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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타의 소외계층 학생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양육시설아
동들의 시민성 이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교육현장에는 가정배
경에 의해 약자가 된 각각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있지만, 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는 그 마저의 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가정의 아동들
이 출생과 동시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시민성을 형성하
는 반면에,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또래들과 집단생활을 하며 시민성을
형성한다. 시민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
이자 사회의 유지 발전과 개인의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다
양한 통로의 교육을 통해 계발할 수 있다. 양육시설 아동과 같은 취
약계층의 시민성 이해에 대한 연구는 모든 이들에게 유의미한 시민교
육을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이전의 연구는 이들의 심리사
회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성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대사회의 흐름과 양육시설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성
에 있어 배려의식은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는 현대사회에서 타자는 나를 성립시키는 전제조건이므로 우리의
자아는 타자에 대해 책임을 지닌다. 특히, 현대사회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불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된 사람들의 공존을
위해 배려는 더욱 요구되는 자질이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홀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의 함양은 필수적이다. 또한 배려관계가 유동적이며 상호적
인 특성을 갖는 만큼 피배려자의 입장에 익숙할 수 있는 양육시설
아동들이 배려자의 책임도 수행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배려의식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학교는 시민적 자질을 학습할 수 있는 공
간이자 사회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들의 시민성 이해에
중요하다. 가정은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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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혈연가족과 생활하지 못하는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학교는 시민
적 자질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
양한 구성원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응을 위한 지식과 기술 및 행동
양식을 학습한다. 이는 학교생활이 사회생활을 예측하는 데에 유의
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양육시설 아동들의 주된
사회화 공간이 또래들과 생활하는 시설이며 이들이 학교의 구성원들
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일반가정의 아동과 똑
같은 시민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공동체에서의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
형성을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적 정체성, 사회적 역할,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양육
시설 아동들의 학교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배려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은 타인과 형성하
는 배려관계, 그 안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와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학교공동체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 형성(배려의
식을 중심으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공동체에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①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공동체에서의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②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공동체에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③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공동체내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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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시설 아동들이 학교공동체에서 형성하는 배려의식은 어떠한가?
① 양육시설 아동들이 형성하는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② 양육시설 아동들이 형성한 배려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 이론적 관점을 가진 내러티브 방법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경험과 그 속에서 형성된
해석 및 의미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담는 내러
티브 방법이 필요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참여자들의 이
야기를 계속적으로 읽으며 주제를 찾아내고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
요하여 근거 이론적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주변
환경을 자발적으로 해석하고 상호작용 하는 주체적 자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육시설 아동들의 개인적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 자신을 설명하는 타자화된 정체성, 무관심, ‘시설’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의해 형성된 ‘특별한 시설의 아동’이라는 3가지 주제로 나
타낼 수 있었다. 이 주제들의 공통점은 양육시설 아동들이 주체적 자
아가 결여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육시설 아동들이 학교에 대해 부여한 의미에 따라 사회
적 역할에 대한 인식도 주도적 역할, 거부, 개인적 유용(流用)의 형
태로 나타났다. 고프먼(Goffman, E, 1959)의 연극적(performance) 관
점에 따라 해석하면 양육시설 아동들이 학교를 중요한 공간으로 인
식할 경우,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인상관리
와 상황유지를 위해 ‘주인공’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 하지만 ‘거부’와
‘개인적 유용(流用)’은 양육시설 아동들의 주체적 자아(I)의 상실과
학교에 부여한 부정적인 의미가 영향을 미쳤음을 해석할 수 있다.
양육시설 아동들은 자신이 시설에 산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
아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학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 어떤 책임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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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못한 것이라 분석된다. 또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적 상황인 연기 상황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나
갈 주체적 자아(I)가 부족한 것도 사회적 역할의 ‘거부’와 ‘개인적 유
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된다.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은 조영달(1999)의
“일상적 최적화 행동 이론(optimized behavior in everyday life
theory)”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적응을 위해 또래와는 구별 짓기, 동
지애, 이익관계, 수동적 관계, 협동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교
사의 성향과 자신의 선호에 따라 원만한 적응의 형태를 띠는 형식
적, 의지적, 놀림거리,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양육시설 아동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돌봄에 의해 경험할 수
있는 나딩스(Noddings, N)의 ‘자연적 배려’를 경험하지 못하여 시혜
적, 의무적, 이익적 배려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배려 관
계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은 자신의 역할을 본인의 이익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동정을 베푸는 시혜자, 의무감에 의한 배려의무자, 주
변의 배려에 무감각한 수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학교공동
체에서 ‘적응의 형태를 띤 주체적 자아의 상실’ 상황에서 또래 및 교
사와 ‘일상적 최적화’에 따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적 인식을 바탕으로 양육시설 아동들은 타자와 진지한 윤리
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관계성이 결여된 형식적 배려의식’을 지니
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양육시
설 아동들의 학교 시민성을 배려의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
서 시민교육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시민성
형성에 끼치는 가정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에,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
교 내 시민성 형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한 본 연구는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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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양육시설 아동들의 바람직한 시민
적 자질 함양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소외계층인 양육시설 아동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약자
에 속하는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집단생활에 익숙하고 주변부에 위치
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어색하다. 하지
만 학교생활을 참여자들의 목소리로 담아낸 본 연구는 양육시설 아동
들이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의미화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지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 내 시민성 형성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세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교실 상호작용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생활 이야기
를 담아냄으로써 양육시설 아동 자체에 대한 교사의 편견 없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교사의 깊은 이해는 양육시설 아동
과 교사 간의 더욱 사려 깊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노력
이 요청된다. 특히 더욱 정밀하고 다양한 측면의 시민적 자질, 양적
연구를 통한 일반화, 다른 접근과 해석을 통한 양육시설 아동들의 권
능감 부여 등과 같은 연구는 사회과 교육이 양육시설 아동들을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주요어: 양육시설 아동, 학교공동체, 시민성, 배려의식, 내러티브
학번; 2012-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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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제기
여타의 소외계층 학생들과 다른 특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정1)
의 부재로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하였다. 교육현장에는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 빈곤가정 학생 등
가정배경에 의해 약자가 된 각각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있지만, 양육
시설의 아동들은 그 마저의 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와
의 관계 단절경험2)을 가지고 시설에 입소하여 담당보육사의 관리
하에 10여명의 또래들과 함께 생활한다. 다양한 아동들을 관리하는
보육사는 기본적인 생활 관리만으로도 바빠 양육시설 아동들은 사
회의 규범이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밀착된 상태
로 배우기 어렵다. 이는 가정배경 상실의 상황이 시민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시설 아동들이 협동, 자기주
장, 자아 통제가 어렵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거나 규칙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권세은, 이순형, 2002,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
2001), 이러한 양상이 사회에서의 부적응과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
는 Stein(2006)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 특히 시
민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갖추어야 하는 자질로
공동체의 유지 발전과 개인의 사회생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
안 행해진 연구에서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초점
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시민성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모와 밀착된 상호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학교는 시민적 자질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사회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성 이해에 중요하다. 가정은 그 안에서 형성
1) 이때의 가정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로 정의된 가정을 의미한다(출처: 국립국어원).
2) 정선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에 입소했다 하더라도 부모와 접촉을 못하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에 입소한 후 부모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흔치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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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대관계와 부모의 역할, 양육태도 등을 통해 시민적 자질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모경환, 2004, 김위정, 2012).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학교는 시민적 자질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일 것이다. 또한 양육시설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또
래와 교사와의 관계에도 민감하여 학교에서 겪는 인간 관계의 형성
및 유지의 실패와 같은 경험은 반사회적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이
어지기도 한다(유재현, 최종훈, 2012, 양숙미, 1994:3). 이는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시민적 자질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
이며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곳임을 의미한
다. 이처럼 학교생활에 대해 다른 의미를 갖는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가
정에서 부모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며 입학한 일반가정의 아동과 똑같
은 시민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유의미
한 시민교육을 위해서라도 가정의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시민성을 형성
하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에 대한 선행적 이해는 필수적이다.
현대사회의 흐름을 고려할 때 시민성에 있어 배려는 중요하다. 현
대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회로 타자는 나를
성립시키는 전제가 된다. 트론토(Tronto. J. C)에 의하면 모든 개인
은 취약한 존재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in relationships) 돌봄
(caring)의 수혜자나 제공자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수행한다(Tronto.
J. C, 2014: 86-87). 이는 인간 삶에서 돌봄(caring), 즉 배려는 출생
과 동시에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돌
봄을 사적영역의 문제로 한정할 경우 불평등을 초래하고 모든 인간
이 질 수 있는 돌봄의 책임을 외면하게 되므로3) 공적 시민성 차원
3) 트론토(Joan. C. Tronto)는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에서 민주사회에
서 책임을 할당해 온 두 가지 방식이 돌봄 책임의 공유를 제한했음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여성의 배제나 인종적, 민족적 위계를
가정함으로써 돌봄 역할과 의무에 대한 공적 논의를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
째는 돌봄의 책임에 대한 공적인 논의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 부여해온
생계유지역할과 일부가정의 부모 역할 집중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무임승차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부유한 시민이 시장에서 모든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공적으로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을 면제시켜주었다는 것이다
(Joan. C. Tronto, 2014: 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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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려의식은 중요하다(Tronto. J. C, 2014). 또한 현대사회의 흐
름에 따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취약계층이 된 사람들의 공존을
위해 배려는 더욱 요구되는 자질이다. 송현정(2003)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속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인권의 측면에 주목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책무를 강조하였으며, 조영달(2014)은 소
수자와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고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배려와 존중의 시민적 의무를 강조하였다(조영달,
2014:201-203).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속
에서 그들이 배려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양육시설 아동들의
배려의식에 대한 선행적 이해는 필요하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사
회의 배려정책의 대상자이다. 교육현장은 문화체험, 복지, 심리정서,
학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양
육시설 역시 배려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생활과 치료 및 자립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배려자인 양육시설 아동들이 이
러한 배려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한 연구는 많지
않다. 만약 양육시설 아동들이 배려정책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불필
요하다고 느낀다면 배려정책은 피배려자의 입장에 전념하지 못한 동
정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다.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들이 배려정책에
너무 익숙해지게 될 경우, 배려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피
배려자의 역할에만 머무르거나 배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배려관계 속에서 책임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공동체에서의 양육시설아동의 시민성을 배
려의식을 중심으로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상황과 필요에 공감하며 도움을
주는 배려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시설 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
들과는 달리 성인이 되어서도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없이 생활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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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커 타인과의 관계와 이 속에서 실천하는 배려는 더욱 필요하다.
양육시설 아동들이 다른 사람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배려를 바
르게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양
육시설 아동들이 지닌 배려의식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전제하는 관계적 자아와 상황적
자아를 고려하여 개인이 인식하는 타인과의 관계와 이에 따라 형성
하는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은 시민성 이해의 기초가 될 것이다. 양
육시설의 아동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일반가정의 또래
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래
및 교사와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학교공동체에서 형성하고 있는 시
민성을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밝
히겠지만 배려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그 역할관계가 주된
개념으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학교공동체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 형성(배려의식을
중심으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공동체에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①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공동체에서의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②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공동체에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③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공동체내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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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시설 아동들이 학교공동체에서 형성하는 배려의식은 어떠한가?
① 양육시설 아동들이 형성하는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② 양육시설 아동들이 형성한 배려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적인 접
근을 하고자 한다. 같은 시대와 공간 속에서 산 사람이라도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적 자질이 다르다는 점을 볼 때, 시민성은 개
인의 상황과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시설 아동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와
그 속에서의 경험 안에서 형성한 서사(narrative) 속에서 시민성을 연
구해보고자 한다.

3.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와 제한
점을 갖는다.
우선 이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하나인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을 배려를 중심으로 이해하려 한
다는 점에서 시민성 교육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의 시민성 연구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체제나 문화가
다른 학생들 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같은 사회나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은 다른 해석과정을 거치며 자신들의 정체에 기반
한 시민성을 형성한다. 특히 양육시설 아동들의 정체와 특성(가정기
반의 상실 상황에서 관계적 자아와 상황적 자아의 형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시민성 형성을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사회
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시민성 형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연구 자료는 시민교육에도 매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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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가 되어 양육시설 아동들의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함양으로
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소외계층인 양육
시설 아동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
를 제공할 수 있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또래 친구들과 시설의 규
율과 질서 속에서 생활하여 개인의 특성을 드러낼 기회가 많지 않
다.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다보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
을 낯설게 여기게 될 우려가 있다. 모든 학생들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므로 취약계층 학생
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취약
계층 학생들인 양육시설 학생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
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으며, 양육시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능동
적으로 의미화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 내 시민성 형성에 대
한 현직 교사들의 세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과의
교실 상호작용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양육시설 아
동들에 대한 연구는 일반 가정 아동들과의 비교연구나 그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는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학교 내 시민성 형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
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
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더욱 사려 깊은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질적 연
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는 다양한 범주의 시민적 자질을 다루지 못
하였다. 질적연구는 어떤 대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적 자질을 다루지는 못한다. 시민성의 넓은 의미
를 생각할 때에 그 의미를 좁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양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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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도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깊게 알아보는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문제를 좁힐 수 밖에 없어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성
을 살펴보게 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공동체에서
의 생활을 다루었다. 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생활한
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작은 사회가 된다. 시민성이 다
양한 공동체와 사회가 있어야 성립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시설에서의 생활보다는 학교공동체에서의 시민성 형성을 보는
것이 더욱 의미있을 것이다. 물론 시민성이 두 장소에서 분절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양육시설에서의 생활 역시 시민성 형성
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그 속
에서 의미를 다루는 내러티브적 접근을 취하는 본 연구가 양육시설
아동들의 입장에서만 시설의 생활까지 다루는 것은 시설의 운영과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설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는 학교공동체에서의 경험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 내 시민성 형성을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이해하여 이들을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을 갖
도록 하는 데에 기여함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 속에서 소외집단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모든 학습자에게 유의
미한 시민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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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용어정의
1) 시민성
시민성(citizenship)의 의미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자질로 구분할 수 있다. 조영달(1997)에 의
하면, citizenship이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의미할 경우 시민성
(市民性)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의 의미
는 시민권(市民券), 또한 시민의 권리로서 사용될 경우에는 시민권
(市民權)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조영달, 1997:44-45). 강대현(2008)
은 '시민성'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현실적인 지위(status)
와

권리(right)이자

그

지위가

요구하는

역할(role)이나

의무

(obligation)이며,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ability)과 자
질(quality)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권리, 의무, 자질의 의미를 연속선상
에서 다루었다. 송현정(2003) 역시 공동체와 시민간의 권리, 의무 관
계를 서술하는 서술적 접근, 시민의 자질을 당위적으로 규정하는 규
범적 접근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시민성에는 이 두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을 밝혔다(송현정, 2003:51-52).
시민성의 두 측면이 서로 다른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로서의 시민성의 의미로 한정
한다. 철학이나 교육의 차원에서의 시민성은 시민의 자질, 덕목, 의
무와 헌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송현정, 2003:51). 그리
스 로마 시대의 시민성은 개인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시민권(市民權)적 개념이었다. 하지만 근대사회에 이
르러 많은 사람들의 투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자 시민성 개념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시민성 개념의 확장은 시민
적 권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생겨남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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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시민성 개념의 확장은 더불어 공존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다양한
학자들이 모든 사람의 공존을 위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해 논의하며,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손봉호
외, 1999, 모경환, 2010).
하지만 정치철학적 관점에 따라 강조되는 시민적 자질의 의미는
다르다. 이진희(2007)는 바람직한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극
적 시민성, 소극적 시민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시민성에서 요구되
는 자질이 다름을 밝혔다(이진희, 2007:12-22). 적극적 시민성은 공
적영역의 참여를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시민성으로 공
동체주의적(communitarian

citizenship),

공화주의적(republican

citizenship) 시민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공적영역과 거리를
두며 사적영역을 더욱 중시하는 소극적 시민성은 자유주의적 시민
성(liberal citizenship)으로, 원칙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개인의 자유
와 권리 수호를 중시한다(이진희, 2007:12-22). 공동체주의와 자유주
의로 구분하여 논의된 시민적 자질은 다른 연구에 의해서도 제시되
었다. 공동체주의의 시민들은 공동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정체
성을 발견하는 존재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참여와 배려의
태도가 강조된다(강대현, 2008:110, 조영달, 1997:63). 반면에 자유주
의적 시민성은 사적영역을 강조하여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한 정의와 원칙을 강조한다(조영달, 1997:64).
물론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분류가 아니더라도 강조되는 자질
은 다양할 수 있다. Shafir(1998)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과
제도는 물론 ‘도덕적인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며 이에 따라 시민적 자
질이 고대부터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음을 논의하였다(Shafir, G,
1998:2). Strike(2000)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강조되는 정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의무를 다할 뿐 그 이상은 강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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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비롭지(merciful)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의만을
강조할 경우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 타인으로(strangers) 관계를 맺는
외집단적 성격을 띠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되므로,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 사이(between)의 타인에 대한

동정(sympathy)과 감정이입

(empathy)의 계발과 친절함(kindness)와 예의바름(decency)를 강조하
는

인류애적

시민성을

지녀야

함을

주장하였다(Strike,

2000).

Clarke(1996) 역시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한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언
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개념이므로 구성원들은 ‘깊은
시민성(deep citizenship)’을 지녀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깊은
시민성(deep citizenship)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 타자, 세계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된 공공선을 향한 자
율적으로 행동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Clarke, 1996).
다양한 시민적 자질 중에서도 배려의식은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
계를 중시한다. 트론토(Tronto. J. C)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의 돌봄으
로 생을 시작하고 마감하는 관계적인 존재이다(Tronto. J. C, 2014:
32, 86). 이는 돌봄(caring), 즉 ‘배려(caring)’는 인간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성격을 띠며,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곳에서는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Noddings(1999)는 이와 같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정하며 배려를 배려자와 피배려자 간에 맺어진 관계 상태
로 생각하였다. 이때, 관계의 상태라는 것은 배려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려의 과정을 통해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Noddings. N.. 1999: 39-414)). 그리고
이와 같은 타인과의 호의와 애착의 끈을 통해 구성된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며 개인의 정체성은 형성되고 보호될 수 있다
(Manning, R. C, 1999:221-2225)).
또한 배려의식은 미시적 상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성숙

4) Katz, M. S., Noddings, N.& Strike, K. A.(1999). 『Justice and Caring』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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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의식을 갖게 해준다. Noddings(1999)에 의하면, 배려는 단
한 번의 결정에 근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의 반응을 고려
하며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어 모순된 결정을 할 확률
이 매우 희박하다(Noddings. N, 1999: 39-416)). 배려는 ‘상호호혜
성7)’이라는 보편화 가능성을 거부하며, 어떤 결정을 위해 특정한 필
요와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한다(Kenneth A. Strike. 1999: 598)).
이처럼 미시적 상황을 고려하는 배려의식은 판단에 있어 융통성을
허용하여 보편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정의와 불공정성을 극
복할 수 있고, 해결책의 일방적 추천보다는

상대의 다양성을 존중

하며 그 결과를 예상하여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Noddings. N, Kenneth A. Strike,1999:599))
이에 따라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공동체에서의 시민성을 살펴보
고자 하는 본 연구는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성을 정의하고자 한
다. 교육현장에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소외계층들
은 여전히 교실에서도 주변부에 위치해있으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는 피배려자가 생각하는 배려 의미가 배려정
책이 의도한 바와 달라서 생긴 일종의 부정교합이라 판단된다.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게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우며, 상호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행동하는 시민성이 필요하다. 즉 타인에게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
자 하는 의지와 행동경향성인 배려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시민성
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성을 정하고자 한다.

