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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랑스럽게 부적응하기’

: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진정성의 수행과 이중구속

본 연구는 ‘산청 간디고등학교’(이하 ‘간디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

과 제도권 교육에 대한 실천적 대항과 비판적 성찰의 역할을 자임해온 ‘대안학교’가

어떠한 내적 작동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대항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사회와

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의 논리를 조형해내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 경상남도 산청군에 설립되어 2020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간디고등학교

는 1990년대 말 한국 사회 전반과 제도권 교육 체제에 대한 대항적 사회운동의 성

격을 띠었던 ‘대안교육’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래 가장 먼저 설립된 대안학교 중 하

나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학교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대안학교는 한국

사회의 특정한 지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담론이 생산되고, 이러한 담론이 물적 제도와

교육적 기획 속에 실물화되어 작동하며, 이를 통해 교육적 실천이라는 수행적 행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집합심리가 형성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

회학적 연구의 현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대안학교로

서 간디고등학교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삶의 논리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과제로 삼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에 대한 민족지적 현장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

구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주체성의 형성이 ‘일반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과

의 담론적 대항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반한 연행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띠며, 이러한 과정이 베이트슨(Gregory Bateson) 등이 제출한 ‘이중구속’에

해당하는 상황을 학생들에게 부과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탐구를 진행한다.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의 다양한 실천들에

참여하면서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세계와 대비되며 그에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자임하게 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대항해야할 대상으로 설정한 학교 바깥

의 세계에 적응하고 편입해야한다는 상충하는 요구 아래에 놓인다. 이러한 간디고등

학교 학생들의 경험과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과 학생들의 일상생

활 속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은 어떠한 담론적 대항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그 구체적

인 내용은 무엇이며, 학생들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연행되면서 이들의 행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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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는가? 둘째, 진정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실천들은 실제의 사회적

국면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며, 학생들이 그러한 실천들에 참

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셋째, 이러한 과

정에서 담론적 대항의 대상인 ‘진정하지 않은’ 사회와 불화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자임하게 되지만 다시 그 불화의 대상에 편입되어야하는 과제를 마주하는 간디고등학

교의 학생들이 놓여있는 독특한 상황은 무엇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생산해

내는 세계에 대한 상상과 정체성의 논리, 그리고 삶의 기획은 무엇인가?

먼저, II장에서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진정성의 의미론을 세 가지의

의미차원에서 포착하고,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의 의례화된 방식들 속에서 이러한

의미론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가 분석하는 바, 간디고등학교에

서의 교육적 실천들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교육’,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대

상들과의 긴장과 대립 관계 속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들 각각의 ‘진정한 것’들에 대한 상상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실천들은 학생들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수행적으로 경험하는 행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실천들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진정성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해석함으로

써 각각의 의미차원들을 실감하고 소통한다. 이러한 진정성의 의미론은 분석적 관점

에서 별도의 의미차원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일련의 실천들 속에 교차

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담론적 자장과 사회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간디고등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의례들 중 하나인 ‘식구총회’의 의례를 통해 압축적으

로 재현되며 반복적으로 의례화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적 환경에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자로서

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주어진 행위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합

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동시에 자신이 참

여하는 행위공간 자체를 구현해내는 존재로서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행위성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간디고등학교는 공동의 실천에 참여하는 행

위자로서의 구성원들이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목표와 규범들을 학습하는 ‘실천공동체’

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학생들의 생활은 이러한 실천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겪는 일상적인 경험과 상황적 맥락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학습’의 양상을 띤다. III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정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실천들에 참여하는 과정을 중요한 국면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학생들은 진정

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한 실천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참여에 필요한 일련

의 기술들을 습득하고, 실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망과 공유된 가치 체계 속에

자신을 배치하며, 집합적인 실천의 방식과 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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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구현해낸다. 이처럼 집합적인 실천과 학습, 공동체, 그리고 개별 구성원의

정체성의 형성이 상호연결되는 복합적인 과정 속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공동

체의 일원이자 진정성의 의미론을 체화한 ‘간디사람’이 되어간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이러한 ‘간디사람’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상황과 그러한 상

황이 유발하는 실존적 긴장, 그리고 그에 대해 이들이 대응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진

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비 속에서 학교에서의 경험과 스스로를 설명해내면서, 간디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바깥과의 특정한 관계성에 대한 논리에 자신을 연루시킴으

로써 학교 바깥과 대비되는 존재로 자신을 배치한다. 그러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

에게 ‘진정하지 않은’ 세계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은 단순히 대항과 대비의 대상이 아

니라 졸업과 함께 자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 생활의 공간이자 삶을 기획해나갈 의미

의 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독특한 궁지의 상황을 발생시킨다. 학생들은

학교 바깥의 특정한 대상들을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항하라는 진정

성의 요구와, 그 요구를 따르면 따를수록 학교 바깥의 세계에 대한 적응이라는 실제

적인 과제 앞에 무력할 것이라는 ‘진정하지 않은’ 요구의 압박 사이의 이중구속적 상

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존적인 긴장을 경험한다. 그러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나름의 방식으로 응전하는 양상을 보

인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이중구속적인 요구들로 이루어져있다는 인

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상상하고, 그 위에서 상충하는 요구들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

고, 해석하고, 실현시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행위공간을 창안한다. 이를 통해 간디고

등학교의 학생들은 이중구속이라는 행위불가능성의 상황을 자신의 자리로 수용함으로

써 그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기획하는 독특한 주체성의 논리를 구축한다.

이러한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험과 이들이 구축해내는 삶의 논리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를 추동해온 일련의 집합적 기획으로서의 대안교육이 어떠한 것을 ‘진정한

것’으로 꿈꾸었으며, 어떠한 것에 대항해서 ‘진정한 것’을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투영하

고 있다. 대안이라는 실천적 작업은 사회문화적 진공 상태에 있지 않으며, 이에 참여

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문화심리적 자원과 역사적, 생애사적 경험과

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훼손되었으며 회복되어야할 진정성의 내용을 상상하고 기획하

며 구현해내고자 분투한다.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와 그 학생들이 구축해내는

삶의 논리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대안교육과 그 동력으로서 작동해온 진정성이라는

한국 사회의 집합적인 꿈의 내용과 궤적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주요어: 대안학교, 간디고등학교, 진정성, 이중구속, 연행적 상호작용

학 번: 2017-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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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극심하게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건강의 척도가 아니다.”

- 지두 크리슈나무르티(Vonnegut, 1975: 208에서 재인용)

1. 문제제기

이선숙(2001: 19)은 한국의 ‘대안교육’의 역사를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

는 ‘대안적 교육실천의 시기’와, 세계화․정보화로 인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비판으로서 대안교육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안학교’라

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1990년대의 두 시기로 나누고 있다. 이선숙이 ‘대

안적 교육실천의 시기’로 구분하는 시기에도 기존의 학교와 다른 교육을 추구한 실천

으로서 풀무학교와 성지학교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이선숙, 2001: 19), 한국의 맥

락에서 대안교육운동은 일반적으로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다양한 영

역에 걸쳐 등장한 일련의 비판적 사회운동과 함께 본격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병헌,

1998; 임종화, 2001; 김경식․이병환, 2002; 윤수종, 2007; 최민화, 2012). 이

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대안교육운동은 과도한 경쟁, 억압적인 학교 문화, 만연한 학

교 폭력 등 당시 ‘교실붕괴’ 현상으로 진단되었던 한국 교육의 상황을 성찰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며 발전해왔다(서덕희,

2006; 최민화, 2012). 대안교육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2019년 시점

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안교육의 범주 내에 전국적으로 교육부

인가 대안교육기관 84곳(대안학교 41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17교, 대안교육 특

성화고등학교 26교)과 280여개로 집계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약

300여개교의 대안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교육부, 2019; 국

가인권위원회, 2018: 20-21).

1990년대 대안교육운동이 본격화한 이래로 대안교육은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사

회학, 교육인류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다루어졌지만, 대안교육이 정

확히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다. 대안교육을 행

정적 대상이자 분석적 개념으로 획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들에 집중하여 그 교육학적․사회개혁적 함의에 주목하거나 대안교육을 제도권의 교

육행정에 제도적․이념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행정적인 방편들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특정한 교육적 실천의 내용을 근거로 ‘대안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대안성’에

대한 일종의 ‘실체론적 접근’을 취하기도 했다.1)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회 전반과

‘일반 교육’에 대해 실천적 대항과 비판적 성찰의 역할을 자임해온 대안교육운동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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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론적 성격과 수행적(performative) 측면에 주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안교

육의 함의를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맥락과 미시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체론적 접근과는 달리, 대안교

육과 대안학교를 담론적 실천이자 미시적인 주체 형성의 현장으로 이해하는 수행적

관점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대안성’을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기준

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임

되고, 선언되며,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대안성’의 수행적 성격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대안학교는 흥미로운 사회학

적 탐구의 현장을 제공한다. “제도권 내의 일반학교들의 인간성 상실”과 “치열한 입시

전쟁으로 학력에 의해 인간을 평가하는 학력 사회”, 그리고 “입시과목 이외의 교과나

학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관심이나 취미들을 희생시키고 몰개성적이 되고 있는 일반

학교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이선숙, 2001: 11)며 ‘참된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은 주류 제도권 교육을 문제시하며 이와는 다른 것을 실천하기로

결의하는 일종의 담론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 전반과 ‘일반 교

육’에 대한 실천적 대항과 비판적 성찰의 역할을 자임해온 대안교육운동의 맥락에서

대안학교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담론적 대항의 관계를 수립하고 교섭해낸다. 이러

한 관점에서 파악할 때, 수행적 실천으로서의 대안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차원을 넘어

서 사회 전체의 변동과 담론적 구성을 내포하는 연구대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적 실천의 장으로서 그것이 갖는 성격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는 한 사회의

특정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담론이 생산되고, 이러한 문제제기가 물적 제도와 교

육적 실천으로 실물화되어 작동하며, 이를 통해 교육적 실천이라는 수행적 행위에 참

여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집합심리가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사회의 담론적 구성의

문제를 미시적인 상호작용과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관심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97년 경상남도 산청군에 설립되어

2020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산청 간디고등학교’(이하 ‘간디고등학교’2))에 대한

1) 최석민(2006)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의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그는 대안학교(교육)의 “개념적 모호성”(최석민, 2006: 1)을 지적하며 “준

거 중심의 개념 분석방법”을 통해 “[대안교육]‘인 것과 아닌 것’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최석민, 2006: 8)을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

2) 2020년 현재 국내에 ‘간디학교’라는 명칭을 공유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경상남도 산청

군의 초등학교 과정(산청 간디어린이학교)‧중학교 과정(산청 간디마을학교)‧고등학교

과정(산청 간디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의 중학교‧고등학교 통합과정(제천간디학

교), 충청남도 금산군의 중학교 과정(금산 간디중학교)‧고등학교 과정(금산 간디고등학

교) 등이 있다. 이 학교들의 전신인 ‘간디청소년학교’가 1997년 3월 6년제 중등학교로

산청군에서 시작된 이후 1997년 12월 고등학교 과정이 교육부 인가를 받았으며, 인가

되지 않은 중학교 과정의 운영 문제로 인한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갈등 끝에 중학교 과



- 3 -

사례 연구를 수행했다. 간디고등학교는 1994년 12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송

리에 설립된 ‘간디농장’에서 시작되어 1997년 2월에 창립된 ‘간디청소년학교 교육협

동조합’을 바탕으로 같은 해 3월 설립된 대안학교로서, 1990년대 말 한국 사회 전반

과 제도권 교육 체제에 대한 대항적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대안교육이 본격적으

로 대두된 이래 가장 먼저 설립된 상설 대안학교들 중 하나이자 1998년 가장 먼저

교육부로부터 특성화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대표적

인 대안학교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이선숙, 2001: 19; 국가인권위원회,

2018: 12; 김영화, 2014).3)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 전

반과 ‘일반 교육’에 대한 실천적 대항과 비판적 성찰의 역할을 자임해온 대안학교가

어떠한 내적 작동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행

위적 환경(behavioral environment)’(Hallowell, 1955)으로 경험되고, 그것이 대

항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주체성을 조형해내는가를 이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의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관찰과 분석

을 진행한다. 먼저,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주체성의 형성을 ‘진정성

(authenticity)’에 대한 추구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일련의 실천들 속에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파악한다.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과 일상생활 속에서 재학생들이 정

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자기 스스로와 학교에서의 경험들, 학교에서 추구하는 일련

의 가치들과 행해지는 실천의 양식들을 ‘진정한 것’으로 구성하고 교섭해가는 ‘진정화

(authentification)’(김홍중, 2016: 204), 혹은 ‘진정성 작업(authenticity

work)’(Peterson, 2005)의 문법을 띠며, 진정성에 대한 추구는 이들이 자신의 삶

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동원하는 성찰적 언어의 주된 논리를 구성한다. 본 연구

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교육’,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체’의 세 가지 ‘진정한 것’에 대한 심적 추구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들 각

각의 의미론이 ‘진정하지 않은’ 세계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의 대상들과의 긴장과 대립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이 2002년 8월 제천시로 이전한 후 2006년부터 중학교‧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운

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금산 간디고등학교(2002년), 산청 간디마을학교(2005년), 금

산 간디중학교(2008년), 산청 간디어린이학교(2009년)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은

‘간디학교’라는 이름과 기본적인 교육 철학을 공유하며 교사 연수와 학생 교류 등의 활

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각각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성 또한

차이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12-13; 송순재, 2005: 38-39). 본 연구는 이

중 산청군에 소재한 고등학교 과정으로 유일하게 교육부로부터 ‘특성화고등학교’로 인가

를 받은 ‘산청 간디고등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교육기관을 편의상 ‘간디고등

학교’라고 부르기로 한다.

3) 설립 과정과 취지, 설립 초기의 일화들과 교육 철학 및 문화에 대해서는 설립자 양희

규의 저서 『꿈꾸는 간디학교 아이들』(2005)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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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주체성의 형성이 진정성을 핵심

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연행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띤다는 점을 주요한 분석의 통로로

삼는다.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라는 교육기관이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상황을 진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의미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퍼포먼스의 상황으

로 이해할 때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채택한다. 간디고등학교에 대

한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과 일상생활에서 의례화된

상호작용의 다양한 양식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4),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교육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주의적 공동생활 속에서 학생

들이 자신을 다양한 시선에 맞추어 연출해야하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는 점을 파악하

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상황을 학생들

이 특정한 의미론을 중심으로 자신을 재발명해내고, 그것에 맞춰서 자신을 연출하며,

특정한 의미를 생산해내기 위한 공동의 의례적 퍼포먼스에 함께 참여해야하는 일종의

무대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련의 연행적 상호작용의 상황들이 어떻게 구조화되

어 있으며,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참여하고, 참여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성

의 형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진정성 추구의 실천이 ‘일반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

반과의 담론적 대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간디고등학교를 통과하는 학

생들에게 ‘이중구속(double bind)’에 해당하는 상황을 부과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탐

구를 진행한다. 간디고등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진정성 추구의 의미론에서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의 세계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은 단순히 대항의 대상이 아니라 졸업과

함께 자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 생활의 공간이자 삶을 기획해나갈 의미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 바깥의 세계로의 이행이라는 과제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

들이 참여하는 진정성의 추구가 놓여있는 독특한 맥락을 제공한다. 간디고등학교에

서, 진정성에 대한 추구는 진정성에 대한 요구와 바깥 세계에 대한 적응의 요구의 상

충 관계 위에 놓여있다. 진정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실천에 참여

하며 자신을 이에 연루시킬수록,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바깥의 세계에 적응

하는 예정된 과제에 대한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

며,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과 그것이 간디고등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유발하는 실존적

4) 이러한 의례화된 상호작용의 양식들 중 간디고등학교의 공식적인 교육적 행사를 구성

하는 의례들의 상당수는 간디고등학교와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공유하는 여타의 대안

학교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본문에서 추후에 다루게 될 ‘식구총회’나 ‘주를 여

는 시간’ 등의 행사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양상에 대한 계보

학적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이는 대안교육운동의 초창기에 설립된 학교로서 간디

고등학교가 이후에 설립된 대안학교들에 일종의 실천적인 자원으로 여겨져 온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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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구상해 나가는 데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자면, 간디고등학교는 ‘일반 교육’과의 담론적 대항 관계 속에

서 규정되는 진정성의 의미론이 일련의 의례화된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의 상호작

용의 방식들로 구현되어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특정한 방

식으로 조형되고, 이러한 정체성의 논리가 대항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바깥 세계로의

이행이 그 구성원들에게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자임하는 구성원들이 상

충되는 요구 속에서 삶의 기획과 정서, 세계에 대한 상상과 자기 정체성을 산출해내

는 흥미로운 연구의 현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를

사회와의 담론적 대항 관계 속에서 특정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것이 다시 사회와 관

계 맺는 현장이자,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맥락에서 ‘진정한 것’에 대한 상상

과 실천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고 이를 탐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

의 연구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

이다.

1)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과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은 어

떠한 담론적 대항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로 이루

어져 있으며, 학생들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연행되면서 이들의 행위적 환경을

구축하는가? (II장)

2) 진정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실천들은 실제의 사회적 국면에서 간디고등

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며, 학생들이 그러한 실천들에 참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III장)

3) 진정성의 수행에 참여하면서 담론적 대항의 대상인 ‘진정하지 않은’ 사회와 불화하

는 존재로 자임하게 되지만 다시 그 불화의 대상에 편입되어야하는 과제를 마주

하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놓여있는 독특한 상황은 무엇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간디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이 생산해내는 세계에 대한 상상과 정체성의 논

리, 그리고 삶의 기획은 어떤 것들인가? (IV장)

이러한 순서로 논의를 전개해나가기 전에, 먼저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그리고 교육

현장으로서의 학교의 사회문화적 차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지평 위

에서 본 연구의 관심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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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대안교육운동’이 본격화한 이래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는 교육학

과 교육행정, 교육사회학과 교육인류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다루어

졌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맥락에 비추어 본 연구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과 관심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해 축적되어

온 연구의 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로 강대용(2018)

과 김민채․김영환(2017)의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는 이처럼 포괄적인 정리에 목적

을 두기보다는 이들의 분류에 기초하여 기존의 연구들의 큰 경향들을 간략히 파악하

고, 본 연구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구들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사회운동으로서 대안교육운

동의 성격과 함의에 주목하는 연구들, 교육행정 및 정책의 문제의식에서 대안교육의

분류와 외연의 획정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 그리고 대안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

체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학적 관심을 갖는 연구들로 대별해볼 수 있다.

첫째로, 대안교육운동 초기에는 새로이 등장한 사회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운동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기원을 추적하며, 함의와 함께 발전 방안과 한계를

지적하는 일련의 시론적인 연구들이 활발하게 제출되었다(고병헌, 1998; 심성보,

1996; 이종태, 1998; 2001; 이종각․이수광, 2002; 정유성, 1996; 현병호,

2000 등). 이들 연구는 대안교육운동에 대한 시론적 분석인 동시에 일종의 실천적

성격을 함께 띠고 있었으며, 당시 대안교육운동이 이루어지던 담론적 맥락을 구성하

고 있기도 하다. 비슷한 시기에 대안교육운동의 사회운동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이들

을 ‘신사회운동’의 맥락에 위치 짓는 연구들이 제출되었으며(김경식․이병환, 2002;

임종화, 2001), 이러한 초기의 논의들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안교육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이병환(2004)과 송순재(2005) 등의 연구로 이어졌

다. 비슷한 시기 윤수종(2007)은 전체적인 대안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대안교육운동을

그 일부로 다루었으며, 김문숙(2009)은 현대화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성찰적이고

실천적인 가치를 제안해온 시도로서 대안교육운동을 조망한 바 있다.

둘째로, 교육행정 및 정책의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대안교육의

분류와 외연 획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대안교육이 제도권 교육의 외부에서 제기

되어 사회적․정책적 인정을 획득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회적 갈등과 대안

교육 내부의 다양한 운동성의 경합 속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대안학교

의 법제화와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학력 인정과 관련한 교육행정적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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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김회용(2006)과 황준성․이혜영(2010)은 대안학교 법제

화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홍정순(2015), 주은희․박선희(2009), 윤선

아(2015), 안지언(2015) 등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다양한 기준을 통해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의 분류를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게, 김병길․한긍섭

(2001), 최석민(2006), 한석만(2004) 등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안교육과 대

안학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분류와

개념의 사용이 병존하는 가운데 김재준(2015)은 담론분석의 방법을 통해 그 사용의

현 상태를 분석하기도 했다.

셋째로, 교육 현장으로서의 대안학교에 보다 교육학적인 관심을 갖는 연구들은 대

안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가졌다.

김재준(2015)과 이은주(2017)는 대안학교의 교육이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으며,

특히 이은주의 연구는 그러한 교육 이념이 교장과 교감 등에 의해 실제 교육 현장에

실현되는 양상과 갖는 간극에 주목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박일식, 2006; 장

성화, 2014; 이자희․유효숙․김진희․최경희, 2013; 함나래, 2012 등) 또한 활발

하게 이루어져왔으며,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이념이 교육 상황에 어떻게 반영되

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교과운영의 양상

을 다루는 연구들이 널리 이루어졌다(조은비, 2011; 백운현, 2015; 변소영, 2019;

이세정, 2015; 김성현, 2018; 차준섭, 2018 등). 이와 같은 연구들 중에는 본 연

구가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간디고등학교를 주제 및 연구현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신경주, 2005; 황보경, 2008). 이와 함께, 대안학교의 재학

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인터뷰와 이들의 에세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그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들 또한

수행되었다(강대용, 2018; 김영화, 2014; 최수련,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학교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들과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경

향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안교육 혹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그 내

적 실천의 양상에 주목하는 일련의 문화기술적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로는 대안

교육운동의 초기에 4개의 대안학교들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적 현장연구를 진행한 조

용환(1998)의 선구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결속과

실천에 주목하는 조용환․서근원(2004)과 서근원(2005)의 연구, 초등학교에서의 대

안교육의 실천 양상을 다루는 김지영(2005)의 연구, 그리고 ‘전환’이라는 가치를 키

워드로 하는 한 대안학교의 교육 실천의 의미를 분석한 김경미(2018)의 연구 등이

있어왔다. 또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간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여태전(2002)과 이은

영(2006)이 문화기술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그 교육적․사회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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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던 대안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들

에 민족지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몇 안 되는 귀중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실천들에 대해 규

범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들의 논의에서, 연구의 대상인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들과 그러한 가치

들의 추구로 의미화되고 있는 실천들은 담론적 실천들로서 파악되지 않는 경향이 있

으며,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적 실천들의 구체적인 작동 양상이나 효과에 대

한 논의는 해당 대안학교 당사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를테면, 대안학교의 한계에 대해 논하는 지점에서 “예컨대, 대안학교가 도시의 문

제들을 피해 농촌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연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남은

도시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는 아이들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조용환의 진

술(조용환, 1998: 139)은 대안학교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내포

하는 관점으로 인해 ‘도시의 문제’를 설정하고 ‘농촌으로 들어’가는 실천이 대안학교가

자신의 실천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 담론적 주장이라는 점을 분석에서 누락하며, 이때

마찬가지로 ‘자연의 교육’이라는 해당 대안학교의 이념 또한 담론적 분석으로 포착하

기 어렵다. 이처럼 규범적인 관점은 대안교육의 대안성에 대한 실체론적인 관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이 기대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기도 하는 현상을 다루는 조용환․서근원(2004)과 서근원(2005)

의 연구에서도 반복된다.

교육의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은 실천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만, 특히 대안교육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그것이 기존 교육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천적인 성격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

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교육이라는 대상을 분석할 경우(조용환,

1997: 41), 이러한 분석은 가치의 차원을 포함함으로써 대안교육에 대한 담론적 해

석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의 대안성에 대한 실체론적 접근으

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5). 이러한 접근은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서의 실

천들과 그것의 작동방식에 대한 문화적 해명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그것이 이에 참여

하는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행위적 환경(behavioral environment)’(Hallowell,

1955)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방해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실천의 작동의 논리와 구체적인 양상들에 대한 문화

적 해명을 시도한다.

5)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교육에 대한 규범적 접근과 ‘사회화’와 ‘교육’에 대한 이분법을 비

판적으로 검토하는 논문으로 정향진(2008)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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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김문숙(2009), 정승

훈(2016), 김영화(2014)의 연구들은 각각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지점과 사용하는

방법론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를 문화적 차원에서 포착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문숙(2009)은 대안교육을 기존의

근대적 교육문화와 사회 일반에 대한 극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현대성’6)으로 조망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새로운 현대성’

으로서의 대안교육이 넘어서고자 하는 기존의 지배적인 현대성이 언제나 사회문화적

으로 특수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대안교육을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이 지

니는 특수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김문숙, 2009: 141). 다시 말해, 그는 한국에

서의 지배적인 현대화 과정이 한국 교육문화의 지배적인 현대성을 결정하였으며, 그

러한 상황에서 한국적인 “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특수한 사회, 문화,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한국 대안교육이 추구하

는 “‘대안적 가치’의 문화적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본다(김문숙, 2009: 150). 정승훈

(2016)은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도시형 마을의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대안학교에

서 형성되는 특유의 언어문화인 반말과 별칭의 사용 양상과 그 효과를 탐구하였는데,

이러한 언어의 사용 양상을 통해 도시형 마을에서 추구하는 사람 간의 관계와 이상적

인 사회의 모습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했다. 김영화(2014)의 연구는 대안학

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졸업 이후의 삶을 살

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과 어려움을 분석함으로써, 담론적 실천이자 특정한 방

식의 사회화로서의 대안교육이 어떠한 문화적 효과를 갖는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들과 유사한 관점에서 간디고등학교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

다. 요컨대,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교육적 실천들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구

체적인 실천의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행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화적 해명을 시도한다. 이어지

는 절에서는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의 측면에 주목한 일련의 대표적인 연구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문화적 과정’의 현장으로서의 학교에 관한 연구

뒤르켐이 새로이 등장한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지식, 규율

과 정체성을 훈육하는 근대적인 기관으로서의 학교에 주목한 이래로(Durkheim,

6) 김문숙(2009)은 해당 연구에서 자신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현대성’이라는 개념을 ‘근

대성’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김문숙, 200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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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학교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분석의 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Levinson and Holland, 1996: 1).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분석의

흐름들 중 보다 특수한 맥락과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분석의 관점을 주된 참

조점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을 “매일의 사회적 생활의 흐름 속에 매

립되어있는, 특수하게 상황 지어진 인간 활동”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들과 마땅히 상호연관된 것”으로 그것을 분석하는 관점이

라고 할 수 있다(Levinson, 2000: 3). 이는 교육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

대한 “해석적인 사회과학적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과정을 조형하는 다

양한 종류의 사회문화적 동학”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그것이 위치해있는 전체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들 속에서 구성되는 동시에,

그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특정한 사회문화적 정향으로 조형해내는 ‘문화적 과

정’이다(Levinson, 2000: 2-3).

캐퍼러는 이러한 교육의 문화적 차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교육의 목적과

그에 연동된 활동을 ‘교수(instruction)’, ‘선별(selection)’, ‘사회화(socialization)’

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중 “세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행위하는 문화적으로 규정

된 방식들의 주입(inculcation)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 ‘사회화’의 측면에 대한

탐구를 강조한 바 있다(Kapferer, 1981: 258).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학교라는

공간은 단순히 능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선별의 기구나 오로지 인지적인 차원에

서 지식을 전달하는 협소한 의미의 교수의 현장이 아니라, 무엇보다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종종 형태가 없고 충돌하며 거의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않

는 생각들과 관련된 것”으로서의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교육이 그것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특정한 사회문화적 존재들로 조형해

내는 방식을 해석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의 현장이다(Kapferer, 1981: 258).

1970년대 이후 알튀세르(Althusser, 1971)를 필두로 한 일련의 구조주의적 관

점의 논자들이 학교를 능력주의에 따른 투명한 사회적 지위 배분의 선별 기관으로 파

악해온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래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작동의 논리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제출되기 시작했다

(Levinson, 2000). 이들은 학교가 단순히 사회적 상승 이동의 기회를 능력주의적

공정성에 따라 배분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국민국가의 필요에 의

해 특정한 방식의 규율과 순응을 만들어내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구조에 적합한 주체들을 ‘호명’하여 불평등한 구조를 영속시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주장했다(Althusser, 1971). 이러한 관심을 발전시킨 부르디외와 빠

세롱의 선구적인 연구는 프랑스의 학교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학교가 특정한

문화적 스타일과 능력들에 편향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스타일과 능력들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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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지배집단이 학교라는 정당화의 장치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우위를 재생

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적 질서를 뒷받침하는 상징자본의 작

동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였다(Bourdieu and Passeron, 1977).

이러한 부르디외와 빠세롱의 연구를 기점으로, 학교를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장으로 파악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널리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그것이 수행하는 문화적 역할

에 주목하여 학교의 작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분석의 영역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학교

의 작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대체로 결정론적(deterministic)인 시각을 견

지하고 있었다. 행위자들은 학교라는 특정한 문화적 구조 속에 놓이며, 그 안에서 일

련의 구조적 작동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조형되고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특정한 사

회적 위치를 부여받게 되는, 수동적인 대상들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

향에 맞서, 폴 윌리스(Willis, 1981[1977])는 영국 노동자 계급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해머타운(Hammertown Comprehensive)’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학

교가 제공하는 특정한 문화적 행위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창안하고,

때로 학교의 문화적 작동에 반발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양식들을 수행해내는 학생

들의 행위성에 주목했다. 윌리스는 이미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 아

닌, “실제 현장에서(on the ground)” 생산되는 문화에 주목하고자 했고, 학생들을

“이데올로기의 수동적 순응자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투쟁과 경합, 그리고 부분적인

간파(penetration)를 통해서만 이미 존재하는 구조들을 재생산해내는 적극적인 전유

자들”로 파악했다(Willis, 1981[1977]: 175). 그의 연구에서, 노동자 계급의 학생

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중산층적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의 남성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파

악하고, 이에 저항하고 이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실천들에 몰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노동자로서의 계급 위치를 공고히 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가 이

학생들을 일방향적으로 사회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 자신이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윌리스의 연구는 학교에서 발

생하는 문화적 과정이 그 행위자들의 실천을 통해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을 가로지

르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생산해낸다는 ‘문화

주의적’ 학교 연구의 흐름으로 이어졌다(Levinson, 2000).

이러한 문화주의적 연구의 전통은 미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보

다 다양한 연구의 영역들로 확장되었다.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사회 구성원들을 전체

사회의 가치 체계 속에 포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학교들에 대한 논의에서,

주류 학교 문화와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보다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Levinson and Holland, 1996: 8). 이러한 맥락에서 폴리(Foley, 1990)는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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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문화적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학생들에게 미국적 가치와 행위양

식을 사회화시키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에스노그라피에서, 주류 자본주의 문화가 학

교를 경유하여 특정한 인종적‧계급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해당 문화와의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을 다룬다.

그는 고프먼(Erving Goffman)의 관점을 활용하여 이처럼 복합적인 문화적 맥락에

놓인 학생들이 교차하는 맥락에 따라 상이한 ‘표현적 실천들(expressive practices)’

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학생들은 미국적 주류 자본주의 문화의 요구와 지역적 맥락이 작동하는 문화적 요구

들 사이에서, 각자가 보유한 인종적‧계급적 속성과 또래집단 내에서의 정체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소통의 방식을 시도하고 학습하며, 이를 통해 일련의 분화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폴리는 학생들이 학교의 사회화 기획으로서 제시되는 특정한 가치체계와

그것들이 구현된 의례화된 행위양식들에 참여하고,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창안하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행위양식들이 생산

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세인트폴 고등학교(St. Paul’s High School)’에 대한 민

족지적 연구를 수행한 칸(Khan, 2012)의 연구는 폴리의 작업이 놓여있는 미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부르디외와 빠세롱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작업으로서, 문화적

과정의 현장으로서의 학교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의 연구에

서, 칸은 보다 인종적‧계급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한 사회

적 상승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에 포함시키

며, 사회의 가장 특권적인 기관들을 이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미국 사회의 민주적

이상이 어떻게 해서 극적인 불평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다. 그가 ‘민주적 불평등(democratic inequality)’라고 부르는 이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그는 미국 사회의 가장 특권적인 엘리트 교육기관 중 하나인 세인트폴 고등학교

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적 실천과 일상생활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했다.

칸은 세인트폴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권적인 사회경제적 지

위를 ‘자유롭고 평등한 기회의 상상계’로서의 ‘아메리칸 드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

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문화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자연화시킨다는

점을 보인다. 그에 의하면, 세인트폴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부르디외와 빠세롱이 주목

한 것과 같은, 상징자본의 보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다양한 상징자본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여유(ease)”라는, 특정한 방식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습득함으

로써 이를 달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칸은 부르디외와 빠세롱의 문제의식이 미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면서도 존속하는지를 학교라

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과정에 대한 상호작용적 분석을 통해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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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들은 모두 학교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상징적 체계에 주목하는 바, 학생들

의 교육 실천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을 분석함에 있어서 상징적 행위로서의 의례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의례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에 주목하는 연구로 캐나다 토론토의 포

르투갈계 아조리아 이민자 자녀들과 이탈리아계 이민자 자녀들로 구성된 카톨릭 학교

에서의 교육적 실천들이 작동하는 양상을 분석한 맥라렌(McLaren, 1986)의 연구가

있다. 그는 학교를 일종의 ‘문화적 체계(cultural system)’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그러한 문화적 체계의 발현태이자 이를 구축해내는 메커니즘이기도 한, 순환적 고리

로서 의례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 등을 중심으로 인

류학 분과에서 축적되어 온 의례에 대한 논의들(‘ritology’)에 기반하여 맥라렌은 학

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의례화된 행위들의 방식과 그에 대한 행위자들의

적응, 반항, 그리고 전유의 양상으로서 분석하고 있다. 맥라렌과 유사한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의례들을 그것이 수행하는 사회화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Lesko, 1986; 1988; Kapferer, 1981; Quantz, 1999; Göhlich

and Wagner-Willi, 2001; Light, 2000; Henry, 1992; Easton, 1997 등).

특히, 헨리(Henry, 1992)와 이스턴(Easton, 1997)의 연구는 한국의 대안교육의

맥락에서 중요한 교육학적 모델로 활용되었던 발도르프(Waldorf) 학교에 주목하여,

이들 학교에서 의례가 어떠한 ‘교육적 맥락(educational contexts)’으로 작동하는지

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가 특정한 규범체계와 행위양식,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식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공히 관심을 두고 있다. 검토한 연구들이 학교를

통해 포착하고자 한 주된 관심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에는 사회문화

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이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을 조형해내는 방식에 대한 탐구가 공

통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관점을 공유한다. 간디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가 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행위적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그 안

에서 어떠한 실천들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주체로 구성되는가에 관심을 갖는 바,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를 특정한 방식으로 작

동하는 문화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화적 해명을 시도

한다. 이어서 본 연구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학생들의

주체성을 포착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자원들에 대해 다음 절에서 검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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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1) 진정성

김홍중(2009)은 80년대 이후 97년 외환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집

합적 심리의 변동을 해명하기 위한 문화사회학적 기획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진정성

(authenticity)’을 제안한 바 있다. 전근대의 도덕적 가치로서의 ‘신실성(sincerity)’

과 개인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근대적 인간의 새로운 이상으로서의 진정성을 구분한

트릴링(Trilling, 1972)의 논의에서 시작해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그는 “외적

규범의 강제력과 싸우면서 스스로의 참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근대적 자아구성의

근본 기획”으로서의 진정성의 이상이 한국 사회의 경우 80년대에 걸쳐 진행되었던

민주화 과정에서 극적으로 실현되었으며, 그것이 “사회전체의 구조적 변동을 야기하

는 집합행동과 가치의 체계로서 구조화”된 것으로 파악한다(김홍중, 2009: 11-12).

이어서 그는 이러한 진정성의 이념이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되

어 소위 386세대의 세대의식의 핵심을 구성하였고, 90년대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서

더욱 심화되어 중요한 가치로서 부각되다가,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

회가 총체적 구조조정의 국면에 진입하면서부터 사회의 주도적 가치로서 급격하게 퇴

조한” 것으로 보고, 한국 사회의 집합심리의 체제(regime)를 1997년을 기준으로 ‘진

정성의 레짐’과 ‘포스트-진정성 레짐(post-authenticity regime)’으로 구분한다(김

홍중, 2009; 심보선․김홍중, 2008).

이러한 문제제기 이래로, 진정성의 개념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문화사

회학적 해석이자 급격히 변화한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의 준거점으로서 한

국 사회에 대한 분석의 지평에서 하나의 참조점으로 기능해왔다. 김홍중(2015)은 진

정성의 물적 토대가 와해된 상황에서 ‘생존’을 핵심적인 문제틀로 하는 새로운 사회문

화적 상황에 놓인 2000년대의 새로운 청년 세대를 ‘생존주의 세대’로 명명하고 이들

의 집합심리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으며, 최종렬(2018)은 지방대에 재학 중인 청년들

에 주목하여 이러한 논의가 청년 세대의 전체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편향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효민‧조희수(2017)는 이러한 논의의 지평 위에서 특정한

청년 집단의 자기서사 속에서 청년 세대의 문제가 정의되고 해소되는 방식에 대한 경

험적인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홍중이 지적하듯이 진정성은 원래 예술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미학적 용어인

‘진품성’의 개념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지만, “근대적 자아구성의 근본 기획”과 밀접하

게 결부된 그 성격으로 인해 “질적으로 매우 상이한 근대적 사유와 문예의 흐름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홍중, 2009: 11). 따라서,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그것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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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과와 이론적 정향, 그리고 분석적 관심에 따라, 진정성을 정의하는 방식, 진정

성이라는 기표가 가리키는 다양한 속성들 중 착목하는 지점, 그리고 관심을 갖는 진

정성의 국면에 있어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과학적인 논의들 내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 한 가지 관점으로, 바니니와 프란제스(Vannini and Franzese, 2008)는

진정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일별하는 논문에서, 자신들이 다루는 진정성에

대한 논의를 “자아와 개인적 정체성과 관련한 사회적․심리적 현상들”로서 진정성을

파악하는 논의들로 한정하고 있다(Vannini and Franzese, 2008: 1621). 고프먼

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에서 그 연원을 찾으면서, 바니니와 프란제스는 해당 논

의들이 진정성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문제틀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설정 하에서,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지평에서

생활하는 동시에 자신을 관찰하는 성찰적 주체로서의 개인이, 사회 속에서 표현되는

자신과 내면적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신(true self)’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판별하는가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감정적 경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틀이 주목하는 진정성은 기본적으로 그 발생학에 있어서

개인적이며, ‘진정한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과, ‘진정한 자신’

에 대해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야기하는 개인의 감정적 경험을 중심

으로 다루어진다. 이 문제틀도 진정성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 놓여있다는 점을 간과하

지 않지만, 그러할 경우에도 진정성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맥락 속에 놓인 주체가

자신이 표현해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결부된, 개인의

내면적인 감정 반응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틀에서, 주요한 질문들은 “실제로 ‘진

정한 자아’가 존재하는지”, “진정성은 자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가리키는지”, “진정

성이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 “진정성은 동인으로서 잠재력을

갖는지”와 같은 문제들이며,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제출되어 왔

다(Vannini and Franzese, 2008: 1623).

한편, 그라지안(Grazian, 2010)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진정성에 주목하는 문제설

정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함의를 갖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진정성은 역

설적으로 결코 ‘진정할’ 수 없으며, 언제나 “연행되거나, 연출되거나, 조작되거나, 고

안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상상되어야”한다(Grazian, 2010: 192). 그는 이러한 진

정성에 대한 관점이 진정성을 ‘탈신비화(demystify)’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진

정성을 다루는 문화사회학적 관점의 핵심적인 문제설정이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바니니와 프란제스가 설정하는 문제틀에서 진정성의 달성이 개인의 내적 경험의 차원

에서 정의되는 것과 달리, 그라지안의 문제 설정에서 진정성의 달성은 기본적으로 사

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다. 진정성은 자신의 진정성을 성공적으로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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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te)하고자 노력하는 행위자와 그러한 시도들의 상징적 효력을 평가하는 청

중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경합의 양상을 띠며, ‘진정하지 않은’ 것들과의 대비

속에서 자신에게 진정성을 부여하고, 이를 적절하게 연기해냄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진정성을 구축해내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바니니와 프란제스, 그리고 그라지

안 모두가 각각의 문제 설정에서 자신의 중요한 이론적 원류로 파악하고 있는 고프먼

의 논의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양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전자의 문제

설정이 고프먼의 논의로부터 ‘진정한 자신’에 대한 나름의 감각을 가지고 특정한 사회

적 상황에 맞추어 일련의 연기를 수행하는 ‘배우’의 ‘내면적 경험’에 집중한다면, 후자

의 문제 설정은 ‘배우’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연행적 실제’에 집중한다.7) 그라지안의

문제틀에서, 진정성의 일차적 위치는 행위자의 내면이 아닌 소통되는 상징적 행위 그

자체에 있으며, 행위자의 경험으로서의 진정성은 진정성의 연기를 수행하는 ‘배우’가

그러한 연기에 충실히 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연기하는 실제의 인상이 진짜 실제

(real reality)라고 스스로 설득될” 때에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Goffman,

1959: 17-18).

이러한 그라지안의 문제 설정은 진정성을 통해 문화적 실천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점을 제시한다. 진정

성을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탄생하고, 유지되며, 경합되는 것으로 파악할

때, 특정한 속성을 중심으로 진정성을 규정하고 부여(assign)하는 담론의 작동

(McLeod, 1999), 진정성의 특정한 의미론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정교한 인상관리의

작업(Goffman, 1959; Harkness, 2012), 진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상징적 경계를

만들어내는 ‘경계 작업(boundary process)’의 양상(Pachucki et al., 2007:

338-340), 그리고 진정성의 의미론을 공유하는 집단 내부의 연대감과 개인적․집단

적 정체성의 형성(Larsson, 2013)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실천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적인 렌즈로서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진정성의 문제틀은 자연스럽게 반문화 혹은 하위문화적

집단과 실천들을 이해하는 경험 연구들에 활발히 적용되어왔다(Moore, 2004;

Greenebaum, 2012; Beal and Weidman, 2003; Larsson, 2013; McLeod,

1999; Harkness, 2012 등). 이러한 연구들에서, 진정성은 행위자들이 외부자와

내부자를 구분하고, 내적 동질감을 형성하며, 집단적․개인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

내부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실천을 구조화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기능한

다. 본 연구는 진정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 중 이러한 문제 설정을 따른다. 이는 간

7) 이러한 양상은 두 관점이 호크쉴드(Arlie Hochschild)의 항공기 승무원에 관한 연구

(Hochschild, 1983)에 대해 논하면서 주목하는 부분의 차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다. 바니니와 프란제스가 해당 연구에서 승무원들이 경험하는 ‘진정한 자신’과의 괴리에

주목한다면, 그라지안은 승무원들이 연행해내는 퍼포먼스의 설득력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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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집단 내부의 실천과 정체성의 형성 과정

을 파악하는 데에 분석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해

하고 설명하는 데에 동원하는 성찰적 언어의 주된 논리를 구성하는 담론적 자원으로

진정성의 논리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과 제도권 교육에 대한 실천적

대항과 비판적 성찰의 역할을 자임해온 대안학교로서 간디고등학교를 포착할 때, 진

정성은 집합적 실천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이해될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

는 개인의 진정성과 정체성의 구성 또한 이러한 특정한 집단의 문화적 질서에 대한

순응(conformity)과 대항의 문제틀을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진정성 개념의 두 가지 이론적

활용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맥레오드(McLeod,

1999)는 1990년대 중후반 미국의 힙합 음악 커뮤니티들에서 주류 상업 음악계의

영향으로부터 힙합 음악의 진정성을 주장하고 보존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담론을 분석

했다. 담론분석을 통해 그는 여섯 개의 의미 차원(semantic dimension)들에서 각

각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담론적 구분이 중첩되면서 진정성이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포착한다. 그는 흑인 힙합 커뮤니티에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정의되는 특정

한 의미론의 구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것’들에 대한 추구가 해당 커뮤니티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집단의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는 경계를 만들어내며, 하

위문화의 ‘순수한’ 속성들을 희석시키려는 주류문화의 침투를 격퇴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하크니스(Harkness, 2012)는 도심 출신의 흑인과 라티노 남성 래퍼들이

내부자의 위치를 점하는 시카고의 힙합 장에서, 그들에 의해 ‘진정하지 않은’ 외부자

로 여겨지는 백인, 여성, 그리고 교외 출신의 래퍼들이 어떻게 ‘진정한’ 정체성을 만

들어내면서 하위문화적인 실천들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들은 진정성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담론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

써 기존의 담론적 구획들을 변형시키거나 횡단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배타적인

하위문화에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힙합에 있어서 진정성

의 핵심이 쉽게 바꿀 수 없는 외부자의 표식들(‘백인’, ‘여성’, ‘교외 출신’)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변적인 속성들(‘실력’)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

장하거나, 힙합 장에서의 자신들의 외부자로서의 지위를 ‘진정한’ 힙합의 표식인 ‘주류

사회로부터의 외부자’로서의 지위와 등치시킴으로써 그들의 진정성을 주장한다. 하크

니스는 특정 하위문화의 외부자들이 “‘진정성’을 규정하는 조건들의 규범적 배치

들”(Harkness, 2012: 286)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상황적으로라도 내부자의 지위

를 달성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자들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에 의하면 내부자

들도 이러한 규범적 배치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지위와 내부의 동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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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한다. 이처럼, 하크니스가 제안하는 ‘상황적 진정성(situational authenticity)’

의 문제틀은 이처럼 진정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문화적 실천의 양상을 지배

적인 규범으로서의 진정성의 레토릭과 그것이 수립하는 집단적․문화적 경계, 그리고

행위자에 의한 전략적인 문화적 실천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성 작업

(authenticity work)’(Peterson, 2005)의 과정으로 포착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

을 제공한다.

이러한 진정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관점과 분석틀은 “근대교육의 진행

과정에서 왜곡 상실된 교육본질의 되찾기”(송순재, 2005: 37)를 목표로 이루어져온

대안교육의 실천들과 그 내적 작동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분석적 유용성을 갖는다.

진정성의 사회문화적 실천의 차원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은 공히 ‘본질적이고 핵심적

인 가치나 속성’을 설정하고 이를 사회적 의사소통을 통해 연행해내고자 하는 일련의

사회적 행위들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진정성의 개념은 ‘대안’이라는 기표,

대안학교라는 기관의 정체성, 그리고 대안학교 재학생의 정체성의 수행적 형성과 주

장에 연루되어있는 사회적 실천들과 그것이 발생시키는 경험의 차원을 포착하고자 하

는 분석적 기획과 맞닿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교육적 실천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진정성의 개념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진정성에 대한 추구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동원하는 성찰적

언어의 주된 논리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이중구속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은 1954년의 글 “A Theory of Play and

Fantasy”에서, 동물원을 방문했다가 두 마리의 원숭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한

경험을 소개한다. ‘싸움’과 유사한 행동과 신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싸움’을 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원숭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베이트슨은 원숭이들

이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주고받는 행동들이 ‘싸움’과 유사

한 신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싸움’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 “이것은 놀이다(This is

play)”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Bateson, 2000: 179).

일반적으로 적대감의 신호로 여겨지는 ‘깨물기’를 적대감이 아닌 ‘놀이’의 신호로 이해

하도록 하는 또 다른 의사소통의 차원, 즉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한 것을 어떻게 해

석해야할지를 말해주는 커뮤니케이션”, 혹은 “어떤 메시지를 특정한 종류[이를테면 친

밀감과 적대감]의 메시지로 분류하거나 ‘프레이밍(framing)’하도록 하는” 의사소통인

‘메타커뮤니케이션(metacommunica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다(Nachmanov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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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Craig, 2016: 2). 베이트슨은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인간의 의사소통

이 서로 다른 추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의사소통의 산물이며, 어떤 메시지

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프레임’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는 인지적 능력으로부터 인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양식이 탄생한다고 주장한다. 요

컨대, 인간은 서로 다른 추상수준에서 제시되는 메시지들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이에

대해 답함으로써 복합적인 층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베이트슨과 동료들은 ‘이중구속(double bind)’의 개념

을 제출한 바 있다(Bateson et al., 1956). 이들의 개념화에 따르면, 이중구속은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위반할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첫 번째 명령(“a primary negative injunction”)과, 그것과 다른 추

상 수준에서 제시되며 그것과 상충하는 두 번째 명령(“a secondary injunction

conflicting with the first at a more abstract level”)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행위의 조건에서 반복적인 의사소통의 연쇄로 경험할 때, 자신에게 제시된 메시

지들 중 어느 것에 대해 답해야할지 알 수 없어 의사소통의 불능 상태에 빠지는 상황

을 가리킨다(Bateson et al, 1956: 253-254). 행위자에게 제시되는 두 가지의 명

령은 모두 그것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따르며, 상충하는 두 가지의 명령을 모두 따르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구속 상황에 놓인 행위자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자신에게 제시되는 명령들을 올바르게 따르는 것

이 행위자 스스로에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다시 말해 행위자가 인지하는 처벌의 심

각성이 크면 클수록, 행위자는 이중구속의 상태에 강하게 결박되며 그의 행위능력은

극도로 제한된다. 이처럼 이중구속을 구성하는 반복적인 의사소통의 연쇄가 충분히

학습되어 행위자가 자신의 세계를 이중구속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하게 되

면, 이중구속을 이루는 전체의 연쇄가 아닌 어느 일부분이라도 행위자에게 동일한 반

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Bateson et al., 1956: 254).

한 가지 유념해야할 점은 이러한 이중구속이 정신병리학의 관점에서 조현병

(schizophrenia)의 발병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적 설명으로 제안되었던 개념이라는

점이다. 베이트슨과 동료들은 이중구속의 개념을 통해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의 의사

소통적 연원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의 가능성을 특히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

인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한 분석에서 찾고자 한다. 이들의 가설에 따르면, 가족 내에

서 이중구속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행위자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의 차원에서 의사소통의 불능 상태에 반복적으로 놓이며, 이로 인해 복합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능력이 극적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양상은 극심

해질 경우 조현병적인 증상들로 이어진다. 이들의 논의에서 조현병의 일련의 유형들

(편집증, 파과증, 긴장증 등)은 이중구속의 상황에서 행위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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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다시 말해 자신에게 육박해오는 이중구속의 결박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

는 심리적 적응과 의사소통 습관의 일종이며, 환상(hallucination)이나 망상

(delusion) 또한 이중구속을 ‘해소(resolve)’하기 위해 ‘창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Bateson et al., 1956: 256; Bell, 1995: 377).

이러한 개념적 연원을 고려할 때, 이중구속의 개념을 특정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적 적용의 성격에 대해 먼저 논할 필요가 있다. 물

론, 이중구속이라는 개념은 베이트슨 등에 의해 처음 제출된 이래로 정신병리학과 심

리요법의 영역 바깥으로 그 용례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과학문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

며, 개념 자체의 의미 또한 다양하게 확장되었다(Visser, 2003: 269). 사회과학의

경우에 이중구속 개념은 애초의 정신병리학의 논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맥락에서

특정한 행위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환유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여성,

흑인 등 젠더적, 인종적 소수자들이 기존의 질서 하에서 사회경제적 성공을 추구할

때 대면하게 되는 차별적 구조의 작용을 분석하는 데에 활발히 적용되었다(Malcom,

Hall and Brown, 1976; Jamieson, 1995; Pierce, 1996; Ong, Wright,

Espinosa and Orfield, 2011; 강준만, 2016 등). 그러나, 이중구속이 정신병리학

의 특수한 맥락에 그 연원을 두는 개념이며, 이후로도 해당 맥락에서 이를 검증, 재

검토,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8) 이중구속의 개념을 정신병

리학적 맥락 바깥의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분석에 적용할 경우 그 적용의 폭과

성격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또한 이중구속의 개념을 통해 간디고등학

교 재학생들의 경험과 내적 갈등, 정체성의 논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해당 개념을 정

신병리학적 맥락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함을 미리 밝혀둔다.

