학교는 두발 용

의복장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니까 야 그거 괜찮다하면서 

경계선 바깥에 있는 애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복학생들이 말

하자면 재수생인데 다른 학교에서 제적되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런 애들이 10명 정도 들어왔고. 다른 그룹은 혁신학교

라는 게 좋아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밑에 그러니까 자유롭

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그룹핑 해서 온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작년 1학년과 달리 올해 1학년이 학교 문화 속에 편입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거고. 학교선택제가 결국은 이 학교

나 저 학교나 비슷하다 그러면 어디가든 상관없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특정학생들이 몰리는 구조가 되니까 정말 하기가 어렵

다. 그래서 평준화가 빨리 시급하게 해결 안 되면 선택제가 해

결 안 되면 어디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립고등학교는 대

안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드러나는 것 같

아요.

연구자: 요새 대안학교는 집에서 뒷받침해줘야 들어가는 학교가 되었잖

아요. 

권재호: 그런 지방에 있는 좋은 대안학교 말고 서울에 있는. 

연구자: 힘든 애들 가는 그런 대안학교가 될 것 같다. 

......

권재호: 사립과 공립의 차인데 사립은 굉장히 통제적이예요. 애들이 기본

적으로 싫어해. 하위권 애들은. 그렇다 보면 공립으로 자꾸 쏠리

게 되고 상승작용이 나타나서 한계 용량을 넘어가 버리면 방치

할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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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엉망이더라고 소문 듣고 안가고.

권재호: 결국 학교마다 특히 공사립 차이가 사립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

로 (학교 규율을) 강하게 하는 거야. 강하게 하면 그런 애들이 

못 오지. 내가 봤을 때 상위권 같은 경우는 우리학교 같은 경우

는 의식적으로 우리 학교가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부모 요구도 

있었고. 우리가 좀 개내들에게 미안한 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개내들 공부하는 데 좋은 장치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정돈하는

데 애를 쓰는 것들이 미안한 거지. 그리고 우리의 교육활동이 

왜곡되게 나타나서 우리의 교육 능력이 왜곡돼서 나타나서 미안

하지. 

연구자: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 풍부하게 쓸 수 있

는 시간들이 생활하는 거 돌봐주어야 하는 애들한테 그런 식으

로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집

중되다 보니까 그런 거군요. (웃음)

권재호: 그렇죠. 

연구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럼 우린 애들 확실히 통제해서 편한 

길을 가겠다하는 학교들이 편한 길을 가는 거군요.

권재호: 이익을 보고 있는 거지.  

권재호 교사는 학교 선택제 이후 상위권 아이들 중에 혁신학교라는 것

이 좋아서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밑에 아이들이 학교가 “자유롭다”고 생

각하고 복학생을 포함한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다. 자

유로운 영혼이 많아 수업분위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때의 ‘자유’의 의미가

‘내 맘대로’, 혹은 교육적인 정당한 간섭이든 부당한 간섭이든 종류에 상

관없이 간섭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자유라는 것을 의미한다. 햇빛고에

서는 이런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면서 그러한 학생들의 내

맘대로식의 자유를 변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 교사들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교사들이 수업과

관련한 교육내용에 시간을 충분히 쓰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었

다. 1학년의 경우 학기 초에 비해서 2학기에는 작은 학급제의 운영 등으

로 흡연학생도 줄어들고 수업분위기도 1학기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현재

의 2학년은 그 전해인 1학년 1학기 때보다 1학년 2학기에 수업분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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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태도가 좋아졌던 것과 달리 1학년 실시했던 작은 학급제로 운영을 하

지 못하고 문과와 이과로 나뉘면서 성적이 높은 이과 3반을 제외하고는

수업분위기가 점차 나빠지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회에서는 수업분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가지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단 여론조사 때 나온 의견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둔 건, 학

급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를 토론을 했어요.

간담회에서 저희가 제일 강조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너무 자율만 주는 

건 학생들한테 오히려 교육적으로 더 힘들다.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통

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거든요.(이진우/남/2학년)

이수찬 :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을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

해 주시는데, 저는 완전히 똑같이 대하는 건 그것도 차별이라

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애들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구자 : 음.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게 안 되는 애들

이 있는데. 그대로 똑같이 하면 그런 걸 형성하기 힘든 거지.

이수찬 :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방치가 되는 거니까.

11월 2일 학생의 날 행사를 참여관찰 했을 때 학생회가 준비한 프로그

램에는 전체 학생 여론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아들여서인지 유난히 일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리고 단상 아래에 있는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게임에는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답에 따라 움직이

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1명, 두 개의

학생 동아리에서 각각 1명씩 3명이 나와 학생의 날의 기원과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10분간 진행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나온

몇 개 조항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며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설명하고 나서

학생인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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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그.런.데.”(프리젠테이션 화면 글씨) 우리학교 학생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화면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자는 연출된 모습 등장) 

목소리1: “애들아 자지 말고 일어나서 수업 들어야지”

목소리2: “선생님 자고 싶을 때 자는 것도 우리 인권이라구요” 

혹시 수업시간에 이런 모습 흔히 보지 못하셨나요? 

(화면에 학생들이 빗자루를 들고 노는 연출된 모습 등장)

목소리1: “저쪽 가서 놀아 시끄러워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겠잖아”

목소리2: “싫은데 쉬는 시간에 내 맘대로 못해? 인권침해야.” 