6) Ibid
7) 상호호혜성의 본질은 도덕적 논증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유를 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이유에 따른 행동이 어떤 영
향을 받게될 것인가에 대한 숙고의 과정보다는 합당한 논증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Kenneth A. Strike, 1999:59).
8) Ibid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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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려
배려(caring)의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성립된다. 배려는
심리, 윤리, 사회학 등 논의되는 영역에 따라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정의되지만 본 연구는 시민성 측면에서의 배려를 살피고자 한다. 피
셔와 트론토는 ‘배려란 가능한 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 유지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종(種)의 활동’으로 정의
하였다(Fisher & Tronto, 1990:40). 이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여 다양
한 범위에 적용이 가능하고 공동체의 유지, 발전의 측면까지 고려한
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능한 한 잘 살 수 있도록 한다’ 는 점은 다
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배려자가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피배려자
를 강제할 위험이 있다. 이는 피셔와 트론토의 배려에 관한 정의가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배려자의 의도만을 의미에
담아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메이어오프(Mayeroff. M, 1971)는 배
려를 간접적인 자아실현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이어오프(Mayeroff, M.1971)는 배려과정을 ‘Me’와 ‘The Other’의
관계를

통한

자아의

확장이자

독립의

경험으로

생각하였다

(Mayeroff, M, 1971:1-9). 나딩스(Noddings. N, 1984) 역시 배려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배려자와 피배려자 사이의 의식적인 마음
의 상태이자 관계로 다루었다(Noddings. N, 1984:24). 메이어오프와
나딩스의 배려에 관한 정의는 모두 상대를 의식한 인간의 관계성에
바탕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상호성 역
시 배려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메
이어오프(Mayeroff. M, 1971)의 배려를 'Me'와 ‘The other'의 관계
를 다루었지만, 구체적으로는 배려자가 피배려자의 성장과 자아실현
을 돕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Mayeroff, M, 1971:2). 하지만 이 정의
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피배려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배려의 실행을
배려자의 자아의 확장(extension of myself)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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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자의 입장만을 서술했다는 한계가 있다. Noddings(1984)는 배려
관계에서 배려자는 ‘전념’과 ‘동기전환’을 통해 피배려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피배려자는 이에 반응하는 ‘상호성’을 보여
주어야 배려가 완성됨을 밝혔다(Noddings. N, 1984: 102-114). 이는
배려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배려자와 피배려자 모두를 고려한 정의
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딩스의 배려의 의미를 주
로 참고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의 상황과 필요에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배려자의 감정, 행동 및 의지와 이에 대한 피배려자의
반응을 배려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배려는 정의와 더불어 시민성의 개념을 더
욱 풍요롭게 해준다. 클레멘트(Clement. G)에 의하면 배려만 강조하
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영속화시킬 수 있고, 정의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소극적인 권리만을 인식할 한계가 있으므로 둘 사이의 상
호작용과 통합은 서로의 공존을 위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Clement.
G, 1996:114-122). 고스(Gheaus. A)는 배려과정에서 배려자가 피배
려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억압은 정의감이 보완할 수 있고 정의로
운 사회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훌륭한 배려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정의는 배려에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Gheaus. A,2005:138-184). 또
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 법의 보편성을 인정하면
서 상황과 맥락, 특수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
우를 생각할 때에도 배려와 정의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Brown과 그의 동료들(1988)은 미시적인 삶의 맥락과 상황을
중시하는 배려는 보편적인 규칙과 탈맥락적인 판단을 지향하는 정
의와 긴장관계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한계를 메워주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정의와 배려의 상호보완
적 관계를 확인하게 한다(Brown Lyn et al, 1988: Schrader. D. E,
2007:91에서 재인용10)).
10) Katz, Michael S. Noddings, Nel. Strike, Kenneth A(1999). Justice and
Caring,.Teachers Colleg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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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는 그 실행되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간사이의 관계
를 전제하고 있다. 배려의 관점에서 개인은 상대에 대한 호의와 애착
의 끈을 통해 서로 연관된 자아들(connected selves)이다(Manning.
R. 1999: 22211)). 길리건(Gilligan. C)은 타인에게 상처주는 것을 피하
고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며 타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 공유를 배
려의 주요한 내용으로 생각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Schrader. D. E, 1999:90에서 재인용). 메이어오프(Mayeroff. M) 역
시 배려의 세 가지 핵심구성요소를 더불어 존재하기, 타인을 위해 존
재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기
초로 구성하였다12). 나딩스(Noddings, N)는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하
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하기보다 그 자체로의 수용
(receiving)을 강조하여 배려 받는 사람을 위한 행동에의 헌신, 그들
에 대한 관심의 지속과 갱신이 배려의 핵심요소로 삼았다13).
이때 그 관계에서 수행되는 역할은 배려의 실행을 완성시킨다.
배려관계(care relation) 속에서 배려자와 피배려자는 모두 주체가
된다.

나딩스의

배려에서

배려자의

핵심적

역할은

전념

(engrossment)과 동기적 전이(motivational displacement)이다. 전념
이란 개방적이고 비선택적으로 피배려자와 느낌을 공유하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포용적인 태도이다. 또한 동기적 전이란 배
11) Ibid
12) Mayeroff 는 배려에서 세 가지 핵심적 구성요소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더불어 존재하기(being with)이며, 둘째는 자신의 기대 수준에 맞게 다른 사람을
그 틀에 끼워 맞추거나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타인에
게 집중하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기(being for)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자신의 우선권을 재조정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대기 중
(on call)에 있는 상태, 즉, 다른 사람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것(being there for)
이다(Katz, M. S.,1999:123 재인용).
13) 나딩스에 의하면 배려는 단순히 배려자의 감정과 의지만으로 실행된 배려로 관계
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인식하고 이에 반응하는 피배려자의 수용도 배려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때 배려는 개인의 덕목이 아닌 특정한 관계의 상태
로서 서술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배려관계의 주체는 배려자와 피배려자이며,
배려자의 전념과 동기적 전이로 실행된 배려에 피배려자가 인지하고 응답함으
로써 배려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Noddings,N., 1984:2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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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자의 동기가 피배려자에게 흘러가며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피
배려자와 함께 동기를 공유하는 것이다(Noddings. N, 1984:24-28,
1992:42).

이와

같은

배려자의

역할에

대해

피배려자는

감수

(reception), 인식(recognition), 반응(response)을 하는데 이를 통해
배려자의 역할은 의미를 가지며, 배려관계는 완성된다(Noddings. N,
1984: 28-31, 102-114, 1992: 43-44, 박병춘, 2013). 이와 비슷한 역할
관계는 동양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현규(2007)는 동양사상의
‘인(仁)’의 실천을 배려의 맥락에서 다루었는데, 특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대하는 추기급인이 인(仁)의 시작이다. 즉, 자기
가 하고 싶은 것은 남에게 권하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충서(忠恕)의 도가 참된 인(仁)의 윤리이며 결국 사
회와 국가 차원의 인(仁)을 실행하게 됨으로써 공적영역으로 확대되
는 것이다(조현규, 2007:137). 하지만 이때의 인(仁)은 그 실천의 대
상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나딩스의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배려가 그 실행 상대를 전제하고 있는 관계성을 존중하는 개념
이라는 점과 배려관계 속에서 실행되는 두 주체의 역할이 배려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관계와 역할을 기준으로 양육
시설의 아동들이 지닌 배려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배
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상황과 필요에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행동 및 경향성과 이에 대한 피배려자의 반응이다. 여기
에는 배려자와 피배려자라는 주체가 생기게 된 ‘관계’가 있고, 이 속
에서 배려자와 피배려자가 서로에게 하는 반응, 즉 ‘역할’ 이라는 두
요소가 의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려
를 ‘관계’와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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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개관
1) 양육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14)들은 혈연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닌 아동양
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의미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 16조
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은 경제적인 어려움, 비혼(非婚), 부모의 이혼, 장애, 질병 등의 원인
으로 가족들과 생활하지 못할 때에 입소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경우
1998년 IMF 관리체제하에서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그 수가 급
격히 증가하였다가 2005년을 맞으며 조금씩 줄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부(2013)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은
2012년에는 15,916명으로 해마다 그 수가 줄고 있지만, 성인이 되어
서도 홀로 살아갈 그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절대 적은 수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시설입소원인이 전쟁이나 질병, 천재지변의
사고와 같은 원인이 아니라, 이혼, 별거, 가출, 빈곤으로 인한 생활
고, 미혼모, 청소년 가출, 비행 등의 사회문제로 인한 기아 및 위탁
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양육시설의 아동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성미영, 이강이, 2005: 137).

2) 양육시설 아동과 학교교육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학교는 시민적 자질을 학
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에서 사회생
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행동양식을 학습하며, 또래 및 교사와
의 교제를 통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한다. 일반가정의 아동과 양육
14) 양육시설 아동은 시설아동, 시설보호 아동, 아동양육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 등
으로 불리며 정식명칭은 정해져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
는 아동들을 정식명칭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여 칭하지 않은 이유는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16 -

시설의 아동들의 정신건강수준을 비교한 유재현(2011)의 연구에서 양
육시설의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결과는 그들에게 학교가 단순히 수업
을 받으며 지식을 습득하는 곳 이상의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학교가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육시설 아동들이 학
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
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자아정체감이 낮아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 저학년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적응을 살펴본 이순형(2000)등
의 연구에서도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수직적인 교사와의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
학교 1학년에 비해 2학년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수업시간을 지
겨워한다는 연구결과는 그들의 학교부적응이 아주 어린나이부터 시
작됨을 알 수 있다(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0). 특히 타인과의 관
계에서 그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 협동기술, 자기주장기술, 자아통제
와 같은 사회적 기술 수준이 낮으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두려
움이나 분노에 대한 정서조망능력이 낮다는 권세은(2002)의 연구결
과는 주목할 만하다. 타인의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감정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감정이다.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대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공감과 행동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상대에게 공감하고 이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통
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적응에 성공한 양육시설 아동들이 있다
는 점을 미루어볼 때, 학교생활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살펴보는 연
구 역시 본 연구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이순형(2000) 등의 연구에
서 시설입소원인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각하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학교생활 적응에

- 17 -

어려움을 보였다. 위 연구에서는 입소원인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
식할 경우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상황판단능력이나 현실지각능력이 부족해 또래 관계에 어려
움을 느끼는 것이라 해석하였다(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0). 또한
양육시설 아동들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적응의 통
로를 찾기도 한다. 홍영미(2010)의 연구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은 시
설과 학교선생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들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동문제를 감소시켰다(홍영미, 2010). 남영옥
(2008)은 양육시설 아동들을 둘러싼 또래의 특성이 친사회적이며 학
교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적응적 특성이 높았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는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교사와
또래의 관계만으로도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들의 해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
요가 있어 시설생활에 대한 다양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양숙
(2000)은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을 ‘막연히 그리
워하며 기다림’, ‘친구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함’, ‘원망하며 잊
혀져감’, ‘운명으로 돌림’, ‘마음을 열기 어려워짐’ 등으로 파악하였다.
김미영(2002)은 양육시설 아동의 삶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문화기술
지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삶의 의미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
노’,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음’, ‘자기연민’, ‘순수한 마음’, ‘자기 자신
에 대한 수용’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담아내었다. 또한, 구차순
(2011)은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아동들이 원가족과의 분리 경험
인식을 유형화하고 시설에서의 대처과정을 ‘상처로 웅크림의 단계’,
‘삭임의 단계’, ‘버팀의 단계’, ‘누림과 준비의 단계’의 4단계 과정으로
분석하며, 각 과정에 대한 논의와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
들은 주로 아동복지나 간호중재방안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사
람들과 만나는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를 비교할 때에, 본 연구는 배려의식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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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에 수행된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는 양
육시설 아동들이 ‘학교’와 ‘교육’이라는 공간과 제도에 적응하는 현상
자체를 다루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배려’를 학교에서의 경험과
주관적 해석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특히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생
활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본 연구는 가정의 결핍에 대한 학교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두에게 유의미한 시민교육을 위해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3) 양육시설 아동과 시민성 형성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실행되지 않았다.
양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학교와 시설
적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육시설 아동들이 학
교와 시설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물론 이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
해 이해를 하게 해주지만 시민성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양육
시설 아동들의 시민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취약
계층학생들의 시민성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취약계층학생들의 시민성에 대한 연구로 우선 우리와 다른 정치
체제에서 생활한 탈북학생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박정서(2011)
는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
를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탈
북 청소년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이 모두 높은 ‘충성’적 정치정
향을 보였으며, 남한 청소년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이 모두 낮
은 ‘소외’의 정치정향의 특성을 보였으며 탈북 청소년은 남한의 거
주기간이 길수록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차별을 경험하면
서 정치신뢰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치적 태도가 초기
의 정치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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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치적 현실인식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박정
서, 2011). 학생은 아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연구한 임영선
(2005)과 양정훈(2005)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체제 하에서 특수한 시민성을 형성해 왔음을 밝혔다. 북한 사회
의 공동노동과 공동분배는 노동에 대한 의무감과 게으름을 갖게 하
고, 배급제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한다(임
영선,2005:184-187 양정훈,2005).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사상과 행동
에 대한 감시로 힘과 억압에 대한 복종이 체화되어 있으며, 출신성
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분배에 대해 반감과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
다(임영선, 2005:184-187, 양정훈, 2005). 이러한 연구는 다른 사회,
경제체제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의 시민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비슷한 연구로 우리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학
생의 시민성에 대한 연구 역시 취약계층 학생들의 시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조영달(2006)은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점을 논의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문화와 한국사회에 대해 불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한국인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조영달, 2006). 즉, 조영달
(2006)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시민성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우
엽(200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단일민족
의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약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
식과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자부심으
로 여겨졌던 ‘단일민족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는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차별의 원인인 것이다(심우엽,
2009). 즉, 다문화 아동들은 국가에 기반한 시민성 보다 소규모의 공
동체 안에서 시민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빈곤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빈곤청소년들의 시민성에 대한 연구 역시 유의미하다.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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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on(1973)은 사회경제적으로 주류집단이 아닌 소수인종들은 백
인에 비해 낮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Jackson, 1973). 비슷한 연구로 Abramson(1973)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흑인 학생들은 그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정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열
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가정에서 생활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공격적인 성향이 높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에 주
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비행을 더욱 많이 경험하여 사회적응에 어려
움을 보인다(보건복지부, 2013). 하지만 많은 범주에서 부정적이었던
연구결과와 달리 김재근(2011)의 연구를 통해 빈곤청소년들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빈곤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준
비 정도를 다룬 김재근(2011)의 연구에서 빈곤청소년들은 직업준비
기능(employment readiness)에서 더 점수가 높았다. 이를 통해 경제
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일지라도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
지 않고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민성 형성에 가정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면에서 중
요성을 지닌다. 모경환(2004)의 연구에 의하면 초, 중등학생 모두 좋
은 시민의 자질형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사람이 부모라고 답
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시민성 형성에 가정
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다른 취약계층 학생들
과는 달리 혈연 가족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생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부모 없이 또
래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정치체제나 사회, 문화적 분
위기에서 비롯되는 이질성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경험이 없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바람
직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 형성을 이해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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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일면 근거이론적 관점을 지닌다.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국지적인 이론(local theory) 역시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어
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도출된 이론을 발전시키는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3. 연구 분석틀의 구성
본 연구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변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정체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관
계적이며 상황적인 우리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와 심리적, 물리적 상
황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문화적 상황 속
에서 개인은 특정한 사회집단과 공동체 내의 위치에 대해 기대를
가지며,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자아개념을

발전시킨다(File.

A,

Pollard. A, 2000:3-5). 자아개념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성과 정체성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배려는 타인과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요소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본적인 이해의 틀로 삼는다. 나딩스는
관계는 배려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임을 주장하였다(Noddings, N,
1984:72-76). 박병춘(2013) 역시 정의와 배려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배려윤리가 정의윤리와 구별되는 큰 특징이 관계유
지와 상대에 대한 책임임을 밝혔다(박병춘, 2013:167). 또한 예비교
사들의 배려의미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한 이
미식(2011) 역시 배려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는 ‘관계’라는 요소가
주요함을 밝혔다. 관계 안에서 배려자의 전념(engrossment)과 동기
의 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이라는 의식상태와 피배려자의
감수(reception), 인식(recognition), 반응(response)은 배려관계를 진
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역할이자 자세이다
(Noddings, 1984, 1992,

박병춘, 2013). 즉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역할이 배려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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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과 자료분석
1. 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론의 인식적 기초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는 본 연구는 상징적 상
호작용이론을 연구 방법론의 인식적 기초로 삼는다. 본 연구는 양육
시설 아동들이 학교에서의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를 주된 이해대상
으로 삼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고 의미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참여자의 이야기가 주된 연구 자료인데, 이야기를 듣는 과정
은 상대의 해석 과정을 거치며 의미를 갖는 상호작용 과정의 일종
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역시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며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과
그 성격이 맞닿아있다.
본 연구에서 전제한 관계적, 상황적 자아관은 개인이 주변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며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이
론과 그 의미가 통한다. 우리의 경험과 이에 대한 해석은 구조적,
물리적, 거시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집단과 공동체에서의 위치와 경험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그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섭된 의미에 영향을 받는다(A. File,
A. Pollard, 2000:3-5). 미드(Mead. G. H)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의 반응을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목적에 비추어 반응을 구성하며 정체성을 형성한다(Mead,
G. H, 1934). 이때 상호작용은 행위자나 맥락 속에서 각각 다른 결
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생성’의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상호관계에 의해 해석되며 형성된 다양한 사회적 결과물들은
인간의 새로운 행동 조건이 되어 능동적 구성성의 기반이 된다15)(조
영달, 2015(이론편):99이하).
15)이를 ‘구성적 조건성(constructed conditionality)'라 칭할 수 있다.(조영달, 20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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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경험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타인
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미화 된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인 내러티브를 결정하게 한 인식론적 근거가 된다. 본 연
구는 양육시설 아동의 학교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형성하는
배려관계 및 역할을 다룬다. 이는 실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이라기보다는 참여자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의도는 저마다 다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담’이라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면담은 참여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
현하는 일방향적 소통이 아니다. 오히려 면담은 참여자와 면담자가
서로의 반응에 맞추어 자신의 반응을 구성하는 동적이고 과정적인
상태이다. 즉 면담의 과정은 참여자와 연구자가 서로 관점을 교환하
며 경험의 의미를 찾는 생성의 과정인 것이다(조영달, 2015:31(실전
편)). 연구자는 면담이 지닌 ‘생성’의 측면에 의해 국지적 맥락(local
context) 속의 다양한 내러티브에 접근하여 생활세계에 담겨있는 의
미를 교섭하며 담론 형성의 장을 연다(조영달, 2015:31-32(실전편)).
박민정(2006) 역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경험 안에
서 재해석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를 이야기의 세상과 개
인의 세상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논하였다. 내러티브는 그 실행과정
에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세상이 만나고 연구를 접하는 사람들
의 경험까지도 재조정하며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연관성이 깊다.
이처럼 본 연구가 참여자와 연구자가 서로의 반응에 맞추어 참여
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의미를 찾아간다는 점과 생활환경 속의 삶
과 의미를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는 점에서 상징적 상호작
용론이 본 연구방법의 인식적 기초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 위치해있는 내러티브 탐구가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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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생활 경험과 이 안에서 형성한
의미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삶의 경험에 집중하는 내러
티브 탐구가 중요한 연구방법론이 된다. 내러티브는 연구 참여자들
이 표현하는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 인간의 행동을 어떤 일정한 자
극에 대한 반응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널리 합의하고 있는 바이다. 게다가 인간의 사고를 숫자나 수량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사고과정과 경험을 풍부하게 담는데 한계가
있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기도 하다(Clandinin, 2006:
37). 이러한 자료들은 과학적, 실증적 검증가능성을 측정하기보다 연
구 참여자들이 표현하는 언어의 은유적인 특성과 설명을 탐구하고
논증, 서술로 짜여있는 이야기의 관련성과 일관성을 주로 수용한다
(Clandinin, 2006:55). 이처럼 숫자가 아닌 의미를 해석하는 구술과
문어자료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미’를 탐구하는 내러티브는 양육시
설 아동들의 경험과 그 속에서의 생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연
구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또한 본 연구가 양육시설 아동들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는 ‘기술’과 ‘개입’의 측면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탐구와 성격이 맞닿아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객관성과 일
반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보다 특수성과 다양한 목소리의 이해를 지
향한다. 내러티브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연구에 담아
내며

사례를

기술(description)하고

개입(intervention)한다

(Clandinin&Connelly, 1991:105, 163). 이때 연구대상이 되는 환경은
통제되는 실험실이 아닌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인 환경으로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내러티브의 이야기는 넓은 세상의
권력의 흐름과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게 해주며,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세상을 이해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
도록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개입(intervention)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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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을 지니게 된다(Riesman, 2008:8).
이 때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연구가 이루어지며 해석되
는 상황과 맥락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내러티브는 역사속의 특정
한 순간의 특정한 독자로 이루어져있고, 특정한 문화 속에서 통용되
는 담화와 가치체계가 담겨있다(Riesman, 2008:4). 연구 참여자들은
독립된 상태에서 경험을 형성하지 않으며,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순
간의 담론과 권력관계에 위치하고 있다 (Riesman, 2008, 2008:8). 연
구자들 역시 그들 나름의 삶과 세계관을 가진 특정한 맥락에 위치
한 존재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 역시 그들의 문화와 가치
체계라는