최근 인류학 분과에서는 이중구속 개념을 정신병리학의 임상적 영역을 벗어난 일반

적인 현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비유적 개념으로 사용

하되, 이중구속 개념이 내포한 형식적(formal) 분석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의 요구들을 마주한 행위자가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불능상태를 포착하는 이중구속의 개념은 정신병리학의 임상적

영역을 벗어난 현실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이러한 상태의 구체적인 양상을 일

반화된 형식적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이들 연구는 특정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집합적으로 경험하는 딜레마

적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구체적인 실천의 차원에서 분석해왔다

(Cattelino, 2010; Norman, 2011; McNeal, 1999; Redfield, 2012 등). 각각

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행위자들이 놓인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관통하

는 사회적 관계의 공유된 형식적 논리를 비추는 분석의 도구로 이중구속 개념을 활용

8) 대표적인 예로 Sluzki and Ransom(197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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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 연구들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의 장 속에서 상충하는 “기대들의 구

조”(Cattelino, 2010: 235) 하에 놓인 행위자들의 실존적 긴장과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에 대해 통합적인 해명을 시도한다.9)

본 연구 또한 이중구속 개념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과 유사한 방식을 채

택한다. 간디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은 진정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밀도 높은

집합적 실천에 참여하면서, ‘진정하지 않은’ 곳으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을 담론적 대

항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와 불화하는 존재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할 것을 요구

받으면서도, 바로 그 학교 바깥으로 이행하여 그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편입해야하

는 모순적인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점에서 베이트슨 등이 구상한 행

위자가 놓여있는 의사소통적 상황과 유사한 형식적 논리를 가지는 상황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중구속 개념을 활용하여,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놓

여있는 사회적 관계와 그것이 이들에게 부과하는 상충하는 요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긴장과 그에 대한 대응의 방식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9) 카텔리노(Cattelino, 2010)는 정부의 지원제도 하에서 부족의 자치와 경제적 안정이

상충되는 상황에 놓인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 자치사회의 경우를, 노먼(Norman,

2011)은 신체와 관련된 상충하는 남성성의 담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체와의 관계를

해명해야하는 남성 청소년들의 경우를 분석한다. 맥닐(McNeal, 1999)은 미국의 이성

애규범적 젠더담론의 헤게모니 하에서 생물학적 성별로 인해 ‘남성적’일 것을 요구받는

동시에 성적 지향 때문에 ‘여성적’인 존재로 규정되는 게이들이 이러한 젠더적 양가성의

존재론적 긴장을 카타르시스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된 퍼포먼스 장르로서 드

랙(drag)쇼를 조명하고, 레드필드(Redfield, 2012)는 초국적 인도주의 단체 ‘국경없

는 의사회’의 사례를 통해 단체의 인력을 ‘탈식민화’하기 위한 현지채용이라는 가치와

임무 수행의 기동성이라는 가치가 단체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부과하는 이중구속의 상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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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그림 1-1> 간디고등학교 건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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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경상남도 산청군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간

디고등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간디고등학교의 개략적인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된 간디고등학교의 민족지

적 조건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간디고등학교는 산청군 신안면의 면소재지로부터 자동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면소재지로부터 학교까지는 하루 2회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재학생들

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학교의 교정과 인근의 기숙사를 반경으로 이루어진다. 재학생

들의 주된 생활 공간은 수업과 일과 시간 동안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교정과 이로부터

도보로 15분 가량 떨어져 있는 기숙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학생들은 학기 중 주말

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공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생활한다. 교정은 운동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경사가 진 지형 위에 각기 다른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반원형

으로 배치되어있어 일반적인 학교의 경관과 다른 느낌을 준다. 학생들의 교육적 활동

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건물들은 운동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배치

되어있는 ‘큰집’(강당과 식당), ‘뜨락’(학생 자체 운영 카페), ‘돌집’(1층: 옷만들기실,

보건실, 조리실, 빵만들기실, 목공실 / 2층: 2학년 1반, 2반 교실), ‘도서관’, ‘벽화

집’(1층: 진로실, 상담실, 공예실 / 2층: 미술실, 과학실), ‘전산실’과 이들 건물들의

뒤쪽으로 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교무실’과 ‘언덕집’(1학년 1, 2반, 3학년 1, 2반

교실로서 수업동의 역할을 수행함)이다. 재학생들은 교정과 기숙사 사이를 도보로 오

가며, 이 길을 따라 형성되어있는 학교 인근의 마을은 간디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과정

에서 함께 조성되었으나(양희규, 2005; 여태전. 2002),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는 학교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관찰 기간 동안

재학생들은 마을에 위치한 주택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소수의 여학생들을 제외하

고는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마을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나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례화된 행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간디고등학교의 재학생 정원은 120명이며, 실제 학생 수는 정원과 거의 일치하지

만 기수별 모집 인원의 편차와 개인 사정에 따른 전학 등으로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하는 기간 중에도 작은 변동이 있었다. 3개 학년에 각 20명으로 이루어진 2개

반이 있으며, 각 반은 1명의 담임교사를 갖는다. 재학생들의 성비는 대략 1대 1이

며, 이들은 4인 1실의 기숙사와 교정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에 참여

하며 함께 생활한다. 교사와 행정직원, 영양사와 조리원을 포함한 교직원은 총 30명

으로, 교직원들은 대체로 학교 인근의 읍내(신안면소재지)나 산청읍, 진주시 등 인근

에 거주하며, 대체로 근속연수가 긴 편이었다.

재학생들의 인적 구성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자면,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었으나 주로 중산층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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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경상권 출신의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가운데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재학생들의 인적 특성에서 계급적 분포(동질성 혹은

이질성)나 지역적 분포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경험의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에서 신

입생을 모집하고, 1차 전형으로 자기소개서와 자료 제출, 2차 전형으로 개인면접과

집단면접을 진행하며10), 최근 5년간 2-3:1의 입학 경쟁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대안

학교로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의 가치에 공감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성향이 가

장 두드러지는 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디고등학교

는 캐퍼러(Kapferer, 1981)의 분류에 따르면 “명확하게 구획된 클라이언트 커뮤니

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와 학교 사이의 협력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Kapferer, 1981: 259). 캐퍼러는 이러한 유형의 학교들의 경

우 특정한 문화적 가치에의 추구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있는 “사회화의 프로젝트”가

“전반적인 교육적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들”이며,

그러한 점에서 특정한 문화적 가치의 학습이 교육의 목표로서 보다 선명하게 강조되

고, 이러한 과정이 다양한 의례들에 반영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Kapferer,

1981: 259).

간디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의 일과는 대체로 오전 7시 30분에 기상하는 것으로 시작

된다. 각자 준비를 마치고 교정으로 이동하여 아침식사를 한 다음, 재학생들은 각자

가 맡은 청소구역을 청소하고 8시 50분까지 반별로 교실에 모여 조회에 참여한다. 9

시부터 5시까지는 수업을 포함한 공식적인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1학년 학생들

은 교육부의 최소 이수단위를 이수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일반 교과 수업을

수강하지만, 2, 3학년 학생들은 각자가 수강할 수업을 학기 초에 블록 단위로 신청

하여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모든 개별 수업을 각각 수강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

지만, 몇 개의 블록 단위로 묶여있는 수업들 중 자신이 원하는 수업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2학년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다.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수업들은 대체로 제도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2, 3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수업들은 교사들이 비교적 자율권을 가지고

그 주제와 내용을 선택하며, 이러한 교과 수업들 외에 간디고등학교의 교육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수업이 시도되는 ‘삶과철학’, 의식주에 대한

자립을 교육하고자 하는 ‘자립교과’(‘옷만들기’, ‘요리’와 ‘농사’, ‘목공’ 등) 등 간디고등

학교의 교육 이념을 반영한 수업들이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교육 활동을 마친 다음,

저녁식사 이후로는 학생들에 따라 방과후 수업이나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거나, 과제

10) 1차 전형과 2차 전형 모두 자신이 이 학교와 어떤 면에서 잘 맞을지에 대해 주된 질의

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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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충학습, 프로젝트 준비 등을 하고, 휴식, 친교 등 자유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이

어진다. 해당 시간 동안 학생들은 교정에 남아있어도 무방하지만, 기숙사에서 청소가

시작되는 9시까지는 기숙사로 복귀해야한다. 청소를 마친 이후에도 기숙사에서는 (남

학생 기숙사와 여학생 기숙사와 분리된) 별관의 역할을 하는 ‘묵학관’에서 동아리 회

의 등을 진행하며, 10시에는 기숙사로 복귀해야한다.

이러한 일과를 기본적인 틀로 해서, 간디고등학교의 일상은 주별, 학기별로 반복되

는 일련의 의례들로 분절되어있으며, 이러한 의례들은 본 연구의 관찰과 분석에서 핵

심적인 위치를 갖는다. 먼저, 주별로 반복되는 의례들로는 월요일 오전 9시의 첫 일

정으로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주를 여는 시간’과 금요일 오후 2시에 강당에서 열리는

‘식구총회’를 들 수 있다. ‘주를 여는 시간’에서는 교사와 재학생 모두를 포함한 구성

원들이 매 회 7-8명씩 각자 10분 가량의 시간 동안 무대에 올라 자신에 대해 소개

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도 무관하며, 1년 동안 모든 구성원

이 한 번씩 무대에 오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기 초에 미리 한 학기 동안의 발표

일정을 작성한다. ‘식구총회’는 교사와 재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로서, 이 자리에

서 구성원들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식과 공지사항을 공유하고, 학교 안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들 두 의례가 한 주의 시작과 끝을 구성한다면, 1년의 학사

일정마다 반복되는 중요한 의례들 또한 존재한다. 간디고등학교의 재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1년 동안의 의례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3월 초의 입학식/개

학식, 4월 중순의 ‘4.19 마라톤’, 5월 중순의 ‘전체이동학습’, 9월 중순의 ‘선택이동학

습’, 그리고 각 학기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축제의 역할을 하는 ‘물레제’가 있다.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분석함에

있어 특히 이러한 의례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는 간디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의 학교 경

험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제도화된 의례들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

이기도 하며, 캐퍼러의 지적을 빌려 전술한 바 있듯이 간디고등학교와 같은 성격을

띠는 학교들의 경우 의례들을 통해 해당 학교의 ‘상징질서(symbolic order)’와 가치

체계의 작동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고, 해당 의례들이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의 핵

심적인 국면으로서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Kapferer, 1981).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에서 의례들은 암묵적인 가치들과 상징체계가 드러나는 중요한 텍스트인

동시에 학생들의 정체성을 조형해내는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과 같

이 제도화된 학사일정을 구성하고 있는 의례들에 주목하는 동시에 본 연구는 학생들

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비공식적인 의례화된 상호작용의 양상들로서의 일련의

‘상호작용의례’(Goffman, 1982)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특히, 간디고등학교

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제도권 학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들이 집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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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양상들이 선명

하게 드러나며,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으나, 인

명을 제외하고는 간디고등학교라는 교명과 학교의 의례, 행사, 시설, 수업 등의 고유

명사의 경우 동의를 받은 경우 모두 실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간디고등학교의 경우 그 고유명사들 자체에 학교의 특수한 상징체계를

반영하는 의미론이 투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명칭을 붙인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현상으로서 분석적으로 다룰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에 대해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는 에스노그라피

현장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자는 2017년 초부터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아 부정기적으

로 학교를 방문하여 예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8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주 1회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미술 강사로 일하면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강사로

일한 첫 학기까지는 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연구자의 수업

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면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

며 시간을 보냈다. 2019학년도 1학기 초에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연구 허가를 받고,

교사와 재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들에게 연구자와 연구 주제에 관해 소개한

다음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2019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참여관찰과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자는 대체로 1주일에

1박 2일이나 2박 3일씩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이와 함

께 재학생들의 학교 생활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 부여의 방식, 그리고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총 22명의 재학생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11)

참여관찰은 간디고등학교의 수업과 행사,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동아리 회의나 프로젝트 준비, 운동 경기 등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진행

하는 활동에도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특히 의례들을 중

심으로 참여관찰을 수행했으며, 핵심적인 의례들(‘주를 여는 시간’, ‘식구총회’ 등)은

연구자가 간디고등학교에 체류하는 시점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여러 차례 참여

1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음을 밝힌다(승인번호:

IRB No. 1902/002-007). 연구자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연구자와 연구 주제를 소

개했으며, 참여관찰과 면담은 모두 연구윤리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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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찰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하는 축제 등

다양한 활동들에도 참여하여 관찰했다. 참여관찰은 대체로 학교 내에서 수행되었으

나, 2019년 5월 중 모든 재학생들이 학년별로 각각 제주도(1학년), 라오스(2학년),

국내 각지의 인턴십 장소(3학년)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전체이동학습’ 기간 동안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허락을 득하여 1학년 재학생들의 제주도 도보 여행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관찰했으며, 담당교사의 동의하에 3학년 재학생들 중 서울에서 인턴십 활동

에 참여한 재학생들과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인 간디고등학교의 재학

생들과 교사들은 연구자의 소속과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와 소극적인 관찰을 병행하면서 간디고등학

교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본인을 위치짓기 위해 노력했다.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교

사들에 따라 연구자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재학생들

사이에 앉아 별도의 참여 없이 관찰을 수행했다.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자료는 필드노트에 수기로 기록한 후 정리하여 자료화했다.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본 연구의 관심 상 일련의 의례화된 상호작용 상황에서 재학생들이 앉아있는 배치의

형태나 자세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참여관찰 상황 중 사진을 촬영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이를 필드노트에 스케치로 기록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상

황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를 본문에 삽입했다.

학교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된 이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시간은 연구참여자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진행했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인터뷰 내용을 녹음했다. 총 22명의 재학생들과 공식적

인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공식적인 인터뷰 외에 비교적 짧은 비공식 인터뷰들도 진행

했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들과 개별 참여자에 따라 다른 특수

한 질문들을 섞어서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했으며, 대화 중에 흥미로운 지점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경우 정해진 질문의 순서에 상관없이 그에 대해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했

다. 공통적인 질문들은 주로 학교생활과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의미 부여 양상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졌으며, 특수한 질문들은 연구자가 참여관찰 과정에서 파악한 해

당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에 맞추어 설정했다. 인터뷰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대체

로 참여관찰의 과정에서 포착된 흥미로운 장면이나 현상, 그리고 그로부터 촉발된 연

구자의 관심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정한 재학생들에게 심층면접을 요청하여 진행하였

으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학년과 성별의 비례를 고려했으며 유의미하

다고 여겨지는 양상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재학생들은 대체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임했으며, 연구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연구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인터뷰

를 진행하지 못한 학생들은 연구자에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연구자가 진행한 방

과후미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연구자와 비교적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연구



- 28 -

참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들이 과대대표될 것을 우려하여 이들 중 3명만 공

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만, 이들을 포함해서 연구자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학생들은 그들과의 교류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좀 더 내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교차 이해의 지점을 확보하거나, 세세한 사실 관계에 대

해 일상적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본 연구의 관심

상 의도된 것이기도 했으나, 간디고등학교라는 사회적 세계 내에서 연구자가 참여관

찰을 수행하는 동안 점유했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연

구자의 공식적인 역할은 방과후교사였으나, 참여관찰을 진행하는 연구자로서는 대체

로 재학생들과 같은 시공간적‧사회적 위치를 공유했다. 예를 들어, 5월 말에 진행된

1학년 학생들의 제주도 도보여행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연구자는 차량으로 이동할 때

에 인솔 역할을 맡은 교사들이 탑승한 승합차가 아닌 학생들이 탑승한 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했으며, 매주 목요일 저녁 열리는 교사회의에는 연구를 시작하던 시점

에 소개를 위해 참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참석할 수 없었으나, 본문에서 자세히 다

루게 될 학생들의 회의들에는 자연스럽게 섞여서 참석할 수 있었다. 요컨대, 연구자

의 참여관찰은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완벽한 ‘참여’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관찰의 초

점과 지점은 주로 학생들의 위치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연구자를 ‘쌤’이라고 불

렀지만 그다지 정식 교사로 인지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참여관찰을 수행한 초

기에는 교무실을 주로 베이스캠프로 삼아 이동하면서 참여관찰을 수행했으나, 이후에

는 주로 학생들 사이에 섞여 시간을 보내면서 관찰을 진행했다. 이러한 이유로 간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참여관찰을 수행한 여태전(2002)의 연구가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교사들의 문화와 실천들에 대한 접근성은 낮았지만, 그만큼 학생들의 실천에 집

중해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교사들도 수업 등 교육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참여관찰

의 대상이 되었으며, 참여관찰과 학생들의 구술을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의 교류 양

상, 그리고 교사들의 가치관과 개입의 양상 또한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학부

모의 경우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으나, 전국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심층면접 등의 직접적인 자료 수집은 진

행하지 못했으며, 주로 학생들의 구술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역할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위치성에 대해서 두 가지 검토할 지점이 있다. 연구자에게 간

디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과 일상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참여관찰은 2018년이 처음

이었지만, 간디고등학교에서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열리는 캠프

프로그램인 ‘계절학교’에 2010년부터 스태프로 참여해왔으며, 이로 인해 참여관찰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일부 교사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12) 또한, ‘계절학교’가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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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이 학교를 체험해보기 위해 참여하는 활동

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기 전 연구자가 스태프로 참여한 ‘계절학교’에 참여

했던 학생들과도 안면이 있었으며,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입학 후 얼마동안은 연구자

를 자신들보다 더 ‘학교 사람’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13) 간디고등

학교 재학생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연구자는 주로 ‘병훈쌤’, ‘쌤’, 혹은 학생들과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병훈’14)으로 불렸으며, 전반적으로 보자면 ‘방과후미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남성 대학원생’으로 여겨졌다. 또한,

연구자는 교사들 중 젊은 남성 교사들과 친분이 있었고, 연구의 중반부까지는 주로

이들의 집에서 숙박하고 출퇴근을 함께 했으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이에 관

심을 가지고 의식하기 시작하자 그 비율을 줄이고 교사들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을 최

소화하고자 했으며, 재학생들과 충분한 라포가 생긴 이후에는 사감교사와 학생들의

동의를 득하여 기숙사에서 숙박하기도 했다. 성별에 따른 생활공간의 구분이 이루어

져있는 생활공동체로서의 기숙사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접근은 불가

능했으나, 보다 친밀하게 교류한 학생들인 방과후미술 수업 수강생들 중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았고,15) 이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노

력했다.

연구자의 위치성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지점은 연구자의 소속으로,

이는 본 연구자가 간디고등학교라는 연구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간디고등학교의 지배적인 진정성의 의미론에서 ‘진정하지

않은’ 제도권 교육의 경쟁적인 입시를 표상하는 서울대학교에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

다는 점은 연구자가 장시간 간디고등학교와 관련을 맺어왔으며 학교의 기본적인 가치

들에 공감하고 학교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교차하면서 연

구자에게 독특한 경험의 지평을 제공했다. 경쟁적인 제도권 교육에서의 성공적인 적

응을 표상하는 서울대학교에의 소속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는 핵심적인 진정성의

의미론에서 ‘진정하지 않은’ 것의 표상이었으나, 앞서 설명한 본 연구자의 위치성으로

인해 연구자의 위치를 진정성과 ‘비-진정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설정하는 결과를 낳

12) 본 연구는 이처럼 연구자가 비교적 장기간 동안 간디고등학교와 관계를 맺어온 과정

의 연속선 상에 놓여있다. 연구자의 학교에 대한 이해와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의식

또한 이 기간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다듬어졌으며,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들 또한 이

러한 맥락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13) 이러한 양상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연구자가 이들과 함께 2019년 5월에 제

주도 도보여행에 참여하면서 사라졌다.

14) 호칭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에 연결되는 의사소통규범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본 연

구에서 중요한 분석의 지점을 이루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15) 3개 학기(2018학년도 1학기, 2019학년도 1‧2학기) 동안 매학기 수강인원 15-18명 중

12-15명이 여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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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를 보여주는 한 예로, 참여관찰의 중반부에 한 재학생은 연구자에게 “병훈은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치고] 괜찮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연구자가 간디

고등학교의 담론적 맥락에서 점유했던 위치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자

의 위치성이 간디고등학교라는 연구 현장 내에서 연구자의 기본적인 위치와 자료 수

집의 방식을 어느 정도 결정지은 면이 있으며,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관심

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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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본 논문에서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해당 인용문의 서두에

인터뷰 일시와 연구참여자 학생의 인터뷰 당시의 학년, 그리고 가명을 명시했다.

필요에 의해 예비조사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 예비조사 자료임을 명시하고 마찬가

지로 연구참여자 학생의 당시의 학년과 가명을 명시했다. 또한, 참여관찰 과정에서

수집한 상황 자료를 인용할 경우 서두에 해당 상황의 일시와 장소, 상황을 명시했

다.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상황 자료에서 연구참여자들과 연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인용문 내 표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발화자의 발언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바로 다음 발화가 시작됨

- “…”: 연구참여자가 말끝을 흐리거나 늘임

- “[…]”: 연구자가 인용문을 생략함

- “[ ]”: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전후 발언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발화되지 않았

으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부가함

- “( )”: 연구자가 관찰한 발화자의 특성(표정, 웃음 혹은 울음, 뜸들임 등) 혹은

연구자의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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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진정성의 수행과 대안적 의례의 실천

서약의 글

오늘의 교육은 깊은 어둠 속에 있다. 그러나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하나의 조그

만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 조그만 촛불을 켜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는 전

국 각지에서 이곳 산청 골짜기까지 모여들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전인적 삶, 공동체적 삶, 자연과 조화되는 삶이 진정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교육

의 장을 함께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희규, 2005: 105-106)

위의 글은 간디고등학교의 설립자인 양희규가 1996년 3월 11일 간디농장에서 새

로운 학교 설립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학교 설립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맺으

며 사용한 서약문이다. 간디고등학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들 중 하나인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하나의 조그만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는 문장이 등장하는 이 글에서

우리는 “도덕적 함의를 갖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진정성의 핵심적인 논리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Grazian, 2010: 192). 일종의 담론적 실천의 선언으로 읽을 때,

위의 글은 간디고등학교를 ‘어둠’ 속에 있는 교육에서 훼손된 가치들이 ‘진정으로 구

현되는 새로운 교육’의 추구이자 “교육의 진정성을 위한 시도”(송순재, 2005: 47)로

배치하려는 시도로서, 진정성의 의미론이 대안학교로서 간디고등학교의 담론적 기획

과 실천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논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성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과 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험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적 도구를 제공한다.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

과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생활은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들과 행해지는 실천의

방식들을 ‘진정한 것’으로 구성하고 교섭해나가는 ‘진정화(authentification)’(김홍

중, 2016: 204), 혹은 ‘진정성 작업’(authenticity work)‘(Peterson, 2005)의 문

법을 띠며, 진정성에 대한 추구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동원하

는 성찰적 언어의 주된 논리를 구성한다.

따라서, II장에서는 진정성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일련의 의례화된 교육적 실천과 일

상생활의 방식들을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다룬다. 이를 위해, 진정성의

의미론이 간디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의 교육적, 문화적 실천의 장에서 어떠한 방식으

로 구현되며, 경합되고, 학생들의 참여와 실천 속에서 어떠한 ‘행위적 환

경’(Hallowell, 1955)으로 경험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정성

의 논리는 간디고등학교의 ‘상징적 질서(symbolic order)’(Kapferer, 1981)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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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의미론을 구성하며, 학생들의 사회화에 있어 핵심적인 ‘교육적 배경

(educational context)’(Henry, 1992)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진정성의 의미론이

구축해내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맥레오드

(McLeod, 1999)의 논의를 빌려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성이 세 가지의 상이한 의미

차원들(semantic dimension)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그렇게 정의된 상이한 ‘진정한

것들’에 대한 추구가 간디고등학교에서 교육적 실천과 일상생활에 의례화된 방식들로

구조화 되어있는 양상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주된 진정

성의 논리를 구성하는 담론적 축들이 ‘진정한 교육’,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체’라

는 세 가지 ‘진정한 것들’에 대한 추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각각

이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과의 긴장과 대립 관계 속에서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은 것’의 구분을 담론적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실천을 경험하

고 해석하는 핵심적인 의미론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진정성

의 세 가지 의미차원들은 분리되어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들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서술되지만 이들이 상호연결되는 방식에 주목

하여 설명될 것이다.

1. ‘진정한 교육’: “그럴 거면 일반고에 가지”

1) ‘일반 학교’와의 대비 속에서 정의되는 ‘진정한 교육’

<상황 1> 2019년 10월 17일, 3학년 효선과의 대화

효선: 그래, 다른 일반 학교나, 여기보다 그거 하기 더 좋은 환경에서 성적 챙기

면서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여기를 와서, 그러는 건지를 모르겠

어. 아니, 그럴 거면 일반고에 가지. 그러려고 여기에 온 거는 아니잖아.

“그럴 거면 일반고에 가지. 그러려고 여기에 온 거는 아니잖아”라는 효선의 말은 간

디고등학교가 ‘일반 학교’에서 하는 활동으로서 ‘성적을 챙기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

니며,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아닌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오는 곳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와 ‘일반 학교’를 구분하고, 그 차이에 대한 의미론을

활용하여 간디고등학교 안에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의 경험

에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은 간디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언술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이와 같이 ‘일반 학교’와 그로 표상되는 제도권 교육에서의 경험에 대한 구술들은 간

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첫 번째 실천인 입학이라는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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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생들의 설명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입학을 지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일률적이고 과도한 경쟁과 그로부터의 소외, 선택권

이 없는 교육 체제와 몰개성적인 진로에 대한 전망, 교사와의 인간적인 관계의 부재,

억압적인 학교문화와 일방적이고 질문과 토론이 부재한 강의식 수업 방식에 대한 불

만 등 다양한 경험들을 ‘일반 학교’의 경험의 대표적인 예시들로 들며 이를 ‘일반 학

교’와 다른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기대와 연결 짓는 양상을 보였다. 간디

고등학교에 지원하던 시점에서 대안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보의 편차에도 불구하

고, 제도권 교육에서의 경험과 대비되는 생활에 대한 기대는 간디고등학교 재학생들

의 언술에서 입학이라는 선택에 대한 공유된 설명의 방식으로 발견된다.

<인터뷰> 2019년 11월 27일, 1학년 종규

종규: 저는 대안학교의 개념은 원래 알고 있었고. 일반 중[학교]을 다녔었는데

일반 중[학교]의 그게 싫었어요.

연구: 어떤 거?

종규: 수업이 예를 들어서 반이 열 개가 있으면 열 개의 반이 다 똑같은 것만

하잖아요. 열 개 반에 있는 삼십 명의 학생들도 다 똑같은 것만 하고. 그

게 너무 싫었어요. 개인도 조금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알아보던 도중에 대안학교라는 걸 알았어요.

<인터뷰> 2019년 12월 6일, 2학년 여름

여름: 규칙들이라던지, 학생을 뭔가 이렇게 딱 규율화시키고 이런 게 너무 많은

데,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 그런 쓸데없는 규

칙들이 진짜 많고, 학생들을 벌점을 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진짜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냥 다, 아무 생각 없

이 따르는 거예요. […] 계속 그런 학교에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그냥 일

반 학교에 가서 지내게 되면, 못 견디고 거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나도 똑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되기가 싫었어

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하

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폭력적인데, 폭력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가 싫었어요. […] 그래서, 이 학교에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언술들에서, 재학생들은 학교 바깥의 ‘일반 학교’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

들이나 ‘일반 학교’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의 대비 속에서 자신들이

간디고등학교에 대해 기대했던 바를 구술하고 있다. 종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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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만” 하는 ‘일반 중[학교]’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알게 된 ‘대안학교’를, 여름은 “쓸

데없는 규칙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의 폭력성과 그것이 “폭력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일반 학교’와 대비되는 곳으로 간디고등학교를

설명하고 있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와 대비되는 ‘일반 학교’의 속

성으로 언급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학생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 학교’가 획일적이

며,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규율과 통제가 작동하고, 입시경쟁에 매몰되어있다는

평가들은 학생들의 언술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일반 학교’와의 대비는 이들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간디고등학교에 대한 기대를

다양한 의미차원에서 설정하고, 그것들을 다양한 장면들에서 확인하게 하는 틀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들의 언술에서, 간디고등학교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혹은 ‘달라야 하는’ 학교로 표상된다. 물론 이러한 기대들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첫 번째 선택에 대한 의미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과 이후 학교에서

의 실천들을 판별하고 해석하는 최초의 인지적인 틀을 제공한다. 학교 바깥의 사회와

교육적 실천들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바는 학교에 대한 기대와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

한 해석 사이의 공통점을 확인하거나 차이점을 조율하면서 형성되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상상계의 기초적인 재료가 된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 내부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천들에 대한 학생들의 평

가가 제도권 교육에서의 경험에 대한 해석과의 대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학생

들의 언술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이러한 양상들에서, 학생들에 의해 자주 구술되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과 제도권 교육의 경험 사이의 대비의 지점 중 하나는 ‘강

의식’과 ‘토론식’이라는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이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

론식의 수업들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그러한 경험을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학교’의 수업들과의 대비 속에서 의미화하고, 이러한 대비에 근거해 토론식의 수업으

로부터 “그냥 무조건 들이 붓는” 수업에서는 찾지 못했던, “서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

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가치들을 발견해내고 있

었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에서 관찰되는 ‘진정한 교육’이라는 관념은 간디고등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일반 학교’와의 대립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정당화되며, 학

생들이 자신들의 실천들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핵심적인 의미론을 이루고 있다. 이러

한 의미론에서, 앞서 소개한 학생들의 언술에서도 보았듯이 간디고등학교로 표상되는

‘진정한 교육’은 경쟁적이고 획일적인 입시, 몰개성적인 교육의 내용, 억압적인 규율

과 강제 등으로 표상되는 제도권 교육과의 긴장과 대립을 통해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진정한 교육’의 의미론에서, ‘수능’이나 ‘내신’ 같은 제도권 교육의 요소들,

혹은 이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쟁과 전략적인 ‘스펙쌓기’와 같은 행위 양식들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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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제도권 교육의 실천들에 비성찰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져 지양된다.

특히, 이 절의 서두에서 소개한 “그럴 거면 일반고에 가지”라는 효선의 말은 간디고등

학교에서 ‘수능’이나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를 딱,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자주

듣게 되는 말로 학생들의 언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말은 ‘진정한 교육’의 수

행 공간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에서 통용되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론에서, ‘수능’과 ‘내

신’이라는 실천이 ‘진정하지 않은 것’이자 간디고등학교에서 추구되어야할 것이 아닌

대상으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그 실천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모종의 방식으로 제재를

받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적 실천의 방식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진정한 것’

의 구분은 학생들의 학교 바깥에 대한 해석과 학교 내부에서의 실천에 대한 해석, 그

리고 진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분과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평가 및 ‘경계 작업(boundary process)’ (Pachuki et al., 2007)을 연결하

면서 ‘진정한 교육’에 대한 추구의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간디고등

학교에서는 몰개성적이거나 강압적이고, 일방향적인, 그리고 경쟁적인 것으로 여겨지

는 제도권 교육의 실천들과의 대비 속에서 ‘진정한 교육’의 속성과 예시, 그리고 그에

대한 추구가 정의되고 정당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학생들은 이러한 의미론을 바탕으

로 학교에서의 교육적 실천들에 참여하며 이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육적 실천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있으며, 학생들

이 이에 참여하면서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한 경험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은 어

떻게 이루어지는가?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한 교육’에 대한 추구가 ‘일반 학교’와의

대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대비를 실감하게 하는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

의 국면들의 속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작동 방식을 통해 그러한 실천들이 ‘진정한 것’

으로 경험되는가?

학생들의 구술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진정한 교육’에 대해 언급할 때, 다

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이 ‘진정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들이 인지

적 지식의 학습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식전달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속성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학교’라는 총체적인 경험 전체의 차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

컨대, 학생들이 ‘진정한 것’으로 의미화하는 자신들의 학교는 그들이 학교에서 경험하

고 있는 것들의 총체로서, 학교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행위적 환경’ 그 자체이다. 연

구자가 관찰과 분석을 통해 파악한 바, 이러한 ‘행위적 환경’은 진정성의 세 가지 의

미차원에서 구성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의미차원들은 간디고등학교가 ‘일반 학교’와

구분되는 ‘차이’가 발생하고 실감되는 지점들을 구성하며,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

들의 행위능력이 발생하고 동원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요컨대, 학생들은 진정성의 각

의미차원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특정한 실천들에 참여하고, 그에 대해 의미를 부여

하며, 이를 통해 진정성의 의미론을 실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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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의미차원 모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바, 첫 번째로 인지적 지식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교육의 장면으로서의 ‘수업’에서 이러한 양상이 ‘진정

한 교육’에 대한 상상과 추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상

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로 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수업의 장면에도 각각의

의미차원들과 전반적인 ‘행위적 환경’의 속성들이 중첩되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규정되고 경험되는가에 대한 분

석을 시작점으로 하여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론에 연결되어있는 것이

자 간디고등학교의 ‘행위적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하는 ‘진정한 교육’의 전체상을 드러

내고자 한다. 이 지점을 시작으로 이러한 상이한 의미차원에서 진정성이 경험되는 양

상을 차례대로 분석한 다음에야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간

디고등학교에서 경험되는 행위적 환경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며, ‘진정한 교육’의 전체

상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택’할 수 있는 수업, ‘생각’할 수 있는 수업

간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이들이 경험하는 학교의 모든 면면이 ‘대안적’이

거나 ‘진정한 교육’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수업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질문들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에서, 학생들이 교과 운영과 수업

진행의 방식들에 대해 내리는 일련의 상반된 평가들을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업에 대해 동일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언술에

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요소들을 통해 이러한 평가의 근저를 이루는 유사한 의미론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론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

의 경험을 규정하고 이해하는 데에 기본적인 틀로서 작용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이 구성해내는 ‘진정한 교육’의 상상계의 핵심적인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수업과 관련한 학교에서의 실천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이 동원하는

의미론은 크게 ‘선택’과 ‘생각’이라는 두 가지의 표현을 중심으로 응집되어 나타난다.

먼저, 교과과정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택’의 의미론이 자주 활용된다. 간

디고등학교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2, 3학년 학생들과

달리,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로서 필수 이수 단위로 부과되는 수업들을 수강

해야 하는 1학년 학생들은 전원이 미리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1

학년 학생들의 언술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고르지 못하고 정해진 수업의 스케줄

에 따라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불만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들어야만 하는 수업들이 자신들이 중학교에서 경험했던 ‘일반 학교’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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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점은 제도권 교육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에게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교육적 실천이 “사실 바깥과 별로 다른 게 없”다고 느끼거

나, ‘대안성’을 체감할 수 없는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업을 선택

할 수 없다는 것은 수업 외의 학생 주도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간디고등학교

에서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 생

활의 시간적 리듬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학생들에게

주요한 불만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것은 자유의 경험이자 일종의 자격의 징표로 여겨져 학생들이 고대하는 “꿈같은

것”(3학년 늘봄)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2, 3학년 학생들에

게 이러한 선택권은 이미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1학년 학생들의 경우만큼

강한 감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자신들의 생활을 구성해나가는 기본적인 조건이자 자율성의 감각을 제공하는 경험으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강신청을 통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학생들에게

‘대안성’의 실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경험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1학년 학생들의 경

우처럼 어떤 수업을 수강할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선택’의 의미론이 간

디고등학교의 ‘다름’을 체감하는 중요한 근거로 언급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인터뷰> 2019년 11월 27일, 1학년 재호

재호: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

번 수업 저 쉴게요’, 막 그런 말은 일반 학교에서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

런데 이 학교에서는 이제, 물론 다른 쌤들도 그렇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서 영진? 한군? 관용쌤? 그런 쌤들은 이제, ‘좀만 쉴게요’, 그러면 웬만하

면, ‘그래, 나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해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이 학교가 뭐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터뷰> 2019년 11월 16일, 1학년 태은

태은: 수업을 쨀 수 있습니다. 짼다는 게, 저는 피곤하면 째지는 않거든요. 웬만

하면. 그 수업 말고도 더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수업을 쨉니다.] 저는 오

늘 꽹과리 친다고 한국사 수업을 쨌는데, 얘기하고 빠지죠, 보통. 그게 되

는 수업도 있고, 안 되는 수업도 있긴 한데. 한국사는 쌤한테 얘기하고 빠

지면 돼요.

1학년 학생들인 재호와 태은은 간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점에서 자신의 학교

가 ‘다르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모두 들어야하는 수업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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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 않을 수 있었던 경험을 언급한다. 이들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실감의 영역에서 경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것

이 재호의 말처럼 “이 학교가 뭐가 좀 다르다”는 확인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처럼,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의 수강시간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바로 그 순간의 욕구나 흥미, 상태에 따라 자신이 (‘일반 학교’

에 있었다면) ‘들어야만 하는’ 수업을 들을지 말지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서 간디고등학교의 ‘다름’을 실감하고, 이를 자신의 기존의 경험을 통해 ‘일반 학교’에

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그와 대비되는 ‘진정한 교육’의 상상계를 구축해

낸다.

한편,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학생

들의 언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의미론은 ‘생각’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학생들이 내리

는 평가들에서 또한 ‘일반 학교’와의 대비 속에서 그와 다른 수업들과, 그와 크게 다

르지 않은, 혹은 교과목의 특성 상 달라지기 어려운 수업들로 분화되는 평가의 경향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수업들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바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대안적’이고 ‘의미있는’ 수업들로 여겨지는 반면, 어떤

수업들은 해당 교과목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서이든 해당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교수 방식으로 인해서이든 간에 ‘생각’할 수 없는 수업이라는 이유로 그다지 ‘대안적’

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인터뷰> 2020년 4월 23일, 3학년 늘봄

늘봄: 2학년 때에 수업 선택할 때에는 사회과학계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번에

는 약간 사회 쪽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정치와 법’이랑 ‘경제’를 청강을

하고 있어요. 어… 경제가 재미있더라구요, 저는.

연구: 아, 그러면, 어떤 점에서 재미있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왜 재미

있는 것 같아요?

늘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웃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야하

나? 사실 아직은, 수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신자유주의, 이런 거 막 배우

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는데. 약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인터뷰> 2019년 12월 6일, 1학년 여름

여름: 일반학교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뭔가 배우는 것 자체가 일단 교과서를

안 쓰기도 하고, 뭔가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

히 사회 같은 과목에는. 그리고, 교과서를 거의 안 보거든요,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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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생각

할 거리를 주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생각이 더, 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성장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그냥, 문제를 풀고, 진도를 나

가고. […] [일반 학교와 비교했을 때에]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요. 완전히 수동적인 수업이에요. […] 그래도 저는 그 [사회] 수업을 듣

고, 뭔가 그걸 배우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그 고민을, 답이

없어요 사실. 답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입학하기 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자랐다고 느꼈어요. […] 일반 학교

에서는 그런 거를 안 가르쳐주잖아요. 항상 다, 뭐, 외우는 거.

늘봄과 여름의 언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느낌에

대한 언급들이다. 늘봄에게 ‘경제’ 수업이 특별히 재미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느낌”을 해당 수업이 제공하기 때문이며, 여름 또한 ‘사회’

과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근거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고 있다. 특히, 여름은 이처럼 “개인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수업을 통해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음을 구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일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름에게 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은 자신을 성장하

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들인 동시에, “외우는 거”로 표상되는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과

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로 여겨진다. 요컨대, 여름은 ‘생각’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대

안성’을 실감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교육’의 상상계를 구축해내고 있다.

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이미지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언술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생각’의 이미지가 공통적

으로 ‘강의식’과 ‘주입식’이라는 수업의 진행 방식, 그리고 ‘암기식’이라는 지식의 습득

방식과의 대조 속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여름의 언술

에서 ‘일반 학교’가 “항상 다, 뭐, 외우는 거”로 대표되는 교육적 실천의 장으로 표상

되는 것과 유사하게,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 의해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거

나, 그런 점에서 ‘마음이 가지 않는’ 수업들로 평가되는 수업들의 경우 이처럼 ‘강의

식’, ‘주입식’, ‘암기식’이라는 일련의 교육적 실천의 속성들과 연결되어 구술되었다.

학생들은 특정한 교과목이 원래 그러한 속성들을 벗어난 방식으로 가르쳐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러한 수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

리곤 했다.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연구: 그러면 반대로, 이 수업은, 가장 별로였다거나, 그런 수업이 있을까?

선빈: 반대의 경우는… 음. 저는 약간, 수학이? (웃음)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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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간디에서 공교육, 공교육? 일반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따라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왜냐하면은 쌤이 계속 바뀌

어도 항상 그런 수행평가 하는 것 같은 거는 중학교 때랑 다 똑같았고.

가르치는 것도, 진짜, 뭐지, 만약에, 사문도 강의식 수업이긴 하지만 토론

하는데, 수학은 진짜 강의식, 그런 수업인데. 별로 수학을 이 때, 진짜 재

미있어서 하는 친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이 수업 들으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어져.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고.

<인터뷰> 2019년 12월 4일, 2학년 하늘

연구: 제일, 그냥, 마음이 안 갔다. (웃음) 그런 수업 있다면 뭐야?

하늘: 음… (주저함) 역사! (웃음)

연구: 왜? 별로 안 좋아해 원래?

하늘: 아… 응. (웃음) 아 근데 약간 내가 진짜 의외라고 느꼈던 거는, 중학교

때는 진짜 막, 진짜 주입식으로 배운단 말이야, 역사를? 노래 부르면서

외우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이제, 간디고등학교를 기대했던 것

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암기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토론식 수업, 이런

거였는데, 역사는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애.

연구: 아, 토론식이? 애초에?

하늘: 응. (웃음) 영어, 수학, 이런 거는 사실, 적용이 어려운 과목인 것 같고,

애초에. 그래도, 소수 수업이나, 뭐, 서너 명씩 듣는 소수 수업이나, 아니

면, 국어, 사회 이런 거는 훨씬 더 좋고 재밌다고 느껴.

선빈과 하늘은 각각 ‘수학’과 ‘역사’ 수업을 자신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수업이나

‘별로’인 수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공통적으로 해당 수업들이 ‘강의식’ 혹은 ‘암기식’,

‘주입식’으로 표상되는 ‘공교육’과 ‘중학교 때’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들의 구술은 앞서 소개한 여름의 구술과 함께,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

들을 통해 ‘대안성’을 보유한 ‘진정한 교육’의 실감을 ‘일반 학교’들의 교육적 실천들과

의 대비 속에서 구성해내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한다

는 것의 감각을 ‘강의식’, ‘암기식’, ‘주입식’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실제 수업의

상황에 참여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생들이 실제 수업 상황

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감각과 ‘생각’할 수 없다는 감각을 느끼고, 이것이 그들이 구

축해내는 ‘진정한 교육’의 상상계를 구성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의 구조

가 이러한 감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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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제 고민하기’: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

연구자에게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업으로서 가치

를 부여했던 교과목들의 수업들이 매우 공통적이라는 점이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특정 교과목들의 수업이 자신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며, 그런

점에서 바깥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제공해주는 교육적 경험이라고 구술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대체로 이러한 자신의 답변이 특정한 수업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술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업

으로 언급하는 교과목은 거의 유사했다. 이러한 양상으로부터,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업에 가까운 것으로 체험하고 있는 수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속성들

이 ‘일반 학교’와의 대비 속에서 구축되는 ‘진정한 교육’의 핵심적인 의미론과 그 이

미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들 중 하나는 앞서 소개한 인터뷰 구술에서 늘봄이 언급한 ‘경제’ 수

업이었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해당 과목의 4월 18일자 수업은 야외의 평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학생으로서 경험한 바 있던 ‘경제’ 수업의 양상과는 수업에

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방식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수업 시작에 앞서 수업 내용이 요약된 간단한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부하

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 형식의 수업을 진행했다. 교사는 해당 회차의 수업에서 다

루어질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가격차별’의 의미와 원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학

생들에게 제시한 후, 평상 위에 놓인 탁자를 중심에 두고 원형으로 둘러 앉은 학생

들에게 국내에서 국제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가격차별’에 관련된 다양한 시사 이

슈들과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해당 수업에서 다루어진 사안들은 군 위수지역과 용산 전자상가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 여부에서부터, WTO 체제와 OPEC을 중심으로 한 무

역 체제, 냉전 시기 소련과 미국의 ‘치킨 게임’, 자본주의에서의 자유와 정의의 문제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교사의 질문과 그로부

터 시작된 토론 형식의 상호작용이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교사는 정보의 전달자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학생들

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수업은 주로 토론 주제에 대

한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서로의 답변에 대한 학생 간 질문

과 답변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있었다. 교사는 이러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의 흐름에 따라 발언권을 배분하는 역할 또한 수행했으며, 10

여개의 다양한 주제들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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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과 함께 “그래서, 가격차별은 비윤리적이에요?”라거나 “결국 이건 신자유주의

가 너무 심화되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아니면 신자유주의가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에요?”와 같이, 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윤리적 판단을 요청하는 질문들을 학

생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교사에 의해 해당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특정 이슈들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기반하여 답변들을

내놓았지만, 학생들 모두가 대부분의 이슈들의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 상세한 내용

들을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은 발언들 사이에 거의

빈틈이 없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림 2-1> 2019년 4월 18일 경제 수업

해당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의 대화와 수업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과의 비공식적

면담을 통해 이러한 해당 수업의 진행 방식이 다른 회차의 수업들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교사가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던 1학년 ‘사회’ 수업의 경우에도, 1학년 학생 여름이 이야기하듯이

“영진(교사)이 설명을 좀 많이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수

업의 기본적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제 사회적 이슈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 판단과 의견을 요청하는 토론식의 수업 진행 방식은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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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일의 3학년 ‘삶과철학’(이하 ‘삶철’)16) 수업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해당

수업의 주제는 ‘사회적 인정 투쟁’에 관한 것으로, 교사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인

정 투쟁을 ‘생존을 위한 인정 투쟁’, ‘권력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인정 투쟁’,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인정 투쟁’으로 분류해보자는 수업의 과제를 설정한 뒤,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각각의 사례를 학생들이 위의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보도록 했다. 교사에 의해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발화된

수업의 목적은 이러한 분류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하고, 자신의 분

류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어떠한 사회적 인정 투쟁에 공감하고 공감하지 못하는지를

성찰적으로 관찰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사회적 인정 투쟁들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성찰적

목표가 해당 수업의 상황에 추가되었으나, 그 상호작용의 방식과 수업에서 다루어

지는 내용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소개한 ‘경제’ 수업과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

다.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반대 투쟁, 특수학교와 쓰레기 매립장 등 기피시설 건

설을 둘러싼 갈등, 신공항 유치, 대학교 기숙사 건설에 대한 임대업자들의 반대 시

위와 같은 사안들에서부터 사드(THAAD) 문제, 밀양 송전탑 문제, 몰카 범죄에

대한 페미니즘 집회와 쌍용차 노조의 시위, 용산 참사, 그리고 홍콩 시위에 이르기

까지 10여개의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상황들이 학생들에게 연달아 제시되었으며,

질문의 형태로 제공된 이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교사의 질문과 학생들의 답변,

그리고 부가적인 학생들의 질문이 오가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의 양상은 자연

스럽게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개별 사안들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판단을 제시

하고, 이러한 판단들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과 논박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전개되었

다.

서로 다른 교사에 의해 서로 다른 교과목에서 이루어진 이들 수업들에서 발견되

는 구조화된 패턴의 유사성과 학생들이 이 수업들에 대해 내리는 평가들의 유사성

은 이 수업들이 보여주는 수업의 방식이 학생들이 공유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 체계

와 맞닿아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학생들이 특정한 의미론을 근거로 이러한 수업들

을 ‘일반 학교’와의 대비 속에서 정의되는 ‘진정한 교육’의 실제 경험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수업들이 공유하는 구조화된 상호작용의 방식들과 그것이 다루는

내용들과 같은 속성들이 이와 같은 진정성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수업은 그것이 운용하는 독특한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인해

16) ‘삶과철학’은 간디고등학교의 철학과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연결하는 간디고

등학교의 핵심적인 교과목으로서, 각 학년 모두에게 필수 교과로 정해져있다. 해당 교

과에서 1학년은 학교 철학, 2학년은 진로와 직업, 3학년은 시사문제와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해 주로 토론과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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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유사한 경험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수업의 명시적인

목적은 다르지만, 두 수업 모두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존재

하는 윤리적‧도덕적 딜레마의 상황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수업 상황 모두에서 관찰된 수업의 방식에서, 교사의 질

문과 토론의 상황을 통해 빠르게 제시되는 일련의 사회적 갈등들은 학생들에게 연

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비평과 판단의 자리를 안긴다.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들

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발화하도록 요청받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생

각’한다는 것을 수행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업의 방식을 가리켜

‘난제 고민하기’라고 부른 1학년 학생 태은의 표현을 빌리면, 학생들의 언술에서 반

복적으로 등장하는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론은 “답이 나오지 않는” 난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적인 논의에 참여

하는 것이라는 특정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특정한 방식의 상호작

용 방식을 제도화한 수업들은 이러한 의미론을 경유해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

드는 수업”으로 여겨진다.

위에 소개한 두 가지의 수업 장면들에 대해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두 수업에서

‘정보’와 ‘의견’을 다루는 공통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토론의 상황에서,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제기된 교사의 질문들은 공통적으로 먼저 학생들의 ‘의견’

을 요청했다. 두 수업 모두에서 토론의 주제로서 제기된 개별 사안들에 대한 ‘정보’

의 사전 전달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으며, 정보가 요청되는 방식 또한 ‘판단을 요하

는 문제’로서 제기된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근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로 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들

은 가능한 간결하게 제시된 사안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의견들을 제출

했으며, 이처럼 즉각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구체적

인 정보를 교사에게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교사들은 그러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시하

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제한된 수업 시간(‘경제’ 수업의 경우 50분, ‘삶철’ 수업의

경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동안 다수의 주제들이 다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상호작용의 방식은 불가피한 것인 동시에 의도된 것이기도

했다. 이 두 수업의 상호작용의 양상에서, 공통적으로 정보는 의견에 대해 부차적

인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도구로서 여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학생들의 언술들에서 ‘생각’

하는 수업들의 대척점에 ‘그냥 외우는’ 수업들이 위치한다는 점과 연결하여 볼 때

중요한 지점을 보여준다. 간디고등학교의 수업들에 대해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업으로 표상되는 ‘진정한 교육’은 일방적이고 수동적

인 정보의 수용으로 특징지어지는 ‘암기식’, ‘강의식’, ‘주입식’ 교육의 상징계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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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속에서 정의된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수업과 관련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운영과 교수 방식의 양

상,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공유된 평가는 ‘일반 학교’와의 대

비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 어떻게 이해되며, 실천되고, 실감의 영역으로 변환되는지

를 보여준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진정한 교육’에 대한 공유된 이미지가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다른 의미론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예시

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부터 ‘진정한 교육’의 존재를

확인할 때 이들은 몇 가지 다른 의미론들에 근거하여 이를 실감으로 느낀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구체적인 수업의 상황에 반영되어 있는 진정성의 다른 의미론들은 이

러한 수업들의 구조화된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질서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를 ‘진정한 교육’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학생들의 성찰적인 의미화의 주된 논리를 구

성한다. 이러한 진정성의 의미론들에 있어서 개인의 사람됨에 대한 독특한 감각과

사회성에 대한 독특한 경험이 그 대표적인 의미차원을 이루는 바, 이어지는 소절들

에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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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한 개인’: ‘자립’과 ‘나’ 되기

앞선 절에서는 실제 수업의 장면을 통해 해당 수업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

어 있으며, 학생들이 그러한 수업이 제공하는 경험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고, 판단을 내리며, 이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의견을 공적 발화로서 말하는 것

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의미 있는’ 수업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특정한 방식으로 구

조화된 수업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 집합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

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상상계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사안에 대해 판단하

며,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자신의 의견을 수립하여 표현하는 특정한 사람됨의 속성들

에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연구자는 이처럼 간디고등

학교에서 개인의 사람됨의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이를 ‘진정한 개인’에 대한 추구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진정한 개인’의 의미론은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추구와 개별적이고 고유한 개인성에 대한 추구를 축

으로 이와 연동되어있는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의 구조화된 방식들을 만들어내고,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사람됨의 특정한 이미지를 수행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행위적 환경을 제공한다.

1) ‘자립’: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

교과과정의 측면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자립교과’라고 불리는

수업들이 핵심적인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수업들은 간디고등학교의

설립 초기부터 시작되어 이어져온 것으로서(양희규, 2005: 101; 김문숙, 2009:

155), 연구자의 참여관찰이 이루어진 2019학년도에 학생들은 1주일에 3시간씩 학

년과 반에 따라 ‘농사’, ‘옷만들기’, ‘음식만들기’ 중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있었다.17) 학교는 이 과목들을 위해 교정 외곽에 위치한 텃밭과 별도의 조리실, 미

싱 등 의복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이 구비된 옷만들기실을 보유하고 있다. 일찍부터

대안교육 일반의 교육적 실천으로서 주목받아온 이들 교과목들(여태전, 2002: 90;

17) 학교 설립 초기에는 ‘자립교과’의 주요한 과목으로 ‘집짓기’가 있었으나, 참여관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과거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지은

건물들은 학교의 건물로 사용되기도 했다(김문숙, 200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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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숙, 2009: 155)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직접’ 해결하는 기술을 학습

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주 수업’이라고 불리기도 한

다(양희창, 2001: 133). 실제로 학생들은 ‘농사’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직접 길러

수확한 농작물을 학교 식당에 급식의 재료로 전달하여 먹기도 했고, ‘옷만들기’ 수업

에서 제작한 의복과 장신구, 가방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서로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자립교과’의 존재와 운영은 간디고등학교에서 학교의 핵심적인 교육

철학의 한 요소인 ‘자립’이라는 가치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교과목 운영의 실천

에 이를 규율하는 가치의 논리로서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있는 한 예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의 운영이 그 자체로 그것에 반영된 교육 철학을 학생들의 경

험에 성공적으로 기입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재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바를 반드시 그것에 기입된 교육학적 목적이 제공하는 의미론 그대로 체험

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를 내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농사’ 수업의 경우, 자신의 먹을거리를 스스로 마련

하는 자립의 소중함과 방법을 체득하고, “자연의 흐름과 함께 호흡”(김문숙, 2009:

156)하는 과정을 체험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교육 목표와는 달리, 직접 농사짓는 삶

을 통해 이룩하는 ‘자립’에 대한 상상계에 쉽사리 접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냥

재밌는’ 수업으로, 농사일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찮고 힘든’ 수업

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인터뷰> 2019년 11월 27일, 1학년 종규

종규: 어… 수업에 대한 소개와 다른 건 농사예요. 자립심을 키운다고 하는데, 재

밌는 수업이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자립심을

키우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연구: 왜 그렇죠? 왜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종규: 아직까지 자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홀로서기? 홀로서기인데 농사

를 통해서 어떻게 홀로 설 수 있는가. 재배해서 팔아서 돈을… 이건가? (웃

음) 아니면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나. 잘 모르겠어요.