(단상아래 학생들이 웃는다)

사회자: 쉬는 시간 교실의 풍경도 자주 이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학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처음 학생은 선생

님의 수업권을, 두 번째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내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상아래 학생들 박수를 친다) <학생의 날 행사 참

여관찰 2012. 11. 2>

학생의 날 기념 프리젠테이션도 학생회만이 아닌 두 개의 동아리가 함

께 구성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행사를 만드는 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

한 모습이 보였다. 프리젠테이션 내용에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날

행사에는 내년에 이 학교에 자신의 자녀를 보낼 것인가를 고려해 보고자

하는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함께 와서 참관하고 있었다. 학부모 중에서

화면에 나온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그러니까 저게 연출된 거죠. 난 또

진짜인줄 알았네”라며 안도의 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다.

학생회 학생들은 학생회 날 행사에 ‘적반하장’이라는 꽁트를 준비했다.

선생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1번 김개똥.

학생 1: 네!

선생님: 2번 김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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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 네!

선생님: 3번 고도리

학생 3: ...

선생님: 고도리! 고도리 안 왔니?

학생들: 자고 있는 데요. 

선생님: 아니 지금 1교시인데 학교 온지 얼마나 됐다고 잠을 자. 

       (고도리에게 걸어간다.) 고도리 일어나라.

학생 3: ...

선생님: 얼른 일어나라니까?

학생 3: 아오 진짜 잠자는데 왜! 깨! 우냐고 요! (당당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

며)졸려 죽겠는데.

선생님: 아니 너(곤란해 하며).

학생 3: 미안하다고 안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학생 3: 미안하다고 안하셔도 된다니까 왜 그래요? (화를 내며) 짜증나게 진

짜. 

선생님: 잘못했어. 내가. 

학생 3: 안하셔도 된다니까.(당당하다는 듯) 알았어요. 용서할께요. 얼른 수업

이나 하세요.

<꽁트 적반하장 1. 잠 - 학생의 날 행사 참여관찰 2012 .11. 2> 

이것은 몇 개의 짤막한 상황을 옴니버스로 연결하고 있었는데 꽁트의

특성상 재미를 위해 과장이 덧붙여지긴 하지만 학생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햇빛고의 학생들은 그들이

준비한 학생회 프로그램을 통해 ‘내 맘대로’식의 자유관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이를 성찰하고 바꿔가기 위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

다.

(2) 유아론의 극복과 이해의 확장

민준이와 은지와 여연이가 교사들과 충돌이 있었던 자신들의 과거시기

를 이야기할 때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유아론적인 측면이 있었다. 유아



- 89 -

론은 한자말로 나만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조광제(2008: 228)의 유아론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 따르면, 나 아닌 사물들은 있으나 이러한 사물들을

대상화해서 갖는 주체는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것이 된다. 이는 나와 동

등한 인식적 역량을 갖춘 다른 존재, 즉 어떤 근원적 주체로서의 타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민준: 그냥 막 그래도 제가 맨날 자는 거 아닌데 가끔 잘 때 있는데 

그럴 때 막 그냥 냅두면 좋겠어요. 

연구자: 수업시간에? 

전민준: 맨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뭐든 한번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요. 

연구자: 그런데 이제 굳이 깨워서 가는 게 반발을 많이 일으킨다고? 

전민준: 네. 맨날 자는 것도 아닌데 막.

1학기 처음 면담할 때 민준이는 자기 자신이 수업시간에 자는 것은 가

끔 있는 일일 뿐인데 굳이 깨우는 교사의 행동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민준이를 바라볼 때는 민준이와 다른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때 민

준이가 학교를 매년 67정도 빠질 때에도 민준이가 행동을 결정하는 순간

에 교사나, 부모나, 반친구들의 입장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 것과 유사하

다. 민준이의 행동 뒤에는 이러한 유아론적 사고 습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 습관은 여연이에게도 나타났다.

전여연: 중학교 선생님들은 좀 별로였어요.

연구자: 왜?

전여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지. 딱 첫 수업에 싫은 선생

님과 좋은 선생님이 나뉘어져요. 이 선생님은 착하다, 이 선생님은 

나쁘다. 그럼 그 (나쁜)선생님한테는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저

는. 저한테 잘해주는 선생님은 가서 인사하고 말할 때 착하게 하

고 스승의 날 때 카네이션도 사주고 하는데, 싫은 선생님은 인사 

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나쁘게 대해주니까 그냥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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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첫 시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판단해?

전여연: 그게 딱 나와요. 진짜. 선생님 들어와서 하는 말 있잖아요. 애들아 

안녕 처음에 이러잖아요. 근데 싫은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얼굴 정

색하고 싸가지 없게 말씀하시고.

연구자: (웃음) 네가 얘기했잖아. 재수 없어 보이는 선생님한테는 똑같이 

재수 없게 군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갔는데 자기 

판단에 재수 없는 애가 있어. 그래서 걔를 싫어하는 걸 적나라하

게 표현해 그럼 어떤 걸까. 그거와 너나 다른 학생이 그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박은지: 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안 좋아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라면 입장 바꿔서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러면 저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가만히 못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상상을 해봐.

박은지: 내쫓았을 것 같은데.

연구자: 안 나간다면? 싫어요. 안 나가요 그러면. 나가라고 해봐. 내가 대

응해 볼게.

박은지: 너 같은 학생 안 가르친다고.

연구자: 저도 선생님같은 분한테 배우고 싶지 않아요.

박은지: 그래 알았다. 너는 포기다. 

연구자: 마음대로 하세요.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앉아있을 거예요.

박은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네요(웃음). 전 나름대로 그 

때는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나름 타당한 이윤데(웃음), 그건...