특정한(local) 틀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한다(Riesman,

2008:8). 즉, 내러티브 연구는 이야기를 하는 참여자, 이야기를 듣는
연구자, 연구자에 의해 서술된 이야기를 듣는 독자라는 세 주체의
상황과 맥락이 모두 공존하는 연구인 것이다. 연구에 관여하는 주체
들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 이외에도 Clandinin과 Connelly(1991)은
내러티브 탐구의 시간성, 사회성, 장소에 주목하며 상황의 다양한
차원을 기술하였다. 우선 시간성은 연속성의 개념으로 모든 경험은
시간적으로 특정한 시점에 있어, 연구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복
합적으로 기술하게 된다(Connelly& Clandinin, 1991: 106). 사회성은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상
황은 개인의 감정, 희망, 바람, 도덕적 기질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상황은 개개인을 둘러싼 외부적 상황, 주변 요소들의 영향력을 의미
한다(Connelly& Clandinin, 1991: 106). 장소는 탐구와 사건이 일어
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경계로 연구 참여자가 경험과 이야기를
형성해나가는 공간이자, 연구자의 연구를 이해하게 해주는 장소이자
기준이 된다(Connelly & Clandinin, 1991: 106).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유동적인 관계를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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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텍스트를 작성하여 엄격하게 연구를 실행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필연적으로 관계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연구자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파악하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독자이자 질
문자가 된다(Connelly & Clandinin,1991:146, 163). 이때, 연구자는 현
장에 완전히 개입하며 참여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한편으
로는 참여자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더 커다란 전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Connelly & Clandinin,1991:163).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맺는 관계
는 연구에 방해가 될 정도로 친밀해질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가 불
신감을 느낄 정도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관계의 균형
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탐구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와
같은 상황의 관계적 조건들을 기록하는 현장텍스트를 지속적으로 구
성하며

참여자들의

세계와

친밀감을

조절해야

한다(Connelly&

Clandinin, 1991: 172). 본 연구에서도 면담과 참여 관찰에 현장텍스
트를 계속적으로 작성하며 엄격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텍스트 분석방법 중 발화의 내
용에 중점을 두는 주제분석법을 통해 양육시설 학생들의 시민성 형성
을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내용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분석법이다(Riesman, 2008: 53).
또한 대화상황자체보다는 발언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야기
를 완전히 만개(full blown)하도록 하여 마치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은 영향은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Riesman,
2008: 58). 이때 연구자는 참여자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messy)의 구술언어를 읽기 쉽도록 담아낸다
(Riesman, 2008 60). 본 연구가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들어보며 학교의 다양한 상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
게 되는 시민성을 이해하고자 하므로 이야기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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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황과 환경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는 지하철 역 옆에 위
치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거주지보다는 상가가 주변에 더 많다.
대부분의 상가가 대로변에 위치하지만, 이에 반해 대다수의 거주지
는 골목에 위치하며, 골목은 깊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파트와 같
은 공동주택보다는 개인주택이나 중소빌라가 많은 편으로 경제적으
로 부유한 환경이라는 인상은 받지 못한다. 학교 주변에는 상가가
많아 통학로를 막고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좁으며, 주변 상가
의 종류는 주로 음식점, 술집 등이다. 학교주변에는 골목이 복잡하
게 형성되어 있고, 거주지는 도로가 아닌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대상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역시 골목 안쪽에 위치해있다.
연구 참여자가 재학 중인 교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교실로 일반
가정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연구대상 초등학교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환경
에 위치하여, 이 학교에 다니는 일반학생들도 부유한 가정에서 생활
하지는 못한다. 교실에는 연구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
은 모두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다. 비록 그 환경이 다문화
가정,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이자 약자의 입장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양육시설의 아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 학급은
24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한 학
급에 2-3명 정도 있다. 또한, 영어, 음악 등 일부 예체능과목을 가르
치는 교과 교사들을 제외하고 담임교사가 약 5-6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부모님에 관한 주제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수의 학생이 일반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를 일부러 회피하지
는 않는다. 5, 6학년 교실은 아침 9시에 등교를 하여 수요일을 제외
하고는 오후 2시 30분에 끝난다. 그리하여 면담은 모두 오후 2시 30
분 이후로 실시되었고, 참여관찰은 그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9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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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졌다.
학교에서는 그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
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선정된 양육시설 아동들은 부모가 없어
친권이 시설장에게 있는 소외계층 지원정책의 대상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지원정책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이는 문화체험, 정
서, 학습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양
육시설 아동들은 생활하는 시설에서 다양한 심리, 정서 상담을 하거
나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영어 학습을 위한 영어마을에 입소하
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연
간 50만원 지원되는 수강권을 주어 원하는 강좌를 금액 내에서 수
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그들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은 매우 큰 규모의 시설이다. 현재
이 시설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미혼
모의 아이들인 경우가 많으며, 만약 보호자가 원할 경우 약 1년간
함께 시설에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퇴소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더 머물 수
있으며 자립을 위한 지원금도 주어, 독립 전 약 2년간의 시간은 혼
자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알려준다. 시설에 있는 동안 심리,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 양육시설은 다
양한 차원의 후원을 받아 음악회와 문화생활, 영어마을, 놀이공원,
레저 활동 등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있다. 양육시설은 후원자의 가정도 방문하
게 하여 가족과 친척의 개념을 알려주는 등 재정적, 정서적 차원에
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소질을 계발하도록 음악, 미술, 체육부 등 다양한 소질계발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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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목적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에 의
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목적적 샘플링은 의도적 샘플링이라고도
하는데,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사람

또는

사건을

선정하는

샘플링

방법이다(조영달,

2015:246-247). 선정기준은 모집단의 평균적인 성향을 소유했는지
여부, 전체집단의 범위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선택 등 다양하지만
결국은 연구 질문과 목적이 그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근거이론적 성격을 갖는 본 연구는 이론적 표본추출방법
(theoretical sampling)도 고려하였다. 이 선정방법은 연구를 수행하
는 이슈나 주제에 기반하여 연구필드에 진입해 대상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샘플링은 근거이론처럼 이론을 개발하거나 변화,
확장할 때에 사용하며, 특정한 이론적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선택한
다(조영달, 2015:248-251). 본 연구에서도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문헌
과 참고 자료를 통하여 표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며
계속적인 반성과정을 통해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목적적 샘플링과 이론적 샘플링을 시작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실
제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눈덩이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실시
하였다. 눈덩이 샘플링은 모집단에서 처음 접촉한 사람을 주된 정보
제공자로 활용하여 점차 접촉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샘플링 방법이
다(조영달, 2015:248(이론편)).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공개적으로 모집
하기 매우 조심스러우며 양육시설과 직접 접촉하여 자발적 참여자
를 모집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 접촉하게 된
양육시설 아동을 주된 정보제공자로 활용하여 점차 접촉범위를 넓
혀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반이 안정되고 오래 운영된 양육시
설의 학생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에
는 다양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양육시설아동들이 있지만, 만약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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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이 너무 열악하거나 운영기간이 너무 짧으면 연구가 시설의
운영 자체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선택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길어 기반이 안정된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을 선정하
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의 생활경험 없이 출생과 동시에 양육시설에서 생
활하게 된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
한 시작점은 가정이라는 중요한 환경이 결여된 채 생활한 양육시설
의 아동들이 학교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기반한 시민성을 어떻게 형
성하는지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가정에서 생활한 경험 없이 성장
한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들이라 판단하여
출생과 동시에 양육시설에서 생활한 학생을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양육시설 아동들을 선정
하였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관계를 맺으며 학교와 학급이
라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경험
을 살펴보는 것은 학교의 시민교육에 중요한 제언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양육시설의 아동들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양육시설의 초등학
생들을 선정하였다. 우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을 연구대상
자로 선정한 이유는 제도교육의 첫 단계가 초등학교이며, 초등학교
에서의 생활이 추후의 학교생활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주요
한 연구 자료의 원천으로 삼는 내러티브 탐구를 하기 때문에 자신
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동들이 연구 자료의 주요원천이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
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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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특성
연구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모두 출생과 동시에 아동양육시설에
서 생활하고 있다. 부모의 생존여부와 부모와의 만남 여부는 간헐적
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
고 공립학교에서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함께 2년 혹은 3년째 생활하
고 있다. 다음은 그들의 특성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이다.
(1) A 아동
A는 6학년에 재학 중이며, 4학년 때 공립학교로 전학을 온 여학
생이다. 항상 학교에서 같은 양육시설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
중에서 매우 친한 한 명의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
른 반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성향 탓에 A는 재학 학교의
교사인 연구자와도 친해져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만나면 항상 밝게 인사하고 멀리에서부터 뛰어와 안기기도 하였다.
A는 또래에 비하여 키와 덩치가 큰 편이고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다니며, 항상 작은 인형을 가방에 달고 다니고 이를 보
며 즐거워한다.
(2) B 아동
B는 4학년 때 전학왔으며, A와 매우 친하다. 올해 6학년이 되었으
며, 또래에 비하여 키가 매우 큰 편이다. 학교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생활하여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보육사는 사춘기로 인한 반항적인 성향의 강화를 우려하고 있
다. 또래의 여학생들처럼 작은 인형을 좋아하며, 다른 여학생에 비
하여 목소리 음성이 낮은 편이며 발음이 불명확하다. 하지만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귀여운 말투를 사용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A처럼 멀리서부터 뛰어와 손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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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아동
C는 4학년 때 공립학교로 전학 왔으며 올해 6학년이 되었다. 외
모는 A와 B처럼 또래에 비하여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다. 다
른 참여자들처럼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안거나 손을 잡는 것을 싫
어하지만 웃어주는 편이며,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 다른 사
람들과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피부는 흰 편
이 아니며, 눈은 쌍꺼풀이 짙은 편으로 눈꼬리가 올라가있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눈빛이 날카로운 편이다. A처럼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를 하나로 묶고 다니며 걸음도 성큼성큼 걷는다. 입꼬리가
항상 한 쪽으로 올라가 있어 말을 하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한 쪽
으로 올라간다.
(4) D 아동
D는 5학년 때 공립학교로 전학 왔으며 올해 6학년이 되었다. 키
는 또래에 비하여 작은 편으로, 눈이 나빠 안경을 썼다. 안경이 자
주 코로 흘러내려 안경을 자주 손으로 치켜 올리는 버릇이 있다. 목
소리가 매우 큰 편으로 친구들과 얘기할 때에도 항상 큰 소리로 이
야기하고 소리를 지른다. 말을 너무 빨리하여 주변 친구들이 자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으며,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빨리 말한다. 또한 항상 걸어다닐 때, 손에 쥔 신주머니를
발로 차며 걷는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항상 밝게
웃으며 손을 잡는다.
(5) E 아동
E는 3학년 때 공립학교로 전학 왔으며 올해 5학년이 되었다. 또래
에 비하여 몸이 매우 말랐으며, 키도 작은 편이다. 눈이 매우 나쁜
편으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자주 뛰어다니며 안경을 떨어뜨려 제대
로 착용하지 못해 인상을 자주 찌푸린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야외활동 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학생으로 조금만 날씨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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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도 입술이 파래지며 음식도 많이 먹지 않는다. 체육활동을 즐겨
하며,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연구자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좋아한다. 본 연구의 샘플링 단
계에서 눈덩이 샘플링을 위한 최초 접촉자로서 연구자와 면담을 할
때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6) F 아동
F는 3학년 때 공립학교 전학 온 올해 5학년 여학생이다. E와 마
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체구와 키가 매우 작다. 가리는 음
식이 많은 편이며, 목소리도 작은 편이다. 연약해 보이는 작은 체구
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생머리와 흰 피부에 눈꼬리가 쳐져있어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은 편이라고 평가를 받으며, 친구들도
남학생들이 많다. 평소 쓰는 언어가 좀 거친 편이고 서로 말장난을
하고 놀리며 노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
다. 연구자에게도 먼저 자발적으로 찾아와 자신의 학교생활 이야기
를 시작하였다.
<표-1>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A

여

B

여

C

여

D

여

E

여

F

여

나이
13세
(6학년)
13세
(6학년)
13세
(6학년)
13세
(6학년)
12세
(5학년)
12세
(5학년)

일반 공립 초등학교

부모와의 접촉

재학 경험

여부

2년

없음

2년

없음

2년

없음

1년

없음

2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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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접촉한 경험
있음
없음

4. 자료수집 방법
1) 심층인터뷰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해 주된 자료를 얻고자 한다. 내러
티브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
하는 연구방법이다. 연구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가 주요 원천
인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인터뷰가 필요하다. 인터뷰는 연구대
상자와 연구자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세상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Kvale, 2007: 116). 특히 양육시
설 아동들이 학교생활 경험을 통해 형성하게 된 의미를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가 주된 자료수집 방법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이야기를 만드는 공동
생산자(co-producer)16)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자는 내러티브의 구성
에 민감한 채, 상황 속 인물간의 관계와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간의
구도와 긴장과 갈등과 같은 줄거리를 구성해낸다(조영달, 2015:60(실
전편)).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 속에서 사용되
는 수사적 장치를 관련지으며 분석을 위한 자료들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는 주로 은유와 설명적 이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은유는 어떤 것을 뜻하는 단어나 어구로 무엇을 지
정(designate)를 뜻하며, 설명적 이해는 어떤 해명과 정당화를 위하
여 이야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조영달, 2015:293(이론편)).
인터뷰의 속성과 연구방법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半)구조적인 면담을 계획하였다. 내러티브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
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구
조화된 면담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16) 공동생산자(co-producer)의 개념은 조영달(2015)의 『질적연구방법론: 학교와 수
업연구의 새지평(이론편)』의 60페이지에서 내러티브 면담에 대한 언급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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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을 둘러싼 환경과
연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가 학교생활을 다루는 만큼, 연구
자는 구조화된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연구문제와 관련된 질문17)을
하며 면담의 방향을 이끌었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
야기 속 구성과 구조를 찾아 조직한다(조영달, 2015:61(실전편)). 면
담은 참여자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되, 주로 다루는 내용은 학
교생활에서 또래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일과 그 과정에
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들이 형성하게 된 개인
적,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한 타인과의 배려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주된 내용이었다. 참여자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은 이야기 내용이 연구 질
문에서 많이 벗어날 경우에 하며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른 후속질
문이나 반응에 참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인터뷰는 이야기하기와 이야기 쓰기(solicited
narratives)를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물론 면담은 연구 참여자와 연
구자가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상호작용이지만 피면담자의 세계
를 면담만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자
신의 경험과 생각을 면담을 통해 모두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이야기 쓰기(solicited narratives)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
험을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면담의 배경지식으로 활용하거나 참여
자들의 일상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조영달, 2015:69(실전편)).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여 면담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이
주로 썼던 이야기는 학교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도움
을 받은 경험, 학교생활에서 인상적인 경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었다.
17) 연구를 위한 질문은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어, 어떤 구조화된 프로
토콜은 없었다. 단지 참여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되, 이야기의 방향을 본 연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배려를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친구와 교사들에 대
한 생각,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들로 방향 짓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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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 참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윤리성을 지키며 면담을 시행하였다. Kvale(2007)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적절한 질문을 사용해야 하는데 연구자가 길고 복잡한 질문을
하거나, 한 번에 하나 이상 질문을 하면 면담은 악화된다. 본 연구의
면담은 참여자들이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양육시설과 협의를
거친 뒤 면담 뒤에 다른 일과가 없는 날에 진행하였다. 연구의 윤리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인터뷰의 목적과 녹음기의 사용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는지를 묻는
‘브리핑’으로 시작하였다. 아래의 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
서 주로 다루었던 질문들의 목록이다. 물론 실제 면담은 내러티브
연구의 성격에 맞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반응을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실행되었다. 실제 질문들을 전부
표에 넣기는 어렵지만 참여자들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졌던 내용을 담았다.
<표- 2> 면담을 위한 질문의 예시
연구문제

연구 질문

면담 질문 예시
1. 개인적 기호에 대한 질문
(과목, 음식, 주변 사람 등)

1. 개인적
정체성

2. 기분이 좋았던(나빴던) 경험
3.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
4. 취미, 특기에 대한 질문
5. 하루일과에 대한 질문

상황에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 등)

대한

1. 임원경험

인식

2.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의 역할
3. 학급의 구성원들에 대한 견해
2. 사회적 역할

4. 학급(모둠)에서 자신이 하는 일
(1인1역, 모둠 내 역할, 학급 내 자신에 대
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
5. 학급의 규칙과 관련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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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래와의 경험
3.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성

(갈등경험, 평소의 생활 및 대화내용 등)
2. 교사와의 경험
(갈등, 인상깊은 경험 등)
3. 교사 및 또래에 대한 견해
(개인적 기호, 앞으로 만나고 싶은 교사 등)

1. 배려관계
배려의식

1. 도움을 주었던 경험과 도움을 받았던 경험
2. 배려관계

2. 타인의 도움에 대한 견해

속의 역할

2) 참여관찰
본 연구는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면담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
복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발언을 다루어 허구가 포함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참여관찰도 함께 실시하여 양육시설 아동들
이 실제 학교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
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을
통하여 면담의 내용을 확인하고,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면 다시 새롭
게 확인함으로써 깊은 이해의 과정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교 일과 중에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시작한 2014년 11월부터 참여자
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약 10회에 걸쳐 필드노트를 작성해왔다. 관찰은
주로 쉬는 시간과 교과시간 등 시간을 함께 병기하여 그들의 학교생
활을 최대한 풍부하게 기록해두었다. 참여관찰은 다른 학생들이 양육
시설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체육시간과 수업
이 시작된 후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 행해졌으며, 관찰 노트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관하고 코드명으로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참여
관찰이 끝난 뒤 약 30분의 시간 동안 관찰 노트를 다시 읽어보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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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면담에 참고하였다.
관찰 노트에는 관찰의 방법이나 연구자의 생각도 함께 기록하였
다. 관찰 자료는 관찰 과정에서 연구자의 생각과 경험은 서로 분리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찰을 할 때에 어떤 장면과 일화를 적을 경
우, 왜 그 장면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연구자가 든 생각과 의문
점들을 옆에 적어두어 반성적으로 검토하였다.
관찰은 학교생활에서의 일화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구성하며 이루
어졌다. 일화(episode) 중심의 관찰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련의 상
호작용에 이야기들을 연구목적에 맞게 조직하여 줄거리(field note
tales)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때 줄거리는 되풀이 되는 일화들의 서
로 연결된 행동들을 밝히는 자세한 이야기로 내러티브 탐구의 줄거리
를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5. 자료분석방법
1) 인터뷰 전사
본 연구는 면담자료의 분석방법으로 전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녹음기를 사전에 여러 번 작동시키며,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 녹음
이 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였다. Kvale(2007)에 의하면, 전사의
첫 번째 필요조건은 녹음/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
째 조건은 녹음/녹화되는 대화가 전사자에게 잘 들려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주변 소음을 피하고 대상 아동들에게 편
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생활하는
양육시설과 사전 협의를 마쳐 정해진 날에 수업이 끝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시행할 때에 참여자들의 눈동자의 움직임, 제스
쳐, 표정과 같은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노트 필기를 해야 하지만,
대상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에 임하지 못해 이를 적극적으
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대신 기억의 왜곡을 덜 받기 위하여 면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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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고 난 뒤 바로 전사하거나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사하였다.
전사를 할 때에는 많은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면담내용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사실
상 모든 목적에 맞는 전사는 거의 불가능하며 작은 문장기호 하나에
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전사는 해석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이
는 타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연구목적에 따라 유용한 전사가 달라지
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조영달, 2015:112(실전편)). Kvale(2007)에
의하면 전사의 과정에서 면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몸짓언어와
목소리의 어조와 억양, 숨쉬기 등이 어쩔 수 없이 사라져 그 풍부함
과 상황성이 사라질 수 있다. 결국 전사의 과정은 특정영역을 중심
으로 재편되는데 이때에는 연구문제의 성격과 연구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연구자가 면담의 언어스타일이나 상호
작용 자체에 중점을 둔다면 휴지(pause), 억양, 중첩 등은 중요한 요
소가 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반언어적 표현과 중첩 등 상황
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는 전사하였지만 본 연구는 학생들
이 학교생활의 경험을 듣고 그에 부여하는 해석과 의미가 주된 자
료의 원천이다. 이는 참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에 어떤 태
도를 취하는지를 살펴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
야기 자체를 담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므로 전사의 내
용도 참여자들이 말하는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실행되엇다.
또한 전사의 신빙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준수하였다18). 우선 연구자가 면담을 진행하므로 연구자가 전
사를 하였다. 그리고 면담이 이루어진 현장의 상황과 맥락, 면담대
상의 특성 등도 필요할 경우 전사하며, 면담이 끝난 뒤에 약 10분간
의 시간을 가져 면담의 상황과 맥락을 메모하고, 무슨 내용이 다루
어졌으며 전사에서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도 메모해두었다. 또
한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면담 대상자들에게 전사한 것을
18)조영달(2015)의 ‘질적연구방법론: 학교와 수업연구의 새 지평(실전편)’의 6장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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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참여자들에게 전사내용을 확인하며 자신이 이야기 한 것
은 기록되고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이야기는 삭제할 수 있음을 알
려주었다. 전사를 다 마친 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읽어보도록 하
며, 연구결과에 실리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음을 설
명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을 높였다.