‘농사를 통해서 어떻게 홀로 설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재배해서 팔아서 돈

을…”이라고 자답하는 종규의 언술은 농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먹을거리를 직접적

인 농업노동을 통해 마련한다는 교육학적 목표에 내포된 ‘자립’이라는 상상을, 그와는

대치되는, 재배한 작물을 통해 ‘돈’을 마련함으로써 달성하는 ‘자립’에 대한 상상과 연

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립 교과’의 교육학적 목표가 실제 그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

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단절을 보여준다. 같은 1학년인 재호가 연구자에게 ‘농사’

수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립심이랑 상관없이 재미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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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같은 맥락에서, 이름에도 드러나듯이 ‘자립’을 가치로 삼는 교과목이 “자립심이랑

상관없이”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명시적으로 구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단절이

발생하는 지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농사’ 수업에 대한 종규와 재호의 구술은 특

정한 수업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기 이전에, 특정한 교육적 실천들이 그것에

의도로서 내포된 교육 철학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경험으로 변환해내는 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간디고등학

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교육적 실천들의 작동 방식과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것이 학생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의미화의 양상으로 변환되는 지점에 보다 주

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로 의식주를 직접 해결해보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자립교과’

보다 자주 학생들의 언술들에서 ‘자립’ 혹은 ‘독립된 주체’로서의 실감을 제공하는 것

으로 등장하는 경험들은 이러한 ‘독립된 주체’로서의 학생들의 자율성을 전제하는 방

식으로 구조화된 일련의 활동들이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접 자신들이

학교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에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실질적인 업무의 담당자로서 참

여하는 경험들에서 이러한 ‘독립된 주체’로서의 감각을 느꼈다고 구술했다. 간디고등

학교에서 학생들은 소풍, 축제 등 자신들이 참여하는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들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으며, 학교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례인 ‘식구총회’에서 교사들과 형식 상 동등한 지위에서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하

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동아리’와 ‘학생회’ 등 다양한 학생 주도의 활동들을 통해

간디고등학교라는 생활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은 매우 활발하

게 이루어지는데, 학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학생들은 적어도 4개 이상, 학생에 따

라 많게는 10여개에 이르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그 활발함 자체도 주목할 만하

지만,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의 동아리들이 단순히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

가 아니라 교육기관이자 생활공동체로서의 간디고등학교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업

무들을 직접 담당하거나,18)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19) 생활

18) 학교 학생 자치 카페인 ‘뜨락’을 운영하는 동아리 ‘뜨락’, 조리실과 제빵실의 사용 규

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조중동’, 도서관과 장서를 관리하는 ‘유도탄’, 교내 전산실을 관

리하는 ‘블루스크린’, 학교의 각종 행사 및 동아리와 반별 사진집 제작을 기획하고 진행

하는 ‘프레임’ 등이 있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몇 가지의 예시에서도 드러나듯이 간디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동아리들은 그 역할에 따라 부여된 명칭이 아닌 일종의 별칭들

로 불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절에서 다룬다.

19) 교내 각종 스포츠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간체협’, 목요일 저녁 부정기적으로 이

루어지는 ‘문화의 밤’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밤팀’, 축제 등 교내 행사 시 음향,

조명, 무대 설치를 담당하는 ‘방송부’ 등이 있다. 역사동아리 ‘역랑’은 매년 개최되는

‘4.19 마라톤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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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지속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공식적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동아리 활동은 그것을 조율하고 규율하는 학생회의 ‘집행부’와 함께 학생들이 학

교의 공적인 사안들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처럼 ‘독립된 주체’로서의 학생들의 자율성을 전제하는 방식은 개별 교과 수업들

이 구조화되어 있는 방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간디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수업에서

일반적인 교수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발제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은 각각 학생들이

교육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점과 학생들이 정당한 의견의 담지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그 전제로서 함축하고 있으며, 그러한 공유된 믿음이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업의 방식들이다. 발제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 학교의 공

적 사안들에 대한 학생 참여 활동의 보장에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을 스스로의 삶을 기

획하고, 학교 공동체의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실무 또한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독립된 주체로 여기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의례화된 실천의 방식들은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의미론이 작동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을 추구하는 실천의 방식들이고, 동시에 그러한 개인의 이미지를 재학생들이 수행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뷰> 2019년 11월 27일, 1학년 종규

종규: 봄 소풍 갈 때, 장소부터 [우리가 직접] 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학

교에서 ‘우리 이번에 여기 갈 거다’, 아니면 ‘여기, 여기 중에 어디 갈래’, 하

고 투표하는데, 장소부터 정하라고 [저희] 기수[학생들]한테 맡기고 가더라

고요. 그 다음에 ‘소풍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너희가 프로그램을 짜와라’ 그

래서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되려나’ 싶은 것도 다

돼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반장, 부반장을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런 게

다 되더라고요. [제안을] 그냥 냈는데 애들이 찬성했어요. 참신하다? 해볼

만하다? 그렇게 우리끼리 정하면 되는 거죠.

앞선 인터뷰 구술에서 ‘농사’ 수업이 담고 있는 ‘자립’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

던 1학년 종규는 1년 동안의 학교 생활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소풍의 목적지와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권한이 자신과 동기들에게

맡겨졌던 경험을 들고 있다. ‘보통’의 학교라면 정해진 채로 자신들에게 통보되었을

소풍의 목적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상황은 종규에게

놀라움과 함께 급격하게 확장된 행위공간의 체험을 제공한다. 이처럼 확장된 행위공

간의 감각은 이어지는 “그런 게 다 되더라고요”라는 언술에 이르러 스스로의 확장된

행위능력에 대한 확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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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황에서 ‘이게 되려나’ 싶은 제안들조차 “우리끼리 정하면” 된다

는 것을 확인하면서, 종규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효능감과 자신감을 경험했음을 구술

한다.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경험과 그 방식이 독

특한 것임에도 자신들끼리의 결정으로 이를 실험해볼 수 있다는 기회 속에서, 종규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험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예비조사 자료, 2학년 현정

현정: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중학교 때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이미지는 학생들이

수동적이지 않은 모습을 되게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사실 식구총회나 그런 [직접] 해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그런 게 ‘와, 정말 대단해’,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서.

종규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보통’의 학교를 언급하고 있지

만, 현정의 구술에서는 이러한 독립된 주체로서의 수행적 경험이 일반 학교의 이미지

와 대비 속에서 의미화되는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간디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일반 학교에 다녔던 현정은 자신이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기대했던, 수

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서의 학생에 대한 이미지를 간디고등학교에서 그가 경험한 식

구총회의 장면에서 확인한다. 현정이 식구총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와, 정말 대단해’

라는 감탄어린 감각은 그에게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학

생에 대한 이미지(‘수동적이지 않은 모습’)가 그것이 기입되어있는 의례화된 실천의

방식(‘나서서 해야하는’ 시간)을 통해 실감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가 “학교 오기 전의 중학교 때”에 경험했던 학생에 대한 이미지와의 대비 속에서 간

디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이 ‘진정한’ 것으로 확증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양

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어화하는 학생들은 학생이 무슨 일을 하든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반 학교’와 달리,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

는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간디고등학교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구술에서, 간디고등학교와 ‘일반 학교’는 ‘학교의 주인’이 교사이냐 학생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게 할 정도로 상이한 공간으로 경험되고 있

었으며, 그 근저에 ‘일반 학교’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행위능력에 대

한 경험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독립된 행위주체로서의 자신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구술을 통해서, 일련의 의례화된 실천들을 통해 간디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적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의 경험을 ‘일반 학교’

와는 다른,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의 것으로 느끼게 하는 수행적 경험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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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러한 확장된 행위성의 수행적 경험이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해방적인 것으로만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정이 언

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행위성의 경험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경험인 동

시에 “[직접] 해야 하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상

황을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나름의 부담과 압박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

다.20)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여전히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육적 실천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설득해내는 데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된 주체의 행위성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교육’으로 여겨질 때, 간디고등학교에

서의 교육적 실천의 방식들은 이은영(2006)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교육과 학생에

대한 정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배치’”로서 작동한다.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들

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진정한 개인’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설득해내는 데에 성공할 때, 학생은 더 이상 “일방

적인 통제나 적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체

로서 표상되고, 교육은 학생들을 삶 속의 경험을 배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생활 전반의 모든 활동 속에서 주체적으로 구성해나

가는 ‘스스로 배움’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이은영, 2006: 61).

이처럼 변화한 의미론 하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교육적

실천들이 정해진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일방향적 학습으로 설정되는 ‘일반 학교’에서

의 그것과는 달리 ‘삶’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범위와 내용

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빈번하게 구술했다.21) 이처럼 “뭘 하든지 다 공부라고 생각할

20)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점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 중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과

같이 다양한 학생 주도의 활동들에 활발하게 참여한 학생들이 인터뷰 구술에서 반복적으

로 이러한 활동들을 ‘일’이라고 칭한다는 점이다. 이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에 대

해 자신이 ‘일을 많이 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앞선 논의에 비추어볼 때 두 가지 측면에

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이들에게 제공한 확장된 자율성과 행위성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러한 활동들의 공식적 성격

과 그것이 일종의 공적 의무로서 이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과 압력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1)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엄격하게

‘선생님(쌤)’이라고 호칭되며, 후술할 교사들의 호칭체계와 동일한 방식의 호칭으로 불

린다는 점이다. 이는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들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규칙이

었으며,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일반 학교’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많은 경우 ‘아줌마’라는 호칭으로 불린다는 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참여관찰 과정에서 연구자는 간디고등학교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없는 외부인이 학교

를 방문하여 재학생들과 함께 식당을 이용하게 될 경우 재학생들이 해당 외부인에게

이러한 규칙을 안내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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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1학년 태은) ‘스스로 배움’의 장으로 여겨지는 공간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에

서,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주어진 교과목에 대한 인지적 학습을 수행하는 교

육의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며, 이들이 학교에서의 경험을 자신이 스스로의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 수행하는 자기 발견의 과정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생겨난다. 앞

서 수업에 대한 선택권과 관련하여 소개했던 태은의 말에서, 자신이 “그 수업 말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들어야하는 수업을 ‘짼다’는 언급은 이러한 선택의 양상을

보여준다. 연구자가 인터뷰의 서두에 부탁한 간단한 자기소개의 첫머리에서부터 자신

이 꽹과리를 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했던 태은이 꽹과리를 치기 위해 역사 수업을

‘쨌듯이’, 자신의 개성적인 욕구에 기반한 주체적인 선택으로 수업에 들어갈지 말지

를, 나아가 확장된 의미에서의 ‘배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

하는 공간으로 표상되는 간디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순간 순간의 욕구를 관찰하

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활동을 선택하며, 그러한 선택이 드러내는 ‘나’라는 존재

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의미화된다. 이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작

동하는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진정한 개인’에 대한 의미론이 ‘개별성’과 ‘고유성’에 대

한 추구의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2) ‘나’ 되기: 개별성과 고유성의 추구

연구자가 간디고등학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기 수 년 전 간디고등학교라는 공

간에 외부인으로서 처음 진입할 때 받았던 느낌들 중 하나는 교정의 외관이 일반적으

로 연구자가 익숙하게 접해왔던 학교들과 다르다는 점이었다. 간디고등학교의 교정은

명확히 표시된 교문이나 학교의 바깥과 안을 나누는 벽이 없이, 구부러진 2차선 도로

에 접해있는 구역의 경사면을 따라 서로 간의 외형적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건물들이

각지지 않은 운동장을 중심으로 둥글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외

양으로 인해, 간디고등학교의 교정은 그 안에 위치한 건물들이 서로 간의 별다른 관

계나 유사성 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고

등학교라는 공간에 처음 들어간 외부자가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리적 감각을

체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자 또한 본격적으로 참여관찰을 시작

하기 전 수차례 간디고등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공간

와 조리원들이 학생들의 사회적‧심리적 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며,

이들이 학생들과 유사 가족적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일견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들이 ‘선생님’으로 분류되고 호칭된다

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포함되어있는 교사들의 호칭체계에 대해서는 뒤에

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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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치에 대한 비교적 상세하고 포괄적인 지식과 감각을 획득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

간이 걸렸다.

그러나 참여관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연구자는 이처럼 상당한 시간에 걸쳐

확보하게 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식이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생활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건물들에 대해 통용되는

고유한 명칭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디고등학교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건물

들, 특히 재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들의 경우 각 건물의 기능에 따른 명칭(‘도

서관’, ‘수업동’, ‘춤 연습실’ 등)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명칭들이 존재하며(‘도서관’-‘여

행가자’, ‘수업동’-‘언덕집’, 그 외에 ‘돌집’, ‘벽화집’, ‘고래집’ 등), 건물들에 따라 편차

가 있으나 이러한 명칭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명칭의 체계에서 중요한 점은 건물들에 부여된 고유의 명칭들이 동일한 논리

로 부여된 것들이 아니며, 엄밀히 말하자면 명확히 해당 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들 또한 아니라는 점이다. 일례로, ‘돌집’은 해당 건물이 돌로 만들어져있다는 이유에

서 그 명칭을 획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돌로 만들어진 유일한 건물은 아니며, ‘벽화

집’은 해당 건물의 1층 벽면에 벽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작 교정 내에서 가장 눈에 띄고 규모가 큰 벽화는 도서관 건물인 ‘여행

가자’의 벽면에 그려져 있다. 수업동의 역할을 하는 ‘언덕집’은 간디고등학교 교정을

이루는 경사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있어 ‘언덕집’으로 불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내부의 한 쪽 벽면이 모두 거울로 이루어져 있어 춤 동아리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되

는 ‘고래집’이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인 ‘뜨락’과 같은 건물들은 그 명

칭의 연원을 짐작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건물이 어느 것인지 알지 못하는 외부

자가 명칭만을 가지고 건물을 특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돌집’, ‘고래집’, ‘뜨

락’, ‘벽화집’, ‘언덕집’ 등 상당수의 건물들은 이 명칭들 외에 간디고등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고유한 명칭들을 사용하는 양상은 간디고등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문화적 실천들 중 하나이다.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들인 의례들 또한 이처럼 고유한 명칭들을 가

지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전 강당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모여 돌아가면서 자신

에 대해 무엇이든 소개하는 ‘주를 여는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마찬가지로 강당에

모든 구성원이 모여 학교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식구총회’, 비정기적으로

학생들끼리 모여 제안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참담’, 목요일 오후 비정기적으로 다

양한 문화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서 개최하는 ‘문밤’ 등의 의례들이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고유한 명칭들은 동아리들에서도 발견된다. 간디고등학교에 존재하는

수십개의 동아리들은 모두 개별적인 명칭들을 가지고 있다. 교내 소식지를 발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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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봄’이라고 불리며, 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동아리 소개 축

제를 담당하는 동아리의 명칭은 ‘낄낄빠빠’이다. 전산실을 관리하는 동아리는 ‘블루스

크린’이라고 불리고, 위안부 문제 관련 캠페인 동아리는 ‘가지’, 환경문제와 관련한 활

동을 하는 동아리는 ‘지구특공대’라고 불린다. 고유한 명칭들의 체계는 간디고등학교

의 교사들의 호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은 대체로 ‘별명’

들로 불린다. 교사들의 별명은 본명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들에서부터 본명의 일부를

활용한 것과 본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22)까지 다양하며, 이는 학생들 사이에 공유

된 호칭의 체계로서 작동한다.23)

이처럼 고유한 명칭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언젠가 학생들에 의해 붙

여진 것들이라는 점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러한 대상들에 개별적인 명칭들

을 부여하는 일에 열중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수

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학생들은 새롭게 동아리나 밴드 등을 만들 때에 이에 대해 이

름을 붙이는 것에 열의를 보였으며, 매 학기 말에 열리는 축제의 고유한 이름을 짓는

것은 ‘식구총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토의 안건들 중 하나였다. 또한, 2019학년

도 1학기부터 간디고등학교에 신임 체육교사가 부임하자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한 일

들 중 하나는 해당 교사의 별명을 그의 본명 맨 뒷 글자를 활용해 ‘구기(’국이‘)’로 지

은 것이었으며, 2학기에 교무실 아래에 위치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에도 공간의 모습과 구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공간의 명칭이 ‘쉬어가자’로

먼저 결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고유한 명칭들의 체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

러한 명칭들이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나가는

데에 필수적인 지식들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는 본격적인 참여관찰을 시작하면서

간디고등학교의 일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진입하게 된 연구자도 실감할 수 있었던 것

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임이나 활동을 공지할 때 “‘가지’에서 캠페인을 합니다”,

22)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는 교사들의 호칭 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

하며, 이에 대해서는 III장의 2절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별명들의 경우 형태 상 본명과 동일하지만, 화용론적 관점에

서 그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일련의 언어규범들(호칭의 사용 방식과 존댓말-반말의 사

용)이 해당 호칭을 본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며, 본명과는 큰 관련이 없

거나 본명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별명들과 오히려 활용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인

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이처럼 교사들이 별칭으로 불리는 양상은 대안학교들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의 언어문화를

분석하고 있는 예시로서 간디고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는 연구로 정승훈

(2016)을 참고).

23) 이처럼 교사들을 별명으로 부르는 양상은 간디고등학교의 초창기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는 양희규의 저서(2005)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해당 저서에서 그는 자신이 (영어

이름이 ‘Hee-Q’이기 때문에) ‘희큐’ 혹은 ‘희큐 쌤’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고 회고하고

있다(양희규, 2005: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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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락’에서 공지합니다”, “‘언덕집’ 2층에서 ‘조중동’ 모일게요”와 같은 방식으로 공지를

했으며, ‘식구총회’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또한 이러한 고유한 명칭들의 체계를

활용해서 발화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을 파악하고 이를 따라가며 관찰을 수행해

야하는 연구자로서도 이러한 명칭들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요컨대, 이러한

명칭들을 듣고 그것이 지칭하는 건물, 의례, 혹은 동아리가 어떤 것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통과해야하는 중요한 학습의 과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명칭들의 체계와 ‘이름 짓기’에 대해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이는 열의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개별성에 대한 추구를 내포하고 있다. 간디고등학교

에서 고유한 명칭들이 부여되어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는 것들은 이미 그것의 특징이

나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학습을 통과하여 간디고등학교

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고유한 이름을 가진 것으로서 대상을 파악하고 알게

되는 것은 그 대상을 개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특정한 기준이나

대상의 도구적 용도로 환원되지 않는, 개별성을 보유한 존재들로 이루어진 현실을 구

축해내는 방식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에 진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명칭들의 체계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물들, 의례들, 동아리와 교

사들이 학생들이 간디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시공간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명칭들의 체계가 그것에 대한 학습과 체

득을 통해 학생들이 진입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간디고등학교의 고유

한 행위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것이 제공하는 관계

적 세계에서 간디고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곳으로

표상되며, 그 구성원들 또한 학교 외부의 다른 분류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적 존재로

여겨진다.

이처럼 ‘개별성’을 중요시하는 실천의 방식은 학생들을 파악하는 방식에서도 발견된

다. 일례로,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번호’는 어떠한 기준이나 체계

없이 ‘무작위’로 배정된다. 이 때, 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하는 방식은 역설적인 효과를

갖는다. 왜냐하면, 번호가 무작위로 배정될 때 특정한 번호를 부여받은 학생이 누구

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그 번호를 부여받은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

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에서 번호라는 제도는 특정한

분류의 체계로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련번호를 경쟁에 따른 위계나 속성에 따른 분

포(성적, 신장, 이름의 가나다순 등), 혹은 특정한 기준에 의한 분류(성별 등)에 따

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부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분류의 체계로서의 역할

을 스스로 무화시키고, 그것을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등가물로 만들며, 이러한 방식

은 학생을 하나의 고유한 단독자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을 내포한다.24)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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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반 교실(homeroom)에서 자리를

바꿀 때 자신의 책상을 들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리를 옮길 때 정해진 책상들의 배치를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위치한 책상으로 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상 자체를 들고 함께 이동한다. 교실 공간의 넓이를 고

려할 때, 이는 상당한 불편을 수반하는 일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특히, 수업을 선택

하여 수강하기 때문에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들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의 자신의 반 교실과 그 안의 자신의 자리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은 2, 3학년 학

생들에 비해 보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반 교실에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1학년

재학생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이들에게 책상이 자신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암시한다. 요컨대, 이러한 실천의 방

식 하에서, 각각의 책상들은 학생들과 무관하게 이미 그 자리에 존재하는 교실의 좌

표평면 상에서의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학생 개개인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인격적 등가물이자 개성적 표현물이다. 자리를 바꿀 때에도 학생들과 함께

이동하는 책상들은 그 주인들의 개별성이 드러나는 표식들(낙서, 사진, 자리의 주인

에게 전해진 쪽지들)로 장식되어 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방식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책상을 들고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불편한 방식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다지 이상하거나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수많은

동아리들의 이름이 모두 각각을 외워야만 하는 개별적인 것들이라는 점도, 교사들이

모두 일종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일

부 학생들에게 이러한 관행들은 자신들이 구술하는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과 매우 다

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들에게 명시적으로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기도 했다. 이는 이러한 일련의 방식들이 이들이 살아가는 사

회적으로 구성된 시공간과 관계적 세계의 현실 자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도화된 실천의 방식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은 고프먼(Erving

Goffman)이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하고 있는, 주

체의 개별성을 소거하고 이들의 일상을 무채색의 통제된 시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일련의 제도들과 비교해볼 때 흥미로운 차이점을 보여준다. 고프먼은 ‘총체

적 기관’으로서의 정신병원에 새로운 구성원이 입소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입소의

24) 이와 함께 연구자는 참여관찰 기간 중 간디고등학교를 방문한 한 졸업생으로부터 자

신이 간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는 번호를 정할 때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해서 배정받았으며, 이것이 학기 초 반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례 중 하

나이기도 했다는 회고를 듣기도 했다. 이 경우 각 학생이 부여받은 자신의 번호는 ‘자

신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점에서 더욱 개인의 고유성과 밀착된 것으로 여겨

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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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입소자들의 바깥 사회에서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무화시킴으로써 이들을 무특

성의 균일한 존재들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한다(고프먼, 2018:

33-37). 이들에게는 사복 대신에 유니폼이, 이름 대신에는 수용 번호가 지급되며,

바깥 사회에서 작동하던 다양한 정체성들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

별성도 담지하지 않는 신체의 수치들로 대체된다. 또한, 개인적인 소지품은 모두 압

수되고, 배급되는 물품들조차 개별적인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효

용을 다할 경우 회수된다. 학생들의 일상적 활동의 면면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타인과 긴밀한 무리를 이루어 수행되고, 외부와 상당 수준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무

엇보다 “구성원의 시간과 관심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모종의 세계를 제공”하는 “내부적

포괄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간디고등학교 또한 ‘총체적’이다(고프먼,

2018: 16).25) 그러나 고프먼이 포착한 ‘총체적 기관’에서와는 달리, 간디고등학교에

서 학생들은 교복을 입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을 분류하는 공적 체계인

번호의 부여에 있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개별성’의 표식으로 전환시키는 제도화된

실천 속에서 생활한다. 연필과 같은 사소한 소모품조차 “소유물과의 동일시를 방지”하

기 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회수”되는 고프먼의 정신병원과는 대조적으로, 간디고등학

교에서 학생들은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상을 들고 자

리를 옮기며, 이 때 각 학생의 책상은 그의 인격적 등가물로서 학생 자신과 동일시되

는 물품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는 고프먼이 묘사하는 ‘총체적 기관’과 유사하면서도 대

조적이다. 요컨대, 고프먼의 ‘총체적 기관’에서 개별 구성원들은 제도화된 실천의 방

식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아 이미지를 박탈당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간

디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자아의 ‘개별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구축하도록 하는 제

25) 고프먼은 <수용소>에서 ‘총체적 기관’의 예시로서 정신병원과 교도소의 재소자들의 사

례에 대한 민족지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가 이러한 ‘총체적 기관’의 개념을 제안

함에 있어서 베버적 의미에서의 이념형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체적 기관’은 “복잡다단한 실재 속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

해” 관찰자의 연구 관심에 따라 경험적 실재의 특정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배열함으로써

설정된 “인위적이고 개념적인 대상물”에 가까우며, 고프먼의 논의는 명확하게 구획된

분류나 구분선을 경험적 현실에 기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프먼, 2018:

18). 뿐만 아니라, 고프먼은 현실에 존재하는 ‘총체적 기관’들의 잠정적 분류를 제시하

면서, “준직업적 과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오로지 도구적 관점에서 그 기능

을 정당화하는 기관들”의 예시로서 ‘기숙학교’를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고프

먼 또한 암시한 바 있는 ‘총체적 기관’의 (그가 예시로 다루고 있는 정신병원과 교도소

와 같이 강제적 성격을 띄는 기관들의 사례를 초과하는) 보다 보편적인 상호작용적 특

징을 ‘수행적 규제(performative regulation)’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총체적 기

관’의 개념으로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을 ‘재발명적 기관

(reinventive institutions)’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Scott,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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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관의 조직적 구성과 내부에서 작동하는 상호작용

의 양상에 있어서 ‘총체적’인 간디고등학교가 개별 구성원들을 대하는 방식은 역설적

으로 반-총체적이며, 그 안에서 학생의 생활은 자신의 표현을 관리할 수 있는 “정체

성 도구함”(고프먼, 2018: 34-35)을 계속해서 추가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간디고등학교가 학생들을 개별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제도들

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 또한 자연스럽게 그러한 (비)분류법을 체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가꾸며, 표현하도록 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재학생들의 구술에서, 간디고등학교는 자신

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되는 선택권과 시간을 제공해주는 곳이자, 그

렇게 하도록 추동하는 교육적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반복적으로 표상되며, 그

러한 점에서 가치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자신들이 참여하는 교육의 장

으로서 학교의 가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들었는데, 이 때 학생들의

언술에서 학교가 그러한 공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선택권이 없이 ‘주어지는 대

로’ 생활해야했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보다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

들에게 부여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도

록 독려하는 다양한 과제와 활동들이 학교로부터 부여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디

고등학교가 “흘러가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자신의 경험

과 내면, 그리고 특정한 대상들에 대한 고유한 감상들을 서술할 것을 요청하는 다양

한 과제들은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나를 직면하는 순간들”(3학년 나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구술에서 간디고등학교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신이 되는 과정을 지원하고 촉발하는

공간으로 의미화되며, 그러한 지점에서 ‘중학교 때와는 다른’ 곳으로 여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구술들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특정한 방식의

교육적 실천들이 개별적이고 고유한 ‘나’ 되기를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진정한 개인’에

대한 의미론과 연동되어 있으며, 이들이 그러한 실천의 방식들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개인’의 이미지를 수행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별성과 고유성에 대한 추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제도화된 교육적 실천의 방식으로 ‘힘써배움상’을 들 수 있다. ‘힘써배움상’은 간디고

등학교에서 학업적 성취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지는 상으로서, 모든 개별교

과마다 담당교사가 매 학기 1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이 상의 수여 이유와

상장에 적히는 문구는 전적으로 담당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상의 취지는 말 그

대로 ‘힘써배움’에 대해 수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정되어있다. 다시 말해, 이 상은

성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특정한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보여준 노력과 발전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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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하하는 것을 상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힘써배움상’은 간디고등학교 내에서

학업 성취의 차원에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 의해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

는 상의 기준을 비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과 수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서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발전’의 문제로 설정하며, 매 학기 말 모든 구성원이 참석

하는 집합적인 의례를 통해 수여됨으로써 개인의 개별성과 고유성에 대한 인정을 극

적인 포상의 형태를 통해 가시화한다. ‘힘써배움상’의 존재는 성취와 발전에 대한 정

의와 포상이라는 교육적 제도가, 다시 말해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의 방식이 개별성과

고유성의 추구라는 특정한 의미론과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힘써배움

상’이 작동시키는 상상 속에서, 개인은 경쟁의 참가자가 아닌 다양한 개성과 발전의

단계와 성취의 기준을 가진 존재로 여겨진다. 이때, ‘힘써배움상’은 획일적인 경쟁의

수월성으로 판단되는 학업적 성취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개인의 노력과 발전이라는

개별적인 개인의 고유한 서사로 변형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기획하여 스스

로의 배움을 구성해낸 독립적인 개인과 각자의 개성과 관심을 가진 개별적 개인이라

는 ‘진정한 개인’이 달성해낸 ‘진정한 교육’의 성취를 성화(聖化)한다.26)

본 소절에서는 일련의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의 구조화된 양상들이 어떻게 독립

된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추구와 고유한 개별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추구를 축으로

하는 ‘진정한 개인’의 의미론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어떠한 경험의 구조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한 개인’의 추구와

함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진정성의 의미론을 구성하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가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

석할 것이다. 이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독립적이

고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상상과 추구가 어떻게 해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의

조건을 이루는 간디고등학교의 밀도 높은 집단주의적 공동생활과 학생들의 구술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관계성에 대한 몰입 및 추구와 조화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삶에서 관계와

공동체는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유한 개별자로서의 개인과 자립적

주체로서의 개인은 공통적으로 ‘독립적 자아’의 상을 내포하는 바, 이러한 의미론과

그것이 추동하는 실천의 방식들이 이와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관계적 자아’에 대

26) 이러한 ‘힘써배움상’이라는 제도의 존재에는 간디고등학교의 핵심적인 교육 철학의 한

요소인 ‘탁월성’에 대한 추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탁월성’의 추구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각 개인이 다다를 수 있는 “최선의 자아실현의 상

태”(여태전, 2002: 100)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쟁과 수월성의 논리와는 구별되는

지점에 간디고등학교의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삶의 모방”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추구와 연결되어있다는 점에

서 그 자체로 진정성의 덕목과 유사한 의미론을 내포하고 있다(Taylor, 1991:

28-29; Vannini and Franzes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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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해명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다. 그러

나, 학생들의 언술들에서 이와 같은 상반된 사람됨에 대한 이미지가 단순히 충돌하거

나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구술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뷰> 2019년 7월 5일, 3학년 나들

나들: 나를 직면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 간디학교에서.

연구: 어떻게 직면해?

나들: 그게 과제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해 써봐라, 막상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너무

심란한 거지, 정말. (웃음)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되는 문제들이 있잖

아. 별로 어려운 생각들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막상 또 하면,

그게 또 오래 남더라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건 약간 실전 편이기는

한데, 많이 바뀌더라고. 나도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었어. 나도 많이 바뀌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3년 동안 이런,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게 있더라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효선이와 나의 관계

도 처음부터 보면 엄청 많은 고난과-

연구: 끊이지 않는 다툼과. (웃음)

나들: (웃음)

연구: 그런 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해?

나들: 끈질기게 고민하는 거.

연구: 나에 대해서?

나들: 타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그렇게 고

민할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도. 그게 좀 크지, 간디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

가.

나들은 “나에 대해서?”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타인에 대해서”라고 답변하고,

뒤이어 “나에 대해서”라고 덧붙임으로써 간디고등학교에서 ‘나’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중요하게 제공되는 고민의 기회들이 ‘타인’에 대한 고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나들의 언술에서, 스스로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청하는 과제들이 발생시키

는 “나를 직면하는 순간들”은 ‘인간관계’의 차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나들 또

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스스로에 대한 고민의 ‘실전 편’이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학생

들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들이 직접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구술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자신을 들여다’ 보는 시간과 ‘나를 직면하는 순간들’은 공

통적으로 ‘다른 사람들’,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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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러한 학생들의 언술은 이들이 간디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나’ 되기의 작업

이 사실 ‘나’를 둘러싼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

럼, 간디고등학교에서는 ‘독립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를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의미론으로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가 작동하고 있으며, 일련의 의례화된 실천

의 방식들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의미론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관계의 장을 규

정하는 독특한 논리를 구성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상상하는 독특한 방

식과 그것이 내포된 실천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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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한 공동체’: 진정성이 소통되는 사회적 장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간디고등학교에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진정

한 개인’에 대한 추구가 교육적 실천의 방식과 일상생활이 구조화된 양상을 통해 학

생들의 경험을 조형하는 과정을 보았다. 이어서 본 연구는 ‘진정한 개인’과 함께 간디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에 중요한 문화적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실천의 의미론을 ‘진

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를 중심으로 포착한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장은 집단주의적 공동생활의 구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성과 평등성에

대한 추구를 관계적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문화적 논리들을 반영하고 있는 일련의

의례화된 상호작용의 방식과 규범들로 특징지어진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속성들

이 발견되는 사회적‧관계적 실천의 양상들에 주목하여,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세계를 특징짓는 관계의 규범들과 의례화된 상호작용의 양식들이 어

떻게 학생들에게 학교 바깥, 혹은 ‘일반 학교’와 구분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수행적으

로 경험하게 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1) 공동체라는 모두 함께 평등한 무대: 집단주의적 공동생활의 의례화

<상황 2> 2019년 9월 26일, 점심식사 시간, 식당

학생들이 식당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식당의 한쪽 구석에서부터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생일축하노래가 시작되어 들리기 시작

한다. 식당의 한 쪽에서 시작된 노래는 점차 식당 전체로 확산되고, 노래의 중간에

이르자 모든 학생들이 노래에 참여해 함께 부르기 시작한다.

일동: **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해!-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비록 지

금 우리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노래가 마무리되자 학생들은 함께 박수를 치고, 이내 박수소리가 잦아들자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한 무리의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연구자의 뒤 쪽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옆 자리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누구 생일이야?”

<상황 2>는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몇 차례 경험했던 장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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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생일을 맞은 구성원의 생일 축하 노래를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불렀다. 주로 해당 구성원과 함께 앉아있는 구성원들로부터 시작된

노래는 점차 식당 전체로 확산되어, 노래가 끝날 무렵에는 식당의 반대편에 앉은 구

성원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상황 2>에서 노래가 끝난 뒤 자

신의 옆 자리 학생에게 누구의 생일인지 질문하는 학생이 보여주듯이, 학생들이 누구

를 위한 생일 축하 노래인지도 모르는 채로 일단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시작된 방향을 향

해 몸을 돌리거나, 일어서서 누구의 생일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함께 앉아있

는 무리들끼리의 즐거움을 위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노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

들에게 방금 부른 노래가 누구를 위한 노래인지 중요해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식사시간에 식당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모두가 함께 부르

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생일을 맞은 구성원을 구성원 모두가 있을 것

으로 상정되는 상황에서 호명함으로써, 그를 공동체 전체의 시선 앞에 불러내어 함께

축하하는 것이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에 대한 상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암

시한다. 이처럼 개별 구성원이 공동체 전체 앞에 불려 나와 (그것이 실제로이든 명목

상으로든) 주목받는 것은 간디고등학교의 의례화된 사회적 상황들에서 반복적으로 발

견되는 상호작용의 방식이다.

간디고등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의례들 중 하나인 ‘주를 여는 시간’(이하 ‘주여’)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적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매

주 월요일 아침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강당에 모여 참여하는 ‘주여’는 1시간에 걸쳐서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6-7명씩의 구성원들이 한 시간 동안 각자 10분 정도의 시간

을 배정받아 강당 무대에 올라 자신에 대해 발표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관객으로서

이들의 발표를 듣는 의례이다. 발표의 내용은 발표자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를테면 연구자가 참여했던 ‘주여’들 중 11월 18일 아침에 열린 ‘주여’에

서 발표된 내용들은 ‘어젯밤 기숙사에 입소하기 전에 먹은 치킨 소개’(1학년 정욱),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 소개’(1학년 의진), ‘바이올린 연주’(3학년 인서), ‘자기 글 읽

기’(3학년 민영),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소개’(선경(교사))였다. 이와 같은 발

표가 모두 마무리되면, 간디고등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비로소 한 주 동안의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 교정의 이곳저곳을 향해 이동한다. 이처럼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주

여’는 간디고등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의례들 중 하나로서, 학기가 시작될 때에 이미

한 학기 동안의 발표 일정이 결정되어 공지된다. ‘주여’를 통해 간디고등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1년에 걸쳐 모두가 모두 앞에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무대에 서고, 나머지

구성원들의 무대에 관객으로 참여한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의 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주여’는 간디고등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앞에서 돌아가면서 주인공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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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대를 1년에 걸쳐 제도화한다. 이러한 ‘주여’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관계적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요컨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에서, 공동체는 개인들이 돌아가면서 점유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며, 개

인들은 그 위에서 돌아가면서 배우와 관객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여’가 이러한 관계성의 장면을 모든 구성원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경험하는 비

일상적인 의례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면, 보다 작은 규모의 의례화된 관계들은 서로

복잡하게 교차하고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사회적 생활을 채우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제한된 공간에서 정해진 활동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하는 간디고등학교

의 집단주의적 공동생활은 이러한 관계성의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간디고등학교

재학생의 하루 동안의 일과는 상이한 상황들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호작용

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있다. 아침에 기상하여 기숙사를 떠나 아침식사를 하는 시간

부터, 학생들은 계속되는 상호작용의 상황들에 놓인다. 아침식사 후에 참석하는 조회

에는 반별로, 수업 시간에는 함께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식사시간에는 식당

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한다. 쉬는 시간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흩어져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다시 오후 수업과 함께 수업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으

로 전환되며,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시간이 시작되면 동아리 모임 시간과 장소에 따

라 학생들이 다시 헤쳐 모이게 된다. 그리고 교정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학생들은 생

활공간인 기숙사에 올라가 대체로 학년을 섞어서 배정되는 방에서의 상호작용 상황에

놓인다. 이에 더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발제 준비, 학생 자치 행사 등은 학생들을 다

시 한 번 교차하는 상호작용의 상황들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물리적인 생활의 조건과 시간적 리듬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성원들 사

이의 관계들을 보다 교차시키고 촉진하려는 의례화된 제도들 또한 존재한다. 간디고

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이벤트부’를 꾸려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구성원들을 무작위로 연결하여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들은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들 1명씩을 무작위로 연결하여 만드는 ‘가족’, 같은 학년의 학생들

2명을 무작위로 연결하는 ‘쌍둥이’ 등 학생들을 무작위로 연결하고, 이들에게 상품이

걸린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과정에서 ‘친해지

는’ 것을 목표로 한다.27) 또한, 간디고등학교에서는 공식적인 교육적 실천들에서도

27) 이러한 이벤트의 명칭에서 엿볼 수 있는 가족주의적 비유는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이 경험하는 관계성의 양상을 지칭하는 데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이룬

다. 이러한 용어들은 일찍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의 중요한 특징으로 주목되어 온 가

족주의의 특성(최재석, 1977; 최상진, 1993)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

성에 중요한 문화심리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정향진(2014)은

교육 현장에서의 가족주의적 비유의 사용이 특정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들을 규범화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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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구성원들을 최대한 여러 방식으로 연결하려는 관행들 또

한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리산 종주’나 ‘농활’ 같은 학교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

들의 경우 활동의 단위인 모둠별로 각 학년의 비율을 맞추고, 기숙사에서는 3-4명이

함께 사용하는 방의 인적 구성을 매달, 혹은 한 학기에 2-3차례 바꾸면서 학생들을

여러 방식으로 묶으려는 시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례들이 공동체 내에서 무작위

로 뒤섞인 대면적인 관계들을 의도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이러한 의례들을 고안해내도록 하는 문화적인 논리가 간디고등학교의 구

성원 모두가 연결된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일련의 제도들과 삶의 조건들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그 구성원 전부를 하나의 ‘공동체’

로 모으려는 구심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밀도 높은 집단주의적 공동생활의 추구와 제도화된 공동체의 구심력은 간디

고등학교라는 사회적 상황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관계적 세계의 기본적인 조건을 이

루며, 그 안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생활을 반복적이고 교차하는 퍼포먼스의

상황으로 구성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일상적 생활의 면면을 함께 수행하고, 이들을

다양한 의례화된 상호작용들을 통해 복잡다단한 의사소통과 관계들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관계와 의사소통의 중첩

된 층위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놓여있는 사회

적 상황은 고프먼이 포착한 바 있는, ‘무대’라는 사회적 세계 속의 ‘배우’로서의 행위

자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28) ‘주여’와 같이 명시적으로 개별 구성원들에게 모두 앞

에서의 실제 ‘무대’를 제공하는 의례들 또한 존재하지만, 일상적 상호작용의 의례화된

방식들 속에서도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직‧간접

적인 시선 속에 놓이며, 자신이 마주하는 상황들에 맞추어 지속적인 ‘자아연출’과 ‘인

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Goffman, 1959).

요컨대, 간디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무대로서 경험되며, 이 무대에서 모두는

서,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이와 같은 가족주의적 비유의 사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간디고

등학교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관계성의 차원을 가족이라는 비유로 지칭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이 상징하는 감정적 태도와 관계적 규범을 ‘진정한 공동체’의 상상계에 작동시킨다

는 점을 암시한다.

28) 고프먼은 일상의 사회생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연극과 무대, 그리고 배우의 비유를 적

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일상의 사회생활을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연극으로 바라보고,

이에 참여하는 개인들을 특정한 무대 위에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스

스로의 인상을 조정하고 관리하여 관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제시

하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의를 관철시키는 배우들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Goffman,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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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비추는 거울로서 편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삶을 교차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육박해오는 수많은 무대들을 앞에 둔 배우의 그것으로 만들어낸다.

<그림 2-2> 2019년 6월 17일 3학년 이동학습 발표회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러한 사회적 생활의 조건은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야

기한다. 이를테면, 1학년 종규가 토로한 것과 같은, “하기 싫어도 120명 앞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주여’와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어보세요’ 하고 하는” 발표들

에 대한 부담감은 다수의 학생들이 공유하는 바였다. 참여관찰을 수행하면서, 연구자

는 ‘주여’와 같이 의례화된 발표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에서 동

아리 소개, 일상생활에 대한 공지사항,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발표회, 각종 사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표의 상황들이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여하는 학생과 상황에 따라 편차는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표들을

준비하는 것은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를 들여 수행하는 일들

중 하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발표들이 매우 즉각적인 피드백을 그 상호작용

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추측한다. 다양한 발표의 상황

들을 참관하면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무대/발표의 상황에서 발표자가 느끼는 긴장과

부담이 상당부분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 관객들이 발표자의 능숙함과 발표자료의 구

성, 그리고 발표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발표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발표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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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긍정적인 것(환호와 폭소, 박수와 언어화된 격려들)이건 부정적인 것(무응답과

민망한 웃음, 웅성거림 등)이건 일종의 평가(“OO이 발표 쩔더라”, 혹은 “이번에 동아

리 소개제 발표 완전 망했다며”)로 전환되어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에서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곤 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무대/발표의 상황들은 발표자에게 매

우 불안정하면서도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자기연출의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을 야기한다.29)

이처럼 의례화된 무대에 서지 않는 경우에도, 수많은 일상적인 상호작용들이 발생

시키는 무대들의 연쇄를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사회적 상황

은 피로감과 부담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간디고등학

교의 사회적 관계의 조건을 반복적으로 “120명이 다 이어져있는”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밀도 높은 상호작용의 반복과 공동체의 구심력이 제도화되어있는 다양한

실천의 방식들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상호작용의 무대로부터 “도망갈 곳이 없다는”

부담감과 “학교 생활이 끝나지 않는 느낌”이 주는 답답함(3학년 선빈)을 야기하는 것

으로 학생들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했다. 아래의 여름과 나들의 언술에서와 같이, “24

시간 같은 사람들이랑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에 대

한 갈망이 학생들의 언술에 자주 등장했으며, 전술한 바 있는 다양한 ‘공동체적’인 제

도들이 ‘불편’한 것들로 여겨지는 양상 또한 드물지 않았다.30)

29) 이런 점에서 연구자가 참여관찰 과정에서 흥미롭게 생각했던 점들 중 하나는 간디고

등학교의 재학생들이 다양한 발표의 상황들에서 농담과 유머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했

으며, 이를 일종의 테크닉으로 여기며 그것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학생들을 높이 평가하

는 양상이 드러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주여’ 뿐만 아니라 ‘식구총회’와 다양한 발표

의 상황들에서 (특히 발언이 시작될 때에) 농담은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필수적인 요

소들 중 하나였으며, 발표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발표에 포함시키고자 고심하는 요

소들이기도 했다. 만약 전술한 다양한 무대/발표의 상황들이 발표자에게 즉각적인 피드

백으로 인한 잠재적인 무대공포증(stagefright)의 상황을 제공한다면, 농담과 유머는

가장 즉각적으로 청중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무응답하는 관중이 발생시키

는 긴장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다.

30) 상술한 일련의 사회적 제도들은 대안학교들이 추구해왔던 이른바 ‘작은 학교’의 이미

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작은 학교’의 이미지는 ‘왕따’ 문화와 학생 소외, 공동체

의 붕괴 등으로 표상되는 제도권의 대형학교들과의 대비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의 방식으로서 여겨져 왔다. 일례로, 김희동(1996)은 대

안학교의 특징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를 들면서, “작은 규모가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언제나 가능하게 해준다는 잇점을 가짐으로써 대형학교가 가지는 난점을 극복할 수 있”

게 해준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송순재(2005)의 서술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는 도시의

대형학교들과 등치되었던 “비교육적 소외와 비인간화 현상”에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김희동. 1996: 38; 송순재, 2005: 49). 이러한 일련의 제도화된 교육적 실천의

방식들의 효과는 대체로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독특

한 관계적 세계와 행위적 조건들을 경험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거나,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와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의 핵심적인 교육목표를 구성하는 “공동체적인 인간”(여태전, 20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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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19년 12월 6일, 1학년 여름

여름: 심리적으로 지쳐요, 확실히. 집이 아니라, 계속, 24시간 같은 사람들이랑

붙어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잘 때에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

고, 밥도 항상 같이 먹고, 뭔가 나 스스로 이렇게 정적인 공간에서, 뭘 하

든, 핸드폰을 하든, 티비를 보든, 책을 보든, 자든, 독립된 공간이 없다는

것이 [힘들어요]. 계속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꼴보기가 싫고. (웃음)

<인터뷰> 2019년 7월 5일, 3학년 나들

나들: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 꼭 친해져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랄까. 뭔가,

빨리 친해져서, 다 같이 뭔가를 해야할 것만 같아. 근데 나도 그런 걸 바

라기는 했지만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하니까-

연구: 예를 들면 어디에서 느껴져 그런 거는?

나들: 초반에 막, 기수 오티하고 그럴 때 엄청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일부러

짝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조끼리 나갔다 오세요. 서로에 대해 아는 시간이

겠지. 근데 사실 나는 그 시간이 너무 불편하거든. (웃음) 나는 정말, 나

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라, (웃음) 그렇게 누가 막, 딱 정해

놓고, 서로 얘기하세요, 이러면, 나 진짜 못해. (웃음)

나들의 구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의도된 ‘무대’들은 학생들에게 “누가 막, 딱 정해놓고” 요구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

로서 학생들에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것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대

들은 공동체의 응집력을 강화하거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자기 연출의 작업을 수행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성과 개별성을 구축해내고 성화하는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간디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무대들은 각 구성원들이 고유하고 개별적

인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핵심적인 기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 무대들 위에서 배

우의 역할을 맡은 개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연출을 수행한다는 사실 자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무대는 그것을 함께 지켜본 관객들이 그

배우의 자기 연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것을 집합적인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방

식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 생활 동안 관객으로서 참여한 다양한 무대들

에서 누가 어떤 역할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상세한 기억

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억들의 확인과 소통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일

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반영된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들의 작동 논리 또한 자명한 것이

아니며, 그 구체적인 속성과 내용에 대한 문화적인 해명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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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들이었다. 학생들은 누가 어느 학

기에 무슨 과목으로 ‘힘써배움상’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누가 어느 학기

‘주여’ 무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축제 무대에서는 어떤 공연을 했는데 그것이 ‘흥했는

지’, ‘망했는지’, 그 공연을 보다가 누가 뒤로 넘어갈 듯 웃었는지를 함께 기억했다.

이러한 집합적인 기억들은 간디고등학교에서 특정한 구성원이 ‘바로 그’ 사람이 되

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개인’이 되는 핵심적인 자원들이기도 하

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의례화된 ‘실제’ 무대들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의 다양

한 무대들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의 기본적인 조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비

유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라는 무대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진정한 개인’을 만들어내

고 성화하는 기본적인 조건이자 기제이다.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에서 개별 구성원

들을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공동체라는 무대와 서로가 서로에게 수행해

주는 관객의 역할을 통해서인 것이다. 이러한 무대로서의 공동체를 경유해서, ‘진정한

개인’의 개별성은 ‘진정한 공동체’의 관계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함께 그 사람의 학

교에서의 경험과 그 사람이 학교라는 무대에서 배우로서 수행해낸 다양한 연행들을

기억해주는 훌륭한 관객들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 도구함”(고프먼,

2018: 35)이 된다.31)

31)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그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와 문

화를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서 ‘사회중심적(sociocentric)’인 집단주의적 문화와

‘자아중심적(egocentric)’인 개인주의적 문화의 구분은 오랜 기간 중요한 구분점으로

여겨져 왔으며, 흔히 ‘서구적’ 문화와 ‘비서구적’ 문화의 구분과 밀접하게 조응하는 것으

로 이해되었다(Hollan, 1992). 또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의 구분은 그것에 의해 조형

되는 자아의 모델로서의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자아’와 ‘독립적(independent)

자아’의 구분과도 연결되어 논의되었다. 그러나 홀란 또한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자

아의 상이한 모델은 특정한 사회 내에서 혼재하기도 하며, 상황적 맥락 속에서 교차하

면서 작동하여 행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특정한 방식의 착종을 발생시키기도

한다(Hollan, 1992). 한국 사회의 맥락에 대해서는, 안준희(2014)의 연구가 새로운

교육적 이념으로서 도입된 ‘독립적 자아’에 대한 추구를 제도화한 교육의 방식이 한국

사회의 토착적인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와 뒤섞이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면적이고

모순적인 사회화 환경”을 발생시키는 양상에 주목한 바 있다(안준희, 2014: 181). 또

한, 권정은(2016)의 연구는 한 연극 단체 내에서 ‘독립적 자아’와 ‘상호의존적 자아’가

동시에 규범적으로 강조되고, 조화되는 양상을 분석한 바 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진

정한 개인’과 ‘진정한 공동체’가 동시에 강조되는 상황 또한, ‘독립적 자아’에 대한 상상

과 ‘상호의존적 자아’에 대한 상상이 동시에 진정성의 서로 다른 의미차원에서 정의되

고, 동일한 사회적 세계 내에서 그것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실천들 속에서 뒤엉키는 모

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간디고등학교에서 비유적 무대로서의 공동체가

‘진정한 개인’과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의 접합지점을 구성한다는 점은 실제 무대

극으로서의 연극이 연극 단체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나’인 동시에 ‘함께 합을 맞추는

연극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는 양상을 분석한 권정은의

연구와 흥미로운 비교의 지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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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19년 7월 20일 여름 물레제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2학년 시찬

시찬: 그러니까, 내가 엄청 달라졌구나를 느꼈어요. 중학교 때는, 약간, 학교에서

조용히 있고, 그냥 책 읽고, 적당히 남한테 잘 대해주고, 나를 막 밝히지

말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간디학교에 와서 생긴 하나의 목

표라고 하면, 나를 많이 드러내보자. 주여 때 노래를 한 것도, 나를 드러내

기. 드러내는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지점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무대’가 일종의 부담인 동시에 학생들이 여망하

는 관심이자 자본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간

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에서 ‘평등함’에 대한 추구가 하나의 문화적 논리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상황들에서, 어떤 구성원

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무대’를 구현해내기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식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를테면, 1학년 제주도 도보여행의 마지막 날 일정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열린 회의에서, 전체 일정을 총괄했던 대표교사는 회의를 마치면서 서로에게 박

수를 보낼 것을 제안하면서, 도보 여행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들을 한 무리씩 호명

하기 시작했다. 먼저 교사들을 맡은 역할에 따라 한 그룹씩 부르며 각 그룹에 대한

박수를 칠 것을 유도한 대표교사는 이어서 학생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호명

을 이어나갔다. 상당히 세분화하여 그룹들을 호명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누락할 수 있

었음에도, 대표교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모든 구성원에게 한 차례씩의 박수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호응을 유도했다. 해당 상황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공간의 문 바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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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노트를 작성하고 있었던 연구자 또한 외부자임에도 보조인솔자라는 명목으로 불

려져 박수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공식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그것이 의례화되어 있든 비유적인 의미에서든)

무대를 운용함에 있어서 이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것으로 만들어내려는 시

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제주도 도보여행에서 돌아온 뒤 활

동 발표회에서 상영할 도보여행 기록영상의 편집을 맡았던 1학년 현준에게 매우 중

요한 작업의 원칙 중 하나는 ‘모두의 사진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는 발표회에서 영상을 관람한 후 감상을 이야기하는 연구자에게, “누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사진 잘 나온 것 없는 사람도 빠지지 않게 넣어주느라 고생”했다며 자랑

스럽게 말했다. 이와 같은 고려는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들의 발표회의 의례들과 발표자료와 자료집의 제작에 있어서 동일하게 관철되는 원칙

들 중 하나였다.