위 면담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

만의 옳음에 갇혀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빚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유아론적 경향을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타자를 받

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즉 감성의 작용에서 찾는다. 타자를 자기 안으로

동화시키거나 통합함이 없이 타자를 수용하면서 타자로 향해가는 열망과

초월의 움직임에서 인간은 유아론을 벗어나 타자와 화해하고 사회적, 윤

리적으로 관계맺음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김연숙, 2001: 14). 타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는 유아론을 극복하는 성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윤리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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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다른 지평에 있는 타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을 통해 서로

에 대한 이해의 폭은 확장된다. 노란머리를 한 아들을 아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모둠일기에 담겨 있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넘 좋다며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네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된단다. 바램이 있다면 항상 학생으로서 넘치지 않는 행동을 해주기 바라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며 네 것으로 만들어 갔음 한단다. 솔직히 노란머

린 ~ㅠ 그래도 넌 내 보물 ❤’(학생의 모둠일기에 대한 엄마의 답변)

학생들이 기대한 대답과 다른 교사들의 낯선 관점을 들어 볼 수 있는

만남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자는 아이보다 차라리 떠드는 아이가 

낫다고 선택하셔서 어리둥절했다.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우

리 햇빛고만의 색깔이 반영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스승의 날 

풍경, 강OO학생 자기보고서)

동민이처럼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지킬 것은 지키게 하는” 학교의 강

제 규칙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구성원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제 규칙은 학생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학교문화와 계열을 이루면서 학생들에게 분노의 대

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전민준: 고1 만약에 저처럼 또 자퇴를 하면 깨달아요. 

연구자: 아. 자퇴를 하면 깨닫는다고? 

전민준: 그런데 그 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때 깨달았어요. 

“지킬 건...지킬 테니까요.” (김동민/남/1학년) 

2학기 중반 2차면담에서 민준이는 유아론적인 사고습관에 일정한 변화

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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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문화가 있어. 너도 느끼겠지만 약간 다른 

부분도 있잖아. 이런 부분은 좀 바뀌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니? 

전민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어이없는 것 밖에 없죠. 제 또래 애들이 바라

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연구자: 예를 들어 뭐야?

전민준: 학교 좀 안 나오게 해달라거나 등교 시간을 늦춰달라거나...

연구자: 몇 시로 늦췄으면 좋겠어? 나도 좀 빠른 것 같아.

전민준: 한 10시로 늦추면 지각을 안 할 텐데. 또 거기에 익숙하다보면 

새벽 3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겠죠.

연구자: 그지. 그런 것 말고는 없어?

전민준: 애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밖엔 없는 것 같아요. 마땅히. 솔직히 

이 학교도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애들이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연구자: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전민준: 학교에서 지켜주기 좀 뭐한 거죠.

연구자: 학교에서 뭐? 아 학교에서 말을 들어주기가 뭐한 게 많다고?

전민준: 네. 이 학교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학기에 접어들면서 민준이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학기 초에

민준이를 보았을 때 갈색으로 염색한 단발의 파마머리 때문에 사자머리라

고 불리고 있었다. 큰 키와 덩치 때문에 더 험상궂어 보였던 얼굴에 내가

볼 때마다 교복 대신 하얀 반바지에 후드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민

준이의 반에서 6월 4일 창체시간에 참여관찰을 할 때도 민준이는 후드티

에 달린 모자를 계속 쓰고 있었지만 권재호 교사는 그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1학기 말에 가기로 한 반여행에 민준이가 추진위원장이라고 칠판

에 쓰여 있었다. 2학기에 들어서 민준이는 후드티 모자를 벗고 있을 때도

있었고 머리도 이전보다 짧게 잘라 부스스한 모습보다는 좀 더 단정해진

모습이었다. 권재호 교사의 말대로 “순한 양”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

다. 1학기에 무단출결 때문에 퇴학되기 직전에 민준이는 유예의 기회를

받았다. 권재호 교사는 민준이랑 이 학교에 같이 들어온 복학생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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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퇴한 것과 달리 민준이는 스승의 날 역지사지 수업해보기에서 “금

연”수업을 시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학급 공동체에 편입되어 가고 있

다고 하였다. 민준이는 반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있다고 했다. 민준이는 2

학기 들어 모둠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담임이 하도 쓰라고 해서

쓴다고 푸념석인 글을 썼지만 점차 모둠일기를 쓰는 횟수가 늘어났다. 이

태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던 일, 오토바이를 타다 죽은 친구들, 여자친

구를 구하려다 같이 한강에 휩쓸려 죽은 친구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담

임에 대한 불안한 첫인상과 결국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준 담임에

대한 고마움, 반 아이들 모두에 대한 자신의 느낌 한 줄 쓰기 등의 기록

을 남기면서 반친구들, 그리고 담임과 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

다. 이러한 과정은 민준이의 유아론적 사고습관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

었다.

4. 교육 본연의 활동을 위한 행정 업무 줄이기

햇빛고에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그림2>와 같

은 방사형 결재라인을 실시하고 있었다. 햇빛고 교사들은 이를 수평적인

결재체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형 결재라인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학교의

결재방식에 대한 권재호 교사의 설명을 듣고 ‘방사형’이라는 이름을 지어

봤다. 담임위주의 방사형 결재라인은 이전의 피라미드식 결재라인을 변형

시켜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학생들과 만나는 시

간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1>에서 교무부 부서원의 경우 부서원->교무부장->교감->교장으

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을 갖게 되고 <그림2>에서는 교사가 직접 자신의

업무에 대해 교장의 최종 결재를 맡게 되는데 교장을 제외하고 각 자가

모두 자신이 맡은 행정업무가 있다고 했을 때 교장이 최종 결재하는 횟수

는 13번으로 동일하다. 교사들이 방사형 결재라인에 찬성하는 이유는 부

장들이 행정업무 중심이 아닌 담임업무 중심으로 배치되길 원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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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피라미드식 행정업무 결재라인               <그림2> 방사형 결재라인   