2) 주제분석법
본 연구는 내러티브적 접근이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연구대상자
가 면담을 하며 이야기한 내용을 해석하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고자 한다. 주제분석법은 텍스트의 내용을 다루며
무엇을 말했는지의 해석에 중점을 두는 내러티브 연구자료 분석법
이다. 연구참여자는 내러티브 면접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인 주제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제분석법은 개인의 이야기를 모으고 비슷한 이야기
들을 묶어 범주화한다는 점에서 근거이론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통합교육과정 실행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실시한 박민정
(2007)은 현장의 이야기를 전사물로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정독한
뒤에, 이야기 맵을 작성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묶어 재조직하여
연구텍스트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와 다시 연구텍스트를
공유하며

내러티브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Riesman(2008)은 실제 연구사례들을 통해 주제분석법을 다루었는데,
그 중 Ewick과 Silbey(2003)의 주제분석법은 참여자들의 전체 이야
기가 아닌 ‘저항’이라는 연구주제에 맞는 특정한 사건(incident)에 대
한 인터뷰를 정리하여 이야기들을 범주화하고 코드화하여 몇 가지
의 유형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Riesman,2008: 59-63, Ewick, P&Silbey,
S,2003).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이야기들을 독립적으로 모으더라도
많은 이야기를 총괄하는 주제의 범주를 찾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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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범주중심 접근(category-centered approach)으로 근거이론과 비슷
한 특징을 보인다(Riesman, 2008:58).
양육시설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시민성 형성 분야를 다룬 기존의
이론이 거의 없어 근거이론적 성격을 띠는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개방코딩 절차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연구자가 수
집한 자료에서 어떤 공통적인 주제와 범주를 찾아 개념화하는 분석
방법인

근거이론의

개방코딩(open

coding)과

매우

유사하다

(Strauss&Corbin, 1998:91). 그리하여 개방코딩의 방법을 빌려 주제
와 범주를 찾기 위하여 전사한 내용을 줄(line) 단위로 분석하며 의
미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찰노트와 면담메모를 여러 번 읽고 연구
참여자의 체험에 근거한 개념(vivo concepts)을 형성하기 위해 학생
들의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새로운 범주를 얻을 수 없을 때까지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개방코딩의 절차는 연구 초기에 참여
자들의 이야기들을 범주화하고 개념화하는 데에 사용하고 이후에는
다시 주제분석법의 절차를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는 개방코딩(open coding)의 특성을 공유하는 주제분
석법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
행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뒤 전사를 하였다. 그리고 관찰노트
와 연구자가 작성한 면담메모와 전사를 여러 번 읽으며 유사한 이
야기들을 묶고 논리적 연관성과 시간적 순차 등을 고려하여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재조직하며 범주화(categorizing)하였다. 그리고
범주화 한 것을 코드화한 후 연구 참여자들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내러티브 텍스트로 재구성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이는

근거이론의

개방코딩과

Ewick과

Silbey(2003)의 연구, 박민정(2007)의 연구를 종합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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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자료분석 절차
현장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이야기 지도를

연구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지도

➡

연구 참여자들의

구성

기반으로 같은

➡

사건(incident)들

맥락의 이야기
재조직하며 범주화

이해


연구참여자와

연구 참여자의

의 협상과정을

피드백에 따라



내러티브 텍스트

통해 내러티브

범주화 한 내용에



텍스트 구성

구성

코드를 부여하며
연구텍스트 구성

및 공유

6. 연구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빙성과 진실성 제고를 위하여 조영달
(2005, 2015)의 ‘이해도’를 그 준거로 삼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기본
적으로 방법론적 개별주의의 입장을 취하며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
하기 보다는 현장 속의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삶 속에서 일
어나는 일을 이해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국지적인 이론(local
theory)은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질적연구에서 중시하는 것은 통계
적 신뢰도보다는 연구결과가 다른 상황을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는
가를 통해 그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 조영달(2005,2015) 역시 자
료와 해석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 현상에 점점 깊이 다가가는 정
도인 ‘이해도’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근거이론의 포화상태 개념이
이에 해당됨을 밝혔다.
우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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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간

삼각

구도화

(between-method triangulation)를 실시하였다. 방법 간 삼각 구도화
는 덴진(Denzin, 1978)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개인적 편견을 넘어
서게 하는 다중방법의 사용이다(Denzin, N.K, 1978). 삼각 구도화는
연구방법, 연구자, 이론, 그리고 자료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방법의 삼각 구도화를 사용하였다. 방법의 삼각구
도화 중 방법 간 삼각 구도화는 자료 수집을 다중적인 방법으로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록자료 분석, 인터뷰 자료, 참여관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같은 이해에 도달한다면 이는 이해와 해석의 타
당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담을 위한 ‘이야기 쓰기’, 인터뷰 자
료, 참여관찰 자료는 방법 간 삼각구도화로서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
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
과 참여관찰이 주된 방법이다. 그리고 면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연구문제와 관련된 학교생활 경험을 쓰
게 하는 ‘이야기쓰기(solicited story)’를 사용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학교생활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한 생각과 그런 생각을 형

성하게 된 경험 등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방법 간의 삼각화를 통해
하나의 방법이 보일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자료수집기간과 자료수집이 끝난 뒤
에도 계속 검토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타당성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미부여를 막고, 연구자가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편견을
바로잡도록 한다. 그리고 그들과의 반응검토는 연구과정 중에 사용
되는 언어를 그들의 언어로 사용하게 하여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특히, 참여자들에 대한 초기 면담자료와 관찰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참여자들의 반응과 답변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이 끝난 후 분석과정에서도 참여자들과의
계속적인 협상과정을 통하여 연구자의 편견과 개인적인 반응을 제
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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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절차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행되었다. 우선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연구를 계획하며 목적적, 이론적 샘
플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6월 경 연구대상이 되는 학교의 관리자
와 시설장을 만나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였다. 연구에 대하여 시설장
과 학교의 관리자의 허락을 구한 뒤 연구 참여자들을 눈덩이 샘플
링 방법으로 접촉을 시작하였다. 2014년 10월 경 IRB의 승인을 받
아, 11월부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를 진행하기까지의 약 5
개월 간의 시간은 참여자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
으로 보내며 샘플링을 하였다. 면접과 참여관찰은 참여자들마다 다
르게 실시되었는데, 이는 연구자가 양육시설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
교에 근무하고 있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IRB규정
에 의해 연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연구자와 관
련 없는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IRB의 규정에 가장 이상적인 방
법이었으나, 본 연구의 성격상 연구자 개인이 전혀 관련이 없는 참
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
였다. 그리하여 눈덩이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와 친분이 있
는 학생들을 시작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친분이 있는 학생들은
주로 연구자와 오랫동안 학교에서 알고 지낸 학생들일 수 밖에 없
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중
간에 포기한 참여자들과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한 참여자들을 모두
제외하여 6명의 참여자로 확정을 짓게 되었다. 면접은 참여자 당 4
회 진행되었으며, 1회당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참여
관찰은 참여자마다 다르지만 10회 안팎으로 실시되었다. 참여관찰은
다른 학생들과 담임교사가 최대한 의식하지 않도록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이동이 자유로운 시간 중간에 관찰하거나 외부에서
진행하는 수업시간을 적극 이용하고, 교실 수업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들어가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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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참여자 별 면담 및 참여관찰 일정
연구

면담

참여관찰

A

2014년 11월~2015년 3월

2014년 11월~2015년 3월

B

2015년 3월~2015년 5월

2015년 3월~2015년 5월

C

2015년 3월~2015년 5월

2015년 3월~2015년 5월

D

2015년 3월~2015년 5월

2015년 3월~2015년 5월

E

2015년 3월~2015년 5월

2015년 3월~2015년 5월

F

2015년 3월~2015년 5월

2015년 3월~2015년 5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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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19)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 아동들의 이야기에서 추출한 공통된 주
제와 범주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연구텍스트와 연구자의 해석과 연
구 참여자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작성한 내러티브 텍스트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인식
연구질문

주제
타자화된 정체성

개인적 정체성

무관심
특별한 시설의 아동
주도적인 역할

사회적 정체성

거부
사회적 역할의 개인적 유용
구별짓기
같은 양육시설 학생에 대한 동지애

또래와의
관계성

이익관계

또래 및

수동적 관계

교사와의

협동적 관계

관계성

형식적 관계
교사와의
관계성

의지적 관계
놀림거리
적대적 관계

19) 4장과 5장에 인용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모두
전사과정에서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표시했음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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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시설 아동들의 개인적 정체성
1) 타자화된 정체성
참여자 A와 B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평가에 의존하여 개인적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들과 자신
의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
지 설명하였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주체적인 평가과정 없이
A와 B는 자신에 대한 설명을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A와 B는 같은 시설의 아동들끼리 뭉쳐있을 때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자기 자신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할 때에는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기대어 설
명하다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도
함께 설명하며 뛰어난 신체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러한
A와 B의 설명도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시설이라는
‘집단’과 주변인들의 긍정적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A와 B는 ‘타자화
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 네..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칭찬을 해주세요..저희요..선생님께요..듣
말쓰 자료에요... 편지 쓰는거 있잖아요...웃어른께 편지쓰는거 있거든요..
편지를 써가지고 선생님(생활실)께 줬는데요... 넌 나한테 이런 적 별로 없
잖아...하면서... (중략) 오늘 긴줄넘기를 하는데요. OO이가요. 야 OO시설
애들은 운동 진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말
했어요. 고아라는거 안 밝히고 싶은데...우리 집에서 그래요. ‘야. 우리 엄
마가 우리 버리고 갔다.’우리끼리 이래요..그러면 어떻게 엄마 없이 태어나
냐고 집에서 말씀해주세요.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운동 잘한다 하니까
‘나?’ 이렇게 말했어요.
A: 체육 샘두요. 우리 시설 애들은 체육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
른 애들이 우리 애들 오는 거 싫어해요. 줄넘기 대회 나갔을 때요. 우리 애
들이 있었어요. 저 그것도 몰랐거든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우리가 운동을 잘 하니까 많이 차이날 수 있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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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애들이 싫어하나봐요.
2014. 11.7 A면담

A: 재밌었던 일 있었어요. 저희가요 1교시 목요일 날 1교시.. 그 음악 선
생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체육..하는 대신.. 아..음악 하는 대신 체
육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오늘 1교시에 체육할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짱
이에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교시에 체육하러 나갔는데요. 제가 티볼을
했어요. 티볼 해가지고 5대5로 하는 게 있어요. 게임. 그래서 A팀, B팀 정
해서 하는데요..저희가 졌어요. 저가 가는 곳은 다 져요. 전부 다 여자들은
못한다요. 전부 자신감이 없어요. 저 빼고.
2014. 11. 28 A 면담

B: 있잖아요. 그때 토요스포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 애들 한 20명 정
도 있다가 외부 애들 10명정도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애들 한 30명
있는 다음에 외부 애들 한 10명. 우리 애들 모여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끼리 그냥 모여 있으니까. 어 고아들 모였네 이러면서.. 역시 스포츠는
우리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많이 와서 완전 좋아요.
2015. 3. 18 B면담
B: 저 4학년 때 학예회 애들이랑 같이 했어요. 써니 했어요. 봤어요? 써
니..저는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모자를 쓰고 저
앞머리 길었거든요. 그때 옆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영화에 나오는 주
인공 닮았대요. 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앞머리를 옆으로 넘기며) 모자 이
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모자 이렇게 썼는데 누구 닮았다고 했어요. 전부
다. 기분 좋았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만화 캐릭터 닮았대요.
2015. 4. 8. B면담

참여자 F의 경우, 또래친구들의 평가에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A, B와 달리 F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긍정적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지 판단과정 없이 친
구들이 평가하는 모습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동일시하였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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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한참을 생각하다 다시 뭘 어떻
게 생각하냐고 반문하는 과정은 F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
기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을 분
석할 수 있었다.
F: 어..피구할 때 저 다크호스래요. 저는 그냥 피하는 거랑 던지는 거 다 해
요. 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잘한대요. (중략) 애들이 저 단순하고 엉뚱하
대요. 맞는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맞다 해 가지고. 엉뚱하고 단
순한 것 같아요.
2015. 4.15 F면담

2) 무관심
참여자 C와 D의 경우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이야기하다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야기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
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에 이들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한다기 보다는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에 관심을 두지 못
한 것이라 해석된다.

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C: 저요?(8)20) 몰라. 잘 모르겠어요.
면: 좋아하는 거나.. 자기 성격이나.. 잘 하는 거나.. 친한 사람이나
C: 활발하다...공부는 재미없고, 노는 거 좋고...
면: 뭐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C: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중략)
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부러운 사람..없어요?
20) 숫자는 참여자가 침묵한 시간(초)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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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없어요. 그런 거..
2015. 4. 7 C 면담자료
면: D는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D: 뭐라 해야 해요?
면: 만약 친구들에게 소개한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학교에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친구
들의 특징, 부러운 사람, 하고 싶은 1인 1역 등등..편한대로..좋아하는 거
먼저..
D: 네.(5) 뭐요? (10) 어..운동을 좋아...어.. 몰라요.
2015. 4. 8. D 면담자료

3) 특별한 시설의 아동
참여자 E는 자신의 양육시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자신을 시설과 동일시하였다. E는 3학년 때에 전학 왔는데,
전학 온 1년 뒤부터 학교에서 고아 아니냐는 질문과 놀림을 많이
받았다. 그럴 때마다 양육시설에서 배운 대로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며 넘긴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모님과 가
족 간의 사랑에 대해 수업할 때마다 곤란하고 힘들지만 이것도 같
은 시설 학생과 선생님에게 대신 표현하며 넘긴다. 하지만 자신의
양육시설을 단순히 고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해 하였다. E
는 자신이 속한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양육시설이라고 여
기며 오랜 시간 다양한 곳에서 운영된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설의 규모와 운영체계가 양육시설 아동들의 정체성에
도 영향을 미쳐, 그들이 단순히 불쌍한 고아가 아니라 좋은 시설에
서 생활하는 ‘특별한 시설의 아동’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였음
을 분석할 수 있다.

E: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만만하게 봐요. 막 고아라고 하고....저는 그러
면 ‘야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태어나냐?’ 이래요. 그리고 그냥 엄마 아빠
가 일하러 다른 데로 일하러 나가셔서 바빠서 여기에 맡기고 가셨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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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이렇게 말해요.
면: 슬프겠네.
E: 괜찮아요. 슬프다는 생각은 많이 안했어요. 그런데 좀 곤란할 때가 있
어요. 이번에 공개수업 하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수업 했거든요. 내
가 세월호에 탔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먼저 버리기... 그거 있잖아요. 그
거에 대해서 막 작별인사하고 그런 거 쓰라고 했거든요. 문제로, 엄마한테
작별인사 해가지고 애들이 울었어요. 우리는 진짜 되게 곤란해요. 저도 엄
마 아빠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부모님이라 할까 말까하고 엄마 아빠라 할
까 말까 하고 그런 고민 되고요. 그냥 부모님께 쓰지 말고 친구한테 쓰자
이러고 친구한테 쓰면 옆에 있던 짝꿍이요. 막 저보고 ‘야 니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럴 수 있지’ 이랬
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
요.
(중략)
F: 4학년 때 OO이라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그냥 친구라 하면
되는데 막 고아원 친구라 해가지고 짜증났어요. 막 OO시설 애 아냐? 막
이러고.
E: 우리 시설은 신부님이 6.25때 미국에서 오셔서요. OOO에서 오셨는데
전쟁 때 애들이 버려지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다 모아서 만든 공동체예요.
우리 시설은 서울에도 있고, OOO에도 있고 그래요..(중략).. 막 막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설 사람은 막 고아라고 그래서 기분 진짜 나빴어요.(중략)
언니21)들도요..만약 사고 치면 그러면 다른 시설로 가거든요. 그러면 나중
에 막 우리시설이 제일 좋다 그러고 그러는데..
2015. 3. 18 E,F 면담

21)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언니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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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시설 아동들의 사회적 역할
1) 주도적인 역할
참여자 A와 E는 자기 자신을 학급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다고 생각한다. 이 둘은 학급의 의사결정을 돕거나 수업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들고 학급의 책임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학급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A: 이 학교가 전학 오기 전 학교보다 더 재미있어요. 예전학교에서는 너무
많이 싸우고 그랬었어요. 남자하고 여자 대결. 몸싸움. 쉬는 시간에도 하고
수업시간에도 하고 그랬어요. 남자애들 몇 명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런 애들이 없었어요. 저는 싸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요. 저가요..
제 남자친구가 싸우면요. 같이 싸웠어요. 만약 남자친구하고 애들이 싸우
면요 좀 그냥 하지말라고 하면서 싸웠어요.
(중략)
면: A가 학급에서 없다면 어떻게 될까?
A: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음. 저는 반을 잘 이끌어가요. 반에서 봉사, 배려
이런 거 해요.(중략) 친구들이 장난칠 때도 잘 이끌어가요. 그런데 주변 애
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 모둠 다 시끄러워요. 그러면 저는 ‘조용히 해’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요. 만약에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자’ 이러래
요. 공부시간에 회장이건 뭐건 그냥 하래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해봤거
든요. 근데 조용히 했었어요. ‘조용히 하자’ 하면요 조용해져요. 다른 애들
이 할 때도 다 조용해져요. 그렇게 습관이 들었어요. 1학기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회장 부회장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하면서 전부
다 그래요. 조용히 하자 이렇게.
2014. 11. 7 A 면담

A는 친구들을 3,4명씩 ‘데리고’ 다닌다. 3교시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함
께 화장실을 가고 거울을 보고, 다른 반 친구들과 인사를 할 때에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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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뒤에서 서있다. 4교시 체육시간에도 항상 자신의 팀에서 순서를
정하거나 작전을 짜고, 역할을 알려준다. 혹시 친구들이 잘 하지 못하면 A
는 화를 내거나 한번 쳐다보는데 그럴 때마다 A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말
하는 학생은 없다.
2014. 11. 10 A 참여관찰 노트

E: 제가 부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할 때는 검사나 같이 청소하는
거 중요한 거.. 저의 구역 맡은 데를 가요. 제가 맡은 구역이 학부모님들이
나 교장선생님이 많이 다니시는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해야 하
는데 그걸 제가 검사해요. 그런데 저희 반에서는 어. 저가 하는 역할보다
회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15. 3. 18. E 면담

E: 4학년 때 OOO선생님 반이었는데요. 4학년 선생님께서는요. 그런 거를
많이 하셨어요. 저 미화부 였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하셨
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막 회의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도 되게 많이하
고 그랬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미화부. 뭐 미화부에서 무슨 행사를 준비해
서요. 친구들이랑 같이하고 그러면요. 친구들도 되게 재밌어하구요. 뿌듯하
잖아요.
2015. 4. 10 E 면담

5교시 체육 시간에 E는 발야구를 하러 나왔다. 담임 선생님이 팀을 짜주자
자신의 팀에서 공격할 순서를 정해주고 그 순서대로 학생들을 앉혔다. 그
안에는 남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E보다 덩치가 큰 학생들도 있었지만
다들 익숙한 듯 E가 앉혀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자신의 차례가 오면 누
가 시키지 않아도 뛰어나가고, 자신의 차례가 아닐 때에는 공을 차는 순서
대로 준비시켰다. 수비 차례가 왔을 때에도 같은 팀 학생들을 각각의 위치
에 세우고, 공을 굴리러 갔다. 공을 몇 번 굴리다가 조금 안되자 다른 남
학생에게 굴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남학생이 장난을 치고 실수를 하자
다시 나오라고 하며 자신이 굴렸다. 처음과는 달리 이번에 굴리는 공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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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빨랐다. 공을 차러 나온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였지만, 듣지 않고
계속 빠르게 굴렸다. 공을 굴리고 난 뒤에 상대가 공을 차면 공을 끝까지
바라보며 뛰었고 공을 놓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소리로 ‘아휴..야..’ 이
렇게 말하였다.
2015. 5. 22 E 참여관찰