또한, 이러한 ‘평등한 무대’에 대한 추구는 학생들의 발화가 주된 의사소통의 내용

을 차지하는 토론식 수업들의 상황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3학년 학생들

의 문학 수업을 참관하면서 그 한 극단적인 예시를 발견하기도 했다. 10여명의 학생

들이 수강했던 해당 수업은 전반부는 교사의 강의로, 후반부는 학생들의 발제와 수강

생 전원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발제를 참관하면서 각 학생들의 발언의 횟

수를 기록했는데, 수업의 막바지에 이르러 발제와 토론이 마무리되어가던 즈음에 교

사는 그 때까지 발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정확히, 그러나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지는 드러나지 않게, 지목하여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유도했으며, 이

들이 마지막 발언들을 하면서 수업은 마무리되었다. 추측컨대 교사의 관념 속에 존재

하고 있었을 교수 방식에 대한 신념에 의해, 결과적으로 그 발제에 재적했던 모든 참

가자는 발화의 자리에 불러내어져 발화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는 여타의 수업들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었으며, 한 반 단위인 20명이 수강하는

수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모둠 수업의 형태로 변형되어 적용되고 있었다. 수강

생을 4-5명의 모둠으로 나누고, 어떠한 사안과 질문에 대해 모둠별 토론을 하도록

한 뒤에 모둠별로 대표를 정해 각 모둠에서의 논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은

간접적으로 모두를 발언대에 세움으로써 성원 모두에게 무대를 제공하고자하는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둠별 대표의 발표의 경우 개별 논의의 발화자들(모둠의

다른 구성원들)을 명시하도록 교사가 유도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는 점에

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등한 무대’의 문화적 논리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장면에서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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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2019년 4월 24일, 신안면 공용 잔디구장. 여자축구 동아리 ‘여축’

의 첫 번째 야외 축구 연습

연구자는 간디고등학교의 여자축구 동아리 ‘여축’의 구성원들과 함께 신안면 소

재의 공용 축구장으로 축구를 하러갔다. 참여관찰을 수행하면서 연구자는 대개 관

찰자의 지위를 점했으며, 상황이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조차 대체로 보조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데에 그쳤지만, 학생들은 연구자가 성인 남성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인원 수가 홀수이며, 차량 지원 및 인솔을 위해 함께 이동했던 체육교사 ‘구기’보

다는 운동능력이 자신들과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이유로 연구자를 연습 경기에 참

여시켰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운동장 한가운데에 원형으로 둘러 선 학생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준비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은 연구자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들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원형으로 둥글게 선 학생들은 한 학생의 진

행에 따라 구령에 맞추어 준비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돌아

가면서 한 동작씩의 준비운동을 맡아 진행했다. 준비운동의 구체적인 동작들은 일

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정해진 스크립트가 있는 것처

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동작들이 대상으로 하는 부위가 발목에서부터 점차 위

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만큼은 지켜지고 있었다. 그런데 준비운동이 원의 중간 부분

까지 도달했을 때부터 이러한 원칙이 깨지기 시작했고, 연구자보다 두 자리 앞에

서 준비운동을 진행한 학생부터는 별다른 설명 없이 새로운, 불필요한 동작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파악하고 있던 패턴이 흐트러져 당황한 연구자

의 차례가 되었을 때, 연구자는 ‘숨쉬기’에 해당하는 동작을 진행했고, 그 다음 진

행권을 넘겨받은 학생이 어깨운동으로 넘어가자, 학생들이 말했다.

학생1: “야,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웃음)

학생2: “천천히, 목. 벌써?”

학생3: “천천히 올라가.” (일동 웃음)

학생들은 준비운동이 목 부위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불필요한 동작들을 창안

해냈으며, 비로소 마지막 직전 학생에게 이르러 준비운동은 목 운동에 다다랐다.

뒤이어 마지막 학생이 (연구자가 실수로 앞쪽에 먼저 한 번 진행한) ‘숨쉬기 운동’

을 진행함으로써 준비운동은 종료되었다.

<상황 3>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들을 보여준다. 먼저, 학생들은 한

학생의 진행에 따라 구령에 맞추어 준비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한 동작씩의 준비운동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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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이들이 준비운동의 진행이 중간 정도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갑자기 새로운,

불필요한 동작들을 만들어 준비운동의 흐름에 추가시켰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별다른

서로 간의 명시적인 의사소통이 없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

해 아는 바 없었던 연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어서 학생들이 발화한 “천천

히 올라가”라는 말과 웃음에서 비로소 그러한 행동의 의미가 명확해졌다. 그것은 연

구자를 포함한 열네 명의 선수들 ‘모두에게’ 하나씩의 동작이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목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부위가 올라오는 준비운동이

목 부위에 이르면 더 이상의 가능한 동작이 없이 종료되기 때문에, 마지막 구성원에

이르러 준비운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동작들을 채워 넣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이들 학생들이 준비운동의 원래의 형태나 효율성, 혹은 자기들 안에 존재하는

모종의 위계(‘여축’의 결성을 주도했으며 축구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 있었다)보다 우

선되는 가치로 ‘모두 함께 평등한’ 진행의 기회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별다른 추가

적인 의사소통 없이도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해 암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뒤, 연구자가 ‘여축’의 결성을

주도했으며 그 날의 야외 연습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했던 2학년 하늘에게 그러

한 준비운동 진행의 방식에 대해 물었을 때, 하늘은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혼자 진행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라고 답변했다. 하늘의 언술은 그 이유를 명시적인

가치와 규범적 평가에 대한 언급, 이를테면 “혼자 진행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으니까’”

라거나, “혼자 진행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니까”와 같은 진술과는 달리 ‘부담스러움’

이라는 자신의 느낌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늘의 언술은 간

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에서 모두의 존재를 평등하게 호명하는 무대를 구현해내야 한

다는 가치의 추구가 학생의 내면에 일종의 체화된 감각으로 각인되어있는 모습을 보

여준다.

이러한 밀도 높은 집단주의적 공동생활의 추구와 공동체의 구심력은 간디고등학교

라는 사회적 상황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관계적 장의 원형이자 기본적인 조건을 이

룬다. 학생들은 제도화된 의례들과 일상생활의 국면들에서 반복적으로 자신들에게 육

박해오는 즉각적인 자아 연출의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적 세계의 무

대들 위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연출을 수행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집합적으로 구현해

내는 일련의 의례화된 퍼포먼스들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 함께 평등한’

무대를 협연해내기 위해 분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밀도 높은 공동체적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밀도 높은 공동체의 구심력이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장의 기본적인

조건을 이루고 있으며,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세계가 모두가 서로 평등하게 배우

와 관객의 역할을 나누어 맡기를 추구하는 연극의 형식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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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서 이들이 참여하는 연극의 문법과 내용은 무엇인가? 고프먼의 관점을 빌려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간디고등학교라는 공간이 ‘무대’를 제공하고, 그 위에서 학생들

이 ‘배우’로서 ‘진정한 공동체’를 연기해낸다면, 이들이 연기해내는 그 ‘진정한 공동체’

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문화적 논리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이어서 간

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를 규율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화적 논리가 구체적인

실천들 속에서 작동하며 학생들의 경험을 조형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관계성의 양상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현상을 중심으

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의 내용과 작동 방식을 파악할 것이다.

2) ‘옷바꿔입기’와 ‘마주 보기’: 사적 친밀성의 공동체와 ‘진정한 인간 관계’

옷은 간디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간디고등학교의

일상생활에 처음 진입하는 외부자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될 특징 중의 하나는 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반끼리 자체적으로 공동구매하는

축구 유니폼을 입을 때 정도를 제외하고, 일상에서 이들이 모두 함께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제도권 교육을 경험하면서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하고, 강압적인 두발‧복장 규제를 경험했던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이처럼 각

자 자신의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과 대비되는, “나

의 모습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경험(2학년 하늘)을 제공하며, 간디고등학교

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되게, 열려있”(1학년 여름)다고 느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물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복을 입는 생활은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다.

공동으로 세탁기를 이용하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기숙사 방 혹은 층 별로 함께

빨랫감을 모아 빨래를 하고, 세탁이 완료된 옷들의 무더기 속에서 자신의 옷을 찾아

가는 일을 학교생활 내내 반복한다.

이처럼 자유롭게 각자의 개성적인 옷을 입고, 빨래를 함께하며, 일상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옷은 서로의 개별성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현물들이 되기도 한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점차 학생들은 서로가

주로 입는 옷의 스타일과 색깔, 심지어는 개별적인 옷들까지도 식별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연구자 또한 참여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비교적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

고 있었던 방과후미술 수업의 수강생들의 패션 스타일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였다. 뿐만 아니라, 간디고등학교에서 옷은 학생들이 다양한 행사

와 축제 상황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놀이도구이기도 했다. 예컨대 4.19 혁명을 기

념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4.19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은 2-3명씩 조를 짜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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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인물이나 캐릭터로 분장한 채로 학교 인근의 마을길을 따라 걷거나 뛰었

고, 학생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벤트부’와 각종 동아리들에서 비정기적으

로 기획하는 특별 행사들에서 특정한 드레스코드들은 기본적인 유희적 요소로 포함되

곤 했다. 요컨대, 기숙사생활을 하고, 생활의 전반을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하

며, 교복을 입지 않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옷은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핵심

적인 수단이자, 놀이의 도구이며,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공식적인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들에서 일종의 코스튬으로서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하

지만, 간디고등학교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옷 자체를 중심적인 도구로 하는 놀이가

존재한다. 학생들이 ‘옷바꿔입기’32)라고 부르는 이 놀이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꿔 입거나 맞추어 입고 내려와 하루 동안 생활하는 놀이인데, 연

구자가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바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의 형

태로 이루어진다. 먼저, 놀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특정한 ‘컨셉’에 맞추어서 옷을 맞

추어 입는 것이다. 이를테면, 학생들은 함께 청바지-청자켓을 맞추어 입는다거나 특

정한 캐릭터(예를 들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컨셉’으로 맞추어 입고 등교한

경우가 있었다)를 구현하기 위해 옷을 맞추어 입었다. 두 번째는 놀이에 참여하는 학

생들이 그 중 한 학생의 옷을 다 함께 나누어 입는 방식이었다. 특히 특정 무리의 학

생들 중 한 학생이 생일인 경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각자가 자신의 옷 중 컨셉에 맞는 옷을 선택해 입는 첫 번째 방식

과는 달리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생의 옷들 중에 자신이 입을 옷을 선택하

거나 배정받았다. 세 번째 방식은 학생들이 자신의 옷을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번

째 방식과 유사한데, 이 경우 학생들은 ‘서로’ 옷을 바꾸어서 입었으며 이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옷바꿔입기’는 주로 한 방을 사

용하는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놀이였으며, 그 정확한 연원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

나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는 놀이였고, 연구자와의 심층면접에 응한 여학생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그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많이 해본” 놀이였다. ‘옷바꿔입기’라는 놀

이의 명칭은 앞서 분류한 세 가지의 방식들 모두를 총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

나, 여기에서는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식에 주목하며, 이들 두 방식을 ‘옷바꿔입

32) 이러한 ‘옷바꿔입기’의 놀이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것이 젠더화되어있다는 점이

었다. ‘옷바꿔입기’는 주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놀이였으며, 참여관찰의 과

정에서 연구자는 남학생들이 서로의 옷을 종종 빌려 입고 등교한 경우를 몇 차례 발견

할 수 있었지만 이는 ‘옷바꿔입기’ 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함께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 ‘옷바꿔입

기’라는 놀이를 식별하고 그것을 의례적으로 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이었으

며, 이는 모든 성별의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였다. 다만 학생들은 이러한 젠더화된

양상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연구자 또한 이에 대해서는 현상의 파

악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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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지칭한다.

‘옷바꿔입기’는 사실 연구자에게 쉽게 그 재미와 참여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놀

이였다. 짐작컨대, ‘옷바꿔입기’는 그 자체로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는 놀이였다. 학

생들은 아마도 서로의 옷을 바꿔 입기 위해 모여서 서로의 옷장을 들여다봐야 했을

것이며, 어떤 옷을 빌려주고 입을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협상과 눈

치싸움을 진행해야했을 것이고, 이러한 준비과정은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었을지라도

그 날 하루 동안의 ‘옷바꿔입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고, 챙

겨서 돌려주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3-4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옷들을 빌

려준 학생으로서는 그 옷들이 모두 온전한 상태로, 세탁을 거쳐, 자신에게 돌아오기

까지 챙겨야할 일들이 추가되었을 것이고, 한동안 자신의 옷장에 가용한 옷들이 평소

보다 상당히 한정된다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과 다른 신체사이즈와

패션 취향을 가진 친구의 옷을 입고 지낸다는 것 자체가 아주 편안한 일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옷을 바꿔 입고 등교한 학생들은 막상 학교에서

는 그다지 그렇게 바꿔 입은 옷을 가지고 별도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대체로 ‘옷바꿔입기’의 실제적인 효용은 교정에서 놀이를 함께한 학생들이 모

여 기념촬영을 하는 정도였고, 일상생활에서 이들은 그저 다른 학생의 옷을 빌려 입

은 채로, 자신의 일상을 그대로 소화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중 ‘옷바꿔입기’를 해봤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이러한 ‘옷바

꿔입기’를 하는 이유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체로 ‘재미’와 ‘단합’이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미’와 ‘단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옷바꿔입기’가 제공하

는 ‘재미’와 ‘단합’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려볼 수 있는 것은 이 놀이

를 위해 특정한 집단의 학생들이 서로 옷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사실이다. 전술한 바

있듯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자 아주 개인적인 소유물인 옷을 서

로 빌려주는 과정을 수반하는 이 놀이는 그러한 점에서 (하루 동안의) 단기적이고

(이를 한 방의 학생들이 여러 차례 하는 경우 또한 드물지 않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증여관계를 성립시킨다. 함께 ‘옷바꿔입기’를 한다는 사실을 통해 이들은 특별한 종류

의 유대를 체험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옷바꿔입기’가 신입생 환영문화

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2학년 시찬의 추측은 이러한 증여관계를 통한 친밀성

의 확인에 대한 감각을 포착해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옷바꿔입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서로 옷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옷을 ‘입고’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진입한다는 점을 충

분히 조명하지 못하며,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이 ‘옷바꿔입기’가 제공하는 ‘재미’의

내용으로 언급한 지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옷바꿔입기’를 옷을 이용하는 다른 종류의 놀이들, 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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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튬플레이(costume play)’와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비교가 드러

내는 ‘옷바꿔입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놀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저 다른

친구의 옷을 입고 다닐 뿐, 그 옷과 관련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도 시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까이유아(Roger Caillois)는 인간의

놀이들 중 모방과 가장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부류로 ‘흉내내기’를 설정하면서, 이

러한 놀이들이 목적하는 바에는 행위자가 그 관객들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존재하거나 여겨지는(being or passing) 것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이 있다고 지적한

다.33) 이 놀이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someone other than oneself)를 연기

해내려는 배우가, 자신의 연기를 관람하는 관객들과의 공모를 통해 “현실 그 자체보

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흉내내기’를 성립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Caillois, 2001[1961]: 23). 까이유아 또한 이러한 ‘흉내내기’의 핵심적인 도구로

‘의상(costume)’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코스튬플레이는 이러한

‘흉내내기’의 대표적인 예시들 중 하나이다. 최근 하위문화로서의 코스튬플레이가 갖

는 수행성에 주목해온 연구들이 코스튬플레이를 그것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포착해온 바 있지만, 코스튬플레이 또한 궁극적으로 ‘흉

내내기’의 대상인 해당 캐릭터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

해 코스튬플레이어는 캐릭터의 자세, 정체성, 사회적 역할 등을 모사하기 위해 일련

의 연극적인 작업들을 수행한다(Lamerichs, 2011: 66).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옷바꿔입기’라는 놀이는 이러한 ‘흉내내기’와 ‘코스튬플레이’의 형식적인 문

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놀이의 목적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옷바꿔입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빌려 입은 옷의 원래 주인을 흉내내려는 데

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이를 통해 어떤 연극적인 리얼리티를 구현해내는

것 또한 이 놀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학생들이 ‘옷바꿔입기’의 ‘재미’로서 구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옷바꿔입기’가

이러한 ‘흉내내기’의 정반대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옷바

꿔입기’의 ‘재미’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공통적으로 구술하는 지점들은 다른 친구의 옷

33) 까이유아는 요한 후이징아(Johan Huizinga)의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기초적인 분류법을 제안한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놀이들은 ‘경쟁’이 주

된 역할을 하는 부류(agôn), ‘확률’이 주된 역할을 하는 부류(alea), ‘가장

(simulation)’이 주된 역할을 하는 부류(mimicry), 그리고 ‘현기증(vertigo)’이 주된

역할을 하는 부류(ilinx)로 나뉜다(Caillois, 2001[1961]: 12-36). 이 때, ‘가장’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흉내내기(mimicry)’에 대해 까이유아는 다음과 같이 쓴다. “흉

내내기는 쉴새없는 발명이다. 이 놀이의 법칙은 독특하다: 그것은 연기자(actor)가, 관

객이 자신이 걸려있는 마법을 깨뜨리도록 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하면서 관객을 매료시

키는 데에 있다. 관객은 주어진 시간 동안 그가 현실 그 자체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

로서 믿도록 제안 받은 장식, 가면, 혹은 책략에 대해 우선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환상에 빠져들어야 한다.” (Caillois, 2001[1961]: 23. 강조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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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고 있는 학생이 그 사실을 ‘들킬 때’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또한 이러한 ‘들킬

때’와 유사한 상황을 우연히 관찰하게 되었는데, 아래의 인터뷰 장면에서 1학년 학생

여름이 같은 방의 2학년 하니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뷰 장소에 함께 있었

던 2학년 수현이 알아보고 있다.

<인터뷰> 2019년 12월 6일, 1학년 여름

연구: 그거 해보셨나요? ‘옷바꿔입기’를 해보셨나요?

여름: 지금도 하고-

연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네.

연구: 어, 누구 옷이에요?

여름: 하니 언니 옷인데, 오늘 하니 언니 생일이라서, 다 그 언니 옷이에요. 양말

빼고.

연구: 다른 사람들 도 다? 그런 사람이 더 있어요?

여름: 네,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주로, 들어보셨어요? 방 컨셉을 해요.

연구: 네, 네. 들었어요

여름: 네, 그런데, 저희 방이 미지 언니, 경빈이, 그 다음에 저, 하니 언니. 이렇

게 네 명이 방을 쓰거든요. 근데 하니 언니가 오늘 생일이라서, 옷을 맞춰

입었어요. 하니 언니 옷으로.

연구: 아 그렇게? 그런데 이 옷은, 딱 직관적으로 하니씨 옷이 아닌 것 같은 옷

인데?

여름: 이 옷이요? 완전 하니 언니 옷인데.

수현: 완전 하니 옷인데. (웃음)

연구: 아 그래요?

여름: 완전 하니 언니 옷이에요. 이게 진짜 하니 언니 트레이드마크. 이 자켓.

학생들이 인터뷰 구술에서 ‘옷바꿔입기’의 ‘재미’에 대해서 구술할 때,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순간은 이처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

는 학생들이 알아차릴 때’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는 순간으로 지목한

것은 서로가 입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서로에게 골라주고, 자신이 입지 않는 스타일

의 옷을 받아 입으면서 “맨날 입던 옷에서 약간, 다른 것을 경험”(3학년 늘봄)할 때

였다. 이러한 상황이 주는 ‘재미’를 선빈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선빈: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엄청 이렇게, 딱 붙고, 짧은 옷을 좋아하는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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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어떤 친구는 막 이제, 펑퍼짐한 옷만, 넓적한 옷만 입는 친구가 있

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입게 되면, 아, 너 이거 안 입어봤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입어봐, 이러면서 주고. (웃음) 그런 게 재미있죠?

연구: 그래요?

선빈: 아니면 이제,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학교에 왔는

데, 누가 ‘아, 이거 OO이 옷이지’, 이렇게 알아봐주고. (웃음) 간디에서는

옷이, 다 아니까.

연구: 그러면 선빈씨도 누가 옷을 바꿔 입고 내려왔다는 것을 알아채서 얘기해본

적이 있나요?

선빈: 네.

연구: 어 진짜? 그러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재미있어해, 서로?

선빈: 네. 이거,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푸념을 한다던

가. 아, 나 이거 입기 싫은데, 누가 입혔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게 제

일 재미가 있는, 그런 거죠.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구술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재미’의 지점이 옷의 스타일

(과 그것이 표상하는 원래 옷 주인의 패션 스타일)과 그것을 빌려서 입고 있는 학생

의 원래의 패션 스타일 사이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옷바꿔입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정작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등교한 이후에는 바꿔 입은 옷과 관련

해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옷바꿔

입기’가 서로 다른 학생들의 개인적 표상물로서의 옷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로부터

그 ‘재미’를 생산해낸다면, ‘옷바꿔입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목적하는 바는 옷을 빌

려 입고 학교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 그 ‘차이’를 연행하는 것이며, 이 ‘차이’가 드러나

기 위해서는 친구의 옷을 빌려 입고 있는 학생의 원래 정체성(패션 스타일)과 그 학

생이 빌려 입고 있는 옷의 주인의 정체성이 모두 중요하다. ‘옷바꿔입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빌려 입은 옷의 주인을 흉내내기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연극적 작업을 수행

하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는 무관한 ‘나’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옷바꿔입기’가 단순히 ‘흉내내기’가 표상하는 바와

같이 ‘너-되기’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요컨대, ‘옷바꿔입기’는 단순히

‘너-되기’의 놀이가 아니라, ‘“나”이면서 “너”-되어보기’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

라볼 때, ‘옷바꿔입기’는 독특한 방식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상상력을 의례화하고 있는

놀이로 이해할 수 있다. ‘옷바꿔입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신과는 다른, 타인의 개성

적인 표현물이자 정체성의 표상인 옷을 입은 채로 일상생활을 수행함으로써, 옷을 입

고 있는 자신이 표상하는 정체성과 자신이 입고 있는 타인의 옷이 표상하는 정체성

사이의 ‘차이’를 연행해낸다. 이 때, 친구의 옷을 빌려입은 학생은 자신과 다른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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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자성을 ‘입음’으로써, 그 ‘차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관계를 구현해낸다.

이러한 ‘옷바꿔입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구

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학교에서 자신들이 수행하는 인간 관계의 모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 관계의 모델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배운 가치 있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간 관

계를 맺는 방법을 언급했으며, 학교가 자신에게 제공해준 가치있는 것을 묻는 질문에

도 자신이 학교에서 수립한 인간 관계들을 답변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언술

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서 여겨지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인간 관계의 양상은 반복적

으로 밀도 높은 공동생활과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인 친구의 ‘얼굴을 마주보는 (혹은 눈을 맞추는) 일’로 비유되고 있었으

며, 그러한 전면적인 타자성과의 대면과 그에 대한 수용을 요청하는 밀착된 상호작용

의 경험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 바깥과 대비되는, ‘진정한 인간 관계’의 표상

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언술에서 등장하는 ‘마주 보기’의 비유는

서로가 너무나 다른 각각의 개인들이, “부대끼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밀도

높은 상호작용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호타자성을 경험하고, 이를 무화시키고자 시

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정한 관계성에 대한 상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마주 보기’의 비유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학생들의 언술에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노력의 가치에 대한 언급들은 문자 그대

로 서로의 옷을 ‘입어보는’ ‘옷바꿔입기’의 놀이가 유희적으로 연행해내는 관계성에 대

한 상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타자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과 상호 이해는 ‘진정

한 공동체’에 대한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상상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상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실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인간 관계에 대해 “바깥에서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정도로 친한] 친구들”(3학년 나들)이라거나, “밖에서 만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3학년 선빈)되는 관계들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

러난다. 이들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관계들로부터 학

교 바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밀도 높은 친밀성의 관계를 발견하며, 이를 통해 간디

고등학교가 ‘진정한 인간 관계’를 제공해주는 곳으로서 가치 있다는 평가에 도달한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할 것은 이러한 ‘마주 보기’에 대한 구술들에 공통적으로

그것이 표상하는 밀접한 친밀성의 ‘진정한 인간 관계’를 조형해내는 상호작용의 양식

에 대한 불가피함의 감각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학생들의 언술에서

도 발견할 수 있듯이, ‘진정한 인간 관계’의 표상으로서의 ‘마주 보기’는 “부대끼고 있

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주 보기’와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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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의 인간 관계의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구술에서, 이러한 ‘얼굴을 마주보

는 일’의 불가피함에 대한 감각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

주 보기’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인간 관계’에 대한 상상의

내용인 동시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당해내야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된 밀도 높은 집단주의적 상호작용의 상황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인터뷰> 2019년 12월 6일, 1학년 여름

여름: 처음에 여기 왔을 땐 여기야말로 진짜 모두가 다 친한 곳이라고 느꼈었어

요. […] 선배들 다 친해 보이고, 그랬지만 알고 보면 다 그래요. 이제 보

니까 그 때 얘랑 얘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였고, 얘네들끼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이가 틀어져있었고. 다 그 속에서 무리짓기 하고 헤쳐모여 하고.

지금도 다 친해 보이지만. 우리 기수도 그래요. […] 싫어도 티 안내고, 싫

은데 같이 있어야 되고.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여름은 ‘마주 보기’의 관계적 이상이 학생들의 집합적인 연

극적 공모를 통해 달성되는 일종의 환상이며, 그것이 학생들이 상당한 정도의 긴장과

노력을 감당해냄으로써 구현되는 관계성의 양상이라는 점을 간파해낸다. 여름은 자신

이 처음 입학 했을 때 느꼈던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성의 양상을 가리켜 ‘다 친해 보이

는’ 관계들로 표현한 다음, 그러한 관계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티’를 내지 않는

일련의 ‘공동체적’ 연극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선별성의 논리를 구술한다. 여름의 언

술과 ‘마주 보기’에 내포된 불가피함에 대한 학생들의 구술들은 ‘마주 보기’로 표상되

는 ‘진정한 인간 관계’의 문화적 논리가 단순히 이상적인 이미지로서 학생들의 실천을

추동하는 동인이자 학교에서의 자신들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적 틀일뿐만 아

니라, 그에 부응하기 위해 긴장을 감수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일종의 문화적

규범(cultural norm)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생들은 ‘마주 보기’로 표상되

는 ‘진정한 인간 관계’의 상상을 통해 학교에서의 경험을 해석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

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학교의 문화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적 세계에서 벌어

지는 다양한 국면들에서 분투한다. 앞선 절에서 소개한 집단주의적인 공동생활과 공

동체의 구심력을 의례화한 일련의 제도들에 대한 평가로 나들이 언급하고 있는 “친해

져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이러한 ‘진정한 인간 관계’의 이미지가 수행하는 복합적

인 역할의 작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옷바꿔입기’라는 놀이에 대한 앞선 분석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측면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해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옷바꿔입기’라는 놀이

가 대체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학생들끼리 하는 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학년 시찬

이 지적하듯이,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에서, 특히 ‘옷바꿔입기’ 놀이를 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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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여학생들의 관계적 세계에서 ‘같은 방’은 “친한 애들끼리” 쓰는 것이다. 인터뷰

에 참여한 여학생들은 드물지 않게 방을 누구와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신들에게

야기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구술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방의

구성원들을 바꾸게 되어있었는데, 이 때 자신이 충분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방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자신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들 중의 하나로 꼽는 여학생들 또한 있었다. 예컨대, 시찬은 “안 친한 애

들이랑 같이 방을 써야”했던 경험이 “정말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했던 경험이자 다시

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

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고민”이라고 구술했다. 이처럼 방의 구성원들을 계속해서

바꾸는, 집단주의적인 공동생활의 이상이 제도화된 공동생활의 규칙이 발생시키는 긴

장과 부담감을 2학년 하늘은 다음과 같이 포착한다.

<인터뷰> 2019년 12월 4일, 2학년 하늘

하늘: 기숙사 방을 한 달마다 바꾸는 거. […] 학교에서는 이제, 기숙사, 우리

가 24시간 같이 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랑 섞여야 된다는 취지로 한

달마다 방을 바꾸는데, 우리들은 이제 막상, 학교 생활이 너무 피곤하니

까, 기숙사에서 만큼은 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크고, 새로운 사람이랑

섞이기를 엄청 두려워한단 말이지. 그래서, 학교의 취지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맨날 쓴 사람이랑 쓰고.

연구: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하늘: 그렇게 돼. 남자기숙사는 랜덤으로 막 돌리잖아. 근데 여기숙사는 보통

원하는 사람끼리 짝을 지어서 방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엄청

피로한 것 같애. 내가 미리 방을 안 짜놓으면은 그냥 나는 엄청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지.

연구: 누구랑 될지 모르니까?

하늘: 응. 그러니까, 나랑 방을 안 써줄까봐. 내가 쓸 사람이 없을까봐.

이러한 하늘의 언술에서, 그가 “학교 생활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만

큼은 편해야 된다”고 구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의 취지’

가 요구하는 친밀한 관계적 이상에 대한 압박과 ‘모두 함께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공

동생활에의 추구가 교차하는 지점이 그 위에 선 행위자에게 불가피한 부담과 긴장으

로 체험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곳이나마 편해야하는 공간으로서의

‘방’을 무리한 관계적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여학생들의

시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리 함께 방을 사용할 인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이러한 시도들이 여학생들의 관계적 세계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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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바꿔입기’와 그것이 표상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친밀한 관계성에 대한 문화적 논리의

작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방의 구성원들을 자신이

‘옷바꿔입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학생들로 통제하기를 원하는 여학생들의 선

별적인 관계성의 논리는 이들이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에서 ‘옷바꿔입기’로 표상

되는 전면적인 타자성의 수용과 상호이해의 작업을 요구받고 있으며, 방으로 표상되

는 가장 내밀한 생활의 영역 내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요구의 과도한 부담으로부터 자

유롭기를 원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옷바꿔입기’는 그것에 반영된 ‘진

정한 인간 관계’의 문화적 논리가 사실 상당한 정도의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점을 드

러내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타자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달성되는 친밀성의

이상과 그것이 유발하는 긴장,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어쩔 수 없는 선별성의 논리

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한 긴장을 경험하면서도

‘모두 친한’ 사적 친밀성의 관계라는 관계적 이상에 참여하며, 그것을 ‘힘들면서도 가

치 있는 일’로 의미화한다. 앞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과

인간 관계를 가리키며 사용하는 “밖에서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정도로 친

한]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당연하게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관계적

작업의 긴장과 부담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평가이다.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

의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집단주의적 생활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관계적 세계 속에서, 하나의 이상으로서 공유되는 전면적인 친밀성의 관계에 대

한 상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관계성의 논리를 학교 바깥에서는 불가능한

‘진정한 인간 관계’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의미있는) 추구로서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

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인간 관계’로 표상되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친밀한 관계

성에 대한 상상은 이상으로서의 ‘모두 친한’ 공동체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연극적 작업의 긴장, 그리고 함께 공모하여 달성해내는 연극으로서 ‘진정한 공

동체’가 구현되는 다양한 의례들과 그러한 전면적인 친밀함이 실제로 달성되어 확인

되는 소규모의 관계망들(이를테면 ‘옷바꿔입기’를 실제로 함께 수행하는 관계들)이 중

첩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간 관

계에 대한 학생들의 구술은 자주 다음과 같이 애증이 뒤섞인 모순적인 진술의 형태를

띤다.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선빈: 어, 네. 엄청 힘들어요. 막, 24시간,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가면 끝나거나, 반나절 보는 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보고, 같이 뭔가 계속 해야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끝나지

않는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학교 생활이 끝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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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고 가끔은…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럴 때는,

저만 아는 공간에 가는데. (웃음)

(중략)

선빈: 학교에서 좋은 건… 어… 제가 싫어[한다고 말]했던 ‘인간 관계’. (웃음) 학

교에서의 좋은 건, 더 엄청 끈끈해지는 게 있어요. 학교에 그렇게, 24시간

붙어있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평범한 고등학교

동창들이 아닌 거죠.

선빈의 언술이 보여주듯이, ‘진정한 인간 관계’의 문화적 논리가 부과하는 긴장 속

에서도 학생들은 이러한 ‘모두 친한’ 사적 친밀성의 공동체라는 이상에 참여하며, 그

것이 부과하는 긴장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수행해내는 경험을 통해 달성해낸 자신의

관계적 경험들을 ‘바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의미화한다. 친밀한 사적 관계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장으로 상상되는 ‘진정한 공동체’의 이상은 그 이상적인 형태의 가치

와 그 현실적인 달성의 긴장을,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선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연루시키는 집합적인 실천의 의미론을

구성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화적 논리를 통해 자신들이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인간

관계의 최대치를 설명해내기 위해 분투하며, 그러한 논리가 열어내는 복합적인 실천

의 현장에 자신을 맡긴다.

3) 존댓말과 반말: 두 가지의 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상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관계의 장을 파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규범이다. 언어의 의사소통 규범은 사회적 관계와 연동

되어 있으며,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절한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사소

통 능력’이란 “화자가 가진 어떤 언어의 구조적 규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사

용의 ‘문화적 규칙’에 대한 지식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왕한석, 1996: 30)인 바, 간

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특징적인 언어 사용의 규범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적 세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개별

상황들에 내포되어 있는 관계적 논리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도 하다. 요컨대, 언어 사용의 규범에 대한 지식은 해당 규범이 통용되는 집단의 관

계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인 문화적 지식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작동

하고 있는 언어 사용의 규범을 파악하고자 할 때, 연구자는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이 존댓말과 반말을 사용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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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4> 2019년 5월 24일, 1학년 제주도 도보 여행 중 이동용 버스

하루 동안의 도보 이동 일정을 마무리하고 휴식 장소에서 간식을 먹은 후 학생

들이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해서 서로 반말로 잡담을 나누고 있다. 연

구자는 아직 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마지막 무리의 학생들과 함께 휴식 장소에 떨

어져 있던 간식 껍질을 주워 버스에 올랐고, 버스 승차문 앞에 서있던 1학년 학생

유진이 이를 발견하고는 연구자에게서 간식 껍질을 가져갔다. 유진은 연구자 앞에

서 버스에 탑승해 버스의 가운데 통로의 입구 쪽 끝 지점에 서서 말하기 시작한

다.

유진: 여러분?

일동: (잡담을 점차 멈추고 세영을 바라봄)

유진: 이게 뭐죠? (일동 침묵) 이거 우리가 먹은 것 맞죠?

일동: 네.

유진: 이렇게 버리는 건 간디인의 수치겠죠? 제가 이번에는 버릴 건데, 다들 주의

해주실 거죠?

일동: 네.

유진: 그렇게 합시다.

일동: (다시 잡담으로 돌아감)

<상황 5> 2019년 5월 10일, 강당. 식구총회 상황.

‘식구총회’ 중에 진행을 맡은 학생회장단의 3학년 학생 준형이 마이크를 사용해

서는 안 되는 발언에 마이크를 사용하자, 같은 3학년의 경은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경은: 의사진행 발언인데, 그 상황에서는 마이크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

동 조용해짐) 마이크 쓰지 말아주세요.

준형: 네, 죄송합니다.

(잠시 토론이 진행된 후 다시 원래의 식순으로 복귀함)

준형: 네 그러면 이어서-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경은 쪽을 바라보며) 이거는 마

이크 써서 말해도 됨?

경은: (끄덕임)

준형: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토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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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가지 장면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상황에서,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상이

한 의사소통규범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황

4>에서는 반말의 의사소통규범이 작동하고 있던 ‘1학년 동기생들 간의 잡담’의 의사

소통 상황에 유진에 의해 존댓말의 발화가 던져졌고, <상황 5>에서는 반대로 존댓말

로 이루어지던 의사소통의 상황에 갑작스럽게 반말로 이루어진 발화가 등장했다가 사

라진다. 이들 두 장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은 이처럼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의사소통규범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각각의 상황에 아무런 논리 없이 무작위로 던져

진 것이 아니며, 기존의 의사소통규범에 참여하고 있던 나머지의 학생들(<상황 4>의

경우 나머지 1학년 학생들, <상황 5>의 경우 경은과 나머지 학생들) 또한 이러한 상

이한 의사소통규범을 따르는 발화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나름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다

는 점이다. <상황 4>에서 원래의 의사소통 상황에 새롭게 참여한 유진이 기존에 작동

하고 있던 반말의 의사소통규범과는 다른 존댓말의 발화를 시작하자 나머지 학생들이

이에 맞추어 함께 존댓말로 대답하고 있으며, <상황 5>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

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존댓말의 의사소통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반말로 경은에

게 말을 거는 준형의 시도를 경은 또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언어규칙이 교

차하는 의사소통의 상황은 해당 상황에서 상이한 사회적 관계의 양상과 논리가 해당

언어 규칙에 의해 교차적으로 실물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새로운 언어규칙을 동원

하는 학생들과 이에 대해 반응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상이한 언어 규칙과 그것에 연동

되어 있는 상이한 사회적 관계의 논리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간디고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존댓말과 반말의 상이한 의사소통규범이 함

축하는 사회적 관계성의 논리는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출발지점을

간디고등학교의 핵심적인 의례들 중 하나인 ‘식구총회’에서 찾을 수 있다. ‘식구총회’

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들 중 가장 엄격하게 존댓말의 의

사소통규범이 관철되는 상황이다. ‘식구총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학생회장단과 학생

회장단에게 발언권을 허가받아 발언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존댓말의 언어 규칙을

활용하여 발화한다. 이러한 ‘식구총회’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에서 일종의 공적

의사소통의 상황을 대표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구총회’에서 엄격하게 지켜지는 존

댓말의 언어 규칙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갖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존댓말의 의사소통규범이 표상하는 것은 공

적 의사소통의 사회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식구총회’를 정점이자 가장 포괄적이고 압축적인 예시로 하는 다양한 ‘회의’들에서 평

소 자신들이 동기와 선후배들에게 사용하는 반말의 의사소통 규범34)이 아닌 존댓말

34)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선후배들과 대화하기 위해 주로 반말의 언어 규칙을 사용한

다는 것은 존댓말과 함께 또 한 가지의 사회적 상황을 표상하는 의사소통규범의 활용

으로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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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 규칙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회의의 의사소통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아리들 중 친목적 성격이 강한 동아리들일수록 회의 상황에서도

반말을 기본적인 의사소통규범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이처럼 반말을 기본

적인 언어 규범으로 하는 동아리들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회의 상황에서 학생들은 보

다 공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를테면 공적 사안에 대한 투표 등)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구현하고자 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특정한 상황적 정의에 맞추어 학생들이 특정한 의사소통규범을 활용할 줄

알고, 역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그에 맞는 의사소통규범을 활용

할 줄 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서 소개한 <상황 4>와 <상황 5> 또한 이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맥락에 비추어볼 때, <상황 4>에서 유진은 간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공적인 상황에 대한 정의를 구

현하기 위해 ‘회의’의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의사소통 규범인 존댓말을 활용하고 있으

며, <상황 5>에서 준형은 경은이 자신의 실수를 지적함으로써 발생했던 긴장을 완화

하기 위해 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와는 상이한 의사소통의 규범을 활용하여 경

은에게 말을 건네고, 이를 경은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별다른 명시적인 신호들이 없이 존댓말과 반말의 언어규범을 오가며 특정한

사회적 상황의 논리에 맞추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양상은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

계에서 존댓말을 사용해야하는 사회적 상황과 반말을 사용해야하는 사회적 상황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적 세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처럼

구분되는 상황적 논리에 따라 상이한 자아가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것을 일종의 체화

된 문화적 지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존댓말과 반말이 각각 표상하는 상이

한 관계적 양상들을 오가며 해당 상황에서 그에 맞는 관계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간

디고등학교라는 전체적인 사회적 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존댓말과 반말의 언어 규범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특히 처음 입학했을 때에 학교에서 느낀 ‘다름’의 감각의 중

요한 근거들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학생들의 언술에서 존댓말을 사

용하는 상황의 경험과 반말을 사용하는 상황의 경험들은 공통적으로 간디고등학교에

서 이들이 경험한 사회적 관계의 양상이 ‘일반 학교’와는 달리 ‘평등’하다는 느낌을 갖

게 되는 이유들로 빈번하게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언술들에서 학생들이 구술

하는 ‘평등한 사회적 관계’의 경험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학생들은 주

로 ‘식구총회’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식구총회’의 사회적 상황이 모두가 평등하게 의

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테면, 1학년 효민은 ‘식구총

회’의 경험이 ‘일반 학교’에서와는 달리 자신 또한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였다

는 점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반말의 경험을 ‘평등한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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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경험으로 구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학생들은 간디고등학교에서는 다른

학년의 구성원들끼리도 모두 함께 반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그러한 경험의 근거로 언

급했다. 예를 들어, 1학년 태은은 모두가 반말을 사용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의사소통

규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인터뷰> 2019년 11월 16일, 1학년 태은

태은: [간디고등학교에] 와서 되게 좋았어요. 같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체가. 예전 학교에서는 사람이 몇백 명 있는데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모

르는 사람들은 인사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여기는 소수이면서

같은 공동체고.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연구: 다 같이 공동체라는 걸?

태은: 네. 선배들이랑도 편하죠, 아무래도. 반말 쓰고. 보통은 다 반말 써요.

태은의 언술에서, 태은에게 선배들과 반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연령 상의 위계 관

계 속에 위치하는 선배들과 ‘편하’다는 것의 근거로 여겨지는 동시에, ‘다 같이 공동

체’라는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태은은 이러한 경험

적 근거를 바탕으로, 간디고등학교에서 “계속 이야기해주”는 ‘다 같이 공동체’라는 관

계적 세계의 이미지에 설득된다. 다시 말해, 태은에게 반말이라는 특정한 의사소통규

범의 경험은 ‘일반 학교’(태은의 표현에 따르면 ‘예전 학교’)에서와는 다른 평등함의

감각의 원천이자,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관계성의 경험이 ‘일반 학교’와의 대

비 속에서 정의되는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으로 연결되는 실감을 제공한다.

요컨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학교의 사회적 장에서 경험하는 존댓

말과 반말의 상이한 의사소통규범은 공통적으로 평등과 탈위계의 경험으로 이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때, ‘식구총회’로 대표되는 다양한 공적 사회적 상황에서의 상호

존댓말의 언어 규칙과 일상생활에서의 상호 반말의 언어 규칙은 한 쪽이 존댓말을 사

용하고 다른 쪽이 반말을 사용하는 일방향적 존댓말-반말 관계를 통해 수립되는 위계

적 관계와의 대비 속에서 ‘평등한 사회적 관계’의 실감을 생산해낸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의사소통규범이 표상하는 ‘평등한 사회적 관계’의 구체적인 관계적 양상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태은의 언술에서도 드러나지만, 반말의 사용 경험으로부터 발생

하는 평등의 감각을 구술하는 학생들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러한 평등의 감각을 친밀

성과 연관되는 표현들을 통해 언급했다. 이들에게 있어 선배들과도 반말을 사용한다

는 관계성의 경험은 그들이 서로 ‘편하’고,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

겨졌으며, 이들의 구술에서 이러한 경험과 연관되는 공동체적 관계성의 양상은 앞서

‘옷바꿔입기’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전면적인 상호 이해와 친밀한 인

간 관계에 대한 상상과 결속되어 있다. 이와 달리, ‘식구총회’ 등의 사회적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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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되는 존댓말의 경험과 연관되어서 구술되는 경우, ‘평등한 사회적 관계’의 실감은

친밀성과는 다른 종류의 감각과 주로 연관되었다. 이어지는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

겠지만, 이러한 경우 평등함의 감각은 공적인 정치공간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경험

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사적인 친밀성보다는 공적인 무념성의 문화적

논리에 기반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존댓말과 반말의 의사소통규범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간디고등학교라는 사회적

상황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관계적 세계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들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반말과 존댓말의 상이한 언어 규칙을 오가며 의사소통에 참여한

다는 점은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가 각각의 의사소통규범이 표상하는 상이한 관

계적 논리가 중첩되어 작동하는 복합적인 형태를 띤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각각

의 언어 규칙의 사용 경험으로부터 서로 구분되는 ‘진정한 공동체’의 감각을 획득하는

양상은 이처럼 상이한 관계적 논리들이 그것에 기반하여 정의되는 이상적인 관계성에

대한 상상, 특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감각되는 평등함에 대한 상상을 ‘진정

한 공동체’의 추구에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요

컨대,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세계에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실감을 제공하

고 학생들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들에 참여하도록 추동하는 동인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상을 그 자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소절에서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관계적 실천들의 양

상에 주목하여,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세계가 어떠한 문화적 논

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러한 관계적 세계에서, 집단주의적 공동생

활의 추구가 제공하는 밀도 높은 공동체적 상호작용의 조건 위에 전인적인 상호 이해

혹은 타자성의 전면적인 수용에 기반한 사적 친밀성의 관계에 대한 추구와 함께 공적

평등성에 대한 감각에 기반한 관계에 대한 문화적 논리가 접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관계적 세계 속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특정한

문화적 논리들을 반영하고 있는 일련의 의례화된 상호작용의 방식과 규범들에 참여하

면서 이로부터 ‘진정한 공동체’의 경험을 발견하는 한편,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에 대

한 상상을 구현해내기 위한 실천들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는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간

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성의 추구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간디고등

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의례들 중 하나인 ‘식구총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식구총

회’는 간디고등학교에 존재하는 상이한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상상이 압축적으로 재

현되어 있으며, 그것의 주기적인 연행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상상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핵심적인 장이고, 존댓말의 사용이 표상하는 공적 평등성의

관계성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상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식구총회’는 학

생들이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개인’과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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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으로서의 ‘진정한 교육’을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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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구총회’: 대안적 의례와 진정성의 수행적 경험

‘주를 여는 시간’과 함께 간디고등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의례인 ‘식구총회’는 간디고

등학교라는 공동체를 압축적으로 표상하는 의례로서,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례들 중 하나이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성의

추구를 분석하는 이 장의 말미에서 ‘식구총회’를 별도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

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먼저, ‘식구총회’는 간디고등학

교에서 특정한 사회적 관계성의 논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상황이며, 이러한 관계성

의 논리가 의례화된 절차와 다양한 미시적인 행위 규칙들로 제도화되어 있는 의례이

다. 따라서, ‘식구총회’의 절차와 행위 규칙들에 대한 분석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

하는 특정한 관계적 논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식구총회’는

간디고등학교라는 사회적 세계의 핵심적인 공적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관계적 자아를 수행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대안적인

가치들을 논의하고 실현시키는 존재로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서 간디고등학교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확인시키는 기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식구총회’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교육’을 수행적으로 경험하는 현장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속성

을 중심으로 ‘식구총회’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과 진정성의 추구에서 어떻게 작

동하는지를 분석한다.

1) ‘무념성’을 연행하기: ‘사적 연극’ 위의 ‘공적 연극’

‘식구총회’(‘식총’)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간디고등학교의 강당에 교사와 학생 모

두가 모여 학교의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한 소식들을 공유하며, 필

요할 경우 토의와 표결을 거쳐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의례이다.35) 강당의

35) ‘식구총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명칭의 사용과 관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금요일 2시에 열리는 전체 구성원들의 회의는 ‘식구총

회’만이 존재했으나, 2018학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전체 구성원들 간의 일련의 논의 과

정을 거쳐 ‘학생총회’와 ‘식구총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었다. ‘식구총회’와 ‘학생총

회’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참여자의 구성으로, ‘식구총회’는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반면 ‘학생총회’는 그 참여자들이 1, 2, 3학년 재학생들로 제한된

다. 2018학년도 ‘식구총회’와 ‘학생총회’ 회의록을 참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 두 형태의

‘총회’가 역할과 빈도에 있어서 복잡한 조정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연

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한 2019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주 ‘학생총회’가 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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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면을 차지하는 무대 앞에 ‘식구총회’를 진행하는 학생회장단이 앉고, 그 양 옆으

로 거리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은 학생과 안건 및 표결 결과가 기록되

는 대형 칠판을 관리하는 서기가 자리하며, 나머지 학생들이 무대를 바라보고 ‘ㄷ’자

형태로 둘러앉는 것이 ‘식구총회’의 기본적인 자리 배치이다.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면, 학생회장단의 안내로 ‘식구총회’가 시작된다. 식순은 출석 확인과 식수 조사

를 시작으로, 매 회차의 ‘식구총회’마다 구성원 한 명이 무대 앞에 나와 다른 구성원

한 명을 ‘좋아한다’며 지목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하는 ‘난 니가 좋아’36)

와 다양한 학교 내의 소식들과 공지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간디인의 한마디’

로 이어진다.

‘간디인의 한마디’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그 날의 안건이 다루어지는 시간이 이

어진다. 안건이 다루어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학생회장단이 발의된 안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안건의 발의자가 무대 앞으로 나와 자신이 발의한 안건의 내용과

그 취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청중의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

루어진 다음, 토론이 시작된다. ‘토론 안건’의 경우 토론이 마무리되면 안건에 대한

을 기본적인 형태로 하여,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식

구총회’가 열리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유형의 ‘총회’들은 그 행위규범이

나 의례적 특징, 다룰 수 있는 안건의 종류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참여자의

구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학생총회’가 ‘식구총회’보다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에

도 ‘학생총회’가 보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유형의 ‘총회’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오히려 이

를 기본적인 ‘총회’의 세팅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은 ‘식

구총회’에 비해 낮은 참여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식구총회’에 참여하는 교사들 또한 학

생들에 비해 압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대체로 교사회의 입장을 대표자가 발

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식구총회-학생총회’의 의례적

구성과 운영방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료는 ‘학생총회’에 대한 참여관

찰을 다수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식구총회’를 그 원형적 모델로 삼는다. 또한 이러한 의

례를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생총회’와 ‘식구총회’를 총칭하는 일반명사로

‘식구총회’를 사용하며, 특정한 상황을 인용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총회’와 ‘식구총회’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식구총회’라는 명칭이 갖는 상징성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

미의 분석적 가치 때문이기도 하다.

36) 이 때, 지목된 구성원은 다음 회차의 ‘식구총회’에서 무대 앞에 나와 다음 구성원을

지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난 니가 좋아’의 의례에서 주목할 한 가지 점은 이 때

에 ‘좋아하는 이유’로 어떠한 것이든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연구자가 참여관찰

을 수행한 기간 동안 ‘난 니가 좋아’를 진행한 한 학생은 자신이 지목한 다른 구성원을

‘좋아하는 이유’로 “어제 인사해줘서요”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대에서 발표하

는 내용으로는 어떠한 것이든 좋다’는 방침은 간디고등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

되는 (혹은 이 경우에서처럼 잠재적으로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무대/발표의 상황이 제도화되어있을 때, 그에 대한 참여의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기 위

한 용도로 반복적으로 원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발표할 수 있는 ‘주를 여는 시간’에서도 반복되며, ‘식구총회’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발언

을 독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된 ‘이벤트 식총’의 규칙들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벤트 식총’의 규칙에 대해서는 III장의 1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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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또한 종료되지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토론에 이어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안건에 대한 논의가 모두 종료되면 ‘간디인의 한마디’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실무적인 공지사항들이 발표자들에 의해 별도로 준비된 순서 없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안내되는 ‘함께 나눠요’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식구총회’는 종

료된다. 다루어야하는 안건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식구총회’는 10-20분 만에 종료되

기도 했으나, 발의된 안건이 많거나 개별 안건에 대한 토의가 길어지는 경우 2시간에

가깝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말을 맞아 귀가하는 학생이 ‘식구총회’가 종료되

기 전에 집으로 출발해야하는 경우 이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 중간에 ‘먼저 식구총회

를 이탈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양해 인사를 하고 먼저 떠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식구총회’에 참여하는 것은 간디고등학교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의

무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이유 없이 ‘식구총회’를 빠지는 것은 실제적인 제재를 받거

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

‘식구총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것이 매우 세분화되어있는 의례화된 절차와 미시

적인 차원에서 참여자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식구총회’의 사회적 상황에서 지켜야하는 행위 규범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의사소통규범으로서의 존댓말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 중 하나

는 ‘식구총회’가 시작되는 장면이다. 금요일 오후 2시가 다가오면, 학생들은 하나둘씩

강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강당의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은

학생들은 각자 잡담을 나누기 시작하고, ‘식구총회’의 진행에 쓰이는 마이크 등 음향

장비를 준비하는 방송부 학생들은 강당에 음악을 튼다. ‘식구총회’가 시작되기 직전이

되면, 학생회장단과 서기 등 ‘식구총회’를 진행하는 구성원들까지 모두 제자리에 앉은

상태로 강당은 음악소리와 학생들의 잡담 소리로 가득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식구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음악이 꺼지면서 학생회장이 발화하는 개회 선

언이다. 학생회장은 마이크를 통해 “OOO번째 식구총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발화하

고, 이를 신호로 ‘식구총회’가 시작된다. 이 발화를 시작으로, ‘식구총회’에서 학생회장

단이 마이크를 통해 말하는 모든 발화와 학생회장단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이루어지

는 모든 발화는 존댓말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학생회장은 반말들로 이루어지던

잡담의 의사소통 상황에 “OOO번째 식구총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존댓말을 던짐으

로써, 새로운 의사소통규범을 요청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상황의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러한 신호에 맞추어, 학생들은 자신들이 (반말이 사용되는) 일상의 관계적

상황과는 다른 사회적 관계의 장에 진입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자신 또한

(존댓말로 발화하는) 상이한 자아를 작동시켜야 함을 파악한다. 반말에서 존댓말로의

의사소통규범의 이행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성의 상황에서, 학생들은 공

적 주체들로서 상호작용에 참여해야함을 이해하고, 명시적인 규칙의 공표 없이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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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성의 표상인 존댓말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시작한다.37)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식구총회’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러한 존댓말의 언어 규칙이

특정한 신체적 규칙과 연동되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구

총회’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식구총회’의

상황에서, 협소한 공간의 문제나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 학생들은 식당의 의자

를 가져와서 의자에 앉거나 강당에 비치된 피아노 의자에 앉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

수의 구성원들은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다. 발언권은 구성원들이 손을 들어 신청

하며, 학생회장단에 의해서 발언자가 지목되면,38) 교사를 포함한 모든 발언자는 존

댓말을 사용한다. 주목할 점은 이처럼 발언을 할 때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든 바

닥에 앉아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로

바꾸어 앉아 발언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무릎꿇기’

의 신체적 규칙은 거의 모든 공식적 발화 상황에서 예외 없이 지켜졌던 존댓말의 언

어 규칙보다는 덜 엄격하게 지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변

주들을 통해 관철되었다. 이러한 ‘무릎꿇기’의 규칙과 관련해서 한 학생은 비공식적

대화 상황에서 흥미로운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종종 서서 말

하려고 했던 한 교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신체적 표현이 “가르치려는 것 같”

은 느낌을 준다고 언급한 것이었다. 이는 ‘무릎꿇기’의 신체적 규범이 존댓말의 언어

규칙과 유사하게, “가르치려는 것 같”은 느낌이 표상하는 위계성과의 대비 속에서 평

등한 관계성의 표현으로서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무릎꿇기’는 참석

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앉아있는 상황에서 발언을 하게 될 때 서로 다른 발언

37) 이러한 의사소통규범의 이행은 앞서 소개한 <상황 4>에서 유진이 반말로 잡담을 나

누던 동기들에게 존댓말의 의사소통규범을 제안하면서 ‘회의’의 프레임을 작동시킨 장면

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진의 행동으로부터 존댓말의 의사소

통규범이 통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의례로서 ‘식구총회’가 그것이 표상하는 사회적 관계

성의 모델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8) 이처럼 발언권이 배분되는 국면에서, 마이크를 통해 발화되던 학생회장단의 존댓말이

발언권을 허락받은 발화자의 존댓말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식구총

회’의 의사소통 상황은 이처럼 ‘마이크를 사용하는 학생회장단의 존댓말’-‘발언권을 허락

받은 발화자의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존댓말’들의 연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점에

서, 학생회장단에 의해 부여되는 ‘발언권’이 학생회장단이 사용하는 ‘마이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회장단이 사용하

는 ‘마이크’는 ‘식구총회’의 상황에서 공적 발언권을 표상하는 물건이며, 학생회장단에

의해 발언권이 배분될 때 이는 사실상 ‘마이크’가 개별 발화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되

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한 <상황 5>에서 경은이 준형의 마이크 사용 방식에 대해

일견 공격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정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일정 수준

정당한 이의제기로서 준형에 의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마이크’가 ‘식구총회’

상황에서 ‘발언권’ 그 자체의 비유적 표상물로서 높은 의례적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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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에 발화 자세의 높낮이로서 표상되는 수직적 위계의 발생을 저지하고, 추측컨

대 동시에 발언자와 청중 사이에서도 – 이를테면 모두가 일어서서 발언할 경우에 –

발생할 수 있는 위계를 경계하는, 사소하지만 분명히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

로 제도화된 규칙인 것이다.