교사들은 교사의 업무가 수업과 학생들과의 상담 등 학생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림1>의 피

라미드식 결재라인에서 교감의 역할은 공문을 부서별로 배정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지만 <그림2>의 방사형 결재라인에서는 교감이 공문을 직접

처리하는 역할을 더 많이 맡게 된다. <그림2>는 부장이나 교감이 <그림

1>에 비해 행정업무를 더 많이 맡게 되는 구조다. 학교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 밖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공문에 대해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리자를 평가하는 ‘성과’라는 것이 학

교밖에서 주어지는 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로 매겨지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요구사항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업무를 통제하기 쉬

운 기존의 행정중심의 피라미드식 업무체계를 선호하게 된다. 관리자인

교장의 입장에서는 방사형 결재라인보다 피라미드식 결재라인을 더 선호

하는 것은 결재횟수는 13회로 똑같다 하더라도 피라미드식 결재라인의 경

우 3명의 부장을 통해서 부서원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업무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주참여자인 권재호 교사에 따르면 방사형 결재라인에 대해서 관리

자인 교장을 너무 힘들게 하는 구조라는 비판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했다.

햇빛고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줄이려고 다각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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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가 쓸 수 있는 절대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육 본연의 활동에 시간을 더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교사들의 시도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과

마찰로 나타나기 쉽다. 학교에 필요한 제도와 지원이 미비한 경우 결국

문제가 학교 구성원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학년과 마찬가지로 2학년도 작은 학급제로 운영하여 학생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에 대하여 거의 모든 교사

들이 학급 담임을 맡았을 때 행정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반대의

견이 팽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래의 2학기말 교사토론 자료에는 2학년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1학

년과 마찬가지로 작은 학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작은 학급제의 필요성

가. 돌봄 조건의 지속성

 1학년 때 작은 학급제로 밀착으로 진행되었던 학생과의 관계가 2학년 때 

지속될 수 없는 조건(담임이 감당해야할 학생 수의 과다) 속에서, 관심과 

배려의 부분적 공백이 나타나면서 ‘재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돌봄 조건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8조법금 위반이 2학기에는 1, 2

학년이 역전됨. 2012학년도 징계통계와 상담실 통계 참고.)

나. 문이과의 분리에 따른 학생배치의 불균질화

  1학년 때는 나름 정상분포로 학급내에서 균질적인 학생들이 분포되었지

만, 2학년 때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

우가 특히 문과에서 나타나고 담임으로서는 감당해야할 “자유로운 영혼”

의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힘이 소진되는 문제가 나타남.(* 왕따문제, 

소소한 폭력, 부적응 등에서 2학년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음.)

다. 학급 및 학교교육활동에서의 효율성

  인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학급활동(모둠일기, 플래너, 상담, 진학지도, 생

활지도, 생활기록부 기록 등)과 각종 학교행사지도, 프로젝트, 테마여행 

등에서 담임 혼자서는 힘이 부침(기존의 부담임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  

<2학년 작은 학급제 확대 실시 관련 교사토론 자료.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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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담임인원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배치되었을 때 행정업무

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실론에 밀려 다음 해에는 2학년도 작

은 학급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한 토론은 17대 18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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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해석 및 논의

1. 학생의 자유관과 교육

최근 한 교사 연수에서 교사들에게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자

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나온 답변들은 “의무

는 없이 권리만 있는 것”, “자기가 편한 것”, “간섭받지 않는 것”, “교사나

부모님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 등이었다. 이는 현재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자유관이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 벌

린의 소극적 자유관에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햇빛고의 회장인 진우는

1학기 초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진우: 1학년 애들이 아직까지 햇빛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자유를 잘못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자유를 애들이 뭐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

이진우: 자기 자신이 편안한 것.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어요. 또 2학년은 

다르게 인식하고. 1년 겪어 봤으니까.

연구자: 2학년은 어떻게 인식해?

이진우: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쪽

으로 많이 인식하고...

이사야 벌린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근대 자

연권이론과 관련이 깊다. 자연권 이론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남의 간섭

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를 주었다(조효제, 2007). 자연권

사상은 근대 절대권력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고통 받았던 사람

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었다. 자연권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당시의 억압적 공동체와 독립적으로 정당화시켜주었고

우선적인 것으로 위치시켰다. 이러한 근대권력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이전 사회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

릴 수 있었다. 학생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권단체에서 강조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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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자유는 바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과거 일상적으로 전개되었던 권위주의적인 학교나 교사가 학생에

에게 행했던 억압적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로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을 향상

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간섭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나 ‘정당한’ 간섭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 ‘간

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관은 간섭의 종류에 상관없이 간섭이 적을수

록 자유가 증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서 정해진 규

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은 간섭이긴 하지만 자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페

팃에 따르면 그것은 정당한 간섭이다. 이러한 간섭을 일상적으로 거부하

게 되면 공동체가 아닌 사적 개인에 의한 ‘자의성’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자유가 오히려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포함하여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서의 권리로 인

간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어떤 도구

적인 목적에 의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전제된다. 개인이 소유한 것으

로 전제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소유를 인정받는 것이

다. 말하자면 자유는 소유된 권리이기 때문에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관에

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 자유를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타인

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는 바로 교과서에

서 등장하는 ‘천부인권’으로 불려진다. 여기서 자유는 신이 나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신과 나의 관계지 신을 제외한 사물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

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관으로는 타인의 현존이라는 존재조건 속에서의 자

유를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자유관은 인간의 실존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의 현존을 전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아론에 빠질 위험성

을 안고 있다. 또한 학교가 목표로 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교육은 학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자유로운 자로 키우는 것이 목표

다. 학생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기존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기존

의 모습-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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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자신에게 없었던 역능을 갖추게 되면서-기존의 모습을 부정-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때 더 자유로운 자는