참여자 D는 자신의 개인적 취향과 특성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였다. 특히 D는 자신을 학생들 사이에서 웃기는 학생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둠이 반에서 제일 시끄럽다고 하며, 여기
에는 자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D는 A와 E와는 달
리 학급이라는 공동체 단위가 아닌 모둠이라는 더 작은 범위 속에
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가 인식한 사회적
역할의 근거는 A와 E처럼 자신이 지닌 책임감이나 지위가 아니라
개인적 취향과 특성을 사회적 역할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는 수업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 학습지를
해결하는 모둠활동에도 C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지 않으며, 모둠원과
장난을 치거나 다른 얘기를 한다. 혹시 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조용해지고, 두 손을 모으고 팔꿈치를 책상에 대고 모둠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본다.
2015. 3. 18 D 관찰노트

D: 우리 모둠 저하고 OOO하고 A, □□□ 거의 3명 다 알아요. OOO이 회
장이랬대요. 5학년 때. 그래서 저가 말이 안된다 했어요. 이렇게 같은 모둠
인데 진짜 시끄러워요. 우리 모둠이 우리 반에서 제일 시끄러워요.(중략)
우리 반 저 없음 재미없을 것 같아요.
2015. 4. 8 C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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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
참여자 C와 F는 학급에서 주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임원이 되
는 것을 싫어한다. C와 F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싫어
하며, 학급의 일에 나서는 것도 싫어한다. F는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창피해하고 이를 ‘나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 저 임원선거 떨어졌어요. 부회장. 두표
면: 누가 추천해 준거야?
C: 여자였어요. 모르겠어요. 누가했는지.
면: 그럼 어떤 임원이 되겠다고 생각했어?
C: 아무 생각 없었어요. 우리 반 시끄러워요. 그냥 애들이 아무 말이건
다 해요. 그냥 말 다해요. 아무 말이나. 저는 그냥 들어요. 재밌어서.
면: 조용히 시키거나
C: 아뇨. 됐어요. 싫어요. 아깝지 않아요. 이미.. 뭐 그냥. 부회장은 거기
만 가잖아요. 임원수련회.
2015. 4. 7 D면담

F: 저는 개구쟁이나 어. 그냥 보통학생인 것 같아요. 말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면 친구들이 맞장구 치고 같이 웃어요. 그리고 애들이 엉뚱하대요. E
는 부회장 됐어요. 안 믿겨, 안 믿겨. 저는 추천당해가지고 있죠. 안 뽑혀
라 했더니 다행히 2표. 2표로 안됐어요. 저는 나서는 거 싫어해요.
2015. 3. 18 F면담

참여자 D는 위에서는 본인이 학급에서 학급을 재밌게 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
을 수행할 때에는 이를 거부한다. D의 경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변의 반응을 살폈
을 때 자신의 장난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반응을 기
반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정했다. D는 자신이 활동하고 장난하
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역할과 타인의 반응을 결합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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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학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자신의
욕구 충족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갖는 역할에 있어서 D는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D: 지금 1인 1역 우유당번하고 있어요. 완전 싫어요. 완전 귀찮아요. 그냥
학생하고 싶어요. 1인1역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없어요. 4학년 때 임원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해봤거든요. 거기는 회장 한명 부회장 한 명 이렇
게 예요. 저 부회장 됐거든요. 그냥 애들 체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줄 세우
는 거 했어요.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지금은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런 거 싫어요. 빨리 와야 하잖아요. 귀찮아요.
2015. 5. 20 D면담

3) 사회적 역할의 개인적 유용(流用)22)
참여자 C는 올해 부회장선거에 나갔지만 떨어졌다.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선거에 나간 C는 낙선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C는
애초부터 학급을 위해서나 자신의 인정욕구 달성을 위해 부회장이
되려던 것이 아니라 임원수련회에 가기 위해 되고자 한 것이다. 회
장 같은 경우에는 학급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부회장은 학
습지를 나누어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해야할 일도 없고 임원수련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회장 선거에 나갔다. 사실 부회장은 학급에서
교사를 돕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조정하여 학급의 원활
한 운영을 돕는 사회적 역할을 수용한다. 하지만 C는 ‘부회장’이라는
역할을 ‘임원수련회’라는 개인적인 취향을 만족시키는 일종의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역할을 사용하는, 유용(流用)의 모습을 보였다.

22)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출처: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기에서는 학급 공동체라는 맥락에서의 ‘부회장’이라
는 역할을 임원수련회에 가고 깊은 개인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였으
므로 유용이라는 낱말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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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 임원선거 떨어졌어요. 부회장. 두표. (중략)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
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표정도 아니었어요. 여자애가 추천해줬는데.
(누가 추천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했는지. (중략) 어떤 임원이 되겠다는
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었어요. (중략) 선거 나가서는 뭐라 했지? 즐거운
반을 만든다 했나..(중략) 우리 반 시끄러워요. 그냥 애들이 아무 말이건
다 해요. 그냥 말 다해요. 아무 말이나. 저는 그냥 들어요. 재밌어서.
면: 조용히 시키거나
C: 아뇨. 됐어요. 싫어요. (부회장 떨어진 거) 아깝지 않아요. 저 거기 가
려고 나간 거예요. 부회장. 임원수련회 가려고. 우리 반은 부회장 학습지만
나눠줘요. 하는 거 없어요. 부회장은 거기만 가잖아요. 임원수련회.
2015. 4. 7 D면담

3. 양육시설 아동들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성
1) 또래와의 관계성
(1) 구별짓기
연구에 참가한 참여자들은 모두 그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같
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을 ‘외부애들’이라고
부른다. 이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시설 바깥은 ‘외부애들’이라고 부르는 양육 시설
내에서의 관습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외부애들’이라는 용어만으로도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일반 학교의 학생들과 구별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A의 경우 시설친구와 학교친구로 또래를 구분 짓고, 학
교친구 내에서도 자신과 친하지 않는 2명의 학생을 구분 짓는다. A
는 학교에서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고 얘기하였지만, 관찰 노트와 A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같은 시설에서 사는 학생들이었다. 이는 양육시설 내에서 일
상생활을 같이 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일반 학생들에게 거리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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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A의 구별짓기는 양육시설과 외부 애들 사이
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A는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잘 지내
고 있다고 하였지만, 유난히 사이가 안 좋은 학생 3명이 있었다. 그
중 1명과는 친해졌지만 2명과는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이
가 안 좋은 2명이 다른 학생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 2명만 다닌다는
것을 아는 A는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들’로 생각하며 구
별을 짓고 있다.
B의 경우도 연구에 참여한 양육시설 아동들이 쓰는 ‘외부애들’
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며, 시설학생과 일반 학생을 구별하였다. B는
여학생들이 B와 다른 시설 학생들을 제외하고 뭉쳐 다녔다는 사실
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이 고아라 그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슬퍼하였다. B는 그 무리에 끼고 싶었지만 끼워주지 않아 이를
속상해하며 상처받으며 같은 시설 학생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구
별을 짓게 되었다.

A: ◇하고 ◆하고 □.이요 나를 좀 싫어하고 무시하는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말싸움을 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급당을 하는데요. 저
희는요 나중에 하고나서요. 그 급당. 급식당번이 선생님이 없을 때요. 이렇
게 막 집어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요. 걔가 그 급당이었어요. 그
런데 있는데 제가 그걸 먹고 있었어요. 친구하고 저하고. 그래 가지구 먹고
있는데요. 걔가 저더러 나오라고 해서 나와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치울 꺼니까 나와’ 라고 했는데 그때는 친구하고 저하고 놀면서 먹고 있었
어요. 가위바위보 하면서. 근데 갑자기 뚜껑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열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먹고 있는데 다시 뚜껑을 닫아서 제가요. 배식하
는 국자를 던졌어요. 그 옆에다가 골인을 시켰는데. ‘왜 여따 놔’ 이랬는데
제가 ‘니 알 바 아니잖아’ 라고 해가주고 쫌 싸웠어요. 그래서 욱했어요. 그
리구요 좀 짜증나요. 4학년 때는 저랑 같은 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주구
◆하고 C하고 진짜 친했어요. 저도 좀 친했는데..처음에는 그저 그랬는데
같은 반이 되다보니까 쫌 까칠해졌어요. OO이(학급의 단짝친구)도 저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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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애니메이션 할 때 만났어요. 그때는 착해보였는데 같은 반 되니까 좀 무
서워요. 저를 잡는데 때리는 거에 비해 너무 무서워요. 제가 한 대 때리면
또 때리잖아요. 근데 더 쎄게 때려요. 걔는 무서워요.
2014. 12. 1 면담전사

A: 쟤네들 하고는 저희가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거의 5년인가? 외부 애
들하고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OO이랑도 친하고 △△이랑도 친한데
요. 어쩔 때는 화낼 때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아요. 얘네 보다
는. 싸운 적은. 조금은 있는데요 . 그 있잖아요. B가 만약에 공을 달라할
때는 좀 화낼 때는 공을 줘야 해요. 어쩔 수 없이. B가 화내면 사이가 나
빠질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14. 11. 17 면담전사

면: 요새 학교생활은 어때? 5학년 마무리 되는데
A: 요새요?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 제일 안 친했던 □하고 친해졌
어요. 오늘이요. 영어를 하고 오는데요. 걔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가지고
영어 선생님 머리 묶으니까 예쁘지 않냐 이래가지고 어 나도 그렇게 생각
해 해가지고 친해졌어요. 5학년 1학기 때보다는 말도 많아지고, 공기놀이
하고 뒤에 가가지고 아이엠그라운드 그런 거 하고 같이 놀면서. 다른 애
◇한테 공기를 빌려달라 했어요. 근데 ‘싫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아예 안 친해졌어요. ◆이 한테는 아예 말도 안 걸었어요. 말하기
가 좀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쟤를 따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말 걸면은

애들이 뭐라해요. 오늘도요. 발야구를 했거든요. 근데 순서를 정했어요. 근
데 ◆만 안 정했어요. 그래서 걔 못했어요. 아예 차지도 못했어요.
면: 그거 보면서 어땠어?
A: 음..솔직히 애들도 쟤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울면 어떡하지? 울 것 같
은 표정인데 안 울었어요. 선생님이 ‘야 그러고 보니 왜 ◆ 안했냐? 다음
에는 ◆ 먼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도 그걸..뭐라 해야 되지..
선생님이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마음 편히 있었어요. 그냥 쟤에 대
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처음에 왔을 때요 알고 있던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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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거든요. 전부 다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저가. 그땐 아예 관심이 없었어
요. 관심 진짜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 두 명만 친해요. 근데
저희가 ◆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뭘 할때요 얘는 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쌍하긴 한대요. 근데 애들이 친구하면요 ‘쟤하고 왜
친구를 해’ 이래요.
2015. 2. 2 면담전사

B: 선생님. 저번에 OO이하고 걔네 나올 때 이렇게 저희 둘러쌌잖아요. 그
때 △하고 ▲ 다른 애들도 우리 얘기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일단 하
고요. 그 다음에 걔네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상황파악 했어요. 1
학기 때 우리 3명 말고 전부다 캐러멜 먹고 그랬대요. 자기네만 화장실 가
고 먹고 그랬대요. 2학기때 우리 3명한테 그제야 알려준 거예요. 우리 그
때 1학기 때 완전 울고 애들 화장실가면 ‘어디가 뭐해?’ 이러고 그러면
‘몰라도 돼’ 계속 그랬어요. 우리 (입모양만) 고아라고. OO이가 알려줬어
요. 짜증났어요. (중략) 4학년 때도 애들 계속 몰려다니고. 애들끼리 뭐 사
총사 삼총사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쟤네 잘 나가나봐’ 그냥 이러면서 째
려봤어요.
2015. 4. 8 B개별면담

참여자 C는 시설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별 짓지는 않지만, 친구들
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같은 학교의 친구가 아닌 다른 학교의 불량
학생들을 친구라고 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C는 같은 학교
친구가 아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며 같은 시설에서 사는 학생들을
괴롭혔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 학생들이 다른 애들은 괴롭히
지만 자신은 괴롭히지 않는 착한 학생이라고 하며 다른 학교의 불
량학생과 다른 애들로 구별짓기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 F 역시 양육시설 학생과 일반학생으로 따로 구별짓지는
않지만, 학급의 한 학생에게 불쾌감을 가지고 ‘걔’와 ‘우리’로 구별짓
기를 하고있다. 불쾌감을 갖는 이유는 4학년 때같은 반이었던 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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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학급에서 일명 ‘왕따’였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특별히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F는 4학년 때의 경험과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학생과 다른 친구들로 구별짓기를 하였다.
C:(친구들 이름 가리키며) 얘하고 얘는 OO초예요. OO초. 얘네 OO초 일진
들. 거기 전학 간 같은 시설 애가 말해줬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원래 처
음에는 얘네가 전학 간 얘 욕했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뭐 신고도 했거든
요. 그래가주고 그 일이 마무리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얘네한테 편
지를 썼어요. 그래서 얘네(일진들)가 그 7명이거든요. 걔네가 화해 편지?그
런거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친해졌어요. 근데 저를 얘네한테 3월 달에 소
개해가지고 친해졌어요.
면: 넌 거기 왜 갔어?
C: 저요? 놀으러.. 얘네 일진이예요. OO초 일진. 별로 안 무서워요. 착해
요. 하루에 한번씩 만나요. OO초에서. 매일매일. 근데 어제는 안갔어요.
대부분 아침에 가요. 학교 오기 전에. 그래서 놀다가 와요. 얘네랑 얘기하
다가 와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해요. 전학 간 애가 말해줘서 거기 애들 다
알아요. 걔네 욕도 해요. 다른 애들한테는 못됐어요. 그런데 애들 우리한테
는 거의 착해요. 다른 애들한테는 욕하고 그래요.
2015. 4. 7. C면담전사
F: 저 4학년 때 OO이가 왕따였어요. 걔는 설명을 해주면 막 친절하게 안
하고 짜증내면서 하니까 애들한테 막 뒤에서 욕하고 이런 걸 잘해요. 특별
한 이유없이 애들이 짜증 잘 내게 생겼다고 그래서 같은반 된 애들이 걔
완전 싫어해요. 저번에 체육하는데 걔가 자존심이 세서. 저가 걔한테 그냥
던졌는데 얘네들이 쫙 피해서 걔가 그냥 발을 살짝 맞았거든요. 근데 억울
하다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니 안아프
잖아. 일어나’ 이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버렸어요. 걔만 빼면 뭐. 우
리반 애들 다 괜찮아요.
2015. 4. 8. F면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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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양육시설 학생들에 대한 동지애
A와 B는 같은 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 어
렸을 때부터 일상을 함께 나누며 자라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양육시설 학생들은 동지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분석된다.

6학년이 된 A를 복도에서 만났다. 요즘은 같은 시설의 친구들이 더 많이
전학와서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며, 같은 시설에서 사는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면담을 진행할 때에도 느꼈던 것이었지만, 같은 학교와 학급의 친
구들을 자꾸 ‘외부애들’이라고 칭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히려 질문 자
체에 대하여 갸우뚱 하며 “외부잖아요. 외부. 우리의 외부. 우리는 우리”라
고 하였다.
2015. 3. 5 오전 10시 A관찰노트

A: 외부애들한테는 그렇게 애착이 크지 않아요. 얘네들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다른 친구들이 있잫아요. 걔네들하고
항상 뭉쳐다니고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반 애들
은 장난을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고. 살짝 삐지는 건 받아주
는대요. 안아주고 그런 건 안 받아줘요. B는 그런 거 다 받아주거든요. 근
데 쟤네는 안 받아줘요.
(중략)
A: 우리가 뭐 물어보면 아이 몰라도 돼 이래요.
2015. 1. 30, 2. 2 A면담
B: A랑은 애기 때부터 친했어요.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A가 남자애들
한테 맞았잖아요. 그럼 저가 패줘요. 제가 맞아도 패줄거예요. 그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A가 죽으면 나도 자살하고 싶다. 많이 좋아요. 지금 우리 이사
했거든요. A가 2층이고 제가 3층이었단 말이예요. 근데 지금은 옆방이예요.
맨날 앞마당에서 놀고, 저희 창문이 바로 앞 마당이예요. 그럼 창문으로 맛
있는거 던져주고 A가 받고 먹고 나가서 놀구 그래요. 그래서 재밌어요.
2015. 4. 8 B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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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 관계
C와 D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생
각하고 있다. C의 경우에는 몰랐던 것을 대신 물어보기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D는 또래친구에게 애착을 갖지 않는다. 특
히 D의 경우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모둠숙제를 수행하기 위해 형성
된 협동관계 속에서 배제되더라도 속상해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
지 않아도 숙제가 완성된 것에 만족했다. 또한 D는 다른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랑 놀면
될 것을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D는 친
구 사이에 약속을 어기는 학생의 행동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문제를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친구의 행동을 탓했다. 이는 D가
친구들 사이의 연결망을 생각하지 못하고, 충돌이 생기면 연결망을
무시하고 다른 친구랑 놀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분석된다.
D는 친구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신의 감정이 소비되는 등의 수고가
발생하면 집착하지 않고 다른 친구랑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D는 친구관계를 손해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이익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면: C는 친구의 위로를 받아보거나 해보거나 이런 적 없어요?
C: 저 안 심심해요. 심심하지 않아요. 친구들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면: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학교에 가서도 잘 생활할 수 있겠네?
C: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친해지겠죠. 언젠간.(중략) 선생님보다는 친구
가 더 중요해요. 친구는 뭐 가르쳐줄 때... 선생님은 숙제 그냥 내기만 하
고 잘 안 알려주잖아요. 답 같은 거는 채점할 때만 하지. 얘네는 알려주잖
아요.
2015. 4. 7. C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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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저 C랑 있잖아요. 5학년때 우리 시설 2명하고 모둠숙제 못했어요. 저
빼고 얘네들이 했어요. OO이가 지네끼리 한다고 했어요. 막..자기네가 알
아서 한 대요. 좋았어요. 안 해가지고. 잘.. 아주 잘 만들어왔어요.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하지

말랬어요.

2015. 4. 8 D면담

D: 선생님 OOO되게 못됐다요. 걔가 ∆∆이랑 친했거든요. 걔랑 작년 2학기
때까지 친했거든요. 근데 OO이가 ∆∆이가 안 놀아줬다고 자기 엄마한테
일러요. 시간인가가 바빠 가지고 못 놀아줬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OO이가 어떤 교회를 다녔대요. 전학 간 ∇∇이랑. 근데 ∇∇이가 아침에
가자고 했는데 나 오늘 바빠 계속 그랬대요. 그러더니 아 몰라 왜 날 껴
이러면서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엄마가 그런 애랑 놀지 말라 했대요. 왜 일
러요? OO이 이상해요. 다른 애랑 놀면 될 것을.
2015. 3. 18 D 면담

(4) 수동적 관계
참여자 D는 친구를 사귈 때에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기준없이
관계를 맺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친해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가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옆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을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과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무관심하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들이 또래 관계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친하지 않는 사
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D는 또래관계와 수동적인 관계를 맺는다
고 분석할 수 있다.