이처럼, ‘식구총회’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구체적인 발화는 거의 항상 ‘손들기-발언권

의 획득-무릎꿇기-존댓말’의 일련의 신체적‧언어적 규칙들이 연동되어 이루어지며,

이러한 미시적인 행위 규범들은 통해 해당 사회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평등성의 관계

적 논리를 구현해내고 학생들이 이를 실감의 영역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평등성’의 발화규칙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관계성의 감정

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3학년 선빈은 무릎을 꿇고 말하는 ‘식구총회’ 상황에서의

신체적 규범에 대해 연구자가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경험을 연구자에게 공유했다.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선빈: 처음에 저는, 무릎 꿇는 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식구들한테 물어봤었단 말

이에요? 되게 그 때는 식총이 엄청 새로워 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왜, 발

언할 때 무릎 꿇고 해?’ 하니까, 이제, 그 때는 옆에 의자가 없었으니까,

다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손을 들어도,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하니까.

무릎을 꿇어서 몸을 조금 높이면서, 높이는 게 아닌데, 살짝, 머리를 하나

올려서, ‘내가 말할 거야’, 이러면서, (웃음) 하는 것도 있고, 뭔가. 그 전체

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조금, 예의 발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였어요.

선빈의 언술은 ‘무릎꿇기’라는 의사소통규범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학습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빈의 언술을 통해서,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사소통규범들로서 존댓말과 ‘무릎꿇기’가 표상하는 관계성의 감정적인 차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포착할 수 있다. 선빈은 존댓말과 연동되어 있는 신체적 규

칙인 ‘무릎꿇기’에 대해 자신이 배운 바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발언권과 평등성을

표상하는 동시에 “전체한테 말을 하는” 상황에서 표현해야하는 ‘예의’와 관련되어 있음

을 구술한다. ‘식구총회’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규범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지식으로

부터, 특정한 의사소통규범과 그것이 표상하는 평등한 사회적 관계성의 논리가 ‘전체

한테 말을 하는’ 공적인 상황에서 지켜져야 하는 일종의 ‘거리두기’(‘예의’)를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고 있으며, 반말의 언어규칙이 표상하는 전면적인 친밀성의 관계적 논

리와 상반되는 관계성에 대한 감정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반말로 이루어지던 잡담의 의사소통 상황이 ‘식구총회’의 시작과

함께 존댓말과 ‘무릎꿇기’의 의사소통규범이 작동하는 상호작용의 상황으로 이행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규범의 전환을 의미할 뿐 아니라 ‘친밀성의 관계적 논리’가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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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계적 상황으로부터 ‘예의’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공적인 거리감’의 감정적 논리

가 작동하는 관계적 상황으로의 이행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식구총

회’의 시작이 알리는 새로운 관계성의 상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말의 의사소

통규범이 표상하는 밀도높은 사적 친밀성의 그것과 대비되는 감정적 경험과 태도에

대한 수행적 경험을 특징으로 한다.

<인터뷰> 2019년 11월 27일, 2학년 혜율

혜율: 식총에서 제가 혼자 다른 얘기를 하면, 소수이긴 소수란 말이에요? 항상

약간, 저도 조금 이상적인 면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소수라면 제 의견을 얘기하고, 설득시키려고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식총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저와, 제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손들고 말하는 저는,

식총에서 손들고 말하는 저는 여기에 있고,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옆

에 앉아 있는 친구의 친구인 저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하고 토론을 할 때 의견이 갈려도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

고. 그래서 인간 관계가 별로, 그, 의견 갈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리고 [혜율이 졸업한 대안]중학교는 훨씬 더 심하거든요? 어리잖아요, 애

들이. 그래서 그걸 그 때 너무 심하게 겪어서… 피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웃음) 그러니까, 싸움이 나지 않는 법도 알고. 속상하면, 어떻게 이야기

해야하는 지도 아는데, 제가 잘 속상함을 느끼지 않구, 일단. 서운함을 잘

느끼지 않아요. (웃음) 쟤는 그냥 그렇지, 나는 이런데, 이러고 말아요. 부

딪히면 그냥 그걸로 끝.

혜율의 구술은 ‘식구총회’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성이 야기하는 감정적 경험의

측면을 보여준다. ‘식총’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구술하면서, 혜율은 의사

소통규범의 비유를 통해 서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성의 논리 하에서 규정되는 상이한

자아의 존재를 포착해낸다. 혜율이 자신의 구술에서 사용하는 표현인 “식총에서 손들

고 말하는 저”는 ‘식총’의 상황에서 관철되는 발화규칙을 통해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

서 요구되는 공적 관계성 속의 자아를 가리키며, 그것과 대비되는 자아로 언급되는

“여기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친구인 저”는 ‘친구’라는 친밀한 관계성의 표현을 통해 사

적 친밀성의 관계에 참여하는 자아를 가리키고 있다. 혜율은 이처럼 ‘식총에서 손들

고 말하는 저’와 ‘여기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친구인 저’를 구분함으로써, ‘식총’의 공

적 의사소통이 일상 생활에서의 친밀한 인간 관계에 참여하는 후자가 참여할 수 없

는, 공적인 사회적 관계성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사회적 상황에서, 의견의

충돌이 야기하는 갈등은 온전히 공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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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혜율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견 갈리는 것”

은 “인간 관계”로 흘러넘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식구총회’라는 상황을 특징짓는

감정적 태도가 이러한 ‘인간 관계’의 감정적 차원이 틈입하지 않는 ‘무념성’을 그 핵심

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혜율의 언술은 그 두 가지의 상이한 사회적 자아가 사실 구분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혜율도 말하고 있듯이, ‘식총에서 손들고 말하는

저’와 ‘여기 옆에 앉아 있는 친구의 친구인 저’는 동일한 식구총회의 사회적 상황에서

혜율이라는 주체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견 갈리는 것’이 야

기하는 긴장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인간 관계’의 영역으로 흘러넘친다. 혜율의 언술에

서, 사적인 친밀성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감정적 유대와 관계적 기대를 서로에게 가지

고 있는 ‘친구’와 ‘식구총회’라는 공적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충돌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며, ‘서운함’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쟤는 그냥 그렇지, 나도 이런데, 이러고 말아요. 부딪히면 그냥 그걸

로 끝”이라는 혜율의 구술은 사실 이러한 중층적인 감정적 논리가 상황적으로 공존하

는 사회적 상황에서 그가 체득한 ‘피하는 법’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

에서, 혜율의 말은 상이한 자아와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상이한 사회적 관계성의 논

리를 명확하게 언어화할 뿐만 아니라, 그 상이한 자아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한 학생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이러한 상이한 사회적 관계성이 부과하는 관계적

규범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긴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혜율이 보여주는 일종의 체념적인 후퇴의 태도는 학생들이 이러한 상

이한 사회적 관계의 요구 앞에서 기대를 조정하고 적응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혜율은

이 두 가지의 자아를 (사회적 관계 속의 행위자로서의 자신 안에 존재하는) “다른 부

분”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역설적으로 혜율의 구술은 이러한 두 가지의 자아가 결코

‘다른 부분’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다른 부분’으로 구분해내라는 상이한 관계적

논리가 그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혜율의 언술은 ‘식구총회’가 구현해내는 사회적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관계

성의 논리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들은 ‘식구총회’에 참여하면서,

전면적인 친밀성과 평등함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진정한 인간 관계’에 참여하는 존재

인 동시에 공적인 평등성을 달성해내는 거리감의 연극에 참여하는 존재들로서의 역할

을 수행적으로 경험한다.39) ‘공적 무념성’을 의사소통적 특징으로 하는 ‘식구총회’의

39)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대안교육’은 무엇보다 ‘공동체적 교육’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기왕의 논의들에서 특히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구총회’의 의

례는 이러한 ‘공동체적 교육’의 표상으로 여겨져 왔다(양희창, 2001; 여태전, 2002

등). 그러나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효과는 대

체로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문화적 해명의 대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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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황은 역설적으로 ‘사적 친밀성’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

며, 그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한다는 규범을 학생들에게 부과한다. 이 때,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한다는 규범은 역설적으로 더욱 드라마틱하게 그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생활세계를 공유하며 그 생활세계

속에서 모두 서로 앞에 무대 위의 배우로 서고, 그 안에서 전면적인 친밀성을 일종의

문화적 가치로서 연행해내야 하는 이들에게, 공적인 관계성의 문화적 논리에 복무하

는 것은 긴장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식구총회’의 사회적 상황은 친밀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진정한 인간 관계’를 연행적으로 구현해내는 ‘사적 연극’ 위에서 안간힘

을 쓰고 올려지는 ‘공적 연극’의 양상을 띤다. 유난히 긴장이 높거나 긴 시간 동안 진

행된 ‘식구총회’가 종료될 때 터져 나오는 안도의 한숨들은 이러한 심리적 긴장이 해

소되면서, 학생들이 ‘사적 친밀성 위의 공적 연극’을 마치고 다시 ‘사적 연극’으로 돌

아가는 순간을 보여준다.

이처럼 ‘식구총회’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상충되는 관계성의 논리는 간디고등학

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적

연극’과 ‘공적 연극’은 ‘식구총회’가 압축적으로 재현해내는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사

회적 경험의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상황 6> 2019년 5월 9일. 기숙사 묵학관. 교내소식지 동아리 ‘봄’ 22기 신

입기자 선발 면접

생활총화 의례에서 사회성(sociality)이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하는 연구에

서, 정향진(2020)은 생활총화의 의례 속에서 특정한 문화적 논리가 의례화된 절차와

행위 각본의 수행을 통해 특정한 사회관계적 현실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인다. 그는 이

처럼 생활총화의 의례에 문화적 논리로서 유입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토착적 이해”

로서 “공동체의 이중모델”(정향진, 2020: 162)을 제시하면서, 이에 주목해온 촌락 사

회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정향진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고 있

는 브란트(2011)의 연구는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의사소통 양식을 관련시키면서, 유교

식 예의범절, 체면, 자기억제가 주가 되는 의사소통의 행위 양식과 평등성, 격의 없음,

감정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행위 양식이 한 사람에게 모두 체화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별 어려움 없이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두 양식 사이를 오가며 적절하게 행동했다

고 보고했다(브란트, 2011). 정향진은 전통사회에서 서로 다른 관계성에 각각 적용되

면서 상당히 독자적으로 작용하면서 병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공동체 구성의

두 원리가 근대 국가사회에 와서 하나의 조직에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 주장한다(정향진, 2020: 163-16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간디고등학교 또한 ‘진

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 속에서, 공동체의 이중모델이 합쳐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대안학교를 문화적 실천이자

그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심리적 모델을 투영하여 수행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대안교육은 문화적 진공 속에 있지 않으며, 그

것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심층적인 문화심리적 관념이 투영된 현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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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학관 안의 분리된 열람실 공간에 ‘봄’의 기존 구성원들이 모여있다. 신입기자

선발을 위해 지원자들에게 제시했던 글쓰기 과제를 미리 나눠읽고 면접 전 의견

을 교환하고 있다.

동욱: 그럼 우리 몇 명 떨어뜨려야 하는 거야?

하늘: 두 명? 한 명?

종원: 근데 OO이가 보낸 건 좀 별로더라.

효선: 주제를 아예 이해를 못했어.

청하: 하늘이 방 같이 쓰는데. (웃음)

효선: 야, 감정 싣지 마, 감정 싣지 마. (웃음)

(중략)

하늘: 그럼, 이제, 결정해볼까요?

청하가 면접에서 떨어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OO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그와 방을 같이 쓴다고 말하는 장면은 앞서 다룬 바 있듯이 밀접한 사적 친밀성의 공

간으로 표상되는 방을 ‘OO이’와 함께 쓰는 하늘이 ‘OO이’를 떨어뜨리게 될 때 감수

해야할 불편한 감정과 관계에서의 어색함을 예시한다. 이러한 장면은 동아리 구성원

선발이라는 공적 의사결정의 상황이 밀도 높은 간디고등학교의 공동생활의 조건에서

방을 함께 쓰는 사적인 관계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효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에서 학생들은 수시로 ‘감정을 실어야 하는’ 관계

들 위에서 ‘감정을 싣지 않는’ 관계들을 연행해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한다. 이처럼

사적인 친밀성의 관계들을 추구하는 밀도 높은 집단주의적 공동생활의 관계적 세계에

서, 학생들은 감정을 싣지 않는 ‘무념성’을 연행해내야 하는 ‘공적 연극성(public

theatricality)’의 상황들에 놓인다.

그러나 앞서 혜율의 언술에 대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무념성의 공적 연

극’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중층적인 공동체의 의미론이 작동하고 있는 ‘식구총

회’의 관계적 상황에 대해 다루면서 이 절에서 소개한 다양한 제도들과 상황들은 이

러한 상충하는 의미론이 야기하는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안건을 두고 벌어지는 공적

토론이 시작되기 전 이루어지는 ‘난 니가 좋아’의 의례는 무작위로 지목되는 구성원들

이 서로에게 ‘좋아한다’고 말할 것을 요구하는 ‘친밀성’의 논리가 공적 연극 아래에 작

동하고 있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작동하고 있어야 함’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앞

서 소개한 혜율의 언술은 자신이 ‘식총에서 손들고 말하는 저’로서의 공적 자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구인 저’로서의 사적 자아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황

5>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사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작동시켜 경은의 불만을 완화하며

상황을 유화시키고자 한 준형의 시도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처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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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들의 우주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층적인 연극의 존재를 압축적

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념성’을 특징으로 하는, 긴장을 감수하고 이루어

지는 ‘공적 연극’이 학생들의 학교 경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

져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어

떠한 감각을 획득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회적 세계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긴장이

내포된 연극에 참여하는가? 무엇이 이들을 추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러한 관계성의 양상이 압축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식구총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필

요가 있다.

2) 대안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개인, 공동체, 교육의 의례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유용한 예시들 중 하나는 간디고등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

안적 가치’로서 추구되는 ‘생태’와 ‘환경’에 대한 존중이 구현되는 방식일 것이다. 간디

고등학교에서, 이 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주체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인 ‘지구특공대’와 학생회 집행부 산하에 새로이 신

설된 ‘환경부’이다.40) 이들은 매 학기 초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세면제품과 화장품들

의 성분을 조사하고,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이들 중 ‘환경 제품’으로서 학교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품목들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들은 이를 위해 특정한 성분이 환경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추구를 학생들의 욕

구와의 관계 속에서 조율해내기 위해 학생들이 세면제품과 화장품들의 어떠한 성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품목들에 대한 필요를 가장 갈급한

것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또한 수행했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용 가능 품목’들을 ‘식구총회’의 ‘간디인의 한마디’를 통해 공포했으며, 이러한 규약

을 준수해줄 것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부탁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 전

반에 대한 사항들을 규율하며, 학생들이 ‘식구총회’를 통해 스스로 제정하고 개정하는

‘공동체 약속’에는 이러한 ‘사용 가능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환경 제품’들을

사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비-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발된 학생들은 해당 제품들을 ‘환경부’ 부원들에게

압수당했으며, ‘환경부’는 학기의 마지막 ‘식구총회’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이들이

40) 기존에 이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던 주체는 ‘지구특공대’였으나, ‘지구특공

대’의 동아리로서의 지위가 이러한 권한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

하여, ‘지구특공대’의 요청으로 ‘환경부’가 학생회 집행부 산하의 공식 기구로 출범했으

며, ‘지구특공대’가 수행하던 규칙의 제정과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의 역할을 이관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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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스크랩해온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전체 구성원 앞에서 ‘비-환경

제품’ 사용에 대해 사과한 이후 압수되었던 각자의 제품들을 반환받는 자리를 마련했

다.41)

이처럼 ‘생태’와 ‘환경’이라는 ‘대안적 가치’가 ‘식구총회’와 학생회로 대표되는 학생

들의 공적 의사소통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공적 규범의 설정과 그에 의한 제재를 통

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간디고등학교에서 ‘무념성’의 ‘공적 연극’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

준다. ‘생태’와 ‘환경’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지만, 간디고등학교에서 ‘대안적 가

치’로 설정되어 실천되는 대부분의 가치들이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거쳐 구성원들

의 집합적인 실천으로 변환된다. 다시 말해, ‘식구총회’를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하는

구성원들 간의 공적 의사소통, 혹은 ‘공적 무념성의 연극’은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으

로 변환해내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그것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관계성의 핵심적인

속성을 구현해낸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전면적이고 밀도 높은 ‘사적 친밀성’의 문화

적 논리와 함께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의 핵심적인 의미론을 구성하고 있는 ‘공

적 무념성’의 문화적 논리가 단순히 평등성의 구현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진

정한 공동체’의 추구에 핵심적인 지점을 구성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공적 무념성’의 문화적 논리에 근거한 관계성의 영역은 간디고등학교에서 ‘대

안적 가치’들이 집합적인 실천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들의 범

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율들을 도입할 것이며, 이를 어떻

게 관철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답하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 무념성’의 문화적 논리가 작동하는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성의

41)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에서 핵심적인 가치인 ‘환경’이 학생들의 자체적인 공적 의사소

통의 장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규칙의 제정과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제재를 통해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는 점은 중요하다. 대안학교에서 ‘대안적 가치’로서 추구되는 가치

들은 그것의 내용만큼이나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실천의 방식들에 대한 분석

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가치들이 이를테면 교사의 강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혹은 앞서 설명한 경우에서처럼 학생들의 유사-시민사회적인 자체적인

공적 규범의 설정과 그에 의한 제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는 그러한 가치가

추구된다는 사실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간디

고등학교에서 주목할 점은 ‘생태’와 ‘환경’을 비롯한 이와 같은 ‘대안적 가치’들이 대체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생활 규범들로서 실천되며, 이를 규율하는 공동체

의 공적 규약을 경유한 제재를 통해 주로 관철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와 같은 가치들은 대체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규율’의 주체로서의 ‘공동체’ 간의 갈

등으로 변환되어 경험되고 이해된다. 요컨대, 간디고등학교에서 대안적 가치들이 논의

되고 실현되는 방식은 이것을 공동체의 생활 규약으로 설정하여 관철시키고자 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동체적 압력’과, 개인의 욕구의 의미론을 근거로 이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관점에서 역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의 선택 사이

의 길항 관계 속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 길항 관계가 만들어내는 공적 논의와 긴

장 관계를 통해서 경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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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대안성’과 ‘진정한 공동체’를 수행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경험의 구조를 제공한다. 먼저, 학생들은 이러한 관계적 영역에 참여함으

로써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적 가치’들의 추구의 구체적인 과정에 참여하

는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한다. 또한, 학생들이 이처럼 ‘대안적 가치’를 실현해내고자

하는 집합적인 실천으로서 간디고등학교를 이해할 때,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공

적 무념성’의 의사소통규범과 관계적 논리는 그러한 가치들을 집합적인 실천들로 구

현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조건으로서의 평등성에 대한 감각을 수행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총회’에서 재현되는 ‘무념성’의

관계적 논리는 그것이 발생시키는 긴장을 감수하고서라도 관철시켜야할 집합적 노력

의 산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식구총회’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있어 ‘대안적 가

치’를 고민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천들로 실물화해내는 사회적 경험의 반복적인 의례

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서의 ‘식구총회’는 독립적인 주체들로서 공적 발화

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진정한 개인’의 이미지와, 이들이 ‘공적 무념성’

의 관계적 논리에 따라 평등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안적 가치’들을 구

현해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공동체’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재현되

는 의례이며, 이러한 의미론이 압축적으로 구현되어 학생들의 경험의 영역으로 변환

되는 사회적 상황이다. 다시 말해, ‘식구총회’는 ‘일반 학교’와 대비되는 총체적인 경

험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를 압축적으로 구현해낸다. 학생들은 공적 의사소통의 장에

독립된 주체들로 참여하는 ‘진정한 개인’의 의미론을 수행적으로 경험하며, 공적인 평

등성의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의 관계적 상상을 체험하고,

특정한 가치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들로 변환해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들

을 통해 그러한 ‘대안적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한다.

<상황 7> 예비조사 자료, 1학년 재한, 서준과의 대화

재한: 우리는 제일 신기한 게 식총 아니냐? 식총 나는 너무 신기했는데?

연구: 식총 어떤 점이 신기했는데?

재한: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그 학교의, 자치활동이나

이런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런 거

원래 있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사

실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여기서 막 다 듣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

요.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선빈: 저요? 어…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초등학교 때를 비교를 하자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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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우쳤다? (웃음)

연구: 지금이?

선빈: 약간, 네, 지금이.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이제 배운 공부, 말고, 공부도

그렇지만, 이외에 거를 보다 훨씬 많이 배운 게 고등학교 들어와서 1년

동안 3년 치보다 훨씬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저는 너무 아무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뭐, 페미니즘, 뭐, 정치, 시사

문제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 식구총회에 앉아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고

등학교 들어와서, 깨우침과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충돌하는 생각들? 간

디에서?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재한과 선빈은 모두 ‘식구총회’에서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하

고 있는 학교의 ‘대안성’에 대한 감각에 도달하고 있다. 선빈이 여기에서 ‘식구총회’로

대표되는 학교 전반에서의 경험을 요약하기 위해 ‘배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빈은 중학교, 초등학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의 언술에서 이러한 ‘배움’은 일반적인 교육에서의

학습을 가볍게 초과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식구총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배움’을 다양한 충돌하는 생각들이 오가는 의사소통의

장 속에서 경험하고, ‘생각하는 힘’을 획득하게 하는 공간으로 체험된다. 이와 함께,

재한의 구술에서 ‘일반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험으로 여겨지는 ‘식구총회’의 상황은 ‘일반 학교’와의 대비 속에서 정의되는 ‘진정한

교육’과 그것이 구현되는 간디고등학교를 압축적으로 표상한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식구총회’의 의례는 ‘대안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체’, 그

리고 그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를 학생들이 경험하

는 일종의 수행적 진실로 만든다.

이처럼 II장에서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성의 추구가 일련의 교육적 실천과 일상

생활의 의례화된 방식들에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학생들의

경험을 조형하는지 분석했다. ‘진정한 교육’,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특

정한 상상과 그에 대한 추구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러한 방식들은 간디고등

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행위적 환경을 구성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

한 행위적 환경 속에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에 주

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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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진정성의 도제교육: ‘간디사람’ 되기

II장에서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진정성의 의미론을 세 가지의 의미차

원에서 포착하고,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의 의례화된 방식들 속에서 이러한 의미

론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분석했다. ‘진정한 교육’,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

체’에 대한 상상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있는 이러한 실천들은 학생들이 진정성의 의

미론을 수행적으로 경험하는 행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실천

들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진정성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해석함으로써 각각의 의

미차원들을 실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적 환경에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자로서

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주어진 행위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합

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동시에 자신이 참

여하는 행위공간 자체를 구현해내는 존재로서 참여한다는 점이다. 윌리스가 지적한

바 있듯이, 학생들은 학교라는 구조가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의 “수동적인 운반자”가 아

니라 학교의 가치체계와 행위공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윌리스가 관찰한 노동자

계급의 학생들처럼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일조할

경우에조차) 투쟁하고, 경합하며, 그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사회적 행위자들

(social agents)’이다(Willis, 1981[1977]: 175). 이처럼 학생들의 행위성에 주목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간디고등학교는 동일한 실천에 참여하는 행위자로서의 구

성원들이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목표와 규범들을 학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실천공

동체(Community of Practice)’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학생들의 생활은 이러한 실

천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겪는 일상적인 경험과 상황적 맥락을 통해 이루어

지는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의 양상을 띤다(Wenger, 1998; Lave and

Wenger, 1991).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한 실천들에 참여하는 과정

에서 이러한 참여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들을 습득하고, 실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망 속에 자신을 배치하며, 집합적인 실천의 방식과 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구현해낸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정성의 논리에 자

신을 연루시키면서 학생들은 공동체의 일원, 다시 말해 ‘간디사람’이 되어간다. 이 장

에서는 이처럼 집합적인 실천과 학습, 공동체, 그리고 개별 구성원의 정체성의 형성

이 상호연결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학생들이 실천 속에서 참여하는 핵심적인 국면들을

중심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 106 -

1. ‘진정한 공동체’를 연행하기: ‘좋은 식총’과 ‘책임안건’

1) ‘좋은 식총’ 만들기: ‘개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

참여관찰을 수행하면서 연구자에게 흥미로웠던 점들 중 하나는 간디고등학교의 학

생들에게 매주의 ‘식구(학생)총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었다. 매 회차의 ‘식구총회’가 ‘좋았는가 안 좋았는가’하는 이야기는 학생들의 일상적

인 대화에서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소재였고, 이러한 대화들은 때때로 해당 회차

의 ‘식구총회’와 ‘식구총회’ 일반에 대한 비공식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연구자가 ‘식구총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연구자가

한 주의 ‘식구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주 학교를 방문한 연구자에게 전 주의

‘식구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건네곤 했는데, 이 때에도 학생들은 해당 ‘식구

총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좋거나 좋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언술들로 보건대, 학생들은 매 회차의 ‘식구총회’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며, 그러한 평가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좋은 식

총’에 대해 말할 때 학생들의 태도가 즐거움과 만족감, 때때로 희열에 가까운 감정으

로 특징지어졌다면, ‘좋지 않은 식총’에 대한 구술은 실망감과 체념, 혹은 불안감과

같은 감정을 동반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식구총회’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으며, 그것에 대한

평가에 학생들이 열의를 보인다는 것은 ‘식구총회’가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험의

구조로서 작동하는 고정된 의례가 아니라, 매번 다른 ‘실제로 연행된 공연

(performance)’으로서만 경험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다시 말해, ‘식구총회’는 의

례화된 절차와 참여자로서 지켜야할 미시적인 행위 규칙들이 존재하며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한다는 점에서 의례로서의 형식적 안정성을 갖지만, 동시에 매번 그 성공적인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태로운 공연이기도 하다. 의례의 퍼포먼스로서의

성격에 주목해온 학자들은 의례가 “내재된 문화적 논리에 기반한 규칙들의 거의 자동

적인 연행(acting out)”이 아니라 매 번의 퍼포먼스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의

례행위에는 위험(risk)이 수반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의

례들은 (그것이 의례의 결과 발생하는 효과이든 의례적 절차의 성공적인 구현 그 자

체이든 간에)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행되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인

가가 ‘걸려있다(at stake)’. 이 때, 의례의 결과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의례의

도구적‧미학적‧도덕적 목표 달성의 성공과 실패는 조건적(contingent)이고 불확정적

(indeterminate)이다(Howe, 2000: 67; Brown, 2003). 이런 점에서, 셰플린이

지적하듯이 구체적인 공연으로서 연행되는 의례들은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을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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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위험(risky)하다(Schieffelin, 1996: 62; 1998:

198).

이러한 지적은 ‘식구총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식구총회’

는 ‘대안적 가치’를 고민하는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교육’을

압축적으로 구현해내는 의례로서, 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진정성의 의미론

들을 수행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위적 환경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론들의 의례적 구현은 성공적인 매번의 공연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며, 그것

에 실패할 때 ‘식구총회’는 오히려 학생들의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과 그 구현태

로서의 학교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식구

총회’가 간디고등학교라는 사회적 세계의 전체상을 압축적으로 재현하는 핵심적인 의

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식구총회’는 간디고등학교의 여러 의례들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성을 내포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언술에서 매 회차의 ‘식구총회’에 대

한 평가가 간디고등학교의 ‘공동체’ 전체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된

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언술에서, “식구총회가 가벼워졌”다는 말은 ‘우리 공동체’가 고

민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와, “식구총회에서 사람들이 [예전과는 달리]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공동체’에 존재하던 치열한 토론과 문제제기의 에너지가 약화되

고 있다는 평가와, “식구총회에서 사람들이 긴장해서 말을 많이 안 한”다는 말은 ‘우

리 공동체’가 서로 다른 의견들이 편하게 제기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실패

하고 있다는 평가와 각각 동일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언술은 ‘식구

총회’가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세계이자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진정성 추구의 장으로서의 ‘공동체’의 현 상황을 관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매번 연행되는 ‘식구총회’에서 구현되는 관계성의 작

동과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대안적 가치’의 실현 내용들로부터 학교의 현재 상태를

읽어낸다. 학생들의 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좋은 식총’이 이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식총’은 ‘진정한 개인’,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교육’에 대한 상상

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공유된 이미지이자 하나의 지향이 ‘식구총회’라는 의례에서

작동하는 관계적 양상들과 ‘대안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통해서 확인되는 체험이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식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물

론, ‘좋은 식총’이라는 이미지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며, 경합을 통해 정의된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구총회’가 대체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실

제적인 갈등에 대한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자리이며, 때로 이러한 과정은 첨예한

대립을 내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식구총회’에 대한 경험에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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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들의 입장성이 강하게 투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II장에서 보았듯이 ‘식구

총회’라는 집합적인 의례가 학생들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공동체적 의무이자

압력이라는 점에서, ‘좋은 식총’이 단순히 즐거운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식구총회’, 특히 저녁식사 시간에 이르기까지

길게 지속되는 ‘식구총회’는 가장 기피하고 싶은 의무들 중 하나로 여겨지곤 했다. 그

러나,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지속하면서 연구자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상이한 입

장성의 작용과 공동체적 압력이 야기하는 부담으로 환원되지 않는 ‘좋은 식총’의 공유

된 상상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상된 이미지가 학생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토론에서의 발언자가 다

양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하게 발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진지

함’이 담보되는 ‘식구총회’가 ‘좋은 식총’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공유된 인식을 가

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된 ‘식구총회’에 참여한 경험을 구술할 때에 학생

들은 구체적인 사안을 둘러싼 ‘승패’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구술

했으며, 위와 같은 특징들이 구현된 ‘식구총회’라면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편을 더

선호한다고 구술한 학생들 또한 많았다. 길게 지속되는 ‘식구총회’의 경우에도, 이러

한 특징들이 구현될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터뷰> 2020년 4월 23일, 3학년 늘봄

늘봄: 발언이 많이 나오는 식총이요. 그 발언이 정말, 와, 어떻게 저런 [이상한]

발언을 할 수 있지, 그런 거라도. 발언이 많은 게 저는 좋더라구요. 지금

또 안건을 뭘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방학동안 작년 회의록을 다 봤는데,

토의 안건에 정말 발언이 별로 없더라구요. […] 토의 안건에 발언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작년에 그,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했던 ‘이벤

트 식총’의 안건42)]. 그게 진짜 발언이 많았구요. (웃음) 그런 거를 좀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발언 많은 식총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선빈: 좋은 식총. (뜸) 저는 되게, 뭔가 좀, 활발해야? (웃음) 뭔가 좀,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의견을 내는 게 되게 활발해야 ‘아, 오늘 좀

뿌듯하게, 그래도 일을 좀 한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보통

그렇게 활발하게 토론을 했는데, 결과가 났을 때, 한 쪽은 좋지만 한 쪽은

분명히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각자 기준에서 좋은 식총은,

자기 뜻대로 의견 수렴이 된 경우에만 좋은 식총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활발하게 토의를 하고 그러는 게 일단 좋은 식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42) 이어지는 서술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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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래도 조금, 식총이 가벼우면 안될 것 같아요. 좋은 식총이라는 건 어

느 정도, 조금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봄과 선빈의 언술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좋은 식총’의 대

표적인 속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두 학생은 모두 ‘좋은 식총’의 특징으로 ‘발언이 많

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다지 진지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발언 자체가 많은 식총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늘봄과 달리 선빈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야함을 주장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언술은 특정한 입장성의 논리와는 구분되어서 존재하는 ‘좋

은 식총’의 상상계를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선빈은 “각자 기준에서 좋은 식

총”과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공적으로] 좋은 식총’을 구분해낸다. 구체적인 사안

에 대한 토론의 결과가 야기하는 입장성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 “각자 기준에서

좋은 식총”이라면, 이와는 별개의 기준으로서 “활발하게 토의를 하”는 특징이 구현된

‘좋은 식총’의 의미론이 존재하고 있음을 선빈은 구술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 식총’의

경험은 선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뿌듯함’의 감정으로 학생들에게 경험되는 양상을 보

였다. 선빈이 ‘좋은 식총’의 경험에 대해 구술하면서 이를 ‘일을 했다’는 감각에서 발

생하는 ‘뿌듯함’의 감정 경험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좋은

식총’이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진정성의 구체적인 실감을 제공하는 평등한 공적 의사소통과 ‘대안적 가치’들의 추구

에 참여하면서 실현시켜내는 과업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식

구총회’는 학생들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구현해내기 위해 행위자로서 참여해야하는 연

극이며, ‘좋은 식총’은 그 성공적인 달성의 결과물이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식

구총회’라는 의례에 참여할 때, 그 안에서 작동하는 공동체의 의사소통적 구조와 ‘대

안적 가치’들에 대한 추구를 적절하게 연행해내는 배우인 동시에 공동으로 올린 진정

성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확인하는 관객으로서 참여한다.

이처럼 ‘좋은 식총’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이자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좋은 식총’을 만들

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가장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은

실제 ‘식구총회’의 상황에서 서로에게 발화하는 규율적 메시지들을 통해 ‘식구총회’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거나 촉구하는 방식이었다. 이를테면, 잡담이 지속되는 경우 학생

들은 공식적인 진행의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눈치를 주

는 표현들(‘쉿’ 소리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나 잡담을 자제하자는 말들)을 발화했으

며, ‘식구총회’가 길어지면서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흐트러질 경우 이를 가

다듬자는 제안을 건네곤 했다. 때로, 이러한 규율적 메시지들은 보다 강경한 형태를

띠기도 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식구총회’ 상황에서 경험한 이와 같은 표현들

중 (기대고 있는 벽으로부터) “등 떼라고” 힐난하는 선배들의 지적을 인상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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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산발적인 메시지들 외에도, 학생들은 ‘식구총회’의 의례적 규

칙들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 ‘좋은 식총’을 구현해내고자 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연구

자가 참여관찰을 수행한 기간 중 이루어진 한 가지 시도는 ‘식구총회’ 상황에서 학생

들의 자리 배치를 정반대로 바꾸는 것이었다. 기존의 자리 배치에서, 식구총회를 진

행하는 학생회장단이 무대 앞에 위치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를 중심으로 ‘ㄷ’자 형태

로 둘러앉았다면, 새로운 자리 배치에서는 학생회장단이 강당의 뒤편에 앉고,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학생들이 무대를 등지고 둘러앉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식구총회’

가 열리는 강당의 출입구가 강당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회장단의 반대편에 출

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식구총회’를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배

치는 이를 제안한 학생들 중 한 명이었던 선빈에 따르면 모든 구성원이 다같이 반대

로 앉아서 ‘식구총회’를 이탈하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으로

써 이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좀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때로 학생들은 ‘식구총회’의 규칙과 안건을 일회적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일종의

실험적인 ‘식구총회’를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를 ‘이벤트 식총’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일반 학생의 제안을 학생회가 수용하여 기획되거나, 혹은 학생회의

주도로 열리곤 했다. 연구자가 참여했던 2019년 7월 12일의 학생총회는 특히 흥미

로운 양상을 보였다. 이 날 첫 번째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개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였다. 학생들은 말 그대로 자신이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고, 반

려동물로 기르게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발언자를 선택하는 독특한 방식을 실험했는데, 그것은 ‘뽑

기’를 통해 발언자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학생회장단은 학년과 반, 번호가

적힌 쪽지들을 준비하여 이를 무작위로 뽑아 다음 발언자를 선택했으며, 발언자로 지

목된 학생들은 때로는 짐짓 진지한 웅변조의 말투를 연기하면서, 때로는 쑥스러움에

주춤거리면서 각자의 이유를 제시하며 개가 좋은지 고양이가 좋은지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토의의 중반에 이르러 한 가지 시도가 더 추가되었는데, 한

학생의 제안으로 토론의 발화 규칙이 존댓말에서 반말로 변경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모두 반말로 토론에 참여했으며, 이 토론은 그 날 다루어져야 하는 실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종료되기 전까지 이십여 분 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구현된 실제 장면들은 한편으로 우스꽝스럽고 유희적인 것들이

었다. 학생들은 학년-반-번호가 적힌 쪽지 세 장을 학생회장단이 뽑아 지목된 순서대

로, 평소와는 다른 어법으로, 자신이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를 구

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주장했으며, 심지어는 서로의 주장에 대한 진지한 (그러나

무의미한) 논박을 진행하면서 토론에 임했다. 토론의 과정은 명백하게 유희적이었으

며, 학생들은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연행에 참여하면서도 해당 상황이 일종의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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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시도는 ‘좋은 식

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상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위

에 소개한 ‘이벤트 식총’에 실험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의례적 규칙들은 학생들이 생각

하는 ‘좋은 식총’의 속성이 어떤 것들이며, ‘식구총회’를 통해 구현되며 경험되는 ‘진정

한 공동체’의 속성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이벤트 총회’에서 이루어진 시도들을 보다 자세히 해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발화자를 선택하기 위해 선택한 ‘뽑기’라는 무작위의 방식은 강제로

‘다양한’ 사람이 말을 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활용되었다. “맨날 말하는 사람만 말한”다

는 불만은 학생들이 ‘식구총회’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문제의식들 중 하나였고, 실제

로 이 날 다양한 학생들이 좋든 싫든 발화의 자리에 불러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

식은 그것이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불편한 것으로 여겨질 위험을 내포

하고 있었다. ‘개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라는 유희적인 토론의 주제는 이러한 위험

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는 공식적으로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선정된 것이었다. 앞선 논의에서 소개한 ‘주를 여는 시간’과

‘식구총회’의 세부 의례인 ‘난 니가 좋아’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아무 말이나 해도 괜

찮다’는 규칙은 간디고등학교에서 공동체적 실천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무차별적 참

여를 요구할 때 이에 대한 진입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해당

‘이벤트 식총’에서도, 이러한 유희적이고 무의미한 토론의 주제는 강제로 발화의 자리

에 불러내어진 학생들이 강제성이 야기하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발화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토의의 중반에 한 학생에 의해 제

안된 ‘반말’이라는 새로운 발화규칙의 도입은 ‘식구총회’라는 공적인 의사소통의 상황

을 더 ‘편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적 의사소통의 규범인 존

댓말을 사적 의사소통에서 보다 쉽게 사용되며 친밀성의 표현을 그 감정적인 차원으

로 하는 반말로 전환함으로써, ‘식구총회’에서 구현되는 사회적 관계성의 양상을 보다

친숙한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식총’을 구현해내기 위해 학생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실천들은 이들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세계와 실천들을 구현해내고 지속적으로 재현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자들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간디고

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압축적으로 구현해내는 의례인 ‘식구총회’에서 그

것이 표상하는 가치들을 적절하게 연행해내기 위한 공동의 작업에 참여하는 배우들인

동시에, 그것의 성공적이거나 성공적이지 않은 결과를 통해 학교의 현 상태를 확인하

는 관객들로서 참여한다. 이 때, ‘식구총회’가 간디고등학교 그 자체를 압축적으로 재

현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좋은 식총’ 만들기는 사실 ‘좋은 학교’ 만들기와 크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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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다시 말해, ‘좋은 식총’ 만들기는 학생들이 ‘진정한 개인’으로서 ‘진정한 공동

체’에 참여함으로써 ‘대안적 가치’들을 구현해나가는 ‘진정한 교육’의 집합적 프로젝트

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동의 실천의 압축적인 일면이다. ‘식구총회’라

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관계성과 그것이 달성해내는 ‘대안적 가치’의 실현을 압축

적으로 재현해내는 연극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진정한 공동체’의

이상이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공동의 과업(joint

enterprise)’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에 행위자로서 참여한다(Wenger, 1998:

77).

2) ‘책임 안건’: 사적 친밀성의 공동체와 공적 무념성의 공동체의 긴장

앞선 논의에서, ‘식구총회’라는 의례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연행되는 데에 실패할 경

우 오히려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학생들의 상상과 그 구현태로서의 학교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식구총회’가

공동체의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매번의 연극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것을 달성하는 공동의 과업을 짊어진 배우이자 그로부터 진정성의 의미론을 확인하기

를 여망하는 관객들이라는 점에서, ‘좋은 식총’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 다양한 시도들은 ‘식구총회’가 진정성의 의미론을 구현해내는 데에 실패할 때에

이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불안감의 반증이자 ‘식구총회’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의 표현

형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상황 중 하나는 ‘책임 안

건’이다. ‘책임 안건’은 ‘좋은 식총’의 달성을 가장 격렬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상

황을 제도화하고 있는 의례의 국면이기 때문이다. ‘책임 안건’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식

구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들 중 특정한 유형을 지칭하는 명칭인 동시에, 그러한 유형

의 안건이 상정된 ‘식구총회’ 자체를 지칭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

들이 함께 정하는 ‘공동체 약속’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들 중 ‘책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이 정해져 있으며, 학교의 구성원이 해당 사안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이는 ‘책임 안건’의 형태로 ‘식구총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다.

‘책임 안건’이 상정되어 ‘식구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구성원(‘학생총회’의 경우

모든 재학생, ‘식구총회’의 경우 모든 교사와 재학생)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해당 사

안을 위반한 구성원의 ‘책임’이 논해진다. 이 논의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식구총회’의 자리 배치 상황에서 진행자인 학생회장단이

앉는 무대 앞의 자리에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이 앉는다. 학생회장단이 일련의 의사진

행 규칙에 따라 ‘책임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 ‘공동



- 113 -

체 약속’을 위반한 구성원은 자신의 위반 사항을 참석자들 앞에서 설명하고, 이에 대

해 자신이 받고자 하는 ‘책임’을 제시한다. ‘공동체 약속’을 위반한 구성원이 제시한

이 ‘책임’을 원안(原案)으로 하여, 나머지 참석자들은 원안이 위반 사항에 비추어 적

절한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책임’을 추가하거나, 경감하거나, 변경하기를 제안

하는 참석자는 ‘수정동의안’의 형태로 이를 상정하고, 간단한 제청 절차를 거쳐 상정

된 ‘수정동의안’들과 원안을 두고 참석자들이 (중복 투표가 허용되는 현장 거수 형태

의) 투표를 거쳐 최종 ‘책임’을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책임’을 ‘받은’ 구성원

은 확정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이행한 내역을 식당 앞에 배치된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공유하는 것으로 ‘책임’의 이행은 마무리된다.

‘책임 안건’이 다루어지는 ‘식구총회’의 상황은 드물지 않았고, 연구자 또한 참여관

찰 기간 중 몇 차례 ‘책임 안건’이 다루어지는 상황에 참석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

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책임’이라는 표현에 관련된 것이었다. 앞서 ‘책임 안

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책임’이라는 표현은 그

것과 부착되어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실제 ‘책임 안건’ 상황에서 ‘책임’이라는 표현은 주로 “책임을 준다”와 “책임을

받는다”는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와 같은 표현들

은 마치 하나의 관용구처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책임을 준다”와 “책임을 받는다”에서 ‘책임’이라는 표현을 ‘처벌’로 대체하면 이러한 부

조화는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책임 안건’의 진행 과정에서, ‘책임’의 부과는 공동의

합의된 규약을 위반한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공식적인 제재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처벌’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점들은 ‘책임 안건’이라는 명칭과 ‘책임’이라는

표현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제재의 과정에 모종의 이유로 붙여진 일종

의 별칭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책임 안건’에 대해 학생들은 상반되는 의견을 구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러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되는 지점은 ‘책임 안건’의 폭력성에 대한 평가였다. 간디고

등학교에서, ‘비폭력’은 학교 철학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교사에 의한 체벌은 엄격하

게 금지되어 있으며, 체벌의 형태 외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상황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용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비폭력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낭독하는 의례에 참여하며,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에서 학생

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폭력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만

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와 같이 폭력을 둘러싼 논의는 학생들의

공식적인 토론과 비공식적인 담화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였다. 이러한 점

에서, 공적인 ‘제재’의 성격을 갖는 ‘책임 안건’의 과정은 폭력의 성격을 내장하는 것

으로서 학생들에게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책임 안건’이 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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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닌지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제시하는 1학년 여름과 2학년 시찬의 언술은 이

러한 맥락에 기반해 학생들이 구술하는 ‘책임 안건’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들을 대표적

으로 보여준다. 먼저, 시찬은 ‘책임 안건’이 다루어지는 ‘식구총회’가 폭력적이라는 느

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2학년 시찬

시찬: [초반에는] 식구총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 나누는 거 보니

까, 아, 저렇게 다 같이 전교생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집중도 많이 했었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도 해보고, 초반에는 식구총회가

재밌기도 하고. 네, 집중했었죠.

연구: 아 지금은 다른가요?

시찬: 예. (웃음)

연구: 왜요? 지금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 것 같아요?

시찬: 초반에는 식총이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안했는데. 못했었죠. 근데, 이제, 책

임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올라가는 걸 볼 때마다, 이게 과연 최선인가, 생

각이 들고. 그 친구들이 책임 안건을 받고, 우는 모습이나 아니면 좀 힘들

어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공동체인가? 그러니까, 어, 너무 비폭력을 지향

하는 학교에서 오히려 더 폭력적인 거를 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계속.

시찬에게 ‘책임 안건’이 폭력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은 “다 같이 전교생이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서의 ‘식구총회’가 제공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수행적 경험을

중단시키는 요인이다. 그러한 의문의 근거로 시찬은 ‘책임 안건’으로 상정되어 다른

구성원들 앞에선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든다. 시찬에게, ‘책임 안건’은 자신과

친밀한 인간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규칙의 위반자로 호

명하고, 그에 대해 부과될 공적인 제재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특히, 시찬을 비롯해 ‘책임 안건’의 폭력성을 주장한 학생들에게 이

러한 감각을 강하게 주는 지점은 이들이 ‘공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직접’ 제재의 내

용을 결정하며, 그 전 과정이 ‘책임’을 받는 구성원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

다. 그러나 시찬과는 달리, 여름은 ‘책임 안건’이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

에 반론을 제시한다. 특히, 여름은 시찬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이 제기한, ‘책임 안건’

이 부과되는 과정의 폭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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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19년 12월 6일, 1학년 여름

여름: 사실 저는, 책임 안건이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구: 있죠.

여름: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책임 안건 [적발 사실과 원안과 사과

문]을 자기가 읽고, 거기 [무대 앞에] 가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책임에 포함된다. 그것 자체도 자기가 받아들여야할 책임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투표를 해서 나온, [책임으로 부

과된] 노작 네 시간, 이것만 책임이 아니라, 그거를 하는 과정, 자기가 성

찰하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책임을 쓰고,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다, 말하는 것, 그걸 듣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수용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책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 그게 잘못 되었다는 것도 알고, 피해가 된다

는 것도 알고, 들키면 책임 안건에 올라가겠구나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들켰어요. […] 그러면 당연히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책임 안건 올라가

서, 어떤 처벌이 나오든 달게 받겠다, 공동체 식구들이 준 책임을 지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

서, 아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인민재판인 것 같고, 나한테 너무 압박감이 느

껴진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 좀 비겁한 게 아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

아요.

위의 구술에서, 여름은 ‘책임 안건’이 부과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과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여름에게 ‘책임 안건’이 폭력적이지 않으며, 그 과정이

정당한 것인 이유는 그러한 ‘책임’이 “공동체 식구들”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여름의 구술에서 ‘식구’로 표상되는 ‘공동체’는 ‘책임’을 주는 주체로 등장하며, 그

‘책임’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근거이기도 하다. 위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름이 ‘책임’이라는 표현의 자리에 한 차례 ‘처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는 점이다. 여름에게 있어서 이러한 ‘책임’ 혹은 ‘처벌’은 ‘공동체 식구들’이 주는 것이

라는 의미론을 경유하여 그 정당성을 획득한다. 여름의 주장에 따르면, ‘책임 안건’에

서 주어지는 ‘책임’은, 시찬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책임’의

부여 과정을 포함하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폭력적’이지 않

다. 이와 같은 여름의 논리는 ‘책임 안건’의 폭력성을 지적하는 학생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책임 안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공유하는 것이었다.

‘책임 안건’에 대한 시찬과 여름의 상반되는 의견은 그 근거로 동원되는 논리에 주

목할 때에 중요한 지점들을 보여준다. 두 학생은 모두 ‘공동체’와 관계성의 의미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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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각자의 상반되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의 주장에서, ‘책임

안건’이 폭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 식구들’과의 약속을 위반한 구성원에

게 ‘공동체 식구들’의 결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찬의 주장에

서 ‘책임 안건’이 폭력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과 함께 공동체의 구

성원으로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부과되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름과 시찬의 의견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공동체’의 의

미론이 ‘책임 안건’의 폭력성에 대한 상반되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들의 근저에 ‘공동체’의 의미론에 기반한 다른 균열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앞서 II장의 논의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친밀성’

을 주된 감정적 차원이자 문화적 이상으로 하는 사적 관계성의 논리와 ‘무념성’을 감

정적 차원이자 핵심적인 의사소통의 규범으로 하는 공적 관계성의 논리가 공존하고

있으며, ‘식구총회’라는 핵심적인 의례 속에서 압축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책임 안건’에 대한 여름과 시찬의 상반된 평가에 적용하면, ‘책

임 안건’을 이와 같은 ‘진정한 공동체’의 상이한 의미론이 내포하고 있는 긴장이 표면

화할 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있는 의례적 상황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공적 무념성’의

관계적 논리에 기반한 ‘진정한 공동체’의 상상계에서, 공동체는 그것의 합의된 규약과

그 위반을 제재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 정당화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상상을 추구하

는 실천들을 통해 ‘대안적 가치’를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추구한다. ‘사적 친밀성’의 관계적 논리에 기반한 ‘진정한 공동체’의 상상계에서,

친밀한 사적 관계의 대상을 ‘책임 안건’에서 위반자를 다루는 방식으로 모든 구성원

앞에 호명하고, 자신의 위반 사항을 실토하게 하며, 그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그 앞

에서 논의하고 현장에서 거수로 결정하는 일은 폭력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시찬과 여름의 입장은 이러한 상반된 관계성의 논리가 각각 표상하는 ‘진정한 공동체’

의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 안건’이 다루어지는 ‘식구총회’의 상황을 일종의 공연의 상황

으로 파악한다면, ‘책임 안건’ 총회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성에 대한 상상이 직접적으

로 충돌하며 긴장을 유발하는 위태로운 퍼포먼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식

구총회’라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술한 바 있듯이, 그것이 학생들 개개

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들로 이루어진 ‘사적 친밀성’의 관계적 연극과 그 위에 포개어

져 이루어지는 ‘공적 무념성’의 관계적 연극의 이중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책임 안건’ 총회는 이러한 상이한 연극의 문법이 내포하고 있는 긴장이 수

면화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책임 안건’ 총회는 공동

체의 (‘진정한’) 규율을 어긴 구성원에게 공동체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처벌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라는 믿음이 작동하는 공적 연극의 문법과, 밀도 높은 친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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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라는

믿음이 작동하는 사적 연극의 문법이 대치하는 공연의 상황이다. 공적 연극의 문법이

철저하게 달성될 때, 사적 연극의 상상계는 그 기반을 잃는다. 사적 연극의 문법이

완벽하게 달성될 때, 공적 연극 또한 작동할 수 없다. 직관적으로 ‘처벌’의 구조를 띠

는 공동체의 제재 부과에 ‘책임’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이러한 긴장의 완충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책임 안건’의 공적 공연에서 부과되는 제

재가 ‘처벌’이라는 점은 ‘사적 친밀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상상을 전면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책임 안건’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평가하면서, 여름과 시찬이 서로 다

른 이유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위협받는 상황을 목격하는 것은 그 때문이

다. 그 표현을 직접 발화한 것은 시찬 뿐이었지만, 시찬과 여름은 모두 자신들의 언

술에서 각각의 상상계에 기반하여 같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

인가?”