간섭이 더 많이 배제되어 간섭의 종류에 상관없이 간섭이 줄어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선택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선택지가 늘어난 상태

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 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역능10)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자유

는 ‘애씀’을 통해 기존의 자신을 깨고 더 커져가는 것이지 기존의 자신을

‘인정’받음을 통해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는 간섭하

는 타자를 배제하지만 교육은 타자와의 관계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

사는 학생에게 중대한 타자로서 친밀함뿐만 아니라 낯설음을 제공하여 학

생에게 성찰의 계기, 성장의 계기를 주는 타자이다. 따라서 교육과 조화되

는 자유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루돌프 슈

타이너의 교육사상에 따른 발도르프 학교(혹은 슈타이너 학교)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교이름을 **자유학교11)로 짓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교육이란 “자라나는 세대가 기존의 사회를 언젠

가는 변형시킬 수 있도록 자신들의 동인과 소양들을 가능한 다방면으로

전개시키는 교육,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12)”을 말한다. ‘닐’의 자

유학교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한다면 발도르프 학교에서의 자유

의 의미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역능의 증가를 통한

자유라는 의미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말한

대로 현재의 학생들이 가진 자유관이 ‘의무는 있고 권리만 있는 것’, ‘교사

와 부모의 말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 ‘자기 편한 것’이고 햇빛고 학생회장

의 지적처럼 자유를 ‘자기 편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육과

조화될 수 있는 자유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타인의 현존이라는 존

10) 능력이 아닌 역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말하는 능력이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한 학업능력을 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문제제기의 차원이다. 교육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업능력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능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

11) 우리나라에도 발도르프 학교로 과천자유학교, 광명자유학교가 있다.

12) 프란스 칼그렌, 아르네 클링보르그, 『자유를 향한 교육』, 섬돌, 2008,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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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건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내 맘대로식 자유’

로 나타난다. ‘내 맘대로식 자유’가 통용되는 곳에서는 타인과의 동등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자의성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가 목

표로 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유’와 대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

그문트 바우만이 제시하는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유’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의 특성상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현대사회에

서 다른 자유관에 비해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

은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조건이 아니라 역사적이

고 사회적인 창조물일 따름이라고 본다. 바우만(1988, 문성원 역, 2002:

22)에 따르면 자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활조건과 떼어 내려고 해야 뗄

수 없이 묶인 특수한 의미를 획득하고 나서야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었으

며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소비자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

리고 그 자유는 효율적인 시장의 현존에 달려 있으며, 또 거꾸로 그런 시

장이 현존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

바우만((1988, 문성원 역, 2002: 48)에 의하면 다양한 사회학적 이론이

요구하는 것은 자유선택을 하는 행위자를 사회의 본질적인 단위로 보는

관점이다. 반면 바우만이 벤담의 판옵티콘이라는 모델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어떤 행위자들은 다른 행위자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를 내 주위에 배치된 사물, 혹은 제도, 타인의 현존이라는 관

계 속에서 조망하도록 한다.

철학자들마다 자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에 하나가 옳고 나머지는 틀린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다양한 자유관은 오

히려 현재의 우리 삶이 다양한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자유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단면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차원으

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야 벌린은 적극적 자유에 대

하여 결국 참된 이성을 표방한 권력에 의한 자유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비

판하고 소극적 자유,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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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도 타자와의 소통이 전

제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는 결국 유아론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

에 해도 되는 행동들이 타자와의 조율 혹은 타자에 대한 책임 없이 허용

되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어떤 자유관이든 공통적인 전제는 추구하는 자유가 “타인의 현존 속

에서”라는 인간의 존재조건 속에서의 자유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과

모순되지 않는 자유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자유

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하고 타

인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학교 문화의 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햇빛고 문화와 학생들의 자유관 형성과의 관계

(1) ‘~간 만남’이 있는 문화

햇빛고는 교사나 학생들이 개별화되어 고립된 학교문화가 아니라 ‘~간

만남’이 있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간 만남’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게 돕는다. 이 학교의 상담교사는 이

학교가 학생들의 “마음을 얻은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 학교

의 학생들의 얼굴에 자신의 표정이 살아 있다”라고 말했다. 학교가 학생

들을 믿고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교사들은 학

생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8조

법금이라는 강제규정13)-에 대해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 교육적인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두발이나 복

장에 대한 촘촘한 규정이 학생들에게 더 이상 교육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감시 차원으로 느껴진다면 이러한 규정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 규

13) 햇빛고에서는 8조법금을 3주체 자율협약으로 정하는 규정과 구분하여 타율규

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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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학생들의 분노표출의 대상이 되어 합리적인 학교규정의 정당성마저

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햇빛고에서는 학생들을 ‘믿을 수 있는 존

재’로 믿어주고 그들과 함께 3주체 자율협약을 통해 학교 규정의 타당성

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얻고

흡연을 비롯하여 타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교육적 통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반발이 아닌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간 만남”이

있는 햇빛고의 공동체 참여 문화는 다음과 같다.