면: D 는 어떤 애들을 친구로 사귀어? 어떤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D: (2) 착하고 같이 놀아주는 애들..(2) 혼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심심하
잖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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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친구 몇 명하고만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다른 애들한테는 많이 무관심
한 것 같아.
D: 네. 안 친하잖아요. 뭐하러 알아요. 안 친한데. 관심없잖아요. 안 친하
니까. 모르니까 아는척 안해도 되죠. 그냥 친하지도 않은데 안 친하니까
안 친한 척 하는 건데. 관심을 줄 필요가 없는데.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랬
어요.
2015. 4. 8, 5. 8 D 면접

참여자 E는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자신을 가해한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 수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을 고아라고 놀리며 욕설을 하고 자신을 계속 때리고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E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교사에게 기대도 하지 않았
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
고 있지만 E의 경우 주변 친구들과 담임교사도 그 심각성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생활하며 지냈다.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부모에게 알리
지만 E는 알릴 사람이 없어 혼자 넘기고 말았다. 이는 E가 타인과
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E: 2학년 때 언니들한테 맞았어요.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쌤이. 그 선
생님이 ∇∇이가요. 언니들한테 찍혔거든요.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언니들이 그 선생님 반에 선생님 없을 때요.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딨냐구 온거예요. ∇∇이가 바로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너 나와
봐 이랬거든요. 저희들은요 언니들이 괴롭히거나 그럴 때요 쪽지에다가요
써서 선생님 책상위에다 놓으면 선생님이 그걸 읽어요. 그래가주고 혼내줘
요. 그래가지고 저가 거기 쪽지에다가 썼어요. 근데 그걸 언니들이 알아챈
거예요. 몰래 책상 뒤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래가주고 언니들이랑 되게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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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가요. 귀여움도 받는 애에요. 걔가 언니들한테 일렀어요. 우리 반은요.
쪽지로요 일르는 건데요. E라는 애가 ∇∇이편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맞았던 거예요. ∇∇이는 1학년 때부터 일거예요.
2015. 5. 8 E 면담

E: 4학년 때요. OOO쌤이 되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구요.
OOO쌤한테 막 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깐 그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
도 만만하게 보니까 저를 때렸어요. 지금은 같은 반도 아니고 선생님도 바
뀌었으니까 못하니까..안 하는거예요.
면: 왜 때렸는지 알아요?
E: 만만해서 일걸요. 저 깝친대요. 4학년 처음 왔었을 때는요. 그냥 잘 지
내다가요. 어느정도 애들 다 안다 할때요. 그냥 장난치고 놀다가요. 처음에
요. 제가 △△이랑 짝이 됐거든요. 걔랑 짝돼가지고 막 놀다 그러다가요.
한 일주일은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걔네 성격이 드러난거예요.
그 후로 걔네가 막 때렸어요. 배 맞을 때가 제일 아팠어요. 걔가요. 욕도
하면서요. ‘고아니까 고아면 고아대로 얌전히 굴어라고 하면서. 깝치지 말
고 얌전히 굴어’ 하면서. 그리고 ‘니 고아지?’ 이랬어요. 그래서 ‘나 고아
아닌데’ 이랬거든요. ‘고아면 엄마없이 어떻게 태어나냐?’ 이러면서..그래가
지고 화났는데 참고 있었어요. (중략).. 저희 모둠이 있거든요. 걔는 저희
앞 모둠이었구요. 걔가 바로 앞이란 말이예요. 모둠 애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 OO이는 고아인거 알잖아요. 얘도 같이 왔어요. 조금 창피했어요. 안
울었어요. 그때는요. 어차피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애들도 있고 아
는 애들도 있잖아요. 괜찮았어요. 숨기고 있던 거를 마음 속에서 보내고 나
니까 괜찮았어요.
(중략)
E: 체육관에 가가지고 발야구를 했었어요. 걔네 둘 팀 나눠가지고요. 처음
에 ■■가 이겼어요. ■■가 좋은 애들 한명 뽑았거든요. 근데 막 여자 뽑
을 때요. ▲▲이가 이겨가지고 저를 뽑아갔어요. 다 팀 돼서 뽑았는데, 저
희가 이겼거든요. 되게 좋아했어요. 놀리진 않고 ‘아 나이스 이겼다’ 이랬
는데 갑자기 ■■이가요. 자기가 못했고 내가 놀리지도 않았는데요.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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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설 남자애한테요. 걔는 놀리지도 않았는데요. 걔한테요 화풀이
를 했어요. 걔 다리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화풀이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말리니깐요. 저한테 화풀이를 하구요. 막 있잖아요. “야 깝치지 마. 니
네 이겼다고 잘난 척 하지마. OO놈아.” 이런 다음에 때린 다음에요 주먹
질 한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말리니까 여기 막 갑자기 급식 먹으러 왔는데
요. 선생님이 걔랑 얘기하고 급식 먹으러 왔는데요. 화나가지고요. 문 꽝
닫은 다음에요. 저한테 뭐라뭐라 했어요. 되게 날카롭게.
2015. 5. 8. E면담자료

(5) 협동적 관계
참여자 E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
지만, 그 외의 친구들과는 협동적인 관계를 맺고있다. E는 함께 할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같은 반 친구
몇몇이 자신과 마음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며 이들과 협동적이고 우
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다. 또한 협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E는 협동을 저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를 안타까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E는 친구들과 협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면: E는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네?
E: 혼자 있음 심심하고 둘이서라도 같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
요. 웃으면서 있고.
F: 뒤에서 공기도 하고.
E: 술래잡기도 하고, 아침에 운동하는 줄넘기 뭐 시합 이런 거도 있고.(중
략) 친구 ○,●,◎,◇ 얘네랑 진짜 마음이 통해요. 막 얘네들 만나면요. 잘
맞고요. 마음이 통하고요.
F: 애네는 져도 뭐라 안하고요. 마음이 통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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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특히 친구 ○는요. 3년째 같은 반이예요.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다 같은 반이어서. 얘는 제가 성격도 알고요. 거의 다 알아요. 얘에 대
해서는. 그리고 ●는요.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요. 1학년 때부터 같은 반도
해봤구요. 자주 만나고. 이번에 F랑 같은 반이 돼서 너무 좋아요.
2015. 4. 8 E,F면담

E: 오늘 피구했어요. 그런데 OO이가요. 팀 킬을 해요.
면: 팀 킬이 뭐야? 너무 잘 하는건가?
E: 팀이 있잖아요. 피구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팀끼리요. 좀 어우러져야
하잖아요. 근데요 OO이가요. 쫌 잘하는 것 같은데..(중략) 던지는 건 잘하
는데 패스패스 이러는데. 패스패스 이러면 패스를 해줘야 하잖아요. 걔는
혼자만 하구요. 패스를 많이 안해요.
2015. 4. 10. E면담

과학시간에 E는 같은 모둠원들과 실험을 하였다. 장난을 치는 학생들에게
는 계속 할 일을 주며, ‘니가 이걸 해야 우리 실험이 끝나.’라고 말을 하
고, 계속 관리를 하며 친구들에게 뒷정리를 위해 비커를 닦는 일이라도 할
일을 분배하였다. 나중에 관찰이 끝나고 E에게 일을 분배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니 본인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 같이 해야 더 빨리 끝
나고 기분도 좋다고 하였다.
2015. 3. 16 오전 11시 50분 E 관찰노트

2) 교사와의 관계성
(1) 형식적 관계
A와 B는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형식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는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교사는
‘지식 전달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B의 경우 지난 학년의 담
임 교사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현
재 담임 교사는 군대식의 말투를 사용하여 다가가기도 어렵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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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담임선생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
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B는 교사의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중학교 때 핸드폰을 받기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판단한 뒤에 담임 교사에 대한 관심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면: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해본 적 없어?
A: 네. 없어요. 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이예요. 만약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예쁘다고 하고 싶은데.. 학교생활 얘기 해봤자..
잘못 말하면 잘못 말해봤자. 혼날 것 같아서요. 친구관계 했을 때 선생님
이 친구 그렇게 하는 거 아냐 이러시거든요.
2015. 2. 2. A 면담전사

B: 4학년 때 선생님은 그냥 그랬어요. 전학 오구 공부를 하는데요. 그 한
단원이 끝나면 바로 시험보구 틀린 거 있잖아요. 다 점수 보내서 부모님
다 드리고.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 빨리 끝내고 놀고 그랬어
요. 선생님이 조용해서 많이 조용해가지고 막 그냥 조용히 말해가지고 우
리 완전 조용했어요. 5학년 때 선생님 너무 보고싶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6학년 선생님 OOO쌤인데요. 말투를 ‘뭐뭐 합니다. 무슨 거 합니다’ 라고
해야 해요. ‘안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되는 걸 안되냐고 물어보는
것 때문에 쫌 듣는 사람이 그럴까봐.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래요. 5학
년 선생님은 막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쉽게 그냥 관심이 있었는
데 지금은 못가겠어요. 잘.
2015. 3. 18 B 면담전사

B: 지금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가르쳐주시는.. 뭐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곱셈 이렇게 넘기면서 있잖아요. 뭐 한 장을 배우면 그 한 장을 전부 시험
보고 저 지금 수학 있잖아요. 4개 틀렸어요. 거의 다른 것도 사회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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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어요. 퀴즈낼 때 2개 틀렸어요. 사회. 기후. 막 국토, 영공, 영해, 영토
이렇게 외웠어요. 거의 6학년 때 공부 잘해야 해요. 중학교 때랑 비슷하대
요.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해야 돼요. 핸드폰 받아야 돼서요. 5학년 때는 선
생님이 친구보다 더 좋았는데 지금은 친구가 더 가까운 것 같애요. 선생님
이 익숙하긴 한데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2015. 4. 8 B 면담전사

C와 D는 담임 교사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C의 경우 담임 교사의 지시와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
려 일부는 우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C는 담임교사에 대한 자신
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C는 담임 교사
를 1년 동안 자신이 속한 학급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분석된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들이 담임 교사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유재현(201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C: 우리 반 그 뭐였더라..숫자하고 신체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신
상인가. 그거에 대해 물어보면 안돼요. 우리끼리는 장난쳐요. 상대가 기분
만 안 나쁜면 된대요. 애들끼리는 물어보고 쌤한테는 어.. 안 물어보고. 근
데 교과쌤들한테는 다 물어봐.
(중략)
C: 우리반 쌤 어떻게 혼내는지 아냐? 자로 이렇게 책상 퍽퍽퍽 친다.(웃
음) 갑자기 불을 딱 꺼. 그리고. 그 뭐. 우리 그 교과시간에 맨날 완전 시
끄럽거든 우리. 그래서 우리 교과시간에 떠든 사람 다 일어나라고 한 다음
에 애들이 거의 다 안 일어났거든. 애들이 딱 세 명만 일어났어. 그러니까
‘떠든 사람이 고작 3명밖에 안 돼?’ 이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했거든. 그랬더니 다음부터 떠들지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라했지? 까
먹었어 어쨌든 그리고 앉으래. 완전 빨리 끝났어.
2015. 03. 17 C면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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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임 선생님 무서워?
C: 아니요. ◎쌤. 그냥 복도에 나온 다음에 뭐 얘기한 다음에 들어가라 한
다음에 그래요. 전(웃으며) 그러면 그냥 서있어요.
면: (이야기 쓰기 한 자료를 보며)왜 선생님은 공부를 알려주는 사람이야?
C: 학교니까
면: 학교는 뭐하는 곳이야?
C: 네? 학교요? 공부하는 데.
(중략)
C: 우리 담임 쌤이요. A4용지를 나누어 준 다음에 뭐 맨날 1단원부터 쓰
라해요. 기억나는 단어들. 그래서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사회책 보고해요.
근데 쌤은 책보고 하지 말라면서 그냥.(중략) 근데 애들 다 베껴 써요. 그
러면 쌤이 니네 조 탈락이다 이러고 다시 또 해요.
면: 그럼 그때는 다시 제대로 해?
C: 아뇨. 봐요. 계속 봐요. 우리. 그래서 쌤이 우리 쪽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 본 모둠을..그때만 딱 덮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열은 다음에
해요. 우리 모둠은 옆에 애들이 말하는 거 다 베껴 썼어요. 히히
(중략)
면: 그러면 그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선생님은 없어?
C: 없어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2015. 4. 7 C 면담전사

D: 1학년 때 선생님 자기가 여름에 어디 간다고 하고 안 갔어요. 자기가
퇴직했어요. 여름에 어디 가서 외박도 가고 논다고 했는데 여름 전에 자기
가 퇴직했어요.
면: 아쉬웠겠네?
D: 아니요. 안 아쉬웠는데요. 퇴직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잘 가..
잘 가세요. 이렇게 해요. 가도 상관없어요.
2015. 3. 17 D 면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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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저 B네반 선생님한테 5학년 때 혼났어요. 그 공 빠뜨렸는데 막 위험하
다고 막 나오라면서 공 빠졌는데 거기 주우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서. 계단 밑에 거기 쪼그만 창문 알죠? 올라가는 데에 있는.
제가 패스 패스..떨어져 가지고 막 패스해달라고 했는데 막 선생님 오셔가
지고.
면: 좀 그렇겠네?
D: 아니요. 안 무서워요. 신경 안써요.
2015. 3. 18 D 면담전사

E와 F는 담임 교사에 대해 기대를 형성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E는 담임교사가 이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
다. 그리고 F는 담임 교사가 체육도 안 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담담했던
것을 미루어볼 때 F는 담임교사가 그렇게 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았다. 이는 E와 F가 담임교사가 자신들의 학교 생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조금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
성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라 분석된다. 이는 즉 E와 F가 교
사와 학급의 학생과 ‘학급 관리자’라는 형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라 분석된다.

F: 저는 1,2,3,4 학년 때는 약간 어..(2) 저 마음에는 별로였어요.
(중략)
E: F네 3학년 때 선생님은요. 좀 재미없었대요. 그리고 4학년 때 선생님은
좀 무관심하구요. 그리고 좀 숙제도 많이 내주고. 애들이 거의 그 선생님
많이 안 좋아한 것 같든데. 그리고 체육도요. 체육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공부 말고 체육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체육도 거의 안했대요. 체육시간
에 공부를 하고 수업 막 거의 안했대요. (중략) 학교에서 무슨 일 생기면
선생님한테 바로 말 안해요. 이르는 거 그런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질색 그런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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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데 먼저 선생님한테 이르지 말고 친구한테 먼저 말해주라고 우리반 선생
님도 그렇게 말하셔가지고. (중략)
면: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생활에서 크게 의지가 된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네?
E: 선생님? 그렇게 의지가 되나?
F: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애요.
(중략)
E: 저 4학년 때 그 남자애 둘이 때릴 때요. 담임 쌤 한테도 많이 얘기했어
요. 근데 아무리 말려도 얘는. 담임 쌤을 만만하게 보니까. 조금 그래요.
되게 착하시고 괜찮았는데요. 걔가 때릴 때요. 막아야 되잖아요. 막긴 막았
거든요. 근데 조금 너무 착하게 구셔가지고 애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요.
2015. 4. 8 E, F면담전사.

(2) 의지적 관계
B는 전학 오기 전에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과 작년 담임교사에게
의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애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학
오기 전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며 많은 경험
을 하였다. 그리고 전학 오고 난 후에 1년이 지나 만난 담임선생님에
게 B는 많은 애정을 표현하며 의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현재도
좋은 관계를 맺고있다. B는 자신과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에
게 애정을 보이고, 그 교사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E는 그동안 만났던 교사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E
는 비록 교사와 B처럼 사적인 시간을 나누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교사가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다정한 품성과 포용력을 이해하고 좋
은 교사라 생각하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B: 2학년 때 선생님은 막 분수를 하잖아요. 그럼 조각이 있잖아요. 근데
막 피자 같은 사탕 있고 그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막 떼
고 떼고 해가지고 발표할 사람 발표하면 주고 막 그러셨어요.(중략) 그 선
생님이랑요 외박 말고 외출도 했어요. 학교 끝나고 마트 가서 맛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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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냥 주스 이런 거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다가
불고기 먹고 방 좀 구경하고 또 놀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바로 왔어요.(중
략) 그 선생님이랑 여름에 외갓집 체험 갔거든요. 우리 그냥 완전 놀았어
요. 그 선생님 기타치고. 우리 막 노래 부르고 저 밖에서 잤어요.
2015. 3. 17 집단면담

B: 5학년 때 선생님은 진짜 좋았어요.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
도 어렵지 않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노는 게 재밌었어
요.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뭐 먹고 이런 거 좋았어요.
2015. 3.18 B면담

B: 5학년 때 선생님 쉬는 시간에 어깨 주물러 줬어요. 어쩔 때 피곤해보였
어요. 무표정일 때.. 그냥 무표정일 때 해줬어요. 선생님이 좋아서 앞으로
나가서 해줬어요. 주물러 드리니까 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못나가
요. 좀 어려워서..
2015. 4. 8 B면담

E: 저는 4학년 때 선생님은요. 거의 즐겁게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딱
잡아서 하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은 즐겁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웃긴 말도 중간 중간에..수업시간에요. 피곤하면 웃긴 말도 해주면 더 좋잖
아요. 그래가 주고 잘하면 사탕하나 이런 것도 주니깐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다 잘 만난 것 같아요.
2015. 4. 8 E면담

(3) 놀림거리
A와 C는 교사를 놀림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A의 경우 친구가
담임 교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이
를 흥미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유독 엄하다고 소문난 남
교사에 대하여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단점을 찾아내어 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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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C의 경우에도 담임교사의 숙제를 귀
찮게 생각하고 학급에서 학생이 없어져 곤란한 상황에도 이를 알면
서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하는 학급의 통제에 대해
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을 하며 그 상황을 모면
하고 있다. 또한 면접을 하는 내내 담임 교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였음을 미루어볼 때 교사를
놀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A: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어떤 쌤이 친구한테 물 떠오라 했는데 재수 없
어 가지고 물 딱 뜨는데요. 침을 딱 뱉은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었는데 OOO이 그거 보구요 선생님한테 일렀대요.
2015. 1. 30 A면담전사

A: 그때 6학년 O반이잖아요. 근데 ∇쌤이 거의 옆반이잖아요. 근데요. 손
을 씻으러 가다가요. OOO이라는 애가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그 손
씻고 나왔거든요. 근데 때리면서 도망갔거든요. 저희 두 명이랑 OOO 잡으
려고 돌진을 하면서 복도 중간까지 갔는데요. 그 선생님이 ‘너네 두명이
야? 방금 뛰어간 애? 너네 이리와’ 이래서 급식을 이렇게 받으러 가려는데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면서요. 날 쳐다보면서..아 진짜 입냄새..
히히히.. 그러고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있을 때는 니네 뛰는 거
절대로 용납 안된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눈
도 마주치기 싫어서 눈을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니 내눈 봐라. 봐라’ 막
이래요. 히히히 그리고 '방금 뛰어간 애 OOO? 걔 나 만나면 알아서 하라
고 전해줘'.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전해줬어요. 진짜 얄
미워서. 혼내킬 때 무슨 양치를 안하는지..
2015. 3.17 A,C,D 집단면담 전사

C: 4학년 때 전학 왔는데 진짜 최악이었어요. 숙제. 맨날 맨날 글쓰기를
내지를 않나. 진짜. 맨날 그냥 교과서에 있는 아무거나 자기가 주제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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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준 담에 안 해오면..어떻게 했더라? 혼내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그
냥 뭐(4) 다시 시키지는 않았어요. 저는 거의 안 썼어요. 귀찮아요. 글쓰기
빼놓고 다른 숙제는 다 했어요. (중략) 그런데 선생님이 상담할 때 말했어
요. 상담할 때 학부모랑 같이 상담하잖아요. 그때 진짜. 내가.(중략)
C: 4학년 때 우리 반 맨날 혼났어요. OOO하고 ∆∆∆은 맨날 그. 그..OOO
도 4학년 때 전학왔잖아요. 그래서 둘이 엄청 친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5교시 사회시간에 막 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쌤이 저보고 찾으라 했어요.
저 어딨었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근데 눈감아.. 모르는 척 했어요.(중략) 걔
네 어쩔 때는 도서실 건물 그 2층인가 3층인가 거기 있고, 어쩔 때는 쓰레
기장 거기. 어떤 건물 거기 뒤에 있었어요. 제가 걔네랑 친했거든요. 그래
서 어쩔 때는 말하고 어쩔 때는 안 말했어요. 그냥 귀찮아서. 처음에 전학
왔을 때 저가 여기였고, OOO하고 짝이고, ∆∆∆은 우리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명이서 매일 놀았어요. 수업 시간에 1학기 때. 선생님은
못봤어요. 거의 가려졌어요. 앞에 키 큰 애들 많았어요. 출석번호로 앉잖아
요. 그래서 같이 놀았어요. 근데 거의 안 들켰어요. 딱 한번 걸렸어요. 쓰
레기 줍기 했는데. 안 무서워요.
2015. 3. 17 A,C,D 집단면담 전사

C: 오늘 담임쌤한테 혼났어요. 그거 땜에 반성문 썼어요. 복도에서 우리가
그 뛰어다니다가 저금통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여자애한테 도와준다고 돈
넣는 저금통. 그걸 던지면서 놀다가 걔 1학년 애한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쌤이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혼났어요. 있잖아요. 복도에서 다 불러낸
다음에 막..그 니가 한 일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본 다음에 저는 그냥 지나
친 다음에 다른 애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면: 너는 왜 그냥 지나치셨어?
C: 저요? 저가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OOO이라는 애가 저 팔을 쳐서 걔
한테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중략) 그래서 애들은 몇 명
은 그 일에 상관없는 몇 명은 교실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전기 낭비라
면서 불 끄고 교실로 다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그 A4용지 나눠주면서
반성문 쓰라 했어요. 저.. 그냥

뛰어다녀서 죄송합니다. (히히) 그리고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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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애들 것도 베꼈어요. 애들 다 베껴 썼어요. 나중에 걷어내기만 해서. 다
른 애들은 체육을 했는데. 그거 때문에 한 시간 날렸어요. (중략) 쉬는 시
간부터 우리가 놀았거든요. 반성문 쓸 때는 뒤에서 쓰고. 그래서 쌤이 안
보이잖아요. 뒤돌아 있어서 뒤에 게시판 글 쓰는데 있어서 낙서하면서 놀
았어요. 근데 쌤은 바빴나 봐요. 우리 안 봤어요.(중략) 재밌어요. 우리 놀
았어요. 뒤에서. 그리고 혼날 때 애들 다 웃었어요. 그니깐 쌤이 니 지금
상황...뭐라 했지? ‘분위기 파악 안돼?’ 이랬거든요. 쌤이 우리한테 그리고
그냥 들어가라 했어요. 교실로. 그리고 반성문 쓰라했어요. 우리 혼날 때
웃었어요. 별로 안 무서워요.
면: 선생님 혼날 때 다음부터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C: 들기는 들어요. 들어요. 잠깐.
2015. 4. 7 C면담