‘좋은 식총’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구현해내고 확인하는 공

연으로서의 의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진정한 공동체’의 상이한 의미론이 서

로 충돌하며 긴장을 발생시키는 ‘책임 안건’의 상황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마주

하는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상이한 관계성에

대한 문화적 논리가 서로 충돌하는 연행의 상황을 맞닥뜨리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이 ‘폭력’이라는 ‘진정하지 않은’ 상징과 연결되면서 ‘좋은 식총’의 구현과 그것이

연행적으로 달성해내는 ‘진정한 공동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 이어지는 소절에

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주여시간에 실내화랑 실외화를 소개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동체를 보

존하는 책임의 조건

이러한 ‘책임 안건’의 성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연구자는 2019년 6월 14일에

열린 ‘학생총회’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 날 다루어진 안

건들 중 하나는 ‘하이패스’ 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 안건’이었다. ‘하이패스’는 ‘책임 안

건’으로 다루어지는 사안들 중에서는 비교적 사소한 축에 속하는 것으로, 구성원이

실내화를 신고 실외로 나가거나, 실외화를 신고 실내로 들어오는 상황이 적발되었을

경우 상정되는 안건이다. 여느 ‘책임 안건’의 경우와 같이,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으

며, ‘책임’의 원안으로는 <1주 내에 한 번 식당 쓸고 닦기 – 식당쌤에게 검사>가 제

시되었다. 이어 ‘책임’에 대한 토론이 시작된 이후,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

었다. 그것은 일종의 농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책임’들이 수정동의안으로 제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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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이었다. 먼저, 원안에 <‘큰집’43) 맨발로 다니기>가 추가된 수정동의안이 제안

되었으며, 곧이어 원안에 <슬리퍼 뒤축 1cm 자르기>를 추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

었다. 이어서 <슬리퍼 뒤축 1cm 자르고 새 슬리퍼 사지 않기>와 <앞으로 ‘하이패스’

위반이 적발될 때마다 슬리퍼 뒤축을 1cm씩 자르고 한 학기 내내 새 슬리퍼 사지

않기>를 추가한 수정동의안들이 잇따라 제안되었다.

일련의 유사한 수정동의안들이 제시되면서, 이러한 제안들이 일종의 농담이라는 점

이 명확해졌다. 각각의 수정동의안들이 제시될 때마다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으며,

유희적인 ‘책임’을 추가한 수정동의안들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기 시작했다. 다만, 학생

들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은 유희적인 수정동의안에 대

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반응들 속에는 과도하게 유희적인, 선빈의 표현을 빌리자

면 너무 ‘가벼운’ 수정동의안들에 대한 당혹감과 불만이 내포된 반응들이 분명히 공존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유희적인 수정동의안들이 제안되는 사이사이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을 내기도 했고, 보다 통상적이고 진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3학년 재영이 제출한 마지막 수정동의안과 함께 마

무리되었다. 재영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원안에 <‘주를 여는 시간’에 자신의 실내화

와 실외화를 모든 구성원 앞에서 소개하기>가 추가된 안이었다. 해당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응은 앞서 제시되었던 다른 유희적인 수정동의안들에 대한 것과 유사하면서도

확연히 구분되었다. 일종의 안도감이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으며, 더 이상의 수정동

의안이 제안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재영의 수정동의안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통과되는 것으로 해당 ‘책임 안건’ 총회는 마무리되었다.

재영의 수정동의안과 그에 앞서 제안되었던 일련의 유희적인 ‘책임’들은 ‘책임 안건’

의 사회적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긴장과 관련하여 분석할 때 중요한 지점들을 보여준

다. 이들의 효과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이러한 ‘책임’들은 일종

의 유희적인 농담의 성격을 띰으로써 그러한 ‘책임’이 갖는 ‘처벌’로서의 성격을 희석

시켰다. 슬리퍼의 뒤축을 자른다거나,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

자를 소개하는 ‘주를 여는 시간’에 자신의 실내화와 실외화를 소개하도록 하자는 ‘책

임’은 분명 공동체의 행위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부여되는 공적 제재이지만, 그것

의 유희적인 속성으로 인해 보다 명시적인 ‘처벌’로 인지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재영의 수정동의안을 비롯한 유희적인 ‘책임’들이 경쟁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은, 시찬

을 비롯한 학생들이 ‘폭력적’인 것으로 지적한 바 있던 ‘책임’의 부과 과정을 일종의

놀이로 만듦으로써 해당 상황의 긴장을 완화시켰다. 실제로, 해당 ‘책임 안건’ 상황은

눈에 띄게 긴장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이패스’ 규칙을 위반한 학생

당사자 또한 이러한 유희적인 ‘책임’들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에 동참

43) 강당과 식당으로 구성된 건물의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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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재영의 수정동의안과 일련의 유희적인

‘책임’들은 사실상의 ‘처벌’이 부과되는 현장이라는 공적 공동체의 연극과 그 아래에

내재하고 있는 친밀성의 관계적 논리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완화시킨다. 다시 말

해, 이러한 유희적인 ‘책임’들은 ‘책임 안건’의 상황에서 서로를 위협하는 상이한 ‘공동

체’의 논리들을 보존해낼 수 있는 속성들을 보유한 ‘책임’들이다.

한 가지 유념해야할 점은 재영이 제안한 ‘책임’과 그에 앞서 제안되었던 ‘책임’들에

대해 학생들이 미묘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반응을 보였으며, 재영이 제안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재영의 수정동의안이 그에 앞서 제안되었던 다른 유

희적인 수정동의안들과 달리 재학생들 전반에게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며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다른 수정동의안들과 구별되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속

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선빈의 언술에서도 확인한 바 있지만, 학생

들은 ‘좋은 식총’의 속성에 대해서 구술할 때 ‘진지함’을 중요한 속성으로 제시했다.

너무 ‘가볍’거나, ‘노는 것 같’은 ‘식구총회’의 상황은 ‘좋은 식총’과는 대비되는 상황의

표상으로 구술되었다. 넓게 보았을 때, ‘식구총회’에서 존댓말의 의사소통규범과 일련

의 공식적인 의사진행의 절차들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 또한 이러한 ‘진지함’의 표현

형으로서 그 가치가 부여되어 지켜지는 것이기도 하다. ‘책임’에 대해서도 이러한 ‘진

지함’의 추구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단순히 유희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는 ‘책임’은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집합적인 실천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제재로서 갖는 공적인 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재영이 제시한 <‘주를 여는 시간’에 자신의 실내화와

실외화를 모든 구성원 앞에서 소개하기>라는 수정동의안은 단순히 유희적인 속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진지한 책임’이라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

하는 데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영의 수정동의안이 이를 달성해낼 수 있는 중

요한 원인은 ‘주여’ 시간에 실내화와 실외화를 소개하도록 하자는 ‘책임’이 단순히 위

반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이자 일종의 손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책임’ 이행

의 효과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환류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패스’ 규칙의 위

반이 실내화와 실외화를 각각 실외와 실내에서 신는 행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생

각할 때, 재영이 제안한 ‘책임’은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해

당 위반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공익적 성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다. 이러한 점에서, 재영의 수정동의안은 유희적인 속성을 통해 ‘책임 안건’이라는 공

적인 연극에 내재하는 긴장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을 뿐만 아니

라, 여전히 그러한 공적인 연극의 중요한 의미론들을 보존해내는 데에 성공한다는 점

에서 다른 유희적인 ‘책임’들과 구분된다.

이러한 점들은 재영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해당 상황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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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 위에서 매우 섬세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 재영이 제안한 ‘책임’은 그가 ‘책임 안건’ 상황에 존재하는 긴장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긴장을 유발하는 의미론들을 적절히 다룸으로

써 해당 상황을 적절히 해결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수정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고안된 것이라는 점은 재영이 이러한 의미론들의

문법과 구체적인 상황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일종의 체화된 기술로서 보유하고 있음

을 암시한다. 이러한 ‘책임’의 내용을 즉흥적으로 고안해내기 위해서는 상황과 그 상

황을 구성하는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영

의 ‘책임’에 대한 나머지 학생들의 반응은 이들 학생들 또한 재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심층적인 이해를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재영의 수정동

의안이 일종의 농담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웃을 수 있으며, 그

것이 여전히 ‘책임’이 담지하고 있어야 하는 공공성과 ‘진지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제안되었던 다른 유희적인 ‘책임’들에 대한 것과

는 구분되는 반응을 보이고, 최종적으로 이를 선택할 수 있었다. 요컨대, 재영의 수

정동의안과 그에 대한 나머지 학생들의 반응은 추측컨대 이들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

적 세계, 특히 ‘식구총회’와 ‘책임 안건’의 상황들에 참여하면서 수행했을 사회‧문화적

학습의 반증이다.

재영이 제시한 ‘책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속성을 보유한

‘책임’의 제안이 온전히 재영 개인의 창의적인 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해당

상황에서 재영은 상당히 즉흥적으로 섬세하게 구축된 ‘책임’의 내용을 고안해냈지만,

재영이 제시한 ‘책임’과 유사한 속성을 보유한 ‘책임’들은 사실 다양한 종류의 ‘책임 안

건’ 상황에서 빈번하게 제안되는 양상을 보인다. 간디고등학교의 ‘식구총회’ 회의록을

참고하면, 유희적이면서도 진지한, 농담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효과의

공공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책임’들이 거의 모든 ‘책임 안건’의 상황에서 제시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책임 안건’의 상황에서 이러한 속성을 갖는 수정동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일종의 공유된 문화적 지식이자 행위의 레퍼

토리이다. 이는 이와 같은 수정동의안들이 간디고등학교의 독특한 사회적 관계의 장

의 속성이 직접적인 긴장으로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은 ‘책임 안건’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고안해낸 기술이자, 체화된 지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학생

들은 이러한 기술을 구체적인 실천들에 직접 행위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며,

그 과정에서 내재하고 있는 긴장이 유발하는 파국을 방지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

는, ‘진정한 공동체’의 상이한 의미론이 표상하는 관계적 논리의 실천을 유지시킨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좋은 식총’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책임 안건’과 관련해

서 보이는 일련의 시도들은 이들에게 진정성을 의미론으로 하는 실천들이 단순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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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참여자로서 경험하는 의례화된 행위 규범들의 수행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 성공적인 달성과 연행을 위해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하는 ‘공동의 과업(joint

enterprise)’으로 체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Wenger, 1998: 77). 학생들은 진정성

의 의미론이 반영된 규칙들을 중심으로 의례화된 행위들을 그대로 수행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의 의미론이 성공적으로 구현된 매 번의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분투

하며, 그 과정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들을 고안해내고 습

득하게 된다. 진정성의 의미론이 반영된 실천의 방식들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의미가

생산되고 확인되는 장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성의

발현과 상황적 맥락에서의 학습 과정에서 비로소 실현되고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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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성이라는 경력

1) 탈위계라는 위계

<상황 8> 2019년 5월 24일 1학년 제주도 도보여행. 효민과 지연이 연구자와

함께 도보 이동 중.

효민: 병훈 그런데 인터뷰 하면 뭐 물어봐요?

연구: 그냥 이것저것 물어봐요. 간디학교 와서 뭐가 좋은가, 이런 거? 뭐가 좋아

요?

효민: 좋은 거? 평등하죠. 그냥 고등학교 다녔다고 해보세요. [나는] 일학년. 굉장

히 쫄아 있었겠죠. 선배들 안 친하고, 선생님 ‘태우’라고 못 부르고. 간디에

서는 가능하잖아요. 선배들한테 발랑 까졌다는 소리 안 듣고 식총에서 발언

했을 때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중학교 때는 선배들이 빡세게 잡았어요. 그래서 아직 잘 할 수 있을지 모르

겠어요. 발언하는 것도 쫄리고. [같은] 기수끼리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어

요. 그런데 거기에 선배가 섞인다던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지연: 맞아, 맞아.

효민: 그게 싫은데 아직 그렇지 않을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캘리

[그라피] 동아리를 [나서서] 못 만듭니다.

위의 장면에서 1학년 학생 효민은 자신이 간디고등학교에서 느끼는 평등성의 감각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효민에게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경험은 선배

들과는 친하고, 선생님을 이름(별명)으로 부르며, 식구총회에서 발언했을 때에 어리

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 평등성에 대한 경험들로 대표된다. 앞선 장에서, 간디

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존댓말과 반말의 상이한 언어 규칙이 작동하고 있으며,

두 가지의 언어 규칙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평등성의 경험을 제공한다

는 점을 다룬 바 있다. 학생들의 언술에서, 존댓말과 반말은 모두 ‘일반 학교’에서의

언어 규범과는 다른 것으로서, 일방향적 존댓말-반말 관계를 통해 수립되는 위계의

표시와는 대비되는 ‘탈위계’의 경험의 근거로서 언급된다. 그 중, ‘식구총회’로 대표되

는 일련의 공적인 상황들에서 학생들은 상호존댓말을 통해 창안되는 평등한 공적 발

화의 의사소통 상황을 공동의 연행을 통해 만들어내며, 그것을 바깥에서는 불가능한

‘대안성’과 ‘진정한 공동체’의 근거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디고등학교에서 경험

한 평등성의 감각에 대해 구술하면서 “식총에서 발언했을 때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효민의 진술은 이처럼 존댓말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사소통



- 123 -

에의 참여 경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효민은 바로 이어서 모순적인 진술을 덧붙인다. 효민은 ‘식구총회’가 “그냥

고등학교”에서와는 달리 1학년인 자신도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이라고 언급하지

만, 동시에 자신이 “아무 말도 못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진술

은 효민이 ‘식구총회’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차원에 대해 구술하는 내

용에서도 드러난다. 효민에 따르면, 간디고등학교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적 세계

는 1학년인 자신을 “굉장히 쫄아 있”게 했을 “그냥 고등학교”의 그것과는 다른 평등한

관계성의 세계이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그는 그처럼 평등한 관계성을 압축적으로 표

상하는 의례로서의 ‘식구총회’에서 발언하기가 ‘쫄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효민의 경우

와 같이, ‘식구총회’가 모두 함께 평등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라고 구술하면서

도 ‘식구총회’의 상황에서 발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1학년 학생들의 언급은 매

우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도, 연구자는 ‘식구총회’에서 높은 학년일수록 발

언자의 다양성과 발언의 빈도가 명확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해당 ‘식구총회’의 토론이 첨예할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1학년 학

생들의 경우 발화의 빈도가 매우 낮았으며, 실제로 발언하는 학생들 또한 매우 제한

되어 있었다. 이러한 효민의 모순적인 진술에서 주목할 지점은 그가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쫄린다’는 감정적 경험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효민이 평등한 의사소통의 장에서 역설적으로 평등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의 근저에

는 이러한 평등한 공적 의사소통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 야기하는 감정적 두려움에 대

한 감각이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1학년으로서 느끼는 공적 발화에 대한 두려움과 그

로 인한 ‘말하지 못함’의 경험은 상급생들의 언술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연구: 식총. 처음 발언한 것이 기억이 나요?

선빈: 처음 발언한 것이 기억이 나냐구요? 네.

연구: 그 때 어땠어요?

선빈: 어유. (웃음) 저 근데 1학년 때에는 진짜 한 마디도 안했어요, 저는. (웃

음)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에 와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것도 제가 식당문화

부에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안건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엄청 큰 계산 실수를 해서 되게 공식적인 입장인 양, 이렇게 말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때 회장 언니랑, 다른 3학년 언

니, 오빠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저건 신경 쓰지 않으셨으

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 (웃음) 엄청 쪽팔림을 당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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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0년 4월 23일, 3학년 늘봄

늘봄: 음. 공동체에 대해서 약간, 저도 좀 무서웠던 때가 있어요. 책임 안건이었

는데, […] OO오빠 책임 안건 올라왔는데, 그 때 제가 발언을 하나 했어

요. 그 발언이 약간, 가중처벌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명이, ‘그거 가중처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걸 [제가] 철회했었거든요? 수정동의안을

냈다가. 그런데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총회라는 자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

요. 그 잠깐, 찰나, 한, [식구총회가 끝나기까지] 한 시간 사이에, 너무 많

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한 1, 2주를 진짜 총회를 들

어가는 게 너무 무섭고, 그 바로 다음 총회 들어갈 때에는 진짜 친구 손 이

렇게 잡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웃음) 총회를 들어가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략)

연구: 혹시 식구총회에서 했던 첫 발언이 기억나시나요?

늘봄: 제가 총회에서 한 첫 발언이요?

연구: 네. 식구총회에서 했던 첫 발언. 회장으로서 말고, 그냥 개인으로서.

늘봄: 그게 그거예요. (웃음) 아까 그 책임 안건 때 수정동의안. 그 첫 발언이 좀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서. (웃음) 이후로 발언한 기억이 없어요, 사실. 회

장단 아니었으면 저도 계속 안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빈과 늘봄이 구술하고 있는 자신들의 ‘식구총회’에서의 첫 번째 발언들에 대한 기

억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적 경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선빈에게 자신의 첫

번째 발언은 “쪽팔림”의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늘봄의 경우에는 첫 발언이 강렬한 ‘무

서움’의 감정적 차원을 동반하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공

적 무대, 특히 ‘식구총회’에서의 발화가 야기하는 불안과 첫 번째 발언의 경험은 간디

고등학교 학생들의 언술들 속에서 일종의 통과의례에 대한 기억처럼 반복적으로 발견

된다. 학생들마다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적 경험의 강렬함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첫 번째 발언의 상황이 야기하는 강한 불안감에 대한 언급은 공통적이었

다. 선빈과 늘봄의 언술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에게 각각 ‘쪽팔림’과 ‘무서움’의 감정을

유발한 첫 번째 발언의 상황들이 모두 전체 구성원 앞에서 자신이 행한 ‘실수’와 그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연결되어 구술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서 두 학생의 경험은 모두 ‘식구총회’라는 무대 위에서의 ‘실패한 퍼포먼스’의 형태를

띤다. 선빈의 ‘쪽팔림’은 자신의 ‘계산 실수’를 곧바로 지적하고 기각한 선배들의 대응

에서 발생했으며, 늘봄의 ‘두려움’은 가중처벌로 여겨질 수 있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식구총회’의 무대에서 순환되는 상황에서 발생했

다. 특히, 늘봄은 이러한 감정 경험의 원인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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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두 학생의 ‘실수’가 공통적으로 공적

발화 규칙의 활용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선빈의 ‘계산 실수’가 그에게 강렬한 부

끄러움을 야기했던 것은 그가 이를 “공식적인 입장인양” 발화했기 때문이며, 늘봄에게

구성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제시한 수정동의안이 ‘책임 안건’의 공식적

인 의사결정 규칙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모든 구성원이 지켜보

는 무대 위에서의 ‘실패한 공적 퍼포먼스’가 야기하는 두려움은 늘봄에게 자신이 회장

단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도 자신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강렬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인터뷰> 2019년 7월 5일, 3학년 나들

연구: 그러면 처음에, 1학년 때는 어땠는데?

나들: 너무 까마득한데. (웃음) 아 근데, 발언하기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처음 1

학년 때 딱 한 번 발언한 적이 있었어. 그 때 약간, 모두가 나를 본다, 이

게 되게, 그 자리가 엄청 크더라고. (웃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선배는 말할 때 하나도 안 떨어보였거든. 근데 내가 말하니까, 우와 이

게, [부담감이] 엄청난 거야. […] 식구총회에서 발언할 때는 공식적인 언

어로 말을 해야 돼. 나는 근데 그게, 좀, 아직 미숙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뭔가, 존댓말과, 어려운 용어들을 써

야될 것만 같고,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종이에 적어서, 자기가 발

언할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도 그거 해봤는데, 어

우, 효과가 좋더라고. (웃음).

위의 언술에서, 나들은 자신이 처음 발언했을 때 경험한 부담감에 대해서 구술하면

서 그러한 부담감의 원인을 ‘모두가 나를 본다’는 상황과 ‘식구총회’에서 발언할 때 사

용해야하는 상이한 의사소통의 규범으로 요약하고 있다. 나들이 언급하듯이, ‘식구총

회’는 학생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른,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

야하는 사회적 상황이다. 나들에 의하면, 이러한 ‘공식적인 언어’는 존댓말의 언어 규

칙과 ‘어려운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들의 언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점은

이러한 ‘공식적인 언어’라는 요소가 당시의 그에게 ‘미숙한 사람’으로서의 성격을 부여

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발언할 내용을 미리 종이에 적고 이를 연

습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나들의 구술에서, 평등한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식

구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언어’는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기술

로서 표상된다. 이처럼, ‘식구총회’에서의 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준비한다

거나, 사전에 발언을 연습했다는 구술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언술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나들의 구술로부터, 앞서 소개한 효민의 모순적인 진술에 대한 설



- 126 -

명을 발견할 수 있다. ‘탈위계’의 경험으로 여겨지는 평등한 의사소통의 장인 ‘식구총

회’가 역설적으로 평등하게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없는 경험들을 발생시키는 것은 이

러한 ‘공적 평등성의 장’에 대한 참여에 모종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

다. 나들의 언술로부터, 이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탈위계’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의사소통의 규범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식구총회’에서 ‘공식적인 언어’로 이루어지는 평등한 의사소통이 ‘일반 학교’에서는 경

험할 수 없는 ‘대안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면,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공식적인 언어’는 ‘새로 배워

야만 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정도에

기반한 위계가 인지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들이 1학년 때 선배를 보며 ‘안 떨어보이는’

것으로 느꼈던 것처럼 이러한 능숙함의 차이가 실제 상황에서 인지되면, 그것은 ‘탈

위계’의 공간에 능숙하게 참여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위계를 실제로 만들어낸다.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하자면,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존댓말’과 ‘어려운 용어’로 나들이

표현하는 일련의 언어 규칙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능력은 늘봄과 선빈에게

‘쪽팔림’과 ‘무서움’을 야기했던 것과 같은 ‘실패한 공적 퍼포먼스’를 발생시키지 않을,

공적 의사소통에의 전반적인 참여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연구: 그러면 지금은 달라요? 좀 수월하게 얘기하는 편인지?

선빈: 네. 왜냐하면 약간. […] 타이밍을 좀 더 재는 방법을 좀 더 잘 아는 것 같

아요. 몇 년 하니까. 근데, 확실히 3년을 있다 보니까, 그냥, 말을 해도 되

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더 쉽게 말을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는 1학년 때, ‘우와, 어떻게 저렇게 3학년들은 말을 주저 없이 저렇게 잘하

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3학년 되니까, 아, 뭔가,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웃음)

자신이 ‘식구총회’의 상황에 참여하는 태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술에서, 선

빈 또한 나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적인 발화의 장에 참여하는 기술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선빈의 경우에, 이러한 기술은 ‘[발언의] 타이밍을 좀 더 재는 방법’

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빈의 구술에서 흥미로운 점은 자신이 3학년이 되면서 좀

더 수월하게 발언할 수 있게 된 이유를 “그냥,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1학년 때에 3학년들을 바라보면서 공적 상황에서의 발화의 능

숙함에 기반한 위계를 실감했다고 회상했던 선빈은, 3학년이 되어 그러한 능숙함에

대해 여유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구술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생활의 초기에 ‘식

구총회’에서 경험한 공적 발화의 어려움에 대해 구술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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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묘사하면서는 공적 발화의 기술에 기반한 위계를 실감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

면서도, 현 상태에 이르러 보다 수월하게 ‘식구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된 이유로는

선빈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설명은 이러한 ‘탈위계’의 능력의 핵심

적인 요소 중 하나가 역설적으로 ‘탈위계’의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기술의 숙

달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에 대한 여유로운 태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생들

의 언술에서 드러나는 바, 실제로 존댓말과 ‘어려운 용어’를 잘 사용하게 되었는가의

여부보다도 학생들에게 쉽게 발언할 수 있다는 능력의 감각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기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였다. 그리고 이처럼 기술에 대한 여유로운 태도는

선빈의 표현에 따르면 ‘3년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서, 이는 학교에

서의 시간이 축적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술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

하고 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초심자로서는 더욱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

에서 ‘탈위계’의 능력에 기반한 위계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적인 기술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되어서이든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여유

로운 태도를 획득하게 되어서이든 간에, 이처럼 공적 의사소통의 영역에서 일종의

‘탈위계의 위계’에 해당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할 때, 보다 능숙하게 공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일종의 진정성의 체화가 일어나는 방식

이기도 하다. 공적인 장(예를 들면 ‘식구총회’)에서 공적 발화규칙에 맞추어 성공적으

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

에 노력하여 달성해내야 하는 ‘대안적인’ 상태로 여겨진다면, 이러한 평등한 의사소통

이라는 실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는 진정성

의 의미론에 의해 이를 달성해낸 학생에게 주어지는 진정성의 표식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식구총회’로 대표되는 공적 의사소통의 장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능

숙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이자 ‘진정한 공동체’의 실천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되는 능력을 보유한 존재

로서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식구총회’라는 압축적인 의례를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공적 평등성의 관계와 그 안에서 독립된 개인으로서 정당하게 의견을 발화하

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수행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양상은 반말의 언어규칙을 사용하는 관계성의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

다.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반말의 사용에서 평등성의 감각을 발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각각 교사들과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반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수

행하는 경우였다.44) 이처럼 반말의 의사소통 규범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관계에의 참

44)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먼

저, 학생들이 반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교사들은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이들

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에게는 어떤 학생도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양상이 관찰

되었다. 또한, 반말의 대상이 되는 교사들과의 대화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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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존댓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디고등학교 바깥에서는 불가능한 평등성의 경험

으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학생들은 이러한 의사소통의 규범을 능숙하게 사

용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는 것으

로 여겨진다.

<인터뷰> 2019년 11월 16일, 1학년 태은

연구: 반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누구누구한테 반말을 쓰나요?

태은: 보통은 다 반말 써요.

연구: 선배들한테, 다?

태은: 네. 쌤들한테도 쓰는데. 쌤들 중에서도 한군, 영진?

연구: 그러면, 점점 반말을 더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3학년들은

선생님들한테 반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태은: 네, 그런 것 같아요. 1학년 애들은 애초부터 쌤한테 반말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그런 거니까. 3년 동안 지내면 더 적응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다 반말

말과 존댓말을 오가면서 의사소통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이처럼 한

정적인 인원의 교사들에게나마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험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평등성을 확증하는 경험들로 자주 구술되었고, 이러한 구술들

에서 실제 반말의 대상이 되는 교사들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사실은 자주 누락되는 경향

이 있었다. 사실 이처럼 ‘교사와의 반말의 경험’으로 표상되는 평등한 의사소통의 경험의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별명’의 호칭체계를 사용하는 경험이었다.

교사들에 대한 반말의 언어규칙이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러한 ‘별명’의 호칭체계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앞

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교사들의 ‘별명’은 본명과는 큰 상관이 없거나 본명의 일부를 활용

한 것 외에도 본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이는 학생들 사이에 공유된

호칭의 체계로서 작동했다. 다만, 이러한 ‘별명’의 경우에도 완전히 평등한 관계성과는 차

이가 있었다. ‘별명’들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본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들이었

는데, 이들은 본명을 그대로 부르면서도 그에 연동되는 일련의 언어규범들을 평등한 관

계의 발화자 간에 서로 본명을 부르는 것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었

으며, 이러한 언어규범의 제한은 ‘별명’의 호칭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연동된 언어 규칙을

구성하고 있었다. 예컨대, 학생들은 교사를 본명으로 부르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반말을

사용하는 친구를 부르는 경우와 같이 ‘OO아’나 ‘□OO’과 같이 호칭할 수는 없었으며, 그

와 연동하여 ‘~니?’나 ‘~냐?’와 같은 어미들 또한 사용할 수 없었다. 반면, 이러한 금지

의 규칙은 교사가 학생에게 발화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교사와의 의사소통

에서 반말의 사용 경험과 ‘별명’의 호칭체계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친밀성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핵심적으로 작동하

는 위계성 자체를 파기하지 않으며, 역설적으로 은밀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친밀한 위계’

를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이러한 미묘한 언어사용이 제공

하는 친밀성의 경험으로부터 교사와의 (‘일반 학교’와는 대조되는) 평등한 관계성의 체험

을 읽어내고 있었다. 이 소절의 서두에서 효민이 자신이 경험한 평등성의 근거로 ‘선생님

을 ‘태우’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양상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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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을까?

연구: 그러면 ‘이 친구는 동기들 중에 유난히 반말을 잘한다’,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태은: 현우? 반말을 잘 못하는 애들은 있는데, 약간 소심한 친구들. 경빈이. 그러

니까, 처음 보면은 친해지고 나서도 반말 못쓰고 반말 존댓말 섞어쓰는.

“애초에 쌤한테 반말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그런 거니까”라는 표현에서, 태은은 이

러한 평등한 의사소통의 경험이 학교 바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태은이 구술하듯이, 교사와 선배에 대한 반말의 사용은 평등함을 실감하게 한

다는 점에서 ‘탈위계’의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상급생일수록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로 여겨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반말을 잘 ‘못’ 하는 학생들이 ‘소심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은 이러한 ‘탈위계’의 규범이 ‘진정한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습득해야하는 가치 있는 기술이자 문화적 요소라는 인식을 함축적으로 보

여준다. 태은이 언급하듯이, 학교에서의 시간이 축적되고, 이들이 더 ‘적응’하여 온전

한 구성원이 된다면 이러한 반말의 기술 또한 자연스럽게 습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러한 ‘사실상의’ 위계의 작동이 학생들의 위계에 대한 태

도와는 상반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위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

으며, 간디고등학교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위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선배들은 후배들과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

한 문화적 가치로서 추구했으며, 불평등한 위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

게 반응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수행하던 기간

중에 2학년 학생들과 이들의 담임교사 사이에 약간의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일

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이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알려지자, 3학년 학생들은 늦은 밤에

자체적으로 전체 기수 회의를 열어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이 특히 고민했던 지점들 중 하나

는 자신들의 걱정과 제안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것이었는데, 이 회의에 직접 참여

했던 3학년 동욱의 말에 따르면 그 이유는 “[선배들이] 기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2

학년 학생들에게 “불쾌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결국 이들은 2학

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조언하기를 포기했으며, 같은 3학년으로서 회의에 참석했

던 학생회장단이 공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회의의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학생들이 위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간디고등학교의 관

계적 세계가 평등성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실천들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앞서 살펴본 학생들의 언술에서 이러한 제도화된 실천들 자체가 역설적으로 위계

를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학교’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과 다른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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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의 장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에 대해 초심자로서의 1학년 학생들이 보내는 감

탄과 기대에는 그러한 경험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그에 참여하는 자신에 대한 자

부심이 내포되어 있는 동시에, 그러한 진정성의 실천에 참여하는 초심자로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위계의 감각이 내재되어 있다. 학교 바깥의 위계적인 ‘일반 학

교’와 달리 ‘모두가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간디고등학교에서, 학교 바깥에서 왔기 때

문에 이곳에 충분히 익숙하지 못한 초심자들은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모순적

인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탈위계의 위계’는 초심자들이 일련의 학교

에서의 경험과 시간을 거쳐 온전한 자격과 발화의 기술을 갖추게 하는 경력의 구조를

제공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러한 ‘탈위계의 위계’가 제공하는 경력의 단계를 밟아나

가면서 학생들은 ‘진정한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된다.

2) ‘간디병’: 반복되는 경험의 구조와 경험이라는 공동자산

<상황 9> 2019년 5월 3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3학년 학생들의 이동학습

(인턴십) 기간 중 여가시간.

서울에서 인턴십을 진행한 3학년 재학생들이 한강공원에서 모여 여가시간을 보

내고 있었고, 연구자는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서울에 체류하고 있던 교사와 함

께 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 도중 학생들은 라오스 이동학습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슬기: 오늘 마지막 날이지 않나?

윤지: 그럴 걸.

세정: 전화해볼까?

예하: 아이, 하지마.

슬기: 전화하면 받으려나?

세정: 아니야 지금 쯤이면 (시계를 확인하며) 시장 갔다.

슬기: 아, 거기 시장.

윤지: 캉쌤(교사)이 데리고 가는 거기.

슬기: 그래 거기 시장 갔다가, 저거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자유시간 아닌가?

위의 장면에 이어서, 학생들은 2학년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들의 추측이

정확했음을 확인하고 즐거워했다. 이 장면에서, 3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작년에 경

험했던 일정과 자신들이 선배들에게 들어 알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2학

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정을 정확하게 추측하고 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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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이처럼 상급생들이 자신들의 후배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천과 상황에 대해 매

우 정확하게 추측해내는 장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히 학교의 행사들과 교육적 실천들의 반복성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한 추측들이

정확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학교생활의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

해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추측하며, 참조하는 양상이 간디고등학교의 사

회적 세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며, 학생들이 일련의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

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이러한 양상이 가능한 이유는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련의

교육적 실천과 일상의 활동들이 높은 수준으로 의례화되어 반복되기 때문이다. 간디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대체로 정해

진 일정에 따라 엄격하게 반복되며, 개별 활동들 또한 높은 수준의 내적 규칙들에 의

해 의례화되어 있다. 이를테면, 앞서 <상황 9>에서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라오스 이동학습’ 상황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정확하게 추측해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선배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해당

활동이 고정적인 형태로 의례화되어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오스

이동학습’ 뿐만 아니라, 간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수행

해나가면서 한 차례씩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행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학년별 이동학습인 1학년의 ‘제주도 도보여행’, 2학년의 ‘라오스 이

동학습’, 3학년의 ‘인턴십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두 가지의 일견 모순되

는 효과를 갖는다. 먼저, 이처럼 의례화된 일정에 따라 반복되는 순차적인 경험의 구

조는 이를 먼저 경험한 구성원들(이를테면 <상황 9>의 3학년 학생들)과 이를 새롭게

경험하거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구성원들(<상황 9>의 2학년 학생들과 당시의 1학

년 학생들) 사이에 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위계를 만들어낸다. ‘라오스 이동학

습’에 이미 참여해보았기 때문에 해당 활동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새롭게 경험하는 후배들의 경험을 추측하고,

때로 자신들의 경험과 비교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이를 새롭게 경험하는 2

학년 학생들에게 ‘라오스 이동학습’은 처음 진입하는 새로운 경험의 장이며, 1학년 학

생들에게는 막연히 상상하거나 기대하며 선망할 수 있을 뿐인 미래의 대상이다. 학생

들 각자가 느끼는 감흥의 내용과 정도가 아닌 활동에 대한 참여와 완수의 측면에서

보자면, 3학년 학생들의 경험은 언제나 후배들의 그것을 초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의 구조는 학생들 사이의 위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공통의 경험

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기도 한다. 모든 학생들이 시간차를

두고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의 구조 속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일종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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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경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가 경험한 같고도 다른 매 회차의 활동들을 중심으

로 한 공감과 참조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한 차례씩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활동들 외에도, 보다 정

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례화된 활동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활동들

의 경우에, 반복되는 활동들에 참여한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를 여는 시간’이라는 공적인 무대에 처음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새

로운 참여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그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강하게 경험하는 반면, 매

학기 반복되는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해 익숙해진 학생들은 보다 덜 부담을 느끼면서

이를 준비하고, 능숙하게 이를 수행해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주 열리는 ‘식구총

회’의 경우에도 이처럼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축적된 기술과 여유로운 태도가 학생들

사이에 경험에 기반한 위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이러한 반복되는 경험의 구조는 학생들 사이에 위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밀접한 소통의 장과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

히, ‘주를 여는 시간’과 ‘식구총회’와 같은 의례들은 실제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경

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종의 위계 속에서도 학생들 사이의 연결의 가능성을 명시

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험들이 단순히 반복될 뿐만

아니라 간디고등학교의 밀도 높은 공동생활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활발하

게 소통된다는 점이다. 모든 일상을 함께 하며 밀접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간디고등

학교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자연스럽게 관계와

의사소통 상황을 통해 공유된다. 특히, 앞서 다룬 것과 같이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

들은 단순히 주어진 교육적 상황에 교육의 대상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행사와 교육적 실천들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

을 요구받기 때문에, 선후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한

소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떠한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새롭게 맡게 된 구성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바로 직전 주기에 지금 자신이 맡게 된 역할을 수행했던 다른 구

성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자신이 맡게 된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를 해당 구성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은 매우 빈번하게 발

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이외에도 구성원들 각자의 경험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다양한 발표회들이 의례화되어 있다. 학년별 이동학습의

경우 각 학년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에 대한 감상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발표

하는 행사는 이동학습만큼이나 중요한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동아리 발표회, 3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 발표회 등 개별 구성원들의 경험을 공동의 경험으로 변환해내는

다양한 발표회들이 제도화되어 있고,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를 위해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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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새로운 경험들을 순차적으로 획득해나가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들

을 점진적으로 축적해나가는 경험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소통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험을 기초로 하는 일종의 경력의 구조가

수립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시간이 축적될수록 학교에서의 생활과 활동에 대해

보다 온전한 경험을 확보하게 되며, 경험의 양과 폭에 의한 위계가 발생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한 구성원들 간의 정보의 소통이 반복되면서 간디고등학교의 상급생들에게는

경험 자체를 자원으로 하는 직접적인 권위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 ‘초심자(newcomer)’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

본, 그리고 초심자들에 비해 더 여러 차례 반복적인 활동들을 경험해본 간디고등학교

의 ‘경력자(old-timer)’들은 초심자들에 대해 이러한 경험에 기반한 권위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이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온전한 참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러한 권위는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한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는 그 내적 작동의 원리에 있어서 ‘실천공동체’의 형태를 띠며, 그 구성

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도제교육(apprenticeship)’에 가까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Lave and Wenger, 1991; Wenger, 1998). 특정한 상황이나

활동을 먼저 직접 경험해보았으며, 자신들의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생들은 보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지닌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로서

자연스럽게 후배들에 대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들에 의한 평가와 조

언은 멘티의 역할을 수행하는 후배들이 자신들의 참여의 방식을 조정하고 경험을 해

석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후배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참조점이자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과업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의 대상으로서 선배들과

관계를 맺었다. 학생회의 집행부나 동아리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들어나가는 이벤트들, 수업의 과제나 프로젝트, 교사나 친구

와의 관계, 진로에 대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에서, 이처럼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교류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련의 실천들 속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맞닥뜨리고

(problem solving),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경험자’를 공동체의 관계망 속에서

물색하며(seeking experience), 이들이 보유한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reusing

assets) 등 실천공동체를 특징짓는 핵심적인 활동들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Wenger, 2011: 2-3).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소통되고

축적되는 경험과 지식은 간디고등학교라는 실천공동체의 ‘공동자산(shared

repertoire)’을 형성하며, 학생들은 선배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이러한 경험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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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속한다.

이러한 경험의 소통과 지식의 학습은 단순히 구체적인 실천에 필요한 도구적인 지

식과 정보의 학습 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일종의 생애사적 감각

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터뷰> 2020년 4월 23일, 3학년 늘봄

늘봄: 간디병은,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거든요? 간디병. 진짜 많이 들

었는데, 뭔지 몰랐어요. 계속, 간디병이 도대체 뭐냐고, 그랬는데. 2학년 2

학기 때, 아, 이게 간디병이구나, 하는 게, 딱 느껴져요. 바로, 팍. 그 때

애들이 다 그랬어요. 비슷한 시기에 저희 기수 애들이 다 그랬는데, 뭔가,

말로 설명하지를 못해요. 뭔가, 엄청 바쁘고, 뭔가 열심히 계속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허하고. 내가 뭐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

렇다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아니구요. 그냥 그런 바쁨 속에서 멍해지고 허

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 같아요.

연구: 약간 ‘번아웃(burn-out)’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늘봄: 네, 약간. 그런가봐요. (웃음)

<인터뷰> 2019년 12월 18일, 3학년 규형

규형: 간디병은 이제, 1학년 때부터, 정말, 입학했을 때부터, 선생님인가, 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간디병이 온대. 그게 1학년 후반이거나, 2학년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구: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규형: 그게, 자퇴를 하고 싶어진다던가.

연구: 왜요?

규형: 제가, 저는 일단,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인간관계에서 지치

는 친구들하고. […] 대부분 인간관계나 그런 데에서 많이 지치는 것 같아

요.

늘봄과 규형이 언급하고 있는 ‘간디병’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특정한 감정 경

험을 질병의 비유를 통해 지칭하는 명칭으로, 이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일종의 문화적

지식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 학생들이 드는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간디병’은 대체

로 반복되는 생활의 리듬과 밀도 높은 공동체적 집단생활의 부담감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일종의 시기적(時期的) 경험으로, 주로 2학년 때에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늘봄의 언술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간디병’이 그에게 ‘현실’로 인지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간디병’에 대해 설명하는 대부분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그러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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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봄 또한 자신이 ‘간디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에 이미 지속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구술하고 있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간디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전에 이미 교사들과 선배들에게 이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그 실제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자신이 어느 시기

에 특정한 감정을 느끼자 그것이 ‘간디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

이게 간디병이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진다는 늘봄의 언술은 그가 공유된 지식으로서

학습하고 있었던 ‘간디병’의 상상계에 자신의 감정 경험을 통해 비로소 접속하는 모습

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때, 늘봄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간디병’에 대한 문화적 지식은 자신이 속한 공동

체의 공유된 생애사적 경험에 대한 지식이자 서사인 동시에, 자신의 무기력, 힘듦,

지침 등의 경험을 해석하는 틀로서 작동한다. 학생들은 ‘간디병’이라는 시기적 경험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생애사적 감각을 구성해내는 양상을 보

였다. 예컨대, 1학년 태은은 자신이 ‘간디병’을 경험하고 있다고 구술하면서 자신이

이를 ‘일찍’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3학년 민영은 자신이 ‘뒤늦게’ ‘간디병’을 경험

하고 있다고 구술했다. ‘간디병’과 같이 공유된 경험의 문화적 지식은 공동체의 구성

원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공유된 감각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성원 각

자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생애사적 감각을 구성할 참조점을 제공한다. ‘간디

병’의 경우 이러한 경험을 지칭하는 별도의 표현이 존재하지만, 간디고등학교에는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각 학년에게 대표적이고 고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생애

사적 과제와 그에 연동된 고민의 주제, 그리고 감정 경험에 대한 문화적 지식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 또한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한

해석의 틀이자 지식을 제공하는 경험의 자산을 이루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

에 대한 공유된 지식의 지도를 받아 자신의 학교 생활의 단계들을 경험해나가고, ‘간

디고등학교 학생’의 공통의 내러티브에 자신을 맡긴다.

3) 역할의 배분과 승급: 진정성 프로젝트 내의 인적 순환

2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학생회장단 선거를 기점으로 1-2주 동안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는 일련의 인사 이동에 해당하는 변화들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학생회 산하의 집행부들과 동아리들의 장이 3학년 학생들에서 2학년 학생들로 교체

되며, 나머지 구성원들 또한 그에 맞추어 역할이 변동한다. 때때로 기존의 동아리의

장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장을 구하지 못하고 동아리가 침체기에 빠지는 경우

가 있지만, 거의 모든 동아리들이 공통적으로 이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공적인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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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식구총회’의 상황이다. 이 기간을 기점으로,

‘식구총회’에서 모든 각각의 집행부와 동아리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학생들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2학년 학생들이 집행부들과 동아리들의 운영진으로

임명되어 간디고등학교의 공적 영역의 핵심적인 주체들로 등장하고, 1학년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보다 부차적인) 공식적인 역할을 맡아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받기 시작하며, 3학년 학생들은 조언과 자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거나, 풍

물 동아리 ‘솔뫼바람’의 장을 맡았다가 2019년 2학기 초에 자리에서 물러난 3학년

효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유를 획득”한다.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역할의 승급은 간디고등학교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수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러

한 ‘기수문화’는 직접적인 인간관계의 측면이나 대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견되는

권력적 위계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기수를 기준으로 하는 서열과 권력적인 위계를

설정하거나 행사하려는 시도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매우 기피해야할 것으로

여겨지며, 전체 구성원의 평등한 관계성에 대한 문화적 추구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일련의 실천 방식들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다. 심지어, 앞서 소개한 공적 영역에서의

인사 이동을 통해 배분되는 역할들 또한 집행부와 동아리들이 권력적 위계서열에 기

반하여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력적인 양상을 띠는 ‘기수문화’의 작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의 승급은 실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간디고등학교

에서 공동 경험의 단위이자 참여의 수준에 따른 위계를 공유하는 단위로서 ‘기수’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이처럼 학년에 따라 배분

되는 차등적인 역할들은 간디고등학교라는 집합적인 실천의 장에 대한 서로 다른 수

준의 참여의 자리를 표상한다. 간디고등학교라는 실천공동체에서, 학생들은 보다 초

심자에게 부여되는 부분적인 참여의 역할에서 시작하여, 점차 학교에서의 생활을 경

험해나가면서 보다 ‘온전한 참여(full participation)’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한다

(Lave and Wenger, 1991: 79).

이 때, 이러한 위치의 이동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자 장치가 ‘기수’이다. 간디

고등학교의 공적 사회성의 영역에서, 특정한 참여의 수준을 공유하는 일련의 역할들

이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한 기수에서 다음 기수로 일제히 이임되는 양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같은 ‘기수’로

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기수’ 전체의 차원에서 이러한 이행이 이루어짐을 암시한다. 이처럼 “명확하게 정의

된 성원됨의 ‘단계들’을 통한 경로”(Lave and Wenger, 1991: 67)를 따라 각 기수

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들의 상이한 참여 수준을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양상을 통해 간디고등학교에서 ‘기수’는 학교에서의 생애사적 경험이 동기화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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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위를 형성하며, 이러한 역할의 승급을 통해 명시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적 위계서

열과는 다른, 경험에 기반한 경력의 위계를 작동시키는 ‘기수문화’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실천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순차적으로 부여받으면서 ‘온전한 참여’로의 이행을 경험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

들이 경험하는 실천들에 대한 학습은 도제교육의 속성을 강하게 띤다. 매 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참여를 요청하고 가능하게 하는 역할들로 이동함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보다 확장된 행위성을 담지한 역할을 맡을 때에만 알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의 영역이

열리며, 그 전 단계의 참여에서는 습득할 수 없었던 내부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권과

수행할 필요가 없었던 고민의 과제들이 제공된다. 따라서, 간디고등학교에서 반복적

인 경험의 구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경험이 단순히 반복된다는 것은 불충분한 분

석이다. 학생들은 동일한 경험을 동일한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서로 다른 참여의 수준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경험한

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다른 역할에서의 경험들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간디고등학교

의 구성원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들의 ‘온전한 참여’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학생들이 ‘기수’로 표상되는 학교에서의 시간의 축적에 따라 승급하는 경력의 단계들

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실천에 대해 서로 다른 위치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며, 보다 포

괄적인 의미에서는 간디고등학교라는 실천공동체 자체에 대해 그 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할과 경력의 단계에 따라 상이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상이한 경험

의 구조는 학생들에게 각 단계의 경험들과 연동된 심적 자세와 감정적 경험을 유발하

기도 한다.

<인터뷰> 2019년 11월 9일, 3학년 덕원

덕원: 1학년 때에는 되게, 마냥 즐거웠던? 별 생각 없이. 정말, 다른 사람들 눈

치도 안 보고. 정말 나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가 되면서, 이제 [기숙사] 층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책임감이 생기고. 학생, 구성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좀, 바른 생활, (웃음)을 지향했죠, 저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앞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연구: 네가?

덕원: 네. 그런 생활을 지향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구: 네가 방금 얘기한 ‘바른 생활’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덕원: 예. 저도 지금, 같이 사는 공간인데 그렇게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약

간 꼰대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책임감이 차츰차츰 생겨갔어요. 특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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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이 때부터, 확, 층장하면서, 확 올라갔죠.

위의 구술에서 덕원은 자신이 학교에서 맡게 된 역할의 변화에 따라 경험하게 된

감정적 차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덕원은 자신이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살아왔으나, 2학년 2학기 이후로 일종의 전환을 경험했음을 구술한다. 덕원이

설명하는 이러한 전환이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그가 맡은 층장의 역할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 자신이 “별 생각

없이”,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살았다고 언급하는 덕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기숙

사 층장’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비로소 그 역할에 부여된 책임감을 체감했음을 구술

하고 있다. 그로 하여금 이러한 전환을 경험하도록 만든 역할(role)이 기숙사에서의

공동생활을 조율하고 규율하는 역할인 ‘기숙사 층장’이었으며, 그가 전환을 통해 추구

하게 된 목표가 ‘같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기숙사에서의 ‘바른 생활’45)이라는 점은 그

에게 발생한 책임감의 감각이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덕원의 언술은 실천공동체로서의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이

‘진정한 개인’과 ‘진정한 공동체’의 작동을 조율하고, 보다 나은 ‘공동체’를 구현해나가

는 집합적인 실천에 점차 “별 생각 없는” 초심자로부터 ‘온전한 참여’로 나아가는 경력

의 축적과 역할의 승급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책임감은 단순히 실천에 대한 스스로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

다 직접적으로 실천공동체 내에서 수행해야할 멘토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아래의 인터뷰 구술에서 3학년 나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경험과 지

식을 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멘토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언급하고 있

다.

<인터뷰> 2019년 7월 5일, 3학년 나들

나들: 뭔가, 우리 [기수] 탓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 이게 계속, 우리 탓만

같더라고. 우리가 잘 못 알려줬고, 잘 안 알려줬고, 무관심했고, 그 [후배]

친구들이 잘 해내겠지, 그냥 믿었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목소리를 내

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 지금 위치가, 아, 3학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요새 많이 느끼기도 했고.

연구: 이런 거라면은-

나들: 책임감이나, 그런 거를 져야하는 나이구나, 학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한 자책과 책임감의 감각은 간디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의 언술에서 빈번하

45) 덕원은 ‘바른 생활’이라는 표현을 ‘공동체 약속’으로 표상되는 간디고등학교의 생활 수

칙들을 준수하는 생활의 태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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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견된다. 나들의 자책이 3학년인 자신들이 후배들에게 “잘 못 알려줬고, 잘 안

알려줬”다는 것으로 구술되고 있다는, 경험의 전수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에 대한 것

으로 구술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나들은 실천공동체로서의 간

디고등학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도제교육의 존재와 그러한 도제교육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각을 구술하고 있다. 또한, 나들의 구술에서 이러한 자책과 책

임감의 감각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수’에 공통된 것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3학년이

라는 위치에 결부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이러한 감정적 차원의 경험들이 유

사한 참여의 수준과 경력의 단계, 그리고 역할의 수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수’를 중

심으로 소통되고 공유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2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는 가장 활발한 참여의 단계를 마무리하는 학생들의 언술

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이 나들이 구술한 것과 같은 자책과 책임감, 특히 멘토로

서의 역할에 대한 자각으로 특징지어지는 책임감의 감각이라면, 단순화하기는 어렵지

만 이 단계로 새롭게 진입하거나 이 단계를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언술

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안과 의지, 그

리고 역할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인터뷰> 2020년 4월 23일, 3학년 늘봄

늘봄: 처음에는, 그냥 정말, [회장단에 출마하게 된]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옷 만들기 수업을 하다가, 그 때 1학년 말에 정말 농담으로 친구들끼리,

‘아, 회장단 우리 기수 누가 하지?’ 이런 얘기하다가, ‘지훈아, 나랑 나가자’

이렇게 계속 그냥 농담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2학년이 되면서, ‘와, 회장단은 진짜 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단

을, 어떻게 하나 싶고. 그리고 약간,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요. 회장단을 하라는 얘기도 많았고 주변에서, 그랬는데, 내가 회장단을 하

기에는 좀,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던 거죠. […] 그래서 준비가 좀 늦

었어요.