표6.  햇빛고의 새로운 학교 문화

햇빛고의 새로운 학교 문화

~간 만남이 있는 문화  내      용

교사와 교사 간 만남
교사 간 수업열기와 수업연구모임, 학생연구모임, 

토론, 가사실 뒷풀이

교사와 학생 간 만남

작은 학급제, 조회시간으로 운영되는 창체시간, 모

둠일기, 밀착상담, 공동체생활협약 토론, 학생회 자

율 권한 키우기, 학생회가 준비하는 스승의 날 행

사, 스승의 날 역지사지

교장, 교감과 평교사 

간 만남

 모든 구성원의 의견은 1/n로, 담임위주의 방사형 

결재라인  

교사와 학부모 간 만

남

모둠일기, 공동체 생활 협약 토론, 학부모신문, 통

(通)하는 자리-학부모 상담 그리고 감동의 콘서트

위 표에서 교장, 교감과 평교사 간의 만남의 경우 모든 구성원의 의견

이 1/n로 된다는 것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동등한 의견으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직원회의가 부장들이 돌아가며 업무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토론에 열려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2년에는 5일제 근무가 시작되고 토요일의 수업

시간이 평일로 모두 옮겨지면서 교사들이 모여 수업이나 학생들에 대해

토론할 시간은 그 전해에 비해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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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적 만남’이 있는 문화와 학생들의 ‘타인지향의 자유’

현재 우리의 학교문화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학교라는 하나의 공간

에 모여 있지만 함께 모여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부족

한 편이다. 사적으로 친밀한 몇 몇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면 지

평이 다른 그래서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타자와의 대화적 만남은 바쁜 학

교 일상 속에서 2차적인 것으로 밀려난다.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해가는 경험은 학교 일정의 공식적 시간 배분 차지하지 못할

만큼 그 교육적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모인 교직원회의

시간, 학생들과 교사들이 만나는 조회와 종례시간은 다른 바쁜 일들을 처

리하기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어 정해진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설명

하는 시간으로 대체로 채워지는 설득적 만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화

는 설득과 다르다. 설득은 목표, 성과, 확정을 중시하여 한 방향으로 닫아

가는 커뮤니케이션 양태이다. 그와 달리 대화는 과정, 방법, 여유를 중시

하여 여러 방향으로 열어가는 커뮤니케이션 양태이다.”14) 레비나스는 죽

음이라는 경험을 이제껏 능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주체의 경험과 매우 구

별되는 ‘수동성의 경험’으로 제시한다. “죽음은 주체가 그 주인이 될 수

없는 사건”(Emmanuel Levinas, 1947; 강영안 역, 1996: 77)이라는 말에서

그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 동일화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다

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레비나스가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근거지우는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대

화에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너’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

다(김연숙, 2001: 15). 이런 점에서 햇빛고의 대화적 만남이 있는 학교문

화는 자아와 타자를 윤리적으로 만나게 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결국 자신으로 동일화되어 사라지는 타자가 아니라 대화구조 자체가

이미 타인을 인정하고 유지시켜 가야 할 의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대화

적 만남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나음을 향한 변증법적 상호작

용’15)을 통해 서로가 유지되면서 상호 변화가 가능한 교육적 만남이라고

14) 조용환,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11. p30

15) 조용환은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려는 지향 혹은 에너지의 조화로운 만남 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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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햇빛고에는 교사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교사들과 대화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 교사들이 토론식으로 진

행하는 교직원회의, 학생연구모임, 수업연구모임 등을 통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 학생들과 교사 간

에도 설득적 만남보다는 대화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 30명의 한 반을 두 선생님이 나눠서 15명씩 맡아 학생들과 긴밀

한 상호관계를 맺는 작은 학급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쓰는 모둠

일기, 공동체 생활협약이나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을 조회시간에 배정하여

확보한 30분의 조회시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짜는 수학여행 프로그

램, 스승의 날에 진행한 역지사지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문화는 학생과

교사들이 만나 서로에 대한 서로에 대해 더 넓게 이해하는 대화적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속적인 대화적 만남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두텁게 쌓일 수 있었다. 이러한 신뢰와 공감

의 학교 문화가 배경이 되면서 그동안 지향되지 않았던 그래서 고려되지

않았던 타자를 고려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내가 만나 면담을 진행한 7명의 중에 3명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맘대로”식 자유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유는 내

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단순히 선택지 개수의 많음을 중

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다른 지평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감정이 배경을 이루면서 타인을

고려한 선택지를 중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인 지향의 자유’라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3) ‘자기 구성적 공동체’ 문화와 학생들의 ‘자기 결정의 자유’

우리는 학교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 문화에서 익숙한 공동체는 완성형으로 이미 존

재하고 학생 개인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

학상장(敎學相長)이며,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과 삶과 세상을 만들고자 하되 그 방

법이 세뇌, 주입, 설득, 훈련이 아닌 변증법적 대화와 체험이어야 한다"고 제시한

다. 조용환, 윤여각, 이혁규 공저(2006), 문화와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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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되어 공동체가 부여하는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관계였다. 칸트

는 자기 구성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기계적으로 통합되는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구분한다(Maliks, 2009: pp427-446). 햇빛고에서 공동체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부품처럼 조합되는 기계적으로 통합된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원인하지 않고 유지되지 않는 자기 생성

적인(autopoietic) 창조물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쓰이던 공동체라는 말은 지배관계를 덮

는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했다. 이때 자유롭고자 하는 개인에게 공동체

는 지배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공동체를 -혹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를- 개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처럼 간주하게 될 때 공동체가 거기에

속한 개인을 억압할 가능성이 커진다.