(4) 적대적 관계
E는 주로 자신의 담임 교사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체육을 맡은 교과전담 교사는 억압자로 여겼다. 체육활동에 관심이
많은 E는 체육교사가 자신에게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며, 게임
수업에서 팀을 구성할 때에 불공평하게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E가 불만을 갖는 체육교사의 행동은 현재 E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
사의 체육시간에서도 보이지만 E는 담임교사에게는 이렇게 민감하
게 저항을 하지 않았다. E가 유독 체육전담교사에게 저항의 행동을
많이 보인 이유는 E가 체육전담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
아 그가 E에게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가 아니라는 데에
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신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며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교과전담교사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된 E는 그가 한 행동에 불만을 가지며 교사를 자신을 억압하는 억
압자로 생각하며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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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발야구 할 때 막 차고, 티볼할 때 막 시원하게 치면은요. 시원해요. 안
좋을 때는 애들이 막 규칙 같은 거 안 지켜서 막 반칙 쓰고요. 그.선생님
이 심판 제대로 안 봐가지고요. 화날 때요. 체육선생님이 다른 편 들어주
고요. 그래서 되게 화났어요. 4학년 때.(중략)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그랬
더니 선생님이 ‘니가 뭔데. 나랑 나이차도 많은데 따지냐’고 그러는 거예
요. ‘아니 심판은 제대로 보셔야죠’ 이랬거든요. ‘제대로 봐야지 애들도 잘
집중하죠’ 이랬더니. 선생님이 저더러 심판을 하래요. 그래서 좋긴 좋았거
든요. 좋긴 좋았는데. 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중략) 싸
우고 그러면 애들이 가서 또 이르고 그냥 저희 학교 반 애들이 이르는 거
되게 잘했거든요. 이르고 막. 그렇게 되고 체육 선생님이 잘못한 애들은
또 따로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귀찮고 싫어가지고. 잔소리 듣기도
싫고 그냥요. ‘빠지면 될 거 아니예요’ 하고 빠졌어요.
(중략)
E: 그리고요. 그(체육)선생님 팀 짜는 거 진짜 꽝인 것 같애요. 막 앉아있
는 순서대로 짜면요. 여기로 너무 쏠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위 바위
보로 막 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자남자 일어나 이랬거든요. 여자
체육 못하는 애 하나 일어나고 남자 중에 체육 못하는 애 일어나라 했는데
남자는 있잖아요. 체육 못해도 중간인 애가 일어난 다음에 여자는 진짜 체
육 못하는 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계속 쏠리는 거예요. 그대로 막 하는 거예요. 시합을 불공평하다고 했더니
‘뭐가 불공평해. 니네가 알아서 뽑은 거잖아.’ 막 이런 다음에요. 그래서
나빴어요. 되게 화났어요. 그런데 더 뭐라 하면 일이 커져서 싫어요. 뒤에
오는 잔소리 때문에. 뒤에 혼나고 그런 것 때문에. 싫어요.
2015. 3. 18 E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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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양육시설 아동들이 학교 공동체에서
형성하는 배려의식
이번 장에서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배려의식을 다룬다. ‘배려’라
는 의미가 각자에게 다양하며, 연구참여자들이 ‘배려’의 의미에 대하
여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움과 관련된 경험을
먼저 묻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양육시설 아동들이 형성하는 배려의
식을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표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양육시설 아동들의 배려의식
연구질문

주제
시혜적 관계

배려관계

이익관계
의무관계
최소한의 동정을 베푸는 시혜자

배려관계 속의
역할

배려의무자
무감각한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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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공동체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이 형성하는 배려관계
1) 시혜적 관계
참여자 A와 E는 같은 시설의 학생들과 그 중에서도 몸이 불편
한 학생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동정(同情)23)은 상대의 처
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며 일방적으로 불쌍하다고 여긴다
는 점에서 상호적이며 동등한 관계를 지니는 배려와는 차이가 있다.
A는 마냥 친하기만 한 같은 시설에 사는 단짝친구에 대해 물어보자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인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래서 친하
게 지내는 것도 있다고 대답한 A는 몸이 불편한 단짝친구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자신이 배려한다고 이야기하였다. A
의 배려는 비선택적이며 동등한 관계를 전제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배려와는 그 관계의 성격이 조금 거리가 있다. A는 단짝 친
구의 처지를 자신과 비교하였고, 이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단짝과 친한 이유를 안타까움과 동정심에 기반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이는 시혜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A: 어렸을 때 여자애들은 저랑 OO 두 명 밖에 없었어요. 아기 때는 저희 두
명 있고, 그리고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양육원에서 저희를 키워줄 때요. 저희
밖에 여자애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OO랑은 엄청 친한 거예요. OO이가 뭔가
가 좀 불쌍해 보여요. 안타까워 보여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OO이가요. 발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집에서는 신
발 이렇게 거꾸로 신고 다녀요. 발 잘 되게. 뛸 때도 넘어질 것 같아요.
2014. 12. 1 A면담

23) 동정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풂’이다. 이때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사정’은 동정을 베푸는 사람의 상대적 평가가 전제된
개념이다. 즉, 동등한 상호관계에서 타인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움을 주려는 배려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
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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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관계
참여자 F는 자신의 흥미와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 준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배려의 관계와
는 조금 다르다. 타인을 도와주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재
미있어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
을 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원초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분석
된다.

F: 재밌어요. 장애인 친구랑 놀면...그..(2)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데, 약간
저랑 수준이 약간 맞는 것 같애요. 저가 놀 때는 장애인처럼 그냥 노는데..
장애인 그 친구랑 비슷해요.
면: 어떻게 노는데? 뭐하고 노니?
E: 어. 친구 이름에 쓰레기 붙여서 OO쓰레기라고도 막 놀리고요. 불량배
라고 하고요 막. 그 장애인 친구랑 막 메롱거리면서 놀다가요. 나중에는
걔가요 너 죽여버릴꺼야 이러고. F도 장애인 친구한테 막 뭐라고 한 다음
에. 걔는 막 아니요. 뭐라고 한 다음에 놀아요 막
F: 장애인 친구랑 노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도와줘요. 수업 약간 어려운 문제.
아는 문제 있으면 그냥 도와주고. 음.. 제가 좀 힘들어도 계속 도와주는 편이
예요.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면: 왜 착하게 살아야 해?
F: 그냥. 죽어서 지옥갈 수도 있으니까.
면: 만약에, 친구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니가 너무 힘들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거나 그러면...
F: 그러면 포기해요. 저는 이익 좋은거 아니면 안해요.
면: 이익은 어떤걸 의미할까요?
F: 재미있고, 그냥 아(2) 뭐지?(2) 도움이 되는거.
2015. 4. 10 E,F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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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A 역시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
는 ‘문제점이 해결되어 좋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피배려자의 입장에
서 타인의 배려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즉 A는 배려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생각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배려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타인의 책임과
공감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있다. 또한 A는 같은 시설 학생인 B에
대해서는 책임과 공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다른
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배려자가 아닌
피배려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였다.
A: 저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애들이 좋아요. 만약에...음..저가요 뭣 좀
우유 좀 가져달라고 하면 저한테 우유를 가지고 와주고 그래요.. 모르는
문제도 같이 해주고. 제가요. 그 어떤.. 그..종이인형 만들 때요. 제가 거의
다 만들었었는데 사진 붙이는 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 달라 했는
데.. 도와줬어요. 같이..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중략)
A:

몸이 좀 불편한 애 걔 O반에 걔 있잖아요. 저번에요 가는데요. 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막 버티고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걔 드는 거 너무 무겁고 힘들거든요.
면: 남을 도와줄 때에 A만의 규칙이 있어요?
A: 음..제 꺼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면: 그러면 다른 애들이 A를 도와주는 것도..
A: 자기가 다 끝내고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만약 자기 꺼 안 끝내고 도와주
면... 저를 배려한다고...생각해요. 제가요. 수학이 많이 어려웠는데 우리 반
OO이가 소수 곱하기 소수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좀 어려웠어요. 근데 가르
쳐 줘가지고 좀 쉬웠어요. 앞으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꺼 소수의 나눗셈을 물어봤어요. 몰랐던 걸
알게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2014. 12. 1 A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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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자의 입장이었던 F와 피배려자의 입장을 설명한 A 모두 자
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그들
이 타인의 도움과 자신이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배려관계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 의무 관계
C와 D는 남을 도와주고 배려를 실시하는 그 관계를 타인에 의
해 교실에서 교사에게 부과된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
하고 있다. C의 경우 또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을 돕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해당학교는 특수학생이 있
는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애이해교육을 하고 있지만, C는 특
수교육을 3년 내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
을 하지 않고있다. C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주는 경우는 담임
교사가 지정한 규칙에 자신이 해당될 경우이다. 담임교사와의 관계
성에서도 언급했다시피 C는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담임교
사의 규칙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나중에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
어서이다. 그러므로 C가 도움을 베푸는 이유는 학급이라는 공간 속
의 ‘규칙’에 의한 강제적인 의무감에 의해서임을 알 수 있다.
D도 C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요청하여 도움을 준 기
억만을 이야기했다. 대상이 누구였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 어
땠는지도 모르고 공감이나 책임에 의해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다.
D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저 타자의 요청에 단순히
‘응답’하였다.

면: 너희 반에 몸이 불편한 친구는 어떻게 도와줘?
C: 저요? 전혀 안 도와줘요. 그 모둠 애들이 도와줘요. 그거 안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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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교과서만 꺼내주고 급식만 받아주면 돼요. 그런데 귀찮아요. 어. 놀아
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있으려니.
면: 노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C: 네. 재밌으니까. 그건 재미없으니까. 언젠간 도와주겠죠.
면: ‘언젠간’이 언제야?
C: 모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2015. 3. 17. C면담

면: D는 누구를 도와준 적 없어?
D: 다른 사람이 무거운 거 들고 있었을 때 같이 들어줬어요. 힘들어보여
서. 지우개도 빌려줬어요. 걔가 빌려 달래서.
면: 그게 누구였어?
D: 모르겠어요. 기억력이..까먹었어요.
면: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적은 없어?
D: 네? 네..니요. 아니요. 까먹었어요. 치맨가 봐요. 아. C가 저한테 맛있
는 거 줬어요. 그런데 완전 치사해요. 저는 완전 큰 거 줬는데 걔는 쪼끄
만 거 줬어요. 저는 비스킷 줬는데, 걔는 조그만 에너지바 하나 줬어요.
2015. 4. 8. D면담

E는 몸이 약한 같은 시설 친구의 처지를 잘 알고 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찰결과 그 친구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 같지 않아 연구자가 더 깊이 물어보자 집에서는 몸이 약한 시설
친구와 사이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들이 학
교에서는 같은 시설 학생끼리 협동하지만, 시설 내에서는 자기중심
적인 행동특성을 보인다는 성미영 등(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성미영, 이강이, 2005). E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연구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대답하였지만, 참여관찰 결과와 관련하
여 더 깊이 물어보자 정반대의 답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E는 학교에서 의무감에 의하여 본인이 배려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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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반에 OO이도 저랑 같이 살아요. 걔가 많이 꺾였어요. 빈혈이라서. 그
리고 피도 맞는 게 거의 없대요. 그래가지고 피도 못 넣어요. 그래서 걱정
스러워요. F보다 밥을 더 안 먹어요. 밥을 많이 안 먹으면 피가 많이 안나
는 거죠. 그래서 빈혈에다가.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요. 저랑 F도 다니는
데, 걔는 심장이랑 발, 빈혈까지. 걱정이예요. (중략) 그런데 집에서는 OO
이랑 싸워요. 많이 싸우는데. 걔는 장애아라고 봐주고요. 저만 혼나요. 저
같은 경우 집에서 싸울 때 몸으로 싸워요. 머리 때리고. 기분 나쁠 때 건
드리면 신경질이 팍 올라요.
2015. 4. 8. E면담

2. 배려관계 속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역할
1) 최소한의 동정을 베푸는 시혜자
A는 배려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였다. 그래서
A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선뜻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 A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인
사를 해주는 정도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이야기로 장애학생
에게 인사를 한 경험을 선택한 A에게 본인의 인사는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친구에게 베푸는 친절인 것이
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왜 인사를 하냐는 물음에 그냥 해주는 것
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주변 또래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친절은 베풀지 않는다. 즉 A는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아
는 척을 해주는 행위인 ‘최소한의 동정’을 보여줌으로써 배려를 실
시함으로써 배려자의 역할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
A: 그 OO24)있잖아요. 좀 불쌍하긴 한데요. C가 항상 쟤한테 뭐라고 해
요. 신발주머니로 책가방 때리고 그러거든요. 신발주머니로 책가방 툭툭
치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불쌍해 보이는데요. 무슨 말을 할 때
24) 6학년 여자아이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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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 보여요. 저는 좀 친하게 대해줘요. OO이가 저한테 ‘안녕’ 이러면
‘어 안녕’ 해줘요. 그럼 다른 애들이 너 쟤하고 왜 인사하냐고 그래요. 그
러면 ‘그냥 해주는 거야’ 이래요.
2015. 2. 2 A면담

2) 배려의무자
참여자 중 유일하게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을 막힘없이 얘
기한 E는 학급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E의 배려와 관련된 경험을 들어보면, 본 연구에서 정한 배려의 의미
와는 조금 다르다. E는 타인의 필요와 상황에 대해 공감을 한다기보
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타인이 괜찮은지 정도의 ‘확인’을 한다.
그리고 교사의 요구가 있거나 부회장이라는 역할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에 의해 도움을 준다고 말하였다. 특히, 상대가 교사인 경우
무조건 상대의 편의에 자신을 맞추려 한다. 본 연구의 배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상황과 필요에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행동 및 경향성과 이에 대한 피배려자의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는 상대에 대한 배려자의 공감이 배려의 원천임을 의미하는데, E는
자신이 맡은 역할, 타인의 지시 등에 의해 배려를 실천하였다. 즉 E
의 경우 일종의 의무감에 의해 배려를 실천하는 ‘배려의무자’의 역
할을 수행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E: OO이가요.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하는데요. 폭력을 당한 적이 있거나 폭
력을 했거나 하면요. 그..거기 설문조사가 달라지잖아요. 원래 하는 내용
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설문조사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OO이가 어떻게
하냐면서 계속 물어봐서 같이 해줬어요. 원래 해주려고 했어요. 걔 짝이
남자앤데. 걔가요. 잘 못 도와줘가지고. 선생님께서 빨리한 사람이 한 명
도와 주라고해서 제가 빨리 끝내고 그래서 도와줬어요. (중략)
E: 제가 학급의 부회장이니까..부회장으로서도 원래 봉사활동, 봉사도 해야
하고, 애들 막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도 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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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걸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부회장이 아니어도 뭐. 그런 사람들..
우리 반 OO이 같은 뭐 그런 장애인들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
한 애들은 도와줘야 하니까.
2015. 4. 8. E면담

E: 선생님이 여기다가요(좌석표). 이름 적어놨거든요. 그걸 2개로 써야하는데
요. 근데 그걸 계속 까먹어서 못 고친 거예요. 처음에 OOO일어나라고 해가
지고요. 저를 바라봤는데 OOO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저를 보면서 OOO일어나 한 거예요. ‘난가?’해서 일어났는데,
얼굴 빨개지고. 그래서 제가요. 저 OOO아닌데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 ‘아 잘못 말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꿀까요?’ 라고 했어요.
2015. 5. 8 E면담

3) 무감각한 수혜자
A와 C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한다. 친
구들과 교사들의 도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명시
적으로 실행되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A
는 시설에서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배려정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C는 학교에서의 지원정책은 필요하지
만 고맙지는 않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도움은 필요 없
다고 대답했다는 점에서 C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변화를 주지 못
하는 주위의 도움과 지원에 무감각해져있다고 볼 수 있다.

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있잖아.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그 사람들이 너한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도움을 주지 않
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A: 적당히..뭐 그렇게 관심 가져줄 필요 없잖아요. 관심 안 가져도요. 할
수는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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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마음 써주고 그런 것도 막 불편해?
A: 네. 별로 안 고마워요.
면: 학교에서 너희들한테 무엇인가를 지원하려고 주는 가정통신문을 받았
을 때..
A: 필요 없어요. 저희는 집에서 많이 해요.
2014. 11. 17 A전사

C: 도움 받은 기억도 없고 도움을 준 기억도 없어요.(중략) 저가 도움은
안 줘요. 주기 싫어서. 모르겠어요. 귀찮아요.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
는데 도움 받고 이런 거 그런데 싫어요. 괜찮아요.
면: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받았거나 드렸거나..
C: 선생님한테? 도움을 줬어요. 학습지 나눠주기. 재밌어 보였어요. OO25)
이는 안 도와줘요. 귀찮아서. 그런데 선생님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움
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면: 응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방과후를 무료로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
C: (10) 그냥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필요해요.
면: 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들은 별로 안 필요해요?
C: 네.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2015. 4. 7 C면담

B 역시 A와 C처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배려정책에 대해
묻자 B는 오히려 자신이 와서 학교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B가 학교에서 시행되는 배려 정책에 대하여 인식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B: 저는 학교에서 해주는 거...공부 같은 거는 안 하고 빵 만들기 그런 건
해요. 저한테 필요한 거 골라서 해요. 재미없는 건 안해요.
25) C와 같은 학급에 있는 친구로서 근영양이양증을 앓고 있는 남학생이다. 이 학
생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여 다른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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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럼 학교에서 해주는 거가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
는 건가?
B: 애들이 저한테요?? 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오니까 농구부도 생
기도. 우리 농구부 여자애들이 몇몇 왔는데요. 잘 못하는 애들이 왔어.
면: 아. 너희들이 와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반대로 학교
에서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B: 도움을 받긴 받죠. 방과후 막 그런 거 별 거 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
데 뭐 고맙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학교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답답한 게 많아요. 선생님이 좀 제가 뭐 적을려고 하면 선생님
보라고 하고. 이제 숙제가 많아졌어요. 매일 복습공책 해야해요. 한 단원을
배웠잖아요. 공책에 다 써야해요.
2015. 4. 8 B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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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결과 분석
양육시설 아동들의 개인적 정체성은 “주체적 자아가 결여된 정체
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의 개인적 정체성은 다
른 사람의 평가만으로 자신을 소개했던 타자화된 정체성, 아예 관심
조차 없는 무관심, ‘시설’이라는 환경에 기반하여 자신에 대해 이야
기했던 특별한 시설아동으로 주제화 할 수 있다. 세 주제의 공통점
은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체적 자아의 해석과 반성이 결여되
었다는 점이다. 미드(Mead. G. H, 1934)에 의하면, 우리의 자아구조
는 그 나름의 고유한 입장에서 주변 환경을 해석하고 반영하며 구
성되어있다(Mead. G. H, 1934:201). 이를 주체적 자아인 I, 객체적
자아인 Me라 일컫는데, “I”는 타인들과의 관계와 주변 환경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26)
(Mead. G. H, 1934). 그리고 “Me”는 타인들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객체적 자아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환
경을 반영하며 형성하고 발전시킨다(Mead. G. H, 1934).

즉, “I”를

통해 “Me”가 불러일으켜지고, “Me”는 “I”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고
조정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강수택, 1996:421).
이처럼 인간은 모든 경험세계에 대해 반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
체적 해석과 내적대화의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행동을
구성한다(Davison, P & Youniss.J, 2004:37327)). 이는 결국 자아의
사회적 측면인 “Me"와 개인적 측면인 "I"는 양자 간의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양육시설 아동들은 ‘타인’
혹은 ‘소속된 시설’에 의해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아예 관심
이 없었다. 이는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주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Me”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를 해석하고

26)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22~27장 참고
27) Willian, M. K, Jacob L. G(2004), 『Moral development』,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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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I”의 영향은 부족하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이라 자신의 정체성을 아
직 형성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는 아동들
이 자신을 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학교에의 입학은 아
동들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킨다(Papalia,

D.

E.

Olds,

S.