늘봄의 언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구성원의 부

담감과 책임감의 마음가짐이다. 늘봄과 같이 새로운 역할을 맡아 보다 ‘온전한 참여’

로의 이행을 경험한 구성원들은 대체로 새로운 역할에 대한 포부와 설레임을 구술하

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그것에 임하는 자로서의 책임

감에 대해 구술했다. 이러한 책임감은 해당 학생들이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경험하는 감정적 역동의 배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인터뷰 당시 이미 학생회장단으로서의 임기를 이미 절반 이상 소화한 상태였던

늘봄은 당시 그가 학생회장단으로서 경험하고 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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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자책을 구술했다. 한편, 1학년 학생 태은은 선배들을 바라보는 초심자로서의

감각을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인터뷰> 2019년 11월 16일, 1학년 태은

태은: [선배들이] 대단해보일 때가 있죠. 회의할 때.

연구: 그게 커요?

태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20기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는 약간 생각지도 못한 건데, 말하는 게 보면 진짜 왜 3학년인지 알 것

같고 내가 3학년이 되어서 저만큼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중략)

태은: 그런데 사실, 내년이 걱정되기는 하죠. 20기가 빠지니까. 21기가 20기만

큼 할 수 있을까? 내후년에는 우리(22기)는 할 수 있을까? 그것만큼 할

수 있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제 롤모델이죠, 20기는. (웃음)

위와 같은 태은의 언술로부터, 서로 다른 수준의 참여를 기준으로 하는 역할의 경

력 체계와 그러한 경력의 체계를 따라 이루어지는 순차적인 역할의 승급이 진정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간디고등학교의 공동의 실천들에 그 구성원들을 끌어들이

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태은에게, 그리고 태은

과 유사한 감각을 구술한 1학년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추구하는 실천들에 대한

참여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경력의 체계는 그 체계 상에서 보다 높은 단계에 진입한

선배들이라는 ‘롤모델’을 제공하며, 자신들 또한 그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공동체 전체

의 실천을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여망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에서 일련의 실천들에 대한 서로 다른 수준의 참여와 경험을

기준으로 수립되는 경력의 체계는 그 체계 상의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한 구성원들에

게 해당 단계와 연동된 감정적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각자의 단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물론, 이러한 감정적 경험들은

갈등의 요소들을 내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급생들은 (자신들 또한 1학년이었을

때에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구술하면서도) 충분히 활발하지 못한 참여를 이유로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을 인터뷰에서 구술하기도 했으며, 여러 구성원들

의 인터뷰 구술과 참여관찰을 통해 보건대 직접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막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거나, 나름대로 현재 상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형성하고 발언할 수 있게 된 학생들은 여러 공적인 발화들을 통해

냉소와 체념을 내비치기도 했다. 선배들의 책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1학년 학생들

은 태은이 언급한 것과 같은 희망과 열망과 함께 그러한 평가들로부터 자신들이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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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긴장과 불만을 구술하기도 했다. 간디고등학교를 일종의 실천공동체로 파악한다

면, 그 내적 작동은 이처럼 다양한 역할들 사이의 관계들로부터 발생하는 감정들이

충돌하거나 뒤섞이고, 이를 동력으로 개별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동체의 실

천에 참여하며, 때로 이로부터 새로운 시도들이 창발하여 실천을 재구성하는 양상을

띤다. 다시 말해, 이러한 감정적인 경험의 차원들은 학생들 개개인으로 하여금 공동

체의 실천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여망하게 함으로써 진정성 추구라는 공동의 프로젝

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그러한 프로젝트에 동력을 공급한다. 아래의

혜진의 언술은 간디고등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경력의 체계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역할로서 참여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감정적인 역동의 복합적인 작동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뷰> 예비조사 자료, 3학년 혜진

혜진: 전반적인 학교 생활이 다 행복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들어오니까 동아리가 망하는 것 같다. 그냥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1학년

땐 아무 생각 없이 선배들을 보다가, 2, 3학년이 되면 학교의 문제들도 좀

보이기 시작하고, 해결해보려는 일들도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

안한 거예요. 이러다 학교가 망하지는 않을까.

연구: 망하는 게 뭐예요?

혜진: 더 이상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 거죠. 대안은 뭐고, 우리는 우리의 공동

체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불안한 건 저희가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

을 것 같고.

연구: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망하는 거구나. 그런게 사라질

때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망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

을 하는 거군요, 2, 3학년이 되면?

혜진: 그렇죠.

학교의 ‘망함’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은 간디고등학교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하면서

연구자가 가장 빈번하게 접했던 학생들의 감각들 중 하나였다. 학생들의 언술에서

‘진정한 교육’에 대한 고민은 “요즘 애들보고 자꾸 그냥 대학 가라고 부추기는” 교사들

의 비성찰적인 태도로 인해, ‘진정한 개인’에 대한 추구는 “총회에서 보니 생각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진정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는 것 같은” 모습들로 인해 망실되기 쉬운 위태로운 과업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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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감각을 점차 상급생이 되면서 “학교의 문제들”을 자각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인 시도들을 행하는 과정과 연결하는 혜진의 언술은

이러한 ‘망함’에 대한 걱정의 공유된 감각이 학생들이 점차 학교에 대한 보다 높은 수

준의 참여와 책임감을 자임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들로 하여금 참여

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46) 혜진은 더 나아가

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참여이자 주도적인 시도로서의 ‘고민들’이 사라질 때에 학교가

‘망하는’ 것이라고 구술함으로써, 이러한 ‘온전한 참여’에의 추동을 간디고등학교라는

진정성 추구의 실천공동체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혜진의 언술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일련

의 실천들이 그에 대한 참여의 수준을 기반으로 한 경력의 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

해 그 구성원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지속되는 양상을 요약적으로 보여준

다.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는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실천들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공동체이자 도제교육의 속성을 보여준다. 간디고등학교

라는 실천의 장에 진입한 학생들은 초심자로서 학교의 선배들을 선망하고, 학교의 세

계와 실천들에 보다 온전하게 참여하기를 여망하며, 일련의 승급의 체계를 통해 순차

적인 참여의 단계들을 경험하며 학습한다. 평등성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

하고 있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위계의 장치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의 내면에 진정성의 경력의 구조를 설정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는 구성원

들이 각자가 경험하는 상이한 단계의 경험을 밀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유하

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구체적인 상호작용과 관계망을 통해 공동체의 공동자산으로

서의 경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실천과 공동체의 면면에 대한 학습과

보다 ‘온전한 참여’로의 이행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각각의 단계에 연동된 일련의

감정들을 경험하고, 망실되기 쉬운 ‘대안’이라는 프로젝트, 진정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에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부여받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간디고등학교라는 실천공동체의 ‘온전한 참여자’로 변모하며, 그 과정에

서 자신이 참여하는 실천과 공동체를 재생산해낸다.

46) 맥레오드는 하위문화나 반문화적 실천을 유지해나가는 집단에서 주류문화로부터의 동

화의 위협이 내부적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진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계 작

업의 강화로 이어지는 양상에 주목한 바 있다(McLeod, 1999). 이와 유사한 관점에

서, 대안적 교육 실천의 공동체로서 간디고등학교를 주류 사회, 혹은 제도권 교육과 구

분 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대안성’과 ‘공동체성’에 대한 고민이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은 간디고등학교 내부의 진정성에 대한 추구를 독려하는 중요한 집합적 에

너지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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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한 진로’: 진정성의 영토관리와 ‘진정한 구성원’ 되기

1) ‘진정하지 않은 진로’와 성원권의 문제

간디고등학교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추구와 개별적이고 고유한 개인

성에 대한 추구를 축으로 한 ‘진정한 개인’의 의미론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련

의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의 구조화된 방식들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앞선 장에

서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진정한 개인’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논리

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각자의 고유한 욕구에 맞추어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곳으로서 학교를 의미

화하도록 하는 중요한 담론적 장치로 작동한다. ‘진정한 개인’의 의미론은 또한 간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내리는 선택과 수행하는 활동들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생들은 개성적인 존재이자 개성을 찾기 위해 자신의 삶과 배움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들로 여겨진다. 이들은 자신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실현해내는, 다시 말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기획하고, 이를 발견하고 달성하기 위해 간디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시도하고 이에 몰두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처

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기획하고 이를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진정한 개인’에 대한 추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요한 담론적 자원으로 존재한다.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행적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교육’이란 개별적이고 독립

적인 주체로서의 ‘진정한 개인’을 만들어내기를 추구하는 교육적 실천들로 표상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고민과 실천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상상하고, 기획하며, 추

구하기 위해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연구자는 ‘진정한 진로’라는 담론적 구성물의

작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때, ‘진정한 진로’는 ‘진정한 개인’에 대한 추구

의 의미론 하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탐구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학교에서의 활동을

선택하며, 일종의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O’Brien, 1996)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상상과 계획을 구축해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담론적 구성물이

다.47) 또한, 이러한 ‘진정한 진로’에 대한 추구가 학생 개인의 개성에 대한 탐구와 학

교에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 그리고 ‘진정한 진로’의 성격을 규정하는

의미론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진로’는 단순히 담론적

차원에 존재하는 구성물이 아니라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실천들을 포함하는 행

47) ‘진로포부’에 대한 설명으로 김수정‧차영화‧최샛별(2020: 103-104)을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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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공간이자 학생들이 이러한 개별적인 차원들을 연결하여 만들어내는 내러티브이기도

하다. 학교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고 알기 위해 존재하

는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한 진로’의 의미론은 학교에서

이를 추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을 통해 실물화하며, 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각자의 진로에 대한 내러티브는 ‘진정한 진로’에 대한 추구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개성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실천들과 스스로의 욕구와 개성에 대한

관찰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처럼 학생들이 ‘진정한 진로’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일련의

실천들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진정한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양상은 이들이 자

신의 개성과 학교에서의 활동, 그리고 진로를 연결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진로

에 대한 선택을 ‘진정한 것’으로 만들어야한다는 압박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진정한 진로’에 대한 추구라는 문화적 논리가 작동하는 간

디고등학교의 담론적 자장(磁場)과 사회적 세계 속에서, 자신의 학교에서의 활동과

경험, 자신이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전망, 그리고 이를 규율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을 연결해 자신만의 ‘진정한 진로’의 서사를 만들고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

에서 연행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간디

고등학교에서 작동하는 ‘진정한 진로’에 대한 추구는 ‘진정한 진로’의 의미론과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실천, 그리고 학생들 각자의 욕구와 집합

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진정성의 추구가 교차하는 사회적 국면이다. 또한, 이는 진정성

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집합적인 실천의 장 속에서 각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기획과 활동을 둘러싸고 각자의 ‘진정성 주장(authenticity claim)’을

만들어내고 이를 교섭해내는 사회적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의 문제와 관련하여 간디고등학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상황들은 주로 특정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로서 추구하는 것들의 내용이 ‘진정하

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경우들에서 발생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작동하는 진정성

의 의미론이라는 문화적 논리 하에서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미래에 대한

기획을 추구하는 경우, 이를 둘러싸고 기왕에 작동하고 있는 ‘진정성 주장’의 부단한

교섭의 양상들이 뚜렷하게 가시화되며, 새롭게 발생한 간극에 대한 개별 행위자들의

대응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을 학생들이 ‘진정한 진로’와 관

련해서 경험하는 양상을 보면,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한 진로’가 어떻게 구성되어있

으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공동체의 문화적 논리 사이에 발생한 간극은 어떻게 가시화되며,

어떠한 상황들을 발생시키고, 어떠한 대응을 유발하는가? 연구자가 참여관찰과 인터

뷰를 통해 파악한 바,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선택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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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학 입시’와 관련한 선택이었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대학 입시는

제도권 교육의 표상으로서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신의

진로로 대학 입시를 선택한 학생들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모종의 소외나

일련의 사회적 제재들을 경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2학년 시찬

시찬: 원래, 그냥 일반고에서는 제가 평범하다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대학 준비하라 하니까 하는 거고, 다들 정시 준비하거나 수

시 준비하거나. 그게 걔네들한테는 일상이니까. 그런데 저는 대안학교를 다

니잖아요? 다니면서, 2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이 되어서,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반응은, ‘어차피 너 재수할 거

아는데 왜 하냐’, 그런 반응이 좀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럼 이 학교 왜 왔

어?’ 그런 반응은 꾸준히 듣고. 좀 꺼림직한 눈빛도 많이 받고. 좋지 않은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웃음) 네.

연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진로를 계획하는 친구들끼리 좀 의지하는 것도

있겠네요?

시찬: 어, 네. (웃음) 심하죠, 이거.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위해 수능을 공부하는 2학년 학생인 시찬은 연구자

가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동안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쉽게 눈에 띄는 학생

들 중 한 명이었다. 간디고등학교의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 속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대체로 여러 회의나 모임들을 찾아 바삐 돌아다니거나, 여유로운 발걸

음으로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는 것과 달리, 평일 일과시간 중 시찬이 수업

이 없는 시간대라면 그가 자신과 함께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도서관의 테이블에

모여앉아 수학이나 영어 문제집을 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대체로

‘일반 학교’나 학원에서의 수업 상황에서 요청되는 신체 자세와 ‘몸의 기술

(techniques of the body)’(Mauss, 1973[1935])과는 상이한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이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그를 비롯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도

서관의 책상들 중 하나에 모여앉아 때로 귀마개나 이어폰을 끼고 문제집을 앞에 두고

상당 시간을 몰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는 이질적인 구석이 있었다.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시찬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신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경

험하고 있는 사회적 제재의 양상을 ‘그럼 이 학교 왜 왔어?’라는 자신에 대한 말로 요

약하고 있다. 이 표현은 앞선 논의에서 언급한 바 있는 효선의 발언(“그럴 거면 일반

고에 가지. 그러려고 여기에 온 거는 아니잖아” - <상황 1>)을 포함해 학생들의 언술

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표현들과 거의 동일한 의미론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들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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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속에서 언급되는 이들 표현은 모두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들에게 발화된 것들로, 대학 입시라는 진로의 선택과 그것에 연동되어 있는 일련의

활동들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는 진정성의 의미론 하에서 간디고등학교로 표상되

는 ‘진정한 교육’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시찬은 인터뷰의

후반부에서 자신에게 “‘수능쟁이’라는 프레임”이 붙었다며 불만스러움을 표현했다. 이

표현 또한, 대학 입시의 방법으로서 시찬을 포함한 일군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능’이라는 교육적 제도가 ‘진정하지 않은 진로’에 수반되는 것으로 여겨져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근거로 동원되는 양상을 보여준다.48)

시찬과 마찬가지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처럼 ‘진정하지 않은 진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신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

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언술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제재가 “전

체적인 공동체의 가치와 안 맞”기 때문으로 구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술들

에서, ‘진정한 진로’의 의미론에서 배제되는 대학 입시와 수능은 “전체적인 공동체의

가치와 안 맞”는 것으로서 ‘쳐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요컨대, 이러한 학생들

은 ‘진정한 진로’와 ‘진정하지 않은 진로’의 구분에 집합적인 진정성의 공동체적 실천

이 작동하고 있음을 포착해낸다. ‘진정한 교육’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와 수능은 이러한 집합적인 진정성의 실천을

지도하는 ‘진정한 진로’의 의미론에 의해 ‘공동체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설

정되며, 이는 그러한 교육적 실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진정하지 않은 진로’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적 제재의 문제가

48)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이러한 사회적 제재의 양상이 주로 ‘수능’이라는

표상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보다 엄밀히 서술하자면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져 사회적 제재와 의구심의 대상이 되는 진로들은 단순히

‘경쟁’과 ‘대학 입시’ 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차원의 진술로 확대하기에는 조

심스럽지만, 연구자가 관찰한 범위 안에서 이를테면 음악이나 요리를 자신의 진로로 설

정하고 연관된 학과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에 참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택은 ‘진정한 진로’로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다 쉽게 받아

들여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심지어 그러한 선택이 매우 강한 경쟁을 수반하는 경우에조

차 그러하기도 했다. 예컨대, 실용음악과의 입시를 준비한 3학년 학생 준오의 경우 그

가 지원한 전형이 ‘일반적인’ 학과들의 입시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대부분의 학생들에 의해 격려되었다. 뿐만 아니라, 준오와

마찬가지로 실용음악과의 입시를 준비한 2학년 희준의 경우 입시 준비를 위해 주말에

학교 바깥의 학원에 다녔고, ‘수능’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공격받기 쉬

운 선택인 반면 희준의 선택 또한 큰 무리 없이 수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부터, ‘진

정한 진로’의 의미론이 ‘몰개성적이고 획일적인 경쟁’의 표상으로서의 ‘수능’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하되, 복잡하고 복합적인 구성을 갖고 있으며, 상황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는

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처럼 상황적인 성격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서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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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집합적인 실천의 공유된 의미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시찬의 언술에서

도 드러난다. 시찬은 자신이 ‘일반 학교’에 있었다면 평범했을 것이라며 간디고등학교

에서 자신이 받는 시선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경험하는 일

련의 사회적 제재들은 바로 그가 ‘일반 학교’에서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속성들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반 학교’와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진

정한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간디고등학교에서, 그가 드러내는 속성들은 집합적인

실천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언술은 간디고등학

교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에 비추어 특정한 실천들을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동체의 집합적인 진정성에 대한 추구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 이에 대해 제재

를 가하는 ‘진정성의 영토관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정성의 영토관리’는 단순히 특정한 양상의 실천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진정성의 영토관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천

들과 함께,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꿈’49)과 그러한 진로를

계획하는 구성원으로서의 학생 자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코헨

(Anthony P. Cohen)은 공동체가 경험적 실체라기보다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들 간의 경계를 상징화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으

며, 젠킨스(Richard Jenkins)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공동체를 내부적 ‘공통성’

과 외부와의 ‘차이’를 기초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안한 바 있다

(Cohen, 2001; Jenkins, 2008). 이들의 논의를 적용하면, ‘몰개성적이고 경쟁적

인 제도권 교육’에 대항하는 것을 표방하는 대안적 교육 공간인 간디고등학교에서 경

쟁적인 대학 입시의 표상으로서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집합적인 가치의 추구가 배척하는 실천과 열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하기를 꿈

꾼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공통성’을 훼손하고, 공동체가 그 외부와 설정하고 있는 ‘차

이’를 무화시키는 존재들로서 다양한 방식의 상징적인 배제에 직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찬을 비롯한 학생들의 언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럼 이 학교 왜 왔

어?”와 같은 종류의 표현들은 연구자가 한 차례 목격한 바 실제로는 그다지 공격적이

지 않은 태도로 발화될 수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화의 대상이 되는 구성

원들의 상징적 성원권을 위협하는 말이자, 이들 앞에 진정성의 경계를 설치하여 이들

에게 외부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계작업’(boundary process)의 방식이기도 하다

(Pachuki et al. 2007).50)

49) 여기서의 ‘꿈’은 김수경‧차영화‧최샛별(2020)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장래희망’, 혹은

‘진로포부’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김수경‧차영화‧최샛별, 2020: 103).

50) 연구자가 이 소절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생애사 에세이와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이후의 삶의 경험에 대해 분석한 김영

화(2014)의 연구와 유사한 지점들을 갖고 있다. 특히, 김영화는 대학에 진학한 대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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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계작업’은 미래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꿈’에 대해서도 함께 이루어진다.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연구자는 한 교사가 시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

찬이는 욕심이 많지”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해당 교사의 발언에서 ‘욕

심’은 그 맥락 상 ‘야망’이나 ‘포부’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해당 교사가

시찬이 ‘과도한’,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에서 추인되는 것 바깥의 미래 계획을 설정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깥의’ 미래 계획은 시찬에

게 ‘수능쟁이’의 프레임을 부여한, ‘진정하지 않은’ 실천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꿈’이 언제나 다양한 사회적 힘들과 사람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경계에 의해 규제되며

통제된다는 김홍중(2018)의 지적과 같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성의

영토관리’에 의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특정한 ‘꿈’들은 규제되는 양상을 띤다. 요컨

대, ‘진정성의 영토관리’에 의해 특정한 교육적 관행에 대한 참여는 간디고등학교의

‘진정한 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들로 여겨지며, 그것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서의 상징적 성원권을 위협받고, 이들이 추구하는 ‘꿈’들은 규제의 대상

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그 근거를 부여받는다.

교 졸업생들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졸업 이후의 삶의 전단계로

서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구술하는 내용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다. 김영화는 이들의 구술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했을 때 “그에 합당한 이유

를 찾아내는 것”이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였으며, 대안학교 학생에게 기대되는 것과

반하는 대학 진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학 진학 동기’를 만들어내

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인다(김영화, 2014: 72-74). 이러한 김영화의 분석과 그가 소

개하고 있는 대학 진학 이유를 설명하는 인터뷰이들의 구술들은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

해 발견한 간디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구술과 매우 유사하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보다 자

세히 다루려는 바, 간디고등학교 학생들 또한 자신들이 ‘진정하지 않은 진로’인 대학 입

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반하여 고안해냄으로써 이를 ‘진정한 진

로’로 주장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김영화는 학생들이 이러한 과제를 마주

하는 이유를 주로 “대학입시준비가 대안교육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세간의 관점”(김영

화, 2014: 74), 다시 말해 대안교육은 달라야한다는 사회의 기대와, 대안교육의 과정

에서 학생에게 내면화된 대안학교 학생의 정체성에 기반한 일종의 윤리의식에 기인하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영화의 설명은 연구자가 간디고등학교에 대

해 참여관찰을 수행하면서 발견한 바와 같이 대안학교의 사회적 세계 내에서 특정한

의미론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이 일련의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그의 연구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회상의 성격을 띠는 인터뷰 구술을 자료

로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양상의 사회적 제재에 대해

서 김영화 또한 인터뷰이의 말을 통해 한 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국면들

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김영화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고안해낸

‘합리적인 대학 진학 동기’의 이면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

성이 있으며, 연구자는 이처럼 진정성의 논리에 의해 부과되는 사회적 제재의 양상이

그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을 ‘진정한 것’으로 주장하려는 시

도들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김영화의 연구가 기록하고 있는 ‘합리적인 대학 진학 동기’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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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19년 11월 27일, 2학년 혜율

혜율: 대학은, 대학이라는 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 대학이라는 제

도가 사람을 엄청 계급화시키고, 등급을 나누고, 대학을 나와야 사람 취급

을 받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싫거든요. […]

연구: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혜율: 네,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혜율의 답변은 ‘진정성의 영토관

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시찬이 경험하는 것과는 반대편에서 보여준다. 혜율의 언술

에서, 제도권 교육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대학’이라는 교육 제도는 즉각적으로 정당하

지 못한 경쟁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의미론과 연결되는 것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혜

율의 언술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진정한 개인’에 대한 추구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으

로서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비평적인 관점에서 ‘대학’이라

는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혜율의 경우처럼,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개인

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진로’에 대한 추구에 임하는 (담론적 의미론의 차

원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합리적인 행위자로서가 아닌, 보다 도덕적인 판단의 차원

에서 ‘대학’의 ‘진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입시라는 선택을 ‘진정

하지 않은 진로’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언술들에서, ‘대학’은 설사 자신이 개성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갖는 경우에도 일종의 도덕적인 결단을 통

해 거부되어야 할, 차별의 폭력성을 내포하는 제도권 교육의 대표적인 교육적 관행으

로 여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에서 제도권 교육의 표상으로서의 대학 입시는 복합적인 차원

에서 ‘진정하지 않은 진로’의 선택으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입시라는 실천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되는 ‘진정한 진로’를 추

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스스로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

으로 파악된다.

<인터뷰> 2019년 11월 1일, 3학년 솔아

솔아: 그런데, 그냥,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이, 일반 학교

애들은 우리 학교 애들과 다르게, 다, 대학만 생각해. 다들 대학에만 목숨

걸어.’ 그거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되게 약간, 솔직히 말

하면 좀 낮게 보잖아요,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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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아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양상

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일반 학교’의 학생들은 “대학만 생각”한다는 간디고등

학교 학생들의 평가는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대학 외의 다른 선택지들을 자신의 개

성에 맞추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개인’의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판단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솔아의 말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것이 이처럼 ‘진정

하지 않은’ 진로에 대해 이루어지는 ‘진정성의 영토관리’가 대안성과 진정성의 의미론

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솔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정한 개

인’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존재들로 표상되고 있는 ‘일반 학교’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

애들과 다르”다. 다시 말해, ‘진정한 진로’에 대한 추구의 유무는 ‘대학에만 목숨 거는’

‘일반 학교’의 학생들과 그와 달리 ‘진정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표상되는 “우리 학교 애들”의 사이에 진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선

을 수립해낸다. 이러한 구분선을 근거로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천을 “솔

직히 말하면 좀 낮게” 본다는 솔아의 표현은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진정성의 영토관리’가 내포하는 윤리적 위계에 대한 감각을 상징적으로 포착하고 있

다. 이러한 윤리적 위계의 감각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반한 ‘진정

한 진로’의 추구가 집합적인 실천으로서 이루어지게 하는 동력인 동시에, 공동체 내

에서 이러한 위계를 나누는 상징적 구분선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진

정하지 않은 진로’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 참여하는 과

정에서 상당한 긴장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이러한 학생들에

게 자신들의 진로에 관한 선택을 여전히 ‘진정한 것’으로 주장해내는 것은 중요한 과

제로 주어진다. 이들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내는 방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대학 입

시라는 선택이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질 가능성을 마주하는 또 한 가지의 국면

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2) ‘비겁한’ 안정과 ‘불안’의 관리

진정성의 의미론 외에도 대학 입시라는 진로의 선택을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

지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차원의 요인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불안’의 노출이다. 이러

한 ‘불안’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장함에 있어서 학생들

이 취하는 태도와 자아연출(self presentation)의 방식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요소로

서, 진정성의 의미론의 작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그와 별도의 작용의 논리를 갖는

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장함에 있어서, 특히 대학 입시로 표상되는 ‘진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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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진로’의 선택을 주장함에 있어서 ‘불안’의 노출은 진정성의 의미론에 대한 포기

의 대표적인 표식으로 여겨진다.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언술에서, 대학 입시라는 진

로의 선택을 대학을 가지 않는 선택이 야기하는 불안과 연관짓는 것은 ‘패배’나 ‘두려

움에 대한 굴복’, 혹은 ‘비겁함’의 표상으로 여겨져 규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터뷰> 2019년 12월 4일, 2학년 하늘

하늘: 여기가 대안학교라서, 왠지 모를 약간, ‘[대학을] 안가고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단 말이야. 뭐랄까, 더 대안적인 걸

더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애. […] 왠지 지는 것 같고. (웃음)

연구: 아, 대학에 가면?

하늘: 응. (웃음)

연구: 왜 지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하늘: 약간, 지금은 내가 딱 정해서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태잖아. 그래서, 그냥,

불안하다고 남들 가듯이 그냥 [대학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또 똑

같은 상태로 돌아갈 것 같아서.

연구: 똑같은 상태라면은?

하늘: 옛날처럼.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인터뷰> 2019년 12월 18일, 3학년 규형

규형: 뭔가 대학을 갖다가, 이게, 안정적인 것 말고 뭔가 명분을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선택]으로 [대학을] 가면 너무 겁

쟁이인 것 같고, 그냥 비겁하게 살아가는 20대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삶

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규형과 하늘의 언술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불안의 존재와 함께 그것을 억누르고 ‘진

정한 진로’를 추구하거나(하늘)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그러한 불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에게 설득해내고자 하는(규형) 학생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두 학생의

구술에서, 대학 입시라는 선택은 공통적으로 진정성의 의미론에 비추어 ‘진정하지 않

은 진로’로 여겨지지만, 이들의 구술은 이러한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선택하는 ‘이유’

와 ‘태도’의 차원이 그러한 선택에 대한 의미화와 평가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축이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하늘에게, “불안하다고 남들 가듯이 그냥 [대학에]

간다”는 것은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간디고등학교에 오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

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진정한 개인’의 독립성에 대한 의미

론의 포기를 표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규형에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선택]으

로 [대학을] 가”는 선택은 자신을 “겁쟁이”, 혹은 “비겁하게 살아가는 20대”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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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선택이며, 그렇기 때문에 규형은 그러한 불안에 맞서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

는 것으로서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대학 입시를 설명하기를 희망한다. 이처럼, 대학

입시라는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이 ‘불안’이라는 감정

경험 혹은 선택의 태도와 연결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이 본질적으로

진정성의 의미론에 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즉각적인 감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

며, 따라서 ‘불안’의 감정은 억제되거나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양상을 보인

다. 진정성의 의미론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평가하는

담론적 자원으로 작동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지는 것’이자 ‘비겁함’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불안 때문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하늘과 규형의 구술이 보여주

듯이 내적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이 때, 이러한 감정적 차원은 ‘진정한 진로’를 담론

적으로 규정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의 작동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차원에서 그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점에서 별도의 작동의 논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학 입시의 선택과 결부된 학생들의 감정 관리의 양상에서

‘진정하지 않은 진로’의 표상인 대학 입시와 ‘진정한 진로’가 각각 안정적인 선택과 불

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포하는 선택으로 자주 의미화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언술에서, 대학 입시의 선택이 ‘비겁한’ 선택으로 의미화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진

로’가 야기하는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내리는 안정적인 선택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학 입시의 대척점에 놓인 것으로 여겨지는 ‘진정한 진로’가 ‘불안’

을 유발하고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진정한 진로’는

‘일반 학교’와 제도권 교육에서 제공하는 진로의 선택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을 내포하

는 것으로서, 진정성의 의미론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고 가치있는 것인 동시에 용기

를 필요로 하는 일로 여겨진다.51)

이러한 ‘불안’의 관리와 규제는 학생들 개인의 내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간디고등

학교의 사회적 세계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간디고등학교에서, 대

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활

동들로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에 등장하게 될 자신들의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주

장함에 있어서 ‘불안’의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수행해야할 필요성

을 마주하게 된다. 학생들의 진로를 규율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이 작동하는 아래에서,

51) 이러한 규형과 하늘의 언술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이 작동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와 담론적 장 안에서 ‘진정한 진로’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놓여있는 이중적인 요구를

암시한다. 이들에게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서 지양해야할 것으로 여겨지는 대학 입시의

선택은 그것을 거부할 때 불안정한 미래를 마주해야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인 요구 앞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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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학 입시가 아닌 ‘진정한 진로’의 추구가 ‘불안’을 내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앞서 규형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학 입시를 선택하는 것은 쉽게 그러한 ‘불

안’에 굴복하여 “안정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겁쟁이” 혹은 “비겁하게 살아가는 20

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 10> 2019년 7월 18일, 신안면 읍내 카페. 3학년 나들과 효선과의 대

화 상황

나들: 나는 1학년 때, 어, 처음에 와서부터 ‘난 대학에 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효선: 맞아. 1학년 때부터.

나들: 응, 있었어.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있었지. 자기가 대학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일단, 대학에 가면, 자기가 나중에라도 진짜 하고 싶

은 게 생겼는데, 자기 학력이 인정이 되니까 좀 더 쉬운 길로 갈 수도 있

고. 뭔가 이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 생각에는 걔네들이 하는 얘

기가 좀 변명처럼 들렸던 거지. 걔네는 정말 [대학에] 가야하는 이유를 모

르지만, 그냥 가야하는 것 같고 불안하니까. 나한테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

연구: 그럼 정말 가야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애들도 있었어?

나들: 그런 애들이 거의 없었어.

효선: 나는 지금도 그렇게 느껴.

위의 나들과 효선의 대화 장면에서는 이러한 ‘불안’의 인상관리가 학생들의 상호작

용 속에서 작동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졸업과 함께 대학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한 3학

년 나들과 효선은 학교 생활 초기부터 대학 입시를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고 이를 위

해 준비한 친구들이 이와 같은 진로의 선택을 주장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들에 대한

느낌을 구술하고 있다. 나들과 효선에게,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은 ‘변명’처럼 들렸다.

나들과 효선은 이러한 친구들이 “정말 [대학에] 가야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러한 주장들을 고안해낸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나들과 효선의 구술에서, 대학 입시를 선택한 친구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이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평가

가 ‘불안’의 태도와 연결되어 구술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구들이 대학 입

시라는 선택을 주장하기 위해 동원한 설명의 논리가 ‘변명’처럼 들린 상황은 이들의

선택이 ‘불안’에 기반하고 있다는 판단과 결부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나들과 효

선의 구술에서, 대학 입시라는 진로를 선택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스스로의 선

택을 대학에 가지 않는 ‘진정한 진로’의 선택이 야기하는 ‘불안’과 무관한 것으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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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출해내지 못할 때,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자신들의 진로를 ‘진정

한 진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고등학교에서 진로

의 선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안’의 감정은 하늘과 규형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개

인의 내적 영역에서 자문(自問)을 통해 규율되거나 관리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간디

고등학교의 교육적 실천과 일상생활에 참여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인상관리를 통해 제

어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불안’의 노출은 특정 학생이 선택한 대학 입시라는 진로를

“정말 가야하는 이유”가 없는 선택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선택을 주장하기

위해 동원하는 논리들을 ‘변명’으로 만들어 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와 학생들의 언술은 사실 학생들이 ‘진정한 진로’에 대한 진정성의 의미

론이 작동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단순히 그 담론적 자장에 의해 일련

의 평가들을 경험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러한 담론적 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사

회적 장에서 이를 연행해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진정한 것’으로 주장해내고자 하는

‘진정화(authentification)’ 혹은 ‘진정성 작업(authenticity work)’을 수행하는 존

재들로 참여하고 있음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김홍중, 2016: 204; Peterson,

2005). 예컨대, 앞서 소개한 나들과 효선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친구들의 대학 입시

의 이유에 대한 주장들 또한, 비록 나들과 효선을 설득해내는 데에 실패하고 있지만

이러한 작업의 일면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한 대비

속에서 담론적으로 규정되는 ‘진정한 진로’와 ‘진정하지 않은 진로’의 문화적 논리들의

작동 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을 ‘진정한 것’으로 주장해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며, 이러한 문화적 논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수행한다. 이어서 학생들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내는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

다.

3)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진정한 것으로 만들기

지금까지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반한 ‘진정성의 영토관리’가 이루

어지는 양상과, 그 안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인상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았다.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대학 입시와 같이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반

하여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진로의 선택은 그 실천의 의미와, 꿈의 가치

와, 그 선택의 주체인 구성원의 성원권이 손상될 위험에 놓이며, 이러한 진로를 설명

해내고 간디고등학교의 무대에서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불안의 노출은 치명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제재들의 잠재적 가능성 앞에서,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선택

하는 학생들은 진정성의 담론적 자장과 그것이 작동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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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진정한 것’으로 교섭해내야하는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연구자가 학생들의 인터뷰들을 통해 살펴본 바,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1학년 학생 여름이 제시한 답변은 이러한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뷰> 2019년 12월 6일, 1학년 여름

여름: 저는, 딱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일단 대학을 가고 싶어요. 왜 대학

을 가고 싶냐 하면, […] 간디학교 올 때 [써야하는]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 학교의 교육과 잘 맞을 것 같은 이유,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

는 공익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세상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하고, 시야를 넓혀야하는데 일반 학교의 교육보다는 이 학교

에 오면 그런 능력이 길러질 것 같아서 이 학교에 오고 싶다고 썼어요.

[…]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보고나

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익광고를 만드는 사람

이 되고 싶은데, […] 엄청 민감한 문제고, 제가 속하지 않은 어떤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광고를 만드는 거라면 엄청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뭔가 많

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사회학과라던지, 뭔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진로

가 바뀐다면,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직업을 하고 싶다면, 안 가고 싶고.

진로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다고 말하며 답변을 시작한 여

름은 자신의 진로의 선택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제시했다.

여름의 답변에서 주목할 첫 번째 지점은 그가 소수자에 대한 공익광고를 만드는 사람

이 되고 싶다는 진로에 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스스로가 간디고등학교에 와야 했던 이

유(‘세상을 바라보는 더 다양한 방법을 익히기 위해’)와 대학에 가야하는 이유(‘소수

자 집단에 대해 잘 알기 위해’)를 연결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여름은 대학에 가겠다는 자신의 선택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미래에 대한 계획

과, 그러한 계획과 공명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지향점, 이러한 지향점을 실현시켜낼 자

신의 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으로서의 대학 교육의 필요성과의 연결 속에 배치해

낸다. 이러한 여름의 답변 속에서, 대학 진학이라는 진로에 대한 계획은 간디고등학

교의 지향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설정되는 여름의 최종적인 ‘꿈’과의 연관 속에서

간디고등학교의 진정성의 의미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된다. 여름의 답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지점은 그가 답변의 말미에서 만약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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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어서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직업을 하고 싶다면”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고 덧붙

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름의 언술은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대해 반복적으로 구술하는 공유된 태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대

학 진학의 의미를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태도이다. 여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제시하는 설명에서, 대학

진학은 자신이 구술한 미래에 대한 ‘꿈’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포기될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여름의 태도와 함께, 대학 진학을 “공부가 더 하

고 싶으면”, 혹은 “필요하면” 선택해야하는 일종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의미화하는 양

상은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거의 예외없이 보이는 공유된

태도였다.

여름을 비롯한 학생들의 언술에서 발견되는 대학 진학의 선택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의 양상과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경우 이루어지는 신

속한 포기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의 접합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대학 진

학이라는 ‘진정하지 않은 진로’가 ‘진정한 진로’로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

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요컨대, 간디고등학교에서 ‘몰개성적이고 경쟁적인 제도권

교육의 표상’으로서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대학 진학은 다음과 같은 일련

의 과정을 거쳐 정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학 진학은, 그것을 선택한 구성원 자신

이 ‘진정으로 원하는’ 특정한 미래표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그러한 미래표상

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간디고등학교로 표상되는 ‘진정한 교육’이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예컨대 불안에 떠밀려서가 아니

라)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일 때에 비로소 ‘진정한 진로’로 인정된다. 따라서, 간디고

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작동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에서 대학 진학이라는 진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고(‘진정한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개성), 그것이 대

학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일 때(‘진정한 교육’ 내에서 이를 충족시킬 방법의 부

재), 자신이 스스로 선택(‘진정한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획득

(‘진정한 진로’로서 인정)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예될

수 있거나 그 추구 자체가 곧바로 기각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련의

‘진정화(authentification)’ 작업을 통과하지 않거나, 스스로 수행하는 ‘진정성 작업

(authenticity work)’을 통해 이를 자신 스스로와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득시키는

데에 실패할 경우, 대학 진학의 선택은 앞선 소절들에서 소개한 것과 같은 양상의 사

회적 제재의 대상이 될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양면적인 함의를 갖는다. 첫 번째

의 함의는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진정한 진로’를 정의하

는 진정성의 의미론에 비추어 자신들이 대학에 가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며, (간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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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의 진정성의 의미론과 ‘대안적 가치’와도 무관하지 않은) 자신의 ‘꿈’을 위해 불

가피하게 가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이들이 이러한 증명을 적절하게 해냄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설득해낸다면, 적

어도 상황적(situational)으로 진정성의 의미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서의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진정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실천들은 이들에게 작동하는 진정성

의 의미론의 구속성과 그 안에서 이들이 발휘하는 행위성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

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진로’의 담론적 구성을 두고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의 양상을 드러낸다.

이처럼 대학 진학을 ‘진정한 진로’로 주장해내는 시도들에 있어서, 연구자가 주목하

고자 하는 사례들은 시찬과 서준이 대학 진학이라는 진로의 선택을 설명해내는 방식

들이다. 먼저, 앞서 자신에게 ‘수능쟁이’의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불만을 표출했던 시

찬은 아래와 같이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다.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2학년 시찬

시찬: 저는… 그냥 약간, 나도 그냥, 우리 학교에서 평범하게, 애들이랑 놀고, 재

밌게 생활하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안학교 학생 애들처럼 놀고

싶지만, 그게 불안하거든요.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럼-

연구: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시찬: 네. 하고 싶은 게, 지금으로서는 대학에 가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대

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근데 그. 네.

(웃음)

연구: 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거는?

시찬: 네.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과를 가서, 원하는 언어 같은 것을 공부하

면 정말 의미 있고, 4년 동안 재미있겠구나, 싶은데.

시찬은 자신도 “흔히 말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처럼 재밌게 놀고 싶지만, 대학에 가

야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다고 구술한다. 시찬이 대학에 가야만 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시찬 또한 여름의 언

술에서 확인한 바 있는 대학에 대한 도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대학 진학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 시찬의 언술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반복적으로 대

학 진학에 대한 실천을 ‘재미’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찬의 언술에서, 대학 진

학은 자신에게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줄 수단으로 표상되며,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될 공부는 반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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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것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에서, 시찬이 자신의 대학 진학이라는 선

택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식은 그러한 선택을 ‘진정한 개인’의 의미론이 표상하

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선택과 개인의 고유한 욕구와 개성에 대한 추구에 접합시키

는 것이다. 시찬은 자신이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교육적 실천인 수능에 대한 준비

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진정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와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진정한 ‘재미’를 위치시킨다. 이처럼 진정성의 의미론에 결부되어 정의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찬의 진로에 대한 서사에서, 자신이 수단으로 선택한 대학

진학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는 불가피성과 갈급함을 획득한다.52) 특히, 앞서 소개한

시찬의 언술에서 그가 자신이 ‘일반 학교’에서는 평범한 축에 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구술하면서도, ‘일반 학교’의 학생들은 “다들 대학 준비하라 하니까 하는 거”라고 묘사

하는 지점은 시찬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활용하여 자신과 ‘일반 학교’의 실천을 구분짓

는 양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시찬의 주장은 그에게 부과되는 진정성의 의미

론과 그것이 제시하는 모종의 사회적 압박에 대한 그의 대응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

장의 방식에서, 시찬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진로가 그저 서로

‘다른’ 진로들 중 하나이자, 마찬가지로 ‘진정한 진로’라는 것을 주장해낸다.

시찬과 다른 또 한 가지 ‘진정성 작업’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1학년 서준의 경우

였다. 시찬과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서준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

로 자신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선택을 주장해낸다.

<인터뷰> 예비조사 자료, 1학년 서준

서준: 실제로 보기에 나중에 사회 나가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나머지 거를 바꿀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해

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회를 바꾸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기는 말로 저항하겠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회 나갈 때. 그게 되게 걱정되는 그런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 학생들

이] 맨날 놀기만 하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러한 방식에서, 서준이 동원하는 방식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의

존재 양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는 ‘진정하지 않은’ 교육적 실천으로 여겨지는

경쟁적인 대학 입시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진정성의 가치를

52) 시찬이 자신의 언술에서 ‘불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불안’이라는 표현을 대학을 가지 않는 선택이 야기하는 불안정한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야기하는 ‘진정한 개인’에

대한 추구의 좌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의 상이한 용법은

그 자체로 시찬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전유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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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어지는 구술에서, 서준은 자신

이 간디고등학교에서 배운 가치들을 학교 바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승

이동의 수단으로서 경쟁적인 입시를 도구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 실제로 진정성을 실현해내기 위한 기획에서 ‘공부’는 진정성 실천의 도구로서 필

요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서준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진정성의 영토관리’를 그것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구성원들에게 역으로 적용

한다. 진정성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에 의문을 표하는 구성원

들이 “말로 저항하겠다고” 할 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서준은 이들

이야말로 진정성의 의미론을 실현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준이 위의 구술에서 그

들이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이를 통해 ‘진정한

개인’의 핵심적인 의미론적 요소를 구성하는 ‘생각’의 능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자신에게 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견

공격적으로 보이는 그의 레토릭은 사실 자신의 진로를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반한 ‘경

계작업’으로부터 방어해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요컨대, 서준은 간디고등학교의

진정성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대학 진학에서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진정한 것’으로 교섭해내고자 한다.

시찬과 서준이 보여주듯이,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학생

들은 자신의 진로를 진정성의 의미론에 비추어 ‘진정한 진로’로 정당화해내는 과제를

마주하며, 기존의 진정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의미차원들을 전략적으로 접합시킴으로

써 자신들의 진로를 ‘진정한 것’으로 교섭해내는 방식을 고안해낸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이들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진정한 구성원’

으로서의 성원권을 확보하고, 자신의 진로와 결부되어있는 교육적 실천들에 참여할

행위공간을 학교의 사회적 장 안에 구축할 수 있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

망을 정당한 것으로서 추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정한 진정성의 상징적 질

서 내에서 외부자적 지위를 점하는 행위자들이 “‘진정성’을 규정하는 조건들의 규범적

배치를 재조정”(Harkness, 2012: 286)함으로써 기존의 질서에 유의미한 참여의

공간을 확보하는 양상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황적 진정성(situated

authenticity)’이 작동하는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이

러한 시도들이 기존의 진정성의 질서의 전체적인 “순수성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하크니스의 지적에 따르면, ‘상황적 진정성’을 구축해내고자 하는 행

위자들이 만들어내는 실천들은 “이들 자신들의 횡단은 정당화하면서 여전히 다른 외

부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바로 그 경계를 추인하고 옹호하면서” 이루어진다

(Harkness, 2012: 296). 시찬과 서준을 비롯해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의 선

택을 ‘진정한 것’으로 교섭해내고자 하는 학생들이 동원하는 주장의 논리는 진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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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을 부정하고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이것 또한 여전히’, 혹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것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요컨대, 이들은 진정성의 문법

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의 의미론이 만들어내는 경계 안에 새로운 영토를

창안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의 영토관리’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성원권을 확

보하며, 결과적으로 ‘진정성의 영토관리’에 ‘참여’한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

들이 진로의 선택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은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정당화

하는 경우에조차 진정성의 의미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정성을 주장해내는 방법을 고

안해내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진정성의 의미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와 같은 학생들의 실천들은 단순히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성원권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교섭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진정성의 의미론의 내용과 그것에 의해 구획되는 공동체의 상징적 경계가 변동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찬과 서준의 주장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진정성의 의미론을 전략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진정한 것’으로 정당화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기왕의 ‘진정한 진로’를 규정하는 진정성의 담론적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들은 각각 ‘진정한 개인’의 주체적인 선

택과 개별적인 욕구(시찬)와, 진정성과 결부된 ‘대안적 가치’의 실현(서준)이라는 의

미론적 자원을 동원하여, 그러한 의미론적 자원을 통해 정당화되는 대학 입시라는 자

신들의 교육적 실천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공동체와 간디고등학교의 ‘진정한 교

육’의 구획을 의문에 부친다. 이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꿈’을 ‘진정한 것’

으로 주장해내고, 자신들의 상징적 성원권을 확보해내는 과정에서, 간디고등학교 전

체의 공동체와 진정성의 의미론이 변동한다. 이러한 관점은 진정성이 상호작용 속에

서 “주장, 교섭, 수행, 기각되는”(Banks, 2013: 481) 일종의 “사회적 과

정”(Benson, 2013: 502)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진정한 진로’와 ‘진정하지 않은

진로’의 구분을 통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진정성은 “전범적(典

範的)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논의의 형식, 소통과 실천의 기대구조”

에 가까운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텅 비어 있지만 그것을 향한 발화와 실천을 야기

하는 의미의 핵심 거점”을 구성한다(김홍중, 2016: 215).

이처럼,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진정한 것’으로 주장하는 과정은 단순히 주어진 담

론적 구조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그러한 담론적 구조가 작동하는 사회적 세계에 자신

의 자리가 누락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왕의 진정성의 의미론을

변동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경험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과정은 무엇보다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진정성의 논리로 자신을 해명하는 일이자

이를 통해 진정성의 논리를 강화하고 그것을 체화하는 일에 가까운 것으로 경험된다.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의 선택이 제도권 교육의 표상으로서 ‘진정하지 않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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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대표적인 예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욱 전면적으로 이

러한 과정을 경험해야하지만, 이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추구해나가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과제이기도 하

다. 다시 말해, ‘진정한 교육’을 추구하는 ‘진정한 공동체’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은 이

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구성원에게 틈입하며, 개별 구성원들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

으로써 진정성의 의미론에 비추어 자신을 만들어내라는 요구 앞에 놓인다. 이러한 관

점에서, ‘진정한 진로’는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진정성의 영토관리’와

그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진정성의 담론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상황적으로 주장해내고

자 하는 시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섭의 과정들로 이루어진 집합적인

실천 속에서 귀납적으로 구성되는 공유된 인식이자 대상이다.