햇빛고에서의 공동체는 칸트가 말한 ‘자기 구성적 공동체’에 가깝다. 구

성원 간 대화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는 학교 공동체를 ‘자기

구성적’인 것으로 특징짓는다. 교칙을 지평이 다른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여 만들어 가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켜가는 햇빛고는 학

생회에서 정한 내용들에 대해 학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

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를 ‘자기 구성(self-making)’하는 과

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때 자기 결정의 자유는 구성원 간의 대화적 만남

을 기초로 의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아론의 한계를 벗어난다.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

에 참여하는 자유를 누림으로써 사회수업에서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학교

에서의 삶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때 학생들

이 누리는 자유는 ‘자기결정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심성보(1999)는 “무

규범의 혼란이 나타나는 학교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실제하

는 강한 응집력을 요구하는 전통적 공동체보다 개인과 사회의 긴장에 균

형을 이루는 개방적이고 소통적인 민주적 공동체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

다. 그는 “대화적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정당성을 갖지 못한

지배문화가 완고하게 자리잡아 학급과 학교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보았

다. 햇빛고의 사례는 이러한 새로운 학교 공동체를 구성해갈 때 이와 계

열을 이루는 학교 문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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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지금까지 햇빛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유관 형성을 새로

운 학교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가진 자유관에 따르면 동의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 학교에

의해 강요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행동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적절히 교육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다면 다른 구성원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나는 혁신학교로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시도하고 있는 햇빛고의 사례를 통하여 학교의 특정한 문화

가 학생들의 자유관 형성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이나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

구들의 학교와 비교하면서 햇빛고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

각하였다. 중학교 시절의 자유에 대해서는 “조금만 뭐해도”, “내 맘대로”,

“부품처럼”으로 특징지어졌다. 참여자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 학생들이 동

의하지 못하는 지나친 통제위주의 교칙으로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조금만 뭐해도”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조금

만 뭐해도”와 대조적으로 중학교에는 “내 맘대로”식의 자유가 동시에 존

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은 자율성의 실현 보다는 학교에서 주

어진 역할을 “부품처럼” 수행하는 것이었다.

햇빛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받은 느낌은 “존중받는 구나”, “더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주체가 된 느낌”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학생들

에게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었던 햇빛고의 학교 문화는 첫째, 학생과 교

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학생을 믿어주

고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복장지도를 위한 교사의 감시적인 시선을 강화

하는 교문지도를 없애 교사들의 시선을 학생들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한

눈빛으로 변화시켰다. 교사, 학부모가 함께　쓰는 모둠일기, 작은 학급제

를 통한 긴밀한 관계 형성, 교사의 의도만이 앞서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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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느낌을 고려하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햇빛고의

학교 문화 특징은 공동체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햇빛고의 교사들은

기존의 학교문화를 함께 성찰하고 교육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화를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학생들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면서 능동

적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햇빛고에서는 교사들, 학

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엮는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를 중시

하였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함께 교칙을 논의하고 반영하는 데 참여하

고 있었다. 세 번째 햇빛고 학교문화는 타자와의 만남과 이해의 확장으로

특징지어졌다. 햇빛고에서는 지평이 다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다

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3주체 생활협약 토론, 교사들이 서로 다른 생각

을 가진 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사토론, 학급 토론이나 활

발한 학생회를 통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이 교환되고 있었다. 실효성

있는 징계제도도 학생들을 성찰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주요한 타자로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자와의 만남은 각자 만의 생각에 갇혀

나타날 수 있는 유아론을 극복하고 타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교 문화가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학생들이 현실을 해석

하는 기초가 되는 자신들의 일상적 이론이 변화하여 학생들의 자유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교육과 모순되지 않는

자유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자유관이 존재한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하고 타인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학교 문화의 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햇빛고의 학교 문화와 학생들의 자유관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햇빛

고 학교 문화를 2가지 특징으로 다시 나눠보면 하나는 ‘대화적 만남이 가

능한 문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타인지향

의 자유’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인지향의 자유’는 단순히 간

섭이 없는 상태, 선택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선택지가 늘어난 것을 자유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나와 다른 타인의 지평을 고려한 선택지를 중

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지향의 자유는 타자를 배제하지 않고 타자

에로 나아가며 자신의 이해지평을 확장해 나간다는 면에서 교육과 모순되

지 않는 자유관이라고 할 수 있다. 햇빛고의 학교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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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 구성적 공동체’로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끊임없이 새

롭게 공동체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자기 결정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때 자기 결정의 자

유는 구성원 간의 대화적 만남을 기초로 의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아

론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러나 학교선택제, 과도한 행정업무나 과도한 학

급당 인원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미비 등 교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가진 “내맘대로”식 자유를 변화시키

는 데 필요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지속시키는데 어려

움을 야기하였다. 교육과 모순되지 않는 자유관과 계열을 이루는 학교 문

화가 지속가능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하게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또한 계열을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결론

학생들의 자유관은 그들이 처한 장의 배경과 긴밀히 관계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특히 사회과에서 배우는 자유에 대한 관점이 있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

정으로서 학교문화가 있고 학생들이 가진 가정의 문화라는 배경이 있다.

가정의 문화적 배경은 학생의 자유관 형성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하

나의 문화요소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고 주

로 학교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만 살펴보고자 했다.

교과서의 자유에 관한 서술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교육과 모순되지 않

는 자유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유주의적 관점의 자유와 공화주의적 관

점의 자유가 학생들의 삶과 연관지어보다 더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 중 일부는 햇빛고의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맘대로 식 자유'에서 타인의 존재를 고려한 선택지를

중시하는 '타인 지향의 자유'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회 활동

을 하는 학생들에게서는 학교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며 학교 문화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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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자기 결정의 자유'를 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교육과 모순되지 않는 자유관을 형성하는 것과 계열을 이루는 햇빛고

의 새로운 학교 문화는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촉발될 수 있으나

그것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지원들

이 배치되어야 한다.