W,

1991:485).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을 하며 생활반경이 가정에서 학교
로 넓어지고 교제하는 관계의 범위도 넓어진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학교경험이 많은 아동후기 단계로 친밀성, 충성, 공유, 애정과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교우관계를

형성한다(이정희,

정경연,

2009:118).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자신의 심리상태와 기호
를 파악하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초
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해당하는 정체성의 형성
이 일어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양육시설 아동들의 개인적 정체
성은 타인들의 평가와 ‘시설’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거
나 아예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질문은 개인의 신상 및
기호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구체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를 고려할
때 양육시설 아동들의 개인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나온 것은 이들이 자신에 대해 진지한 생각이 결여된 ‘주
체적 자아가 결여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시설 아동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역할은 참여자들의 주변 환
경의 맥락을 고려하여 알맞은 역할을 선택하여 수행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와 학급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일종
의 '공연(performance)'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자아는 환경과
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하게 된 객체적 자아(Me)를 유지하고 상황
을 유지하는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Goffman(1959)에 따르면,
자아는 ‘상황의 정의’를 통해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주도적 역할’의 경우 학급을 주요한 공간으로 보
아 이 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여 자신의 인상관리와 상황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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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Goffman, E, 1959). 물
론 여기에는 그들의 성별도 작용할 수 있다. 일반아동의 학교 적응
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그 수준이 높았으며, 빈곤 가정 아동 대상
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경험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내면화된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문희, 1995, Bolger et
al, 1995: 유안진,민하영, 권기남, 1999:3에서 재인용).
사회적 역할의 거부와 개인적 유용(流用)의 경우, 양육시설 아동
들이 무대로서의 학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Goffman(1959)의 관점을 적용하며,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라는 공
간을 ‘무대’로 보지 못했거나 무대에서 타인들에게 무시를 당할까봐
스스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라 분석된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
교와 학급에 대한 상황의 정의(definitions of situations)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결국 양육시설 아동들은 공동체의 맥락에서 사회적 역할
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신을 사회적 자아(Me)로 바라보지 못하고
개인의 욕구충족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학교
라는 ‘무대’ 에 대해 부여한 의미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거부’와
‘개인적 유용’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 분석된다. 실제로 이러
한 결과는 학교 부적응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다는 이순형
외(2000)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이순형, 이강이, 성미
영, 2000).
또한 위에서 논의한 주체적 자아(I)의 상실도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양육시설 아동들이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학교에 의미를
아예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는 자아의 유기체적 욕구의 우세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시설 아동들이 무대에서 타인들에게 창
피를 당할까봐 자발적으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라면 그 해석은 달라
질 것이다. 사회적 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사회적 상황이라는 연기 상
황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연기상황 속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타인의 반응이 아닌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
해 나가는 주체적 자아(I)가 필요하다(Goffman, E. 1959). 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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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무대에 섰을 때에 자신이 시설출신인 것이 밝혀지게 될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출
신’에만 집착하지 않는 더 깊은 자아개념이 필요한데, 양육시설 아
동들은 이 주체적 자아가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거
부’하거나 유기체적 욕구에 주목하는 ‘개인적 유용(流用)’의 형태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양육시설 아동들이 형성하는 관계성은 조영달(1999)의 “일상적
최적화 이론(optimized behavior in everyday lif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또래관계의 경우, 구별 짓기, 같은 시설 학생에 대한 동
지애, 이익관계, 수동적 관계, 협동적 관계로 나타낼 수 있었다. 양육
시설의 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들을 ‘외부애들’이라고 하거나, 다른
학교의 불량학생들을 자신의 친구라 여기며 다른 친구들과 분리하였
다.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들은 같은 시설 학생에 대해 동지애를 가지
고 있는 반면, 학급 또래를 자신이 필요한 것을 묻고 숙제를 하는데
이용하는 이익을 얻는 관계로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신을 ‘고아’
라고 놀리며 함부로 대하는 또래들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묵
묵히 받아들이며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했다. 특히 수동적 관계
와 협동적 관계는 한 참여자가 동시에 구축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학교에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 또래 관계를 양극단의 연속선상에서
조정하거나 또래를 학교생활 적응(adaptation)의 수단으로 생각하였
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우정이 친밀함과 자기노출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양육시설 아동들은 친밀함이나 자기노출
보다는 학교에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는 주어진 여건을 바탕으로, 생활세계적인 일상적 목표를 향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협상, 적응하는 행동조정 양식으로서 조영달(1999)
의 “일상적 최적화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조영달, 1999).
교사와의 관계는 형식적 관계, 놀림거리와 의지적 관계, 저항적
관계로 나타났다. 우리의 자아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시공간,
타인의 입장, 인과론적 접근 등 다각도로 정의한다. 이를 상징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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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이론에서는 상황의 정의(definitions of situations)라 한다(손장
권, 이성식, 전신현, 1994: p43, John P. Hewitt, 2005: p213). 이 ‘상황
의 정의’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이때 학교생활에 대한
주변 사람의 기대와 관심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학교는 의무적인
공간으로 굳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을 이유는 없다. 그들은 교사
에게 큰 애정을 기대하지 않고 학교에 와서 그들과 교실이라는 공
간 속의 ‘학생’과 ‘관리자’ 라는 형식적 관계를 맺거나 오히려 교사를
그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놀림거리고 생각한다. 양육시
설 아동들의 환경을 생각할 때, 시설에서 보살펴주는 보육사의 근무
기간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근무지 순환이 일어나고 봉사자가 있더
라도 지속적인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육시설 아동
들은 성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포기하게 된 것이라 분석된다. 이는
현재의 교사, 학생 간의 관계 약화현상으로 인해 교육포부 형성에
선생님이 매우 미미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밝힌 변민경 외
(2014)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하다(변민경, 김병수, 2014).
또한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사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따뜻함을 느
낄 수 있게 하는 품성을 가진 교사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의지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유년기의

부모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을 해석하고 정의한다
(Mead. G, H, 1934:144-146). 이러한 과정이 없던 양육시설 아동들
은 자신에게 따뜻함을 보여주고, 사적인 관계를 맺었던 교사를 중요
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이라 분석된다.
교사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는 일부 참여자가 일부 교사
에게만 한정되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이 교사를 기성세대의 전형으로
생각하며, 이들에게 불만을 갖는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Papalia, Diane E., Olds, Sally Wendkos, 1991). 또한 지젝
(Zizek, 1989)에 따르면, 주체들은 사회적인 것은 적대가 존속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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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운 전체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원인을 특정한 원인으로 돌린
다. 이를 ‘전치’라 하는데, 이는 주체가 완전한 체제를 찾으려 하지만
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이를 어떤 특정
한

방해자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Zizek,

1989:

양운덕,

2002:241-242에서 재인용). 교사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참여자
역시 겉으로는 체육교사 한 명에게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
에 괴롭힘을 당하던 상황을 미루어볼 때 이는 힘든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자의 ‘전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의 이러한 관계는 양육시설 아동들이 처한 가정배경 상실
의 상황에 따라 교사의 성향을 파악한 후 형식적, 의지적 관계를 맺
거나 교사를 놀림거리로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불만
을 갖게 하는 교사는 학교생활 적응의 방해물로 여기며 적대감을
갖지만 크게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생활 적응’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교사의 성향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적응을 해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일상적 최적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양육시설 아동들의 배려관계는 시혜적 관계
와 이익관계 의무관계로 나타나 모두 제대로 된 배려관계를 형성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동정심, 자신의 이익, 혹은 주
변사람과 규칙에 의해 남을 도와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딩스의 ‘자연적 배려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 해
석할 수 있다. Noddings에 의하면, 배려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
스럽게

받게

되는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Noddins.N,

1984:115-118). 미드의 역할담당이론을 빌려 설명하면, 양육시설의 아
동들은 부모의 사랑처럼 밀도가 높고 지속적인 정서적인(affective)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여, 보살핌의 역할을 의식하고 관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Mead, G. H, 1962, 강수택, 1996:421에서 재인용). 물
론 시설에서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 명의 보육사가
여러 학생을 관리 하고 있으며 보육사 자체가 ‘부모’처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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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역할이 아닌 직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시설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자연적 배려’를 경험하기는 어렵다.
연구 참여자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에도 양육시설의 아동들의
배려관계는

특이성을 갖는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해 논의한

Piaget(1997)의 발달단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구체적 조
작기의 아동들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Piaget, J, 1997:76이하, 이연수, 2011:142). 이러한 가역
적 사고는 Gilligan(1982)이 제시한 도덕성 발달 단계 중 인습이후
단계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관심을 갖는 단계이다(Gilligan, C.
1982: 152-153). 하지만, 실제로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맺고 있는 배
려관계는 인습이전수준인 자기 자신의 이익과 생존에만 관심을 갖
는 인습이전수준의 단계이거나, 주로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단계
인 인습수준의 단계였다. 게다가 인습수준의 단계인 의무관계를 보
여준 참여자는 참여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던 5학년 학생이
었다. 이는 그들의 인지적 발달단계와 도덕적 발달단계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결국 양육시설 아동들의 배려관계
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인지적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변 환경
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려관계 속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은 최소한의 동정을 베
푸는 시혜자, 배려의무자, 무감각한 수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
연적 배려’를 경험하지 못한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본 연구에서 정의
한 ‘상호관계’적인 배려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에 따른 역할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양육시설 아동들은 그들 나름의 배려관계에
따라 시혜적 관계 속의 동정적 시혜자, 의무관계 속의 배려의무자, 이
익관계 속의 무감각한 수혜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Noddings의

‘자연적 배려’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양육시설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배려’를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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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본 연구는 학교공동체에서의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 형성을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깊이 이해하고자 한 연구이다. 시민성은 민주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사회과 교육
에서도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주요한 자질인 시민성은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공동체’와 ‘타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대사회처럼 다양한 타자들
과 살아가는 사회는 타자는 우리 주체의 존립의 기반이 되므로 모
든 이들의 공존을 위해 타인의 필요와 상황에 대한 행동적 감정적
공감과 반응을 통해 맺어지는 상호관계인 ‘배려’의 자질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현장에는 다양한 소외계층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정
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배려의식을 살펴보는 것
은 의미가 있다. 또한 양육시설 아동들의 배려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타인에게 책임을 지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공동체에서의 양육
시설의 아동들의 시민성형성을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
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학교공동체 속의
경험과 다양한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양육시설 아동들이 형성하
는 시민성을 알아보았다. 학교는 사회생활을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장소이며 양육시설 아동들이 사회적응을 위해 구체적 기술, 행동을
습득하여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장이라는
점에서 학교생활을 탐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이에 양육시설 아
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을 먼저 알아본 뒤 학교공동체에서 형
성하는 시민성 형성을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학교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역할, 교사와 또
래와의 관계성이 그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배려의식은 배려관계와
역할이 그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 또한 양육시설 아동들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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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듣기 위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필요하여 내러티브
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고, 이와 비슷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거이론적인 접근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샘플링 과정에서는
의도적, 이론적 샘플링을 실시한 뒤 접촉을 위하여 눈덩이 샘플링을
실시하여 이야기 쓰기가 결합된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며 근거이
론에서 사용하는 개방코딩 방법에 의해 주제를 범주화하였고 이에
따라 내러티브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과 분석의 절
차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가정배경의 상실이라는 상황을 반영하
는 학교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어른과 밀착된 상호관계
없이 성장한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환경을 받아
들이고 적응하다보니 주체적인 자아 없이 주변 환경을 해석하고 상
호작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에 그들은 타자화된 정체
성, 무관심, 특별한 시설의 아동이라는 주체적 자아가 결여된 타자
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가정이 아닌 2차 집단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들은 학교에 부여하는 그들의 의미부여에 따라 사회적
역할도 주도적 역할, 거부, 개인적 유용(流用)의 형태로 나타났다.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그들은 조영달(1999)의 “일상적 최적화
이론”에 따라 학교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해

또래와 구별짓기, 동지

애, 이익관계, 수동적 관계, 협동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성향과 자신의 선호를 비추어 교사와 형식적, 의지적, 놀림거리, 적
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배려관계에서도 양육시설 아동들은 Noddings의 자연적 배려관계
를 경험하지 못하여, 시혜적, 의무적, 이익적 배려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
서의 동정을 베푸는 시혜자나 주변의 배려에 무감각한 수혜자의 모
습을 보이거나 의무감에 의한 배려의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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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공동체에서 ‘적응의 형태를 띤 주
체적 자아의 상실’의 상황에서 또래 및 교사와 ‘일상적 최적화’의 관계
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들은 타자와 진지한
윤리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관계성이 결여된 형식적 배려의식’을 지니
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3. 제언
본 연구는 학교공동체에서의 양육시설의 아동들의 시민성 형성
을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양육시설의 아동
들은 학교공동체에 대하여 그들의 가정배경 상실의 상황을 극복하
여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민성 교육에서
가정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양육시설 아동
들이 지닌 결핍을 메워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 교육을 위해 우선 그들이 학교
라는 공동체에 애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기 위해 교사와 밀접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 속에서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크지 않았다. 이는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시설선생님
과 학교선생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홍영미(2010)의 연구결과
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만났던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교사의 학
생이었을 때 학교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는 학교 선생님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홍영미(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교사가 조
금이라도 이들이 지닌 결핍을 이해하고 채워주기 위하여 밀접한 상
호작용을 한다면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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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육시설의 아동들의 주체적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성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적
자질이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시민적 자질은 공적영역을 전제하는 개념
으로 우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개인적 정
체성의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필요한 자질을 연습하는 것은 신민(臣民)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양육시설 아동들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명상에 잠길
시간이 없이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시설 특유의 생활패턴으
로 인해 행동통일을 배우게 되고 이것이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숙
고의 부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정선욱, 2009, 문지윤, 임정하,
2011).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이러한 양육시설 생활에 대한 깊은 이
해와 시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들
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주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며 함께 공존하는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
록 하기 위해 양육시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자연적 배려’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상황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배려의식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어찌 보면 당
연한 것이지만, 그들의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와 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시설
의 아동들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대부분 ‘다녀야 하는 곳’이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지식을 교섭하고
학교와 학급이라는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고민하는 공간
이다(조영달, 2012). 양육시설 아동들은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혹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 다닐 뿐
이었다.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의 배려정책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겹치는 것들이 많아 과도한 관심으로 여겼
다. 그리하여 양육시설 아동들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성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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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형식적인 배려의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는 양육
시설 아동들에게 가정인 아동양육시설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그들의
필요와 결핍을 좀 더 세심히 파악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
려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가정의 배경이 결핍된 학생들의 시민적 자질을
형성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므로 이에 따른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첫
째, 좀 더 정밀한 시민성의 개념에 기반한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
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자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에 따라 시민성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시민성의 개념이 매우 넓은 만큼 좀 더 정밀하
고 다양한 시민적 자질을 알아보는 것은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
에 대한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시설 아동들의 배려의
식에 대한 일반화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양적연구도 요청된다. 본 연
구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생활의 경험과 그 속에서의 의미를 그
들의 이야기를 통해 담아낸 질적연구였다. 물론 본 연구는 일반화가
능성이나 인과관계분석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 질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하지만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일반화를 연구의 목적에 두는
양적연구를 실행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인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권능감

(empowerment)을 주기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양육시
설 아동들이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는 점을 볼 때 양육시설 아동들이
상황에 대한 저항과 변화의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적 접근이 아닌 비판적 접근과 같은
다른 이론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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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ed Students'
Citizenship in School Community : Focused on the caring

Kim, Da-Ha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er: Young-Dal Cho, Ph.D.

The study of the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s
citizenship has been insufficient despite the environmental
specialties towards other underprivileged students. There are
students who are underprivileged due to their family background
in our education fields, but institutionalized children don't even
have families. Institutionalized children are different from
children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who build their citizenship
by intimate relationships from birth. Especially, although
citizenship is an essential quality for living as a member of
society and is fundamental for keeping and developing society
and individual's community lives, understanding of citizenship
was limited, as former studies focused on psychological socia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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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ng” is a very significant civic virtu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and institutionalized children.
We

as

human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precondition, which establishes "I." Particularly, caring for
others, including the underprivileged, is a civic virtue required
at a high level because of various inequalities in the flow of
modern society. Considering th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may
live alone when they are adults, they must learn how to be
understanding of and care for others within their society. Also,
as

the

caring

relationship

is

flexible

and

reciprocal,

institutionalized children's understanding of caring is necessary
for them to become mature citizens who take the giver's
responsibility not to be accustomed to the receiver's role.
School

is

significant

for

institutionalize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ir citizenship, and as the place where
institutionalized children can learn civic qualities and social
adaptation.

Because

family

care

has

a

great

effect

on

establishing citizenship, for children without families, school is
an important environment to learn about citizenship. Students
learn knowledge, skills and behaviors for social adaptaion while
build relationships with various individuals at school. This means
that school is a meaningful base for predicting social adaptation.
Particularly, it means that the same civic education alongside
general

family

children

in

school

is

inappropriate,

as

institutionalized children are sensitive to the school environment,
including classmates and teachers, because they are socialized
first in an institution living with a peer group.
This study aims to more deeply examine establishing
institutionalized children's citizenship in the schoo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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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carin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considering recognition about personal identity, social
roles, and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in school.
Moreover, their citizenship, focused on caring, is based on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he role of caring within those
relationships.
The research theme and detailed research question are below.
Research theme: How can we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s citizenship, focused on caring, in
school?
1. How can we recognize institutionalized children’s situation in
school?
① What is the institutionalized child’s recognition of personal identity
in school?
② What is the institutionalized child’s recognition of social roles in
school?
③ What is the institutionalized child’s recognition of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in school?
2. What are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s concepts of caring in
school?
① What is the institutionalized child’s caring relationship between giver
and receiver?
② What is the institutionalized child’s role in a caring relationship?
To resolve the study question, this study adopts a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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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with a grounded theory perspective. A narrative inquiry
which

tells

the

participants'

stories

and

experiences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ning regarding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s experiences. Advanced research is sparse and a
process to discover themes and categories through their stories
is necessary, so this study's methodology has grounded a theory
perspective.
This study collects data throug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methods, and analyzes data through thematic
analysis.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lack a subjective self to interpret and interact with their
surroundings. Accordingly, their personal identities consist of
three themes: otherized identity which they establish by
observing others’ viewpoints; indifference about their own
identities; and an identity established by the idea of “we who
live in a special institution.” As a result, they form a personal
identity with an absence of subjective self.
The recognition of social roles in school consists of 3 theme
based on institutionalized children’s attitudes about school:
participation, denial, or personal misappropriation.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by Goffman(1959)'s theory. If institutionalized
children recognize the school as an important space, they take
the 'main role' on the stage of 'school' to maintain their image
and

circumstance.

However,

'denial'

and

'personal

misappropriation' are can be explained by absence of subjective
self and show that they don't recognize the school as a special
'stage' and

It means that they can't resolve many problems

during performance because of absence of subjective self (I)
and don't want to reveal that they are institutionalized children

- 116 -

so they act passively or they have no expectations of school
and therefore take no responsibility.
Their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can be explained
by Young-Dal Cho's(1992) optimized behavior in everyday life
theory.

In

peer

'comradeship',

relation,

'interest

they

construct

relation',

'passive

'distinction',
relation',

and

'cooperative relation' to adapt to the school community. In
relation with teachers, they construct 'formal', 'dependent', or
'subject of joke' roles based on teachers’ characteristics and
their preference. In addition, if they experience frustration
based on their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towards school, they
establish

hostile

relation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displacement.
In

a

caring

'obligatory',

relationship,

and

'interest

they

construct

focused'

roles,

'favor-doing',
as

they

don't

experience Nel Noddings’s(1984) 'natural caring,' which can be
experienced from a mother in childhood. Accordingly, they
perform the roles: 'sympathy giver only when beneficial',
'obligator

of

caring',

'reciever

insensitive

to

caring

in

surroundings.'
The

result

summarized

from

this

research

is

below.

Institutionalized children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by 'optimized behavior' in 'absence of subjective self
with the form of adaptat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of
circumstances, they can't make 'formal caring awareness absent
of relationships,' and do not demonstrate a sincere ethical caring
relationship.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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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is research can be significant basic data to soci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 deeper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s citizenship as one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because family background is very
influential to formation of citizenship, this research can provide
a deep understanding about institutionalized children’s citizenship
learning in school. It can be authentic data in citizenship
education and can help cultivation of desirable citizenship.
Second, this research enables institutionalized children to have
a voice about their own education. As an underprivileged group,
institutionalized children are marginalized in the classroom and
are too accustomed to group living, so they can't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their own voices or express themselves.
However, this research tells their stories about school through
their voices, so it can help them actively make meaning from
their experiences and have a positive attitude about their lives.
Finally, this research can enhance authentic classroom
interaction

with

students

through

teachers’

sensitive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s citizenship in
schools. This study tells these children’s stories about school
experiences, so teachers can understand accurately, and without
any bias. It is expected that this deep understanding can
enhance thoughtful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teachers.
The follow-up research is required to complement this
research's limitations : more precise and various citizenship,
generalization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empowerment to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rough other access and interpretation.
Such follow-up research can have a significant role in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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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o let institutionalized children grow as mature
citizens with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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