햇빛고의 작은 학급제가 학생들과의 대화적 만남을 할 수 있게 하였지

만 부족한 교사 수,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없

으면 이러한 문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교육과정 자율화가 인정되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늘

어나 우수한 학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된 학교 선택제 이후 사립학교는 통제적인 교칙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

생들을 존중하는 교칙을 표방하는 공립학교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과 업무를 하면서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한계를 초

과하게 된다. 이 또한 햇빛고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공립학교

에 자리 잡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에 실시한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조사에서는 10%정도의 학생들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치

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10%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으

키는 ‘내 맘대로’ 혹은 ‘제 멋대로’의 행위는 대화와 상담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의 전

문상담교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적절한 제

도적 지원도 국가가 마련하지 않고 건강 조사 이후 ‘요주의 학생’이라는

형태로 명단만 교사들 손에 쥐어주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교육과 모순되

지 않는 자유관이 학생들에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가 그것에 맞

게 배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학교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와

물적 지원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가

희망이다”라는 담론에 대하여 생각할 때 교사의 열정이 학교에 새로운 변

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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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말이 교사의 열정에만 기대어 학교를 바꾸고자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교사들이 촉발한 희망이 새로운 학교문화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섬세한 연구와 실

질적 지원이 국가적 차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그것은 결국 지속가

능하지 않다.

구성원간의 대화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는 데 필요

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내 맘대로의 자유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유아

론을 극복하게 한다. 이는 ‘자의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학교폭력 문제

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데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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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conducted by the

Institute of the School Policy, the subordinate body of Jeonnam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66.6 percentage of the

responses said that the student guidance work causes the most serious

stress to teachers in school. It is dramatically high number compared

to the following answers such as 9.2 percentage of the relationship

with school managers and 7.3 percentage of overloaded paper work. I

think that student's conception of freedom is closely related to the

violence and conflict between the students causing difficult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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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work in school as the root of action. According to students'

conception of freedom, when something unreasonable and disagreeable

is forced to them by their school, a conflict between school members

can happen. Also, a conflict between school members is likely to

happen if students consider freedom as acting on a arbitrary basis and

no one can control the arbitrariness. To form student's conceptions of

freedom which harmonize with real value of education school searching

for, it is needed to arrange adequate school culture because student's

conception of freedom is deeply related to school culture and institution

where they belong to.

I tried to find out how the specific school culture has influence on

the process to form the specific conception of freedom of students

through the qualitative case study on Haetbit high school where

teachers try to make new school culture as one of innovation schools.

Main research questions set for this purpose we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students’ conception of freedom

in Haebit High School? Second, How does elements of the school

culture affect to students’ conception of freedom?

To solve these questions, I conducted a qualitative research on this

by visiting Haebit high school from March to November, 2012.

After conducting the research, I could draw results as follows.

The result of the interview with the student participants showed

that they thought that they enjoyed better freedom in Haebit High

School than in their middle school days and other high school where

their friends belonged to with comparing the ordinary life between

them.

The freedom of their middle school in the past is characterized as

“Whenever doing triviata”. In that condition, student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thought that their freedom was infringed by excessively

controlled school rules in their middle school days and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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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ed as "whenever doing triviata". Nevertheless, there was also

"acting as on please" which was contrary to "whenever doing triviata".

In the situation of "acting as on please" , it is hard to control the

arbitrary actions of students by the educational guidance. one of

student participants who took part in student council in his middle

school days represented his role at that time as "like a component"

because he had to do what teachers wanted.

The feelings which students got in Haetbit high school represented

as "respected", "teachers trying to understand students more", "feeling

as if becoming main agent". The culture of Haetbit high school which

can give the students the feelings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ulture

of restoring trust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o trust students

and form a consensus with them, teachers abolished the school gate

guidance that is to control students' clothes and strengthen teacher's

surveillance on students, and teachers started trying to understand the

students' mentalities. Teacher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students through small class system and group diary that the teachers

and school parents write together, and they conducted guidance that

considers students' feelings.

The second feature of the culture of Haebit High School is the

formation of community. Teachers in Haebit High School were

reflecting on the existing school culture and seeking and making a

new culture together which meets the education. They were actively

making a new school culture by discussing and deciding with

students. Haebit High School put emphasis on play that connects

relationship among teachers, students and school parents, and the

teachers, school parents and students were discussing and reflecting

the school rules together.

Third, the last characteristic of the culture of the Haetbit high

school is meeting others and expanding understanding oth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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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tbit high school, there were discussions with school members who

may have different thought such as Discussion of Three Agents for

School Regulation Agreement, discussion between teachers and

discussion between students in student's council. They make it

possible to overcome solipsism in which a person can be confined in

his own thought regardless of others. Student's ordinary theories that

interpret the reality is changing on the basis of this school culture and

this was having influence on student's conception of freedom.

The relation between the culture of Haetbit high school and

students’ conception of freedom is as followings.

One of the feature of the culture of Haebit High School is that

conversational meetings between school community members are

possible. Through the school culture of 'the possibility of

conversational meeting', the conception of 'the freedom as

other-oriented' is built among students. 'Other-oriented freedom' is

different from 'the freedom with non-interference' in the way that

freedom does not mean simply broadening the choices or getting rid of

the interference in the light of other-oriented freedom. The choices

that the freedom as other-oriented lay emphasis on are those

considered the other’s prospect in the presence of others.

Another feature of the culture of the Haetbit high school is

‘self-making community’ where all school members participate to form

and change the characteristic of the community. ‘Self-decision making

freedom' is formed in this culture. At this moment self-decision

making freedom can break away the limit of solipsism in the way that

"the will formation" is based on the conversational meeting between

school members.

Nevertheless, the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institution

of school collection, overloaded paper works and too much students in

a class, lack of support for the students who need psychia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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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auses serious difficulties to continue this kind of school

culture in which it can be possible to take care of students in order to

change the conception of the freedom as 'acting as one pleases'. In

order to continue school culture compatible with the conception of

freedom harmonized with real value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adequate national support to improve the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Key word: Freedom, Conception of Freedom, School Culture,

School Violence, Community, School Guidance, Qualitative Study

Student Number: 201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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