지금까지 III장에서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적 실천과 일상생활에서 진정

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실천들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들이 실제 행위자로서

참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상황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다음 논의로 넘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이러한 과정들이 ‘일반 학교’로 표상되는 제도권 교

육과의 대비 속에서 정의되는 ‘자율적’이거나 ‘해방적’인 교육적 가치들의 추구를 중심

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그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규율에 대한 순응

과 학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경험된다는 사실이다. 앞서 다룬 세 가지의

국면들 모두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독립성을 제고하

고, 자신들의 개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반한 일련의 문화적 논리

와 행위규칙들에 따라 면밀히 자신을 순응시키고, 이러한 의미론을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에서 소통시키기 위한 공동의 연행적 작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는다. 이러

한 양상은 그라지안이 지적한 바 있는, 진정성이라는 관념의 실천이 내포하는 모순적

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라지안이 지적하는 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정당

성과 가치의 표상으로서 진정성은 언제나 “연행되거나, 연출되거나, 조작되거나, 고안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상상되어야”하며, 진정성의 수행은 언제나 “그것이 위치 지어

진 상황에 의해 설정된 기대들에 대한 면밀한 순응”을 필요로 한다(Grazian, 2010:

192). 요컨대,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수행적으로 경험하고

적절하게 연행해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실천공동체로서의

간디고등학교를 구현해내기 위해 역설적으로 강한 규율이 작동하는 일련의 집합적인

실천들에 자율적으로 동원되기를 선택하며, 상당한 수준의 긴장 속에서 이러한 작업

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성의 학습과 수행이라는 모순적인

기획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바는 단순히 해방적인 것으로서의 ‘대안성’과 억압적

인 규율로 표상되는 제도권 교육 사이의 대비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복합적인 양상

을 띤다.53) 특정한 교육 기관이 ‘일반’ 교육이 내포한 ‘왜곡된’ 규범들에 대항하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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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교육’을 밀도 높게 의례화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의미론에 복

무하도록 하며, 이로부터 진정성의 감각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실천의 장에서, “외적

규범의 강제력과 싸우면서 스스로의 참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김홍중, 2009: 11)

진정성의 실천은 혼란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면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

심으로 하는 일련의 실천들에 면밀하게 자신을 조응시킴으로써 특정한 정체성의 감각

과 논리를 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로서 간디고등학교의 관계적, 담론적, 제

도적 세계 안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이러한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고, 내부에서의 상이한 역할과 지위를 연결하는 경력의 체계를 따라 이동하며, 진정

53)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 발견되는 양상들은 수지 스콧(Susie Scott)이 제안

한 ‘재발명적 기관’의 논의와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스콧은 고프먼이 제안한 바 있는

‘총체적 기관’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고프먼이 주목한 탈개성화와 비인간화의 작용을 초

과하는 이들 기관의 작동 방식을 탐구한다. 스콧은 이러한 기관들이 그 구성원들로 하

여금 특정한 의미론을 바탕으로 서로의 행위와 실천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상호 규율함

으로써 각자의 정체성을 재구성해낸다는 점에 착목하여, 이러한 작동의 양식을 ‘수행적

규율(performative regulation)’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내적 작동의 방식에 주목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발명적 기관(reinventive institution)’을 제안한다(Scott, 2010;

2011). 그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보다 협소한 의미에서의 ‘총체적 기관’의 개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이러한 ‘재발명적 기관’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내

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개념 설정에 비추어볼 때 간디고등학교 또한 일

종의 ‘재발명적 기관’의 속성과 작동의 방식을 갖고 있다. (스콧 또한 ‘재발명적 기관’의

예시로 기숙학교들을 들고 있다(Scott, 2011: 174-208).)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들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공동의 합작을 통해서

이든 각자의 실천을 진정성에 기반해서 면밀하게 구성해내는 과정을 통해서이든 진정

성의 의미론들을 중심으로 자신을 재발명해낸다. 그러나, 간디고등학교는 이와 매우 다

른 측면을 내장하고 있기도 하다. 스콧이 ‘재발명적 기관’의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 학

생들에게 학교 바깥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자본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함양(enrich)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적 배양소(academic hothouse)’들과는 달리, 진정성의

의미론을 핵심적인 실천의 원리로 하는 간디고등학교는 ‘일반 학교’로 표상되는 학교 바

깥에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들에 대한 추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간디

고등학교의 특징적인 속성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간디고등학교가 구성원들 사이에 ‘수행적 규제’를 작

동시킴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재발명’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그러한 ‘수행적 규제’를 통해 함양되는 가치들의 내용이 ‘일반 학교’와 사회 일반과

의 대비 속에서 가치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진정성을 핵심적인 논리로 삼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간디고등학교에서는 ‘수행적 규제’의 양상이 잘 드러나지만, 그러한 규

제의 핵심적인 의미론을 구성하는 진정성의 논리가 학교 바깥과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

해 담론적 대항의 관계를 수립하고, 그것을 제도화된 삶의 방식들로 구축함으로써, 역

설적으로 학교 바깥을 강하게 끌어들인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학

교 바깥과 맺고 있는 복합적인 관계가 중요하며,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이 여

기에 있다. 이러한 속성이 발생시키는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독특한 상황과 이들이 그

안에서 생산해내는 정체성의 논리에 대해서 IV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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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의미론에 맞추어 자신의 선택과 실천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징적

성원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정 수준의 긴장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긴장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실천이 요구하는 암묵적 지식과 행

위규범을 내면화하고,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의식을 함양하며, 특정한

담론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내는 존재들이 ‘되어간다’. 이처럼 간디고

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과정은 특정한 실천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

이 “정체성과 학습, 그리고 사회적 성원됨의 과정이 서로를 수반하”는 과정에 참여하

는 양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Lave and Wenger, 1991: 53).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과정으로서 실천공동체 내에서의 내적 작동의 양상에 주목한 레이브와 웽

거는 이러한 과정이 전존재(全存在)로서의 인간(the whole person)과 특정한 실천

들과 사회적 집단이 교차하는 양상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정은 그에 참여하는 행

위자들이 특정한 실천들의 ‘온전한 참여자(full participant)’이자, 공동체의 구성원

(member)이자, 무엇보다 ‘특정한 정체성의 인간(a kind of person)’이 되는 과정

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Lave and Wenger, 1991: 53). 요컨대, 이러한 과정에 참

여함으로써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집합적

인 실천을 통해 구현해내는 기술들, 그리고 공동체의 성원권과 함께 진정성의 의미론

위에 수립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 ‘간디사람’이 되어간다.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선빈: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잖

아요. 오죽하면 약간, 사람들을 사귈 때에도, ‘아, 간디사람이면 무조건 오

케이지’. 약간 이런 말도 돌고. 누구를 사귈 때라든지, 아니면 뭐, 연애를

할 때라든지. 간디사람이면, 좀 약간, 덜 재봐도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의

식이 있어요, 다들. 근데 나가면 다 힘들고, 공감 못하는, 내 생각에 공감

못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그런, 편이 생긴 느낌?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선빈은 ‘간디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동류의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의 언술과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간디인’, ‘간디사람’, 그리고 때로 애증의 감정을 담아 변형

된 형태로 사용되는 ‘간디 것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소속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선빈이 사용하는 “덜 재봐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디사람’

은 동일한 실천에 참여하며 축적된 유사한 경험과 그 속에서 수행한 공통의 고민, 그

안에서 배운 공통의 가치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미시적인 행위규범

을 체화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동류의식과 기대를 함축하는 말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선빈에게 심지어 직접적인 친소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음이 통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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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통하”는 존재들로 표상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간디사람’의 의미론이 학교 바깥과의 대비 속에서 구

축된다는 것이다. 선빈의 언술에서, ‘간디사람’들은 무엇보다 학교 바깥의 사람들과는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가치를 배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 표상된다. 선빈이

사용하는 “덜 재봐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 이면에 ‘더 재봐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함축하며, ‘간디사람’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처럼 ‘더 재봐야

하’는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공통의 속성을 가진 존재들로 자신과 동료 학생들을 설

정하는 표현이다. 이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의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작동하는 진

정성의 의미론이 ‘일반 학교’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의 세계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내부

의 실천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실천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험들을 ‘일반

학교’와 학교 바깥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의미화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러한 진정성의 의미론은 내부에서의 실천들을 규율하는 논

리인 동시에 간디고등학교와 그 구성원들이 학교 바깥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위

치를 설정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라는 실천공동체 속에

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을 경유하여

학교 바깥과 자신의 관계를 수립하고 주장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나아가 선빈의 언술은 학교 바깥의 세계 자체가 이러한 진정성의 의미론을 내면화

한 존재들이 부재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의 구술에서, 학교 바깥은

“내 생각에 공감 못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간이자,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공간으로 표상된다. 선빈의 언술에서

‘간디사람’이 “편”이라는, 대결적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동류에 대한 유대감을 함축한

표현으로 호명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이 진정성의 의미론이 구

축해내는 학교 바깥과의 관계는 ‘간디사람’들에게 독특한 위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

인다. IV장에서는 이러한 ‘간디사람’들이 놓이는 독특한 위치와 그러한 위치가 발생시

키는 실존적 긴장, 그리고 학생들이 그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들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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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진정성의 이중구속과 이중구속 위의 삶

III장에서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간디사람’으로 변모

하는 과정을 이들이 참여하는 핵심적인 국면들에 주목하여 분석했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있는 일련의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

생활의 의례화된 양상들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하는 행위자들로서, 집합적

인 실천에 대한 참여와 실천적 지식에 대한 학습, 공동체의 성원됨이 상호연결되는

복합적인 과정에 참여하면서 간디고등학교라는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자 진정성의

의미론을 체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IV장에서는 이러한 ‘간디사람’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상황과 그러한 상황이 유발하

는 실존적 긴장, 그리고 그에 대해 이들이 대응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참여하는 실천들과 그것이

제공하는 수행적 경험을 진정성의 의미론을 경유하여 설명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이러한 실천과 경험은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과의 긴장과

대립 관계 속에서 의미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진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비 속에서

학교에서의 경험과 스스로를 설명해내면서, 학생들은 학교 바깥과의 특정한 관계성에

대한 논리를 체화하고, 이에 자신을 연루시킴으로써 학교 바깥과 대비되는 존재로 자

신을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처럼 ‘진정하지 않은’

세계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은 단순히 대항과 대비의 대상이 아니라 졸업과 함께 자신

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 생활의 공간이자 삶을 기획해나갈 의미의 장이기도 하다는 점

에서 학생들에게 독특한 궁지의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들은 이행의 과제를 앞두고

‘진정하지 않은’ 사회의 요구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감, 무력감과 열패감을 동시에 느

끼며, 이러한 ‘진정하지 않은’ 사회의 요구들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 또한

틈입하여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진정성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를

독려하는 진정성의 의미론과, 그것과 상충하며 그것이 대항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학

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요구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구속(double bind)의 상황

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실존적인 긴장을 발생시킨다. 그

러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나름의 방식으로 응전하는 양상

을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중구속 상황에 처한 행위자들로서의 학생들이 그

에 응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학생들은 단순히 이중구속적 상황에 ‘봉착’하

지 않으며, 그 위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또 다른 행위공간 위에서 삶과 자아를 구축해낸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

서 이들은 이중구속적인 상황 위에서만 가능한 삶의 논리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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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디사람’: ‘진정성의 실천가(實踐家)’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간디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앞서 분석한 바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하는 집합적인 실천에 자신을 조응시키는 과정이며, 따라서 진정

성의 논리에 자신을 연루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정성을 기준으로 한 간디고등학

교와 학교 바깥의 대비 속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성에 대한 집합적

인 추구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에 대항해서 그와 다른

것을 실천하겠다는 진정성의 논리에 자신을 결부시키는 일이자, 학교 바깥과 대비되

는 존재로서 자신을 배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디사람’이라는 정

체성은 학교 바깥의 세계와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

성하는 관계성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진정성을 추구하는 실천들에 참여하

면서 형성되는 정체성에 내포된 관계성의 논리를 연구자는 ‘진정성의 실천가(實踐家,

practitioner)’로 개념화한다.54) 간디고등학교라는 실천공동체에서, ‘진정하지 않은’

대상으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의 사회와 제도권 교육을 대항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와 대비되는 ‘진정한’ 가치들에 대한 추구를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일련의 실천들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체화되는 ‘숙련의 정체성(identity of mastery)’(Lave and

Wenger, 1991)은 ‘간디사람’들이 ‘진정성의 실천가’로서 자신을 학교 바깥의 ‘진정하

지 않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배치하는 논리의 핵심을 구성한다. 이러한 논리는 학

생들의 인식 지평과 몸에 자신과 학교 바깥의 관계의 양태에 대한 상상이자 그러한

54) 레이브와 웽거는 실천공동체 내에서 집합적인 실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총칭으로

‘practitioner’라는 표현을 사용한다(Lave and Wenger, 1991). 이러한 용법에서, 해

당 표현은 특정한 실천을 수행하는 행위자이자, 이러한 참여를 바탕으로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자이자, 집합적인 실천을 수행하는 실천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참

여자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함축하는 용어이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구축하는 정체

성의 모델을 해당 표현을 활용하여 지칭함에 있어서, 본 연구자 또한 해당 표현이 담지

하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의미들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처럼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로 번역되었다. 예

를 들어, 손민호는 해당 표현을 실천공동체에의 성원권의 문제와 연결되는 맥락에서는

‘참여자’(레이브‧에티엔, 2010: 78)로, 개별 실천에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존재를 지칭하

기 위해서는 ‘행위자’(93)로 번역하였으며, 때로 실천에 대한 참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

해서는 ‘실천가’(95)를 번역어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번역본에서 손민호는 실천공

동체에 대한 참여 수준의 확대와 성원으로서의 역할의 승급, 실천적 지식의 숙달의 차원

을 포괄하는 정체성의 감각을 응축하는 ‘master practitioner’(Lave and Wenger,

1991: 111)라는 표현을 ‘숙련된 실천가’로 번역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용례를 따라

진정성의 논리를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실천들에 참여하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구축하는 정체성의 논리를 ‘진정성의 실천가’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때, 해당 표현은 실

천에의 참여라는 핵심적인 특징과 함께, 그러한 실천 자체가 특정한 실천공동체 내에서

의 숙련과 경력을 통해 구성되는 기술의 측면을 내장한다는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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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안에서 설정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체화된 감각으로 각인된다. 학교 바깥에

대한 체화된 거리감, 성찰적 능력의 격차에 대한 감각, 그리고 자랑스러움의 감정적

경험은 ‘진정성의 실천가’로서의 ‘간디사람’들이 학교 바깥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실감

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구성한다.

1) 감정논리로서의 진정성: 체화된 거리감과 연민

<상황 11> 2019년 12월 21일, 돌집 1층 보건실. 축제 공연 준비를 위해 머

리카락을 정돈하는 나들과 효선의 대화 상황

졸업을 앞둔 나들이 졸업 후 중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다는 이야

기를 보건교사 은영과 함께 나누고 있다.

나들: 중학교 때에는, 걔네한테서도 배운 게 많았고. 되게, 의미있는 친구들이었

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끔 만났었어요. 만

났는데, 음. 중학교 때랑 똑같았어요. 똑같은데, 그게 나한테는 이제 더 이

상 의미있는 대화들이 아닌 거야. (웃음) 그래서-

은영: 그렇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겠지?

나들: 그런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지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또 다르게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애.

은영: 그런데 사실은 너도 걔네들을 깊게 만나지는 않았던 거잖아, 고등학교 내

내. 걔네도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 고등학교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일

반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람이 훅훅 바뀔 수 있는, 아주 변화무

쌍한 시기거든, 그 시기가? 걔네, 내밀한 얘기를 듣다보면, 너가 모르는 면

이 있을지도 몰라. 좀 시간이 걸려야만 알 수 있는, 너한테 차마 못 얘기했

던 것들.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벽을 일부러 두려고 하지는 마. 한

번 열고 가봐.

나들: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만나는 게. (웃음) [중학교 때] 분명

히 재밌었는데. 내 기억에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얘네랑 얘기를 하

는데 왜 나는 힘들지. (웃음) 그래서, 아 진짜, 간디 애들 생각이 너무 많

이 났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그랬어.

은영: 간디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겪는 일일 것 같애.

나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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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장면에서, 나들은 간디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집단

이었던 친구들에 대해 느끼게 된 이질감에 대해 구술하고 있다. 간디고등학교에 입학

하기 전까지 자신에게 “의미있는 친구들”이었으며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친구

들과의 만남은 간디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이후의 나들에게 ‘힘든’ 경험이 되었으며,

이들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있는 대화”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나들의 구술에서

주목할 점은 나들이 자신이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왜 힘들다고 느끼는지에 대

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들의 구술에서는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친구들

과의 관계가 간디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자신과 입학한 이후의 자신에게 상이한

감각으로서의 ‘재미’와 ‘힘듦’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이 드러난다. 이

러한 점에서, 중학교 때의 친구들과의 만남이 ‘힘들다’는 그의 구술은 그것이 인지적

인 설명의 영역에서 해명되지 않는 체화된 감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들의 언술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중학교 때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힘듦을 느끼면서 “간디 애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고 구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부터 중학교 때의 친구들이 나들에게 유발하는 감각의 변화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

지 유추할 수 있다. 자신이 거리감을 체감하게 된 중학교 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간디 애들”을 떠올렸다는 나들의 구술은 ‘간디사람’들을 일컬어 “마음이 통하고 생각

이 통하”는 존재들로 표현한 선빈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

에 대한 공유된 경험의 결과 형성되는 동류의식의 범위로서의 ‘간디사람’은, 나들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범위 바깥의 대상들과의 거리감이 발생하는 경계를 형성하

기도 한다. 선빈에게 ‘간디사람’의 범주 바깥의 사람들이 “내 생각에 공감 못해주는

사람들”로 표상되었던 것처럼, 나들에게 중학교 때의 친구들 또한 “의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로 체감된다. 특히, 나들의 언술은 ‘간디사

람’, 혹은 “간디 애들”의 범위 바깥의 관계들에 대해 그와 선빈이 느끼는 체화된 거리

감이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들

의 구술에서, 중학교 때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변화한 쪽은 자신이다. 나들이 생각

하기에, 중학교 때의 친구들과의 만남 자체는 “중학교 때랑 똑같”다. 다만, 그가 간디

고등학교에서 변화했기 때문에, 이처럼 변화없는 기존의 대화들이 “더 이상” 의미 있

는 대화가 아니게 된 것이다. 요컨대, 간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나들은 그 전과는 다

른 존재인 ‘간디사람’이 되었으며, 그 결과 ‘간디사람’의 구획 바깥의 친구들에 대한

거리감을 체화하게 되었다.

위의 장면에서 보건교사인 은영이 추측하고 있듯이, 이러한 나들의 경험은 “간디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나들의 경우처럼 간디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울렸던

친구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된 경험에 대한 구술은 학생들의 언술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간디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방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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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생활해야하는 조건으로 인해 생활의 반경 자체가 멀어져 기존의 관계들이 자

연스럽게 소원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러한 거리감을 간디

고등학교의 자신과 ‘일반 학교’의 친구들의 상이한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술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간디고등학교에서 경험한, 학교 바깥과는 다른 실천들과 일상생

활의 양상들에 대한 체험을 그러한 거리감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목

할 점은 이러한 상이한 경험에 대한 구술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바깥의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거리감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래의 인터뷰에서와 같이, 이러한 거리

감은 ‘제도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도 불구하고 명확

한 실감의 경험으로 구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터뷰> 예비조사 자료, 3학년 소연

소연: 간디 졸업하면 특별병 같은 거 걸린다고… 나는 간디 나왔으니까 다른 애

들이랑 다르다, 라는 게, 나도 그게 아니라는 건 머리로 알고 있는데 뭔가

느낌상. 그리고 제도교육에 대한 그냥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막연

한 혐오감 같은 게 있잖아요. 주입식 교육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전체적인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저도 있는데, 제 친구들

만 보면 중학교 친구들이나, 확실히 뭔가 확실히 내가 더 많은 걸 경험했구

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나는 항상 그게 딜레마인데. 나는 당연히 내가 우

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낮고 높은 건 없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냥 느낌 상 그런 게 있더라고.

소연의 언술에서 언급되는 ‘특별병’55)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널리 통용되는

표현으로서, 그가 구술하고 있듯이 ‘제도교육’과 ‘일반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 간디고

등학교의 학생들이 느끼는 체화된 거리감을 일컫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소연의 언술

에 따르면, ‘특별병’은 간디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는 감각

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특별병’에 대한 소연의 구술에는 ‘진정한 교육’의 속성을 규정

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이 투영되어 있다. 소연의 언술에서, ‘제도교육’은 “주입식 교육

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으로 표상되며, 그러한 점에서 ‘진정하지 않은’ 교육적 실천

55) 소연이 ‘특별병’으로 지칭하고 있는 심적 경험을 ‘간디병’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

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바는 III장에서 다룬 ‘간디병’의 의

미와는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간디병’이라는 표현 자체의 용례는 III장에서 설명한 바

있는 용례가 압도적으로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소연이 ‘특별병’으로 지칭하는

심적 경험에 대해서는 소연의 언급을 따라 ‘간디병’이 아닌 ‘특별병’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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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구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교육’은 학생에게 독립된 주체

로서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는 교육적 관행으로 여겨지며, 소연을 포함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막연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 대상으로 표상된다. 요컨대,

‘특별병’이라는 심적 경험은 진정성의 의미론이 발생시키는 체화된 거리감의 감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소연의 언술에서 주목할 점은 나들과 마찬가지로 소연 또한 자신이 느끼는 ‘제도교

육’에 대한 체화된 거리감에 대해 인지적 차원의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소연은 자신이 인지적 차원의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

해 성찰적인 자각을 보여준다. 소연의 구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신이

‘제도교육’에 대해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리고 간디고등학교를 다니

는 자신이 ‘제도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성찰적 언명이

다. 소연은 자신을 비롯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제도교육’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며, 그러한 교육적 실천들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실제로 해본 적”이 없

다는 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자신이 “당연히 내가 우월한 건 아니라는 생각”

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구술한다. 그의 언술에서 인상적인 점은 이러한 인지적인 차원

에서의 성찰적인 언명을 초월하는 실감으로서의 ‘다름’과 ‘우월함’에 대한 감각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연은 자신이 ‘제도교육’을 경험한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느낌 상”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며, 자신이 그들에 비해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중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확

실히 내가 더 많은 걸 경험했”다는 점을 느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소연이 구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실제적인 경험의 부재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머리로 알고 있는데 느낌상” 떨쳐낼 수 없는 체화된 감각

으로서의 거리감의 힘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특별병’이라고 부르는 심적 경험

이 ‘병’으로 표상되는 이유는 이것이 이처럼 논리적인 검토나 직접적인 경험 이전에

이미 학생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체화된 감각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

화된 감각은 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이 학교 바깥의 교육적 실천들에 대한 참여를 ‘실

제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성찰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확실히 내가 더 많

은 걸 경험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그가 언급하는 ‘딜레마’는 이러한 강렬한 실감의 영역에 대한 감각과 그것이

확증해내는, 자신의 성찰적 인식을 가볍게 초과하는 체화된 거리감의 힘을 보여주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소연의 언술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점은 그가 구술하고 있

는 ‘다름’과 ‘거리감’의 감각이 일종의 위계적인 우열의 관계에 대한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연이 자신이 ‘제도교육’과 “중학교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것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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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거리감’이 아니라, ‘“특별”병’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체화된

거리감인 동시에 ‘특별’하다는 자의식에 관한 것이고, ‘차이’에 대한 체화된 감각인 동

시에 우열의 관계에 대한 체화된 감각이기도 하다. 소연은 이러한 우열의 관계에 대

한 감각을 ‘낮고 높음’이라는 표현으로 구술한다. “낮고 높은 것은 없”으며 “내가 우월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는 소연의 구술은,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감의 영역에서 소연에게 체감되는 “뭔가 확실히 더 많은 걸 경험했”다는 우열의 관

계에 대한 감각의 힘을 강조한다. 소연이 구술하고 있는 ‘차이’와 ‘거리감’의 감각은

이처럼 위계적인 우열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경험의 격차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

다. 이러한 체화된 거리감이라는 감정논리에 결부된 것으로 구술되는 경험의 격차와

위계적인 우열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학생들의 언술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인터뷰> 예비조사 자료, 2학년 현정

현정: [간디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좋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해서

좋은 것 같아요.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좋아요. 경험도 많이 심어주는 것 같고. 사실 그냥 제 중학교 친구

들은 지금 그냥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학원

갔다가 집 가서 잠을 자고. 정말 공장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사실 때때로는 죄책감도 느껴요. 뭔가, 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연구: 왜요?

현정: 그냥 뭔가 좀 미안하잖아요.

현정의 언술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경험과 ‘제도교육’ 혹은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인식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경유하여 경험의 위계적인

격차로 확증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현정은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반해서 간디고등학교와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을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 그의 언술에서 간디고등학교가 다양한 경험과 기회, 그리고 무엇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게 제공되는 곳으로 표상되는 반면, ‘일반 학교’

는 타율적이고 획일적이며 선택권 없이 반복되는 교육적 실천과 일상의 공간으로 그

려진다. 이러한 현정의 언술에서도 역시 ‘진정한 교육’의 속성을 규정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의 작동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의 권

한을 부여하며, 각자의 개별성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간디고등학

교가 ‘진정한 교육’의 속성들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의미화되는 반면, ‘일반 학교’는

‘진정한 교육’이 추구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진정한 개인’에 대한 추구가 본질적으

로 불가능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특히, 이러한 대조 속에서 현정이 ‘일반 학교’를 비

유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공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일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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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정하지 않은 교육’으로서의 속성이 응축된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

로 보여준다. 또한, 현정이 이러한 대조의 상상계로부터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신의 “중학교 친구들”에 대해 일종의 연민의 감정에 가까운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

낀다는 것은 그가 이러한 체화된 관계성의 논리와 그것이 내포하는 진정성을 기준으

로 하는 위계적인 우열의 감각을 확고한 실감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진정성의 의미론을 기준으로 하는 경험의 차이에 대한 감각은 진정성의 의

미론이 내포하는 관계성의 논리가 발생시키는 우열에 대한 감각을 내장하고 있다. 다

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바깥의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으

로 반복적으로 구술하는 체화된 거리감의 감각은 그 중요한 요소로 진정성의 의미론

에 의해 규정된 위계적인 우열의 관계에 대한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계적인 우열의 관계에 대한 감각은 성찰적 능력의 격차에 대한 감각을 중심으로 반

복적으로 구술되는 양상을 보였다.

2) 기예와 자격으로서의 진정성: 성찰적 능력의 자임

간디고등학교로 대표되는 ‘진정한 교육’과 ‘일반 학교’ 혹은 ‘제도교육’으로 대표되는

‘진정하지 않은 교육’ 사이의 우열에 대한 감각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바깥

의 대상들에 대한 체화된 거리감을 구술하는 언술들에 내포되어 등장하기도 했지만,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구술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언술들에서

학생들은 성찰적 능력의 격차를 기준으로 하는 간디고등학교와 ‘일반 학교’ 사이의 단

절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러한 격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하기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보유한 성찰적인 능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이해를 구축해내기도 했다. 예컨대, 아래의 인터뷰 구술에서 서준은 자신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교육’의 표상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와

‘진정하지 않은 교육’으로서의 ‘일반 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성찰적 능력의 격차를 상

정하고 있다.

<인터뷰> 예비조사 자료, 1학년 서준

연구: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려면 일반 학교에서 1등하

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준: 어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잖아요.

연구: 그런데 이제 여기(간디고등학교)에선 아무래도 체험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고, 다양한 걸 체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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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려면 진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시키는 거

잘해서 가야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서준: 대신에 그런 학교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저희처럼. 그래

서 이런 학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기서 열심

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의 인터뷰 장면에 앞서서, 서준은 자신이 대학 진학을 진로로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간디고

등학교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진정성의 가치를 비로소 실제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서준의 주장에서, 경쟁적인 입시에 대한 참여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감으로써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는, 진정성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서준은 대학

입시라는 ‘진정하지 않은 진로’롤 여전히 ‘진정한 것’으로 교섭해내고 있었다. 이 대화

에서 주목할 지점은 그러한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려면 ‘일반 학교’에서 경쟁에 몰

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서준이 내놓는 답변이

다. 그는 연구자가 제안한대로 ‘바꿀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진짜 경쟁이 치열한 곳”인 “그런 학교”에서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진정성

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한다. “그런 학교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저희처럼”이라는 서준의 답변은 진정한 가치에 대한 성찰의 능력과

그 실현에 대한 의지를 ‘일반 학교’에는 부여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독

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간디고등학교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진정하지 않은 교

육’의 표상으로서의 ‘경쟁적인 학교’와 대비시키는 인식론적 구분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준의 언술은 앞서 살펴본 체화된 거리감의 감정적인 경험들이 내포하고 있던 위계

적인 우열의 관계에 대한 감각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서준이 제시하

는 인식론적 구분에서, 간디고등학교와 학교 바깥의 ‘일반 학교’ 사이에는 ‘생각’의 능

력으로 표상되는, 성찰적인 능력의 격차와 그것을 발생시키는 경험의 격차를 기준으

로 하는 근본적인 단절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단절을 내포하는 인식론적 구분은

역으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세계를 해석하는 관계성의 논리를 제공하기도 했

다.

<인터뷰> 2019년 11월 27일, 1학년 종규

종규: [간디고등학교에 오고 난 후에도] 연락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

구는 과학고를 갔나? 과학고에 원서를 넣었고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갈수록 제가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원래는 걔가 연락을 할 때

도 있고 그랬는데, 갈수록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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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바쁘고 걔도 바쁘니까 서로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최근에 한 번 연락을 했을 때는 진짜 확실히 이 학교에 있는 저보다는 좀

상상을 못하게 바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바쁜 게 자발적

인 바쁨이라고 해야 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학교에 하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그냥 공부하라니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종규의 언술에서, 친구의 ‘바쁨’은 수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바쁨’으로 여겨지는

반면, 자신의 ‘바쁨’은 “자발적인 바쁨”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의 기저에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주체로서의 ‘진정한 개인’을 추구하는 ‘진정한 교육’으로서 간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종규에게 자신의 ‘바쁨’이 ‘자발적인 바쁨’으

로 이해되는 이유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자신의 ‘바쁨’이 스스로 ‘하고 싶은’ 동아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규의 언술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자신의 친구가 실제로 “그냥 공부하라니까” 바쁘

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규는 친구의 ‘바쁨’과 자신의 ‘바쁨’을 상이한 것으로 의미화하고, 둘 사

이에 ‘자발성’을 기준으로 하는 위계적인 차이를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종규의 언술을 통해 진정성의 의미론을 기준으로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과

경험들을 학교 바깥의 ‘일반 학교’의 그것들과 구분하는 관계성의 논리가 간디고등학

교에서의 일련의 실천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화됨으로써 이들에게 학교 바깥의 대상

들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종규는 소원해진 친구의 경험에 대해 진정성의 의미론을 투

영함으로써 그 성격을 짐작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언술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은 소연의 진술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진정성

의 의미론을 투영하여 학교 바깥의 대상들과의 성찰적 능력의 격차를 실감한 장면들

에 대한 구술들이었다. 이를테면, 아래의 인터뷰 구술에서 규형은 간디고등학교에 입

학한 이후 자신의 예전 친구들을 만나 느꼈던 격차의 감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터뷰> 2019년 12월 18일, 3학년 규형

규형: 그냥 뭔가 부산에 갔을 때에도, 집에 갔을 때에도 이제, [예전]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그냥 다 허접해보이는 거죠. 뭔가, 쟤들은 3년 동안, 뭘

하고, 저게 뭘 배우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무조건

제가 가르치려는 느낌이 있었고.

규형의 언술에서는 그가 자신의 예전 친구들을 만나 경험한 성찰적 능력의 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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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각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친구들이 “허접해 보”였다는 규형의 표현과 “무조

건 제가 가르치려는 느낌이 있었”다는 구술은 그가 실감의 차원에서 체험한 위계적인

우열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규형의 언술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이러한 감각의 원인의 자리에 친구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과 간디고등학

교에서의 경험의 대비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3년 동안, 뭘 하고, 저게 뭘 배

우는 거야”라는 규형의 언급에서, 그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친구들에 대해 답답함에

가까운 격차를 실감하게 하는 원인이 친구들이 ‘일반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정하지

않은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 표현을 통해 규형은 간디

고등학교를 다닌 자신과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 배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나아가 친구들의 경험에는 배움이 결여되어있다는 차이의 감각을 구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친구들을 “가르치려는 느낌이 있었”다는 규형의 표현이 내포

하는 우열의 관계에 대한 감각은 규형 자신과 친구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격차를 발생시킨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경험과 ‘일반 학교’의 경험 사이에 존재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규형은 진정성의 의미론이 제공하는 ‘진

정한 교육’과 ‘진정하지 않은 교육’ 사이의 인식론적 구분에 대한 경험적 근거와 자신

의 독점적인 성찰적 능력에 대한 확증을 발견한다.

규형의 예시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경유하여 자신이 학교

바깥의 대상들에 결여되어 있는 성찰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하게 되는 과

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진정성의 의미론과 직‧간접적인 현실에 대한 경험이 교차

하는 지점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진정성의 논리가 내포하고 있는 관계성의

구체적인 실감으로서 성찰적인 능력에 대한 보유의 감각을 체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이 보유한 성찰적인 능력의 존재를 확인하며, 아래의 동욱의 인터뷰에

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능력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2019년 5월 29일, 3학년 동욱

동욱: 그냥 일반 학교에 있다가 온 애들한테 듣기로는, [제가 대안]중학교를 다니

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듣는 말이, 저기 [대안중학교] 나온 애들은 다

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대요. 사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웃

음) 딱히 다를 거 없는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남들이 보기에, 아,

이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좋은 쪽으로 느끼는 것 같아서,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

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조금, 사람, 다움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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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그러니까, 나머지 사회가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닌데?

동욱: 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더 그걸 중요하게 배웠다. 그리고 중요하게

배웠으니까, 내 안에서 그건 중요한 가치가 될 거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뭐가 더 가치있고, 그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네, 어

떤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연구: 다른 사람들이?

동욱: 네. 어떤 게 잘못 되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어디에서 봤는데,

OO대 단톡방에, 성 비하적인 [내용의 대화가 오갔던 것이], 어쨌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대안중학교를 졸업하고 간디고등학교로 진학한 3학년 학생

동욱은 ‘일반 학교’를 졸업한 간디고등학교의 친구들이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다름’으

로부터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이 학교 바깥의 사회와의 대비 속에서 자신에게 남겨

줄 ‘다름’을 유추해낸다. 동욱은 그러한 ‘다름’이 기본적으로 자신은 잘 체감하지 못하

는 것이며 대체로 자신과는 다른 타인의 시각에서 포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

면서도, 이러한 타인의 평가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자신의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

에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론의 작동 속에서 그러한 ‘다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감각을 비교적 상세하게 구술하고 있다. 동욱이 느끼는 ‘다름’의 내용이

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분별하고, 어떤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줄 아

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성찰적인 능력에 다름 아니며, 그가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

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의 보유가 위계적인 우열의 관계를 내포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동욱은 나아가 이러한 능력의 보유를

‘사람다움’이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능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욱의 언술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배치하는 논리의 핵심을 구성하는 ‘진정성의 실천가’로서의 정체성을

체화하는 과정이 진정성의 의미론과 그것의 소통,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들이 교차하

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해석과 투영의 작업들을 수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언술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 ‘진정성의 실천가’로서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감각적 경험 중 하나는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대상들에 결여된 자신

의 성찰적 능력에 대한 자각이다. 실천공동체로서의 간디고등학교의 속성과 연관지어

표현하자면,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집합적인 진정성 추구의 실천

에 참여하면서 획득된 실천적 기술과, 이러한 기술과 결부된 집합적인 실천 내에서의

자격과 역할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간디고등학교라는 실천공동체를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과의 대비 속에서 의미화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은 그것이 내포

하는 관계성의 논리에 따라 이러한 기술과 자격과 역할을 학교 바깥의 대상들에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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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어 있는 것이자,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여겨지

게 하고, 학생들은 일련의 해석과 투영의 작업을 거쳐 이러한 관계성의 논리를 실감

하고 체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체화된, ‘숙련의 정체성’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에 대한 참여의 경험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며, 그렇

기 때문에 ‘간디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속성으로 여겨지고, 이러

한 이유로 그것에 기반한 위계적인 차이의 감각과 체화된 거리감이라는 감정적 경험

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 경험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공통적으로 경험

하는 집단적 구획 내부에서 소통되는 자랑스러움의 감각을 발생시킨다.

3) ‘간디뽕’: 진정성과 자랑스러움의 감각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학생들의 일상적인 언술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독특한 표현들 중 하나는 ‘간디뽕’이었다. ‘간디뽕’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 의해

자신들의 학교와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의 감각을 소통하기 위

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56) 아래의 인터뷰 구술에서, 3학년 학생 늘봄은 ‘간디

뽕’이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용법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터뷰> 2020년 4월 23일, 3학년 늘봄

연구: 혹시, ‘간디뽕’이라는 단어 쓰시나요? 들어본 적 있거나?

늘봄: 네, 있죠. ‘간디뽕’. ‘대안뽕’. (웃음)

연구: 혹시 직접 써보신 적이 있다면, 나는 이런 의미로 써봤다.

늘봄: ‘간디뽕’… ‘간디뽕 찬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웃음) 그게 사실 약간, 사회에 나갔을 때, 간디가 아닌 곳에 갔을

때에 느끼는 것 같구요. 예를 들어서 작년, 아니 재작년에 서울 광화문 축

제에 갔을 때, 그 때도 사실, ‘간디뽕’이라고 할 만 하죠, 약간… 아, 내가

‘간디사람’이다, 라고 어깨를 펴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였구요. 그게 아니

면… 학교가 쉬운 곳이 아니라서. 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밖에 나가야 느

56) 여기서 사용되는 ‘뽕’이라는 단어는 필로폰을 변형한 신조어로, 해당 단어의 앞에 결

합되는 대상에 대한 자부심의 감정적 경험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용법에서, ‘뽕’이라는

단어는 그것의 환상성에 대한 자각을 내포하며, 그러한 점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자부심

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성찰적인 언명을 내장하고 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간디뽕’이라는 단어 또한, 간디고등학교에 대한 순수한 자부심의 감정적 경험과 함께

그것에 대한 성찰적 태도의 차원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중층적

인 의미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양상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복

합적인 감정 경험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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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수 있는 것?

연구: 그러니까, 바깥과의 대비 속에서?

늘봄: 그런 것 같아요. 네.

‘간디뽕’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감정적 경험이 ‘바깥과의 대비 속에서’ 느낄 수 있

는 것이며, “간디가 아닌 곳에 갔을 때”에 “내가 ‘간디사람’이다”라고 “어깨를 펴고 얘

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늘봄의 구술은 이러한 ‘간디뽕’의 감각이

앞서 설명한 ‘진정성의 실천가’로서의 정체성이 내포하는 관계성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앞선 논의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자면, ‘간디뽕’이라는

단어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공통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배타적인 공감의 범위

이자 성찰적 능력의 독점적인 보유의 범위로 상정되는 간디고등학교라는 공동체에 대

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인 실천에 대해, 그리고 이에 참여하면서 ‘진정성의

실천가’로서의 정체성을 체화한 구성원인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진정성과 자랑스러움

의 감각을 응축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다. 이와 함께, ‘간디뽕’이 “밖에 나가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늘봄의 구술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이러한 ‘간

디뽕’의 감각이 간디고등학교와 ‘다른’, ‘진정하지 않은’ 세계의 대상들에 대한 실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자랑스러움의 감각이라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정성의 실천가’로서의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진정성과 자랑스러움의 감각으로서의

‘간디뽕’의 감정적 경험은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세계에 간디고등학교의 실천과

그에 참여하는 자신을 비추어보는 해석의 작업을 수반한다.

물론, 늘봄은 ‘간디뽕’이라는 감각을 이러한 이유로 학교 안에서는 오히려 경험하기

어려운 것으로 묘사했지만, ‘간디뽕’의 감정적 경험은 이러한 해석의 작업을 경유하여

간디고등학교 안에서의 교육적 실천과 일상생활에 대한 참여의 경험 자체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구술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예전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경험한 성찰적 능력의 격차에 대해서 구술한 3학년 학생 규형은 ‘간디뽕’의 감각을

‘학교 안에서’의 생활의 면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

<인터뷰> 2019년 12월 18일, 3학년 규형

규형: ‘간디뽕’은, [그 단어를 직접] 써보기보다는 제가 그 ‘간디뽕’ 상태에, 계속

유지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뭐든지 옳아보였다고 해야 하나? ‘간디뽕’ 상

태가. […] 학교 안에서도 이제, 뭔가 학교가 하는 것은 뭐든지 옳아 보이

고. 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역시 간디학교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가. 저는 좋은 쪽으로 주로 썼었던 것 같아요.

규형의 언술에서 또한 ‘간디뽕’의 감각은 그가 “‘역시 간디학교다’”라는 표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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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하는 자랑스러움의 감정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규형의 구술에서 주목

할 점은 그가 ‘간디뽕’의 감정적 경험을 ‘옳음’에 대한 감각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규형의 언술에서 ‘간디뽕’이라는 표현은 일련의 해석과 평가의 작업을

통해 체험되는 ‘옳음’에 대한 감각과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감각이 의미론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진정성의 감정적 체험을 가리

킨다. 요컨대, 이러한 규형의 구술과 앞선 늘봄의 언술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 ‘진정

한 교육’의 표상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와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대상들 사이의

대비 속에서 규정되는 ‘진정성의 실천가’의 관계성의 논리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

는 진정성의 의미론과 그것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실천들, 그것이 구축하는 간디고등

학교와 학교 바깥의 대비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과 감정적 차원의

느낌이 상호연결되는 양상 속에서 실물화하여 작동한다.

이 소절에서는 진정성의 의미론이 내포하는 관계성의 논리가 체화된 감각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양상에 주목했다. 간디고등학교라는 진정성의 실천공동체

에서 일련의 실천들에 참여하며, 그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학습하고, 공동체에 대

한 성원됨을 경험하며 정체성을 확보한 존재로서의 ‘진정성의 실천가’라는 정체성의

논리는 학교 바깥에 대한 체화된 거리감과 성찰적 능력에 대한 감각, 그리고 자랑스

러움의 감각을 중요한 감정적 차원의 경험으로 하며, 이를 응축하는 관계성의 논리

속에 ‘간디사람’들을 위치시키는 정체성의 모델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진정성의 의

미론이 내포하는 관계성의 논리가 학생들에게 체화된 감각의 형태로 경험된다는 점이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성이 내포하는 위계성에 대한 성찰적인 언명

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언술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언술들은

강렬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체감되는 경험으로서의 이러한 위계성에 대한 감각을 동시

에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에서의 실천들

과 그것을 지도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이 갖는 일종의 주체화의 작동은 신체적인 성격

을 띤다. 요컨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를 대립

항으로 설정하고, 그것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미화된 실천들 속에서, 이들로

하여금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대상들과 결정적으로 불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

는 경험과 기억과 마음의 습관으로 채워진,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의 감각적 경

험으로 이러한 관계성을 실감하는 ‘몸’으로 빚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 180 -

2. ‘진정성의 실천가’의 이중구속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교육적 실

천과 일상생활에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하면서 진정성의 의미론에 내포되어 있는

관계성의 논리를 체화하게 되는 과정을 파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스스로를 ‘진

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대상들과의 대비 속에서 규정되는 ‘진정성의 실천가’로 정

의하게 된 ‘간디사람’들은 앞선 소절에서 본 것과 같이 학교 바깥의 대상들과의 관계

에서 위계적인 우열의 감각이 내포된 거리감을 체화하며, 자신이 참여하는 학교의 집

합적인 진정성 추구의 실천으로부터 자랑스러움의 감각을 느끼는 양상을 보인다. 그

러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언술에서 학교 바깥의 대상들에 대해 이들이 느끼는

진정성과 자랑스러움의 감각과 함께 발견되는 것은 학교 바깥의 대상들에 대한 두려

움과 무력감, 그리고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진정성의 추구에 대한 의구심의 감각들이

다. 일견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반되는 언술들은 간디고등학

교의 학생들에게 ‘진정하지 않은’ 세계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이 단순히 대항과 대비의

대상이 아니라 졸업과 함께 자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 생활의 공간이자 삶을 기획해

나갈 의미의 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한 실천들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대립과 대항, 그리고 불화의 대상으로 설정해온 학교 바깥의 세계에 적응해

야하는 모순적인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연구자는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과 동료들이 제시

한 ‘이중구속(double bind)’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Bateson et al., 1956).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의 명령이 동시에 행위자에게 제시되어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

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이중구속’의 상황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의 집합적인 실천에 충실히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성의 의미론과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의 요구 사이에 놓인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상황을 포착하는 데

에 분석적 유용성을 갖고 있다.

1) 이행의 과제와 리스크로서의 진정성

III장에서, 레이브와 웽거의 논의를 빌려 간디고등학교를 일종의 실천공동체로 파

악하고, 학생들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초심자에게 부여되는 부분적인 참여의 역할에서

시작하여 보다 ‘온전한 참여(full participation)’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고,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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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일련의 실천적 지식들과 문화적 논리를 습득하며,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사회

적‧상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자 진정성의 의미론을 체화한

‘간디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학생들이 온전한

‘간디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다가가는 과정은 동시에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와

담론적 자장 바깥으로의 이행을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간디사람’이 되어갈수록 학

생들은 간디고등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이라는 학교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며,

그러한 단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간디사람’이 되

어가는 과정이 이들로 하여금 ‘진정성의 실천가’로서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하

는 학교 바깥과의 대항적 관계성의 논리를 체화하는 과정과 겹쳐있다는 점이다. 요컨

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바깥과의 대비 속에서 진정성의 가치들을 체화한

존재로 점차 변모하는 과정을 거쳐, 그 과정 속에서 담론적 대항의 대상이자 체화된

거리감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온 학교 바깥의 세계로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성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실천공동체로서의 간디고

등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삶의 경로는 이와 같은 일종의 제도화된 낙차를 예

비해두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독특한 과제를 경험하게 한다. 간디고등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집합적인 실천들과 그것을 지도하는 의미론에 자신을 조

응시키는 과정에서 담론적 대항의 대상이자 거리감의 대상으로 체험해온 세계로의 이

행을 필수적인 과제로 마주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의 세계로

표상되어 온 학교 바깥의 세계는 그들이 앞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할 현실적인 생활과

미래 기획의 공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졸업과 함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면

하게 되는 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의 과제는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의 세계로 표상되어

온 공간에서의 삶을 기획하고 이에 성공적으로 진입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며, 학생들

의 언술에서 상당한 심적 긴장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먼저, 학생들의 언

술에서 이처럼 학교 바깥의 세계로 이행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전망은 주로 소수자

혹은 비주류로 살아가야한다는 전망과 그것이 유발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적 경험

과 연결되어 구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진정성의 의미론 속에서 상상해

온 학교 바깥의 세계가 자신과는 다른, 자신이 체화하고 있는 가치들과 대비되는 것

이었다는 점에서 일견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학교 바깥으

로의 이행이란 자신이 체화된 거리감을 느끼는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인터뷰> 2019년 5월 29일, 3학년 동욱

연구: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라든가,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알고, 혹은 남들과 다른 감성을 지니고 있고. 이런 것

들이 ‘좋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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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그런데, 그게 저는, 그런 지점은 뭔가, 저 개인적으로 [‘좋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

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개인적인] ‘좋은 삶’과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

게, 이런 감수성을 갖고 있어서 차별당할 수도 있고, 배제당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것이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배움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위의 인터뷰 장면의 직전 상황에서, 3학년 학생 동욱은 자신이 간디고등학교에 다

니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감성을 갖게 되었으며,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분별

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는 것을 인지할 줄 아는 성찰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구술했다. 앞서 소개한 인터뷰

의 구술에서 언급했듯이, 동욱은 이러한 성찰적인 능력의 보유를 ‘사람다움’이라는 표

현으로 지칭하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학교 바깥의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진정성의 실천가’로서의 정체성을 체

감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욱은 이러한 성찰적인 능력의 보유가 “좋

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좋

은 삶’과는 동떨어진 능력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욱은 그가 ‘감수성’이라고 표

현하고 있는 이러한 성찰적 능력이 차별과 배제,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구술하고 있다. 이러한 동욱의 구술에서, 동욱에게 ‘남들과 다른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더 민감하게 알’게 된 자신이 학교 바깥

의 세계와 불화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할 곳이 그러한

자신에게 차별, 배제, 그리고 폭력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곳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동욱에게 진정성의 의미론을 체화한 ‘진정성의 실천

가’로서의 자신은 자랑스러움의 원천인 동시에 그 자체로 일종의 리스크다.

<인터뷰> 예비조사 자료, 2학년 현정

현정: 사실 비주류잖아요. 그게 제일 겁나는 것 같아요. 주류가 아닌 사람으로 살

아가게 될 거라는 거. […] 주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뭔가 편한 길인 것

같아요. 사실 입학해서 자부심을 느낀 건, ‘나는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

어’라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까, 우리학교에서도 소수자로 인정받는다는 건, 뭔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채식을 한다거나, 뛰노는 걸 싫어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소수인 사람일 때는… 대안학교도 그렇지 않을까 싶

은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안학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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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울까, 하는 그런 거요.

이처럼 진정성의 의미론을 체화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적인 감각은 현정의 언술

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현정은 간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신을 ‘비주류’라고 명확

하게 지칭한다. 현정에게 ‘비주류’의 삶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은 삶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에 대한 추구를 함축하고 있으며, 생각하지 않는 ‘편

한 길’로 표상되는 주류의 삶과의 대조 속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자신의 삶에 ‘자부

심’을 느끼게 하는 의미론적 자원이다. 그러나 학교 바깥의 세계에서 ‘비주류’이자 ‘소

수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전망 속에서, 현정에게 ‘비주류’로서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겁나는’ 일이며,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체험된다.

동욱과 현정의 언술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이 자신들을 ‘비주류’이자 ‘소수

자’로 살아가게 할 원인으로 구술된다는 점에서 진정성의 실천 공간으로서의 간디고

등학교와 학교 바깥의 세계 사이의 대립적 관계성이 직접적으로 부각되었다면, 학생

들의 언술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지 않는 곳으로서의

학교 바깥에 대한 상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에게 학교 바깥의 세

계는 여전히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간디고등학교

는 누구나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존중하는, 다시 말해 ‘진정한

개인’의 개별성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포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학교

바깥과 대비되는 것으로 체험되고 있었다.

<인터뷰> 2019년 12월 4일, 2학년 하늘

하늘: 채식이나, 또, 여성으로서 뭔가, 맞이하게 될 두려운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약간,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데, 학교의 수준도 아직은 뭔

가, 이상이랑은 멀지만은 내가 많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엄청 느끼는 것 같

아. 그게, 완벽하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에 비하면 너무 존

중받고 있는. 뭔가, 예를 들면, 내가 성소수자가 될지 누가 아는 거야. 그

러니까.

연구: 딱 만날 때까지는 모르지.

하늘: 어, 그렇지!

연구: 만나면 알게 되겠지.

하늘: 맞아. 그런 것도 모르는 건데. 나가서, 내 존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친척

을 만나서 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도 엄청 무서운 일이고

막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간디고등학교 내에서 채식을 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2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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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부족하나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을

친척들에게 자신이 채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일이 야기하는 두려움과 대비

시킨다. 하늘의 언술에서, 간디고등학교는 동욱과 현정의 언술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늘로 하여금 학교 바깥의 세계와 구분되는 존재로 변모하도록 한 요인

으로 구술되고 있지는 않지만, 진정성의 의미론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 바깥과의 대비

속에서 보다 진정한 가치들이 구현된 곳으로 상상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상상 때

문에 역설적으로 하늘이 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이라는 전망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욱과 현정의 언술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학생들의 구술은 이들이 학교 바깥의 세계로 이행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 구술하는,

‘소수자’ 혹은 ‘비주류’로 살아가야한다는 전망과 그것이 유발하는 두려움의 감정적 경

험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보여준다. 학교가 성찰적인 능력이나 ‘다른’ 삶에

대한 선택의 능력을 자신들에게 체화시켰기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의 소수자성을 보

다 고유한 개별성으로 존중해주는 포용적인 공간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이든 간에, 동

욱과 현정, 하늘의 언술 모두에서 이처럼 진정성의 의미론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구술되는 간디고등학교의 바로 그 속성이 역설적으로 이들에게 그렇지 않은 곳으로

상상되는 학교 바깥과의 관계에서 소수자로서의 삶에 대한 전망과 두려움의 감각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행의 과제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엄습하는

소수자-되기의 가능성과 그것이 이들에게 유발하는 심리적인 긴장은, 이들이 일련의

실천들과 믿음의 체계에 자신들을 연루시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체화시켜온 진

정성의 의미론에 이미 내포되어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의 과제가 야기하는 심리적인 긴장 앞에서, 간디고등

학교의 학생들에게 소수자가 되지 않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방편으로 대두하는 것은

대학 진학의 선택이었다. 고등학교의 졸업과 함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

정성의 의미론에 근거하여 주체적인 선택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제도교육’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생애사적 단계를 명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이자 어떠한 공식적인

소속도 없이 성인으로의 생애사적 전환을 맞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양상이 있었으

며, 그러한 점에서 ‘소수자’가 된다는 것의 가장 뚜렷한 확증의 표식으로 학생들에게

경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이들이 ‘제도교육’을 문제시하는 공통의 가치지향

을 공유하며 밀도 높은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급격한 변화이자 불안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진학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이행의 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

에게 제시되는 첫 번째 질문과도 같다. 아래의 인터뷰 구술에서 늘봄이 언급하고 있

듯이, 학생들은 이행의 과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급격하게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 주목할 점은 대학의 ‘진정한 진로’로서의 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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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 정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표식으로 했던 진정성의 의미론과 전혀 다른 층위에서 이러한 고민

들이 제시되고 수행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독립적인 선택의 능력과 고유한 개

성에 대한 탐구와 추구를 함축하는 ‘진정한 개인’의 의미론의 영역에, 대학을 가지 않

는다는 것이 야기하는 소수자성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바깥의 세

계에의 성공적인 편입과 적응의 필요성의 논리가 급격하게 틈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터뷰> 2020년 4월 23일, 3학년 늘봄

늘봄: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번 방학에 훨씬 많아졌어요. 이번 방학을 지

나면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사실 그냥, ‘재수해서 대학 가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냐?’, ‘한국에서 살려면은 대학 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되

게 많이 들었고, 심지어, 졸업하는 20기한테도 많이 들었고. 최근에 동네에

서 만나는 동네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도 너무 많이 듣고 해서. ‘아, 나도

대학에 가야되나’라는 고민들을 점점 시작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 때에, 대안교육을 받겠다고 결심을 했던

게, 이런 경쟁체제 때문이면서. 또 결국에는, 무슨 깔때기 마냥 거기 다 쓸

려 들어가는 게 약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대안교육 왜

받았지?

늘봄의 언술에서, 그가 소개하고 있는 “한국에 살려면은 대학 가야되는 거 아니

냐?”라는 친구의 표현은 ‘진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대학 진학의 선택이 검토되었던 양

상과는 상이한 층위에서 대학 진학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진정성의 의미론에서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이 개인의 고유한 욕구와 필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리는 주체적인 선택의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면, “한국에서 살려

면”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언명은 대학 진학의 선택이 명시적으로 학교 바깥의 ‘진

정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적응의 요구로서 학생들의 앞에 육박하고 있는 장면을 보

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상은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의 요구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맺는 관계성의 구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간디고등학교의 진정성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 속에서 학생들은 대학 진학으로

대표되는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을 진정성의 의미론에 근거하여 비평하는 역할을 자

임했다면, 이행의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는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이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이들을 ‘소수자’로 만들 수도 있는 질문자로 이들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늘봄의 언술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진정성의 의미론이 작동하고 있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와 담론적 자장에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의 요

구들이 그에 대한 적응과 편입의 과제를 제기하는 이행의 전망을 경유하여 틈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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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보여준다. 3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친구들이 갑자기 대학 진학을 고려하기 시

작하고, 자신 또한 ‘아, 나도 대학에 가야되나’라는 생각이 스스로의 내면에 생겨나는

상황 앞에서 늘봄이 “나 대안교육 왜 받았지?”라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행의

과제가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긴장 앞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추구해온 ‘대안성’

과 진정성의 의미론이 의문에 부쳐지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대학 진학을 자신의 진로로 고민하

게 되는 학생들은 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의 과제가 야기하는 “압박 같은 것”을 실감하

며, 이들의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과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이 갖는 의미들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을 통해 진정성

의 의미론에 자신을 조응시켜온 이들은 자신들의 학교가 “3년 정도의 유토피아”일 뿐

이며, 스스로는 ‘사회부적응자’, 혹은 ‘고졸’일 뿐이라고 자조하며 자신의 소수자성을

자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에 대한 추구의 맥락에

서 이해되었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 되어 학생들 앞에 회귀한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은 ‘진정하지 않은’ 세계이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기획해나

가야 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바깥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포섭되기 위한 한 가지 방식

을 학생들에게 제안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 진학은 학생들의 언술에서 자주 ‘안

정적인 삶’의 표상으로 등장했으며, (진정성의 의미론에서 ‘비겁한 선택’으로 의미화

된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경계(儆戒)와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에 대한 성공적인

편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은밀한 여망의 모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선

택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 진학의 선택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단순히 ‘안정적인’ 선택인 것만은 아니다. ‘진정하지 않은’ 세계의 요구에 순응하는 선

택으로서 대학 진학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정성에 대한 집합적인 실천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해왔던 평가의 기준들 앞에 자신을 노출하

는 과정을 수반하며, 이는 ‘진정하지 않은’ 세계에 공모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비겁’한

일인 동시에, 애초에 그와는 다른 종류의 실천들에 몰두했던 자신이 그와 상충하는

평가 기준 앞에서 무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피평가자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에

서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3학년 규형

규형: 뭔가, 이 3년이 끝나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도 안하고. 일

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 대학을 가는

시기가 됐고. 생각해봤는데 대학이 제일 안정적인 것 같고. […] 뭔가 제 3

년의 결과가 OO대[학교]라는 느낌이, 그렇게 [하찮게] 보일까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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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을 [학교 생활을] 해서, 좀 더 자유로운 이십대로 살아가려고 한

다. 그러면 ‘완전 대안적인데?’ ‘완전 획기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OO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진짜 어영부영지내다가, 학교를 간 것 같아서,

뭐든지 OO대를 간다면 제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의 인터뷰 언술에서, 규형 또한 자신이 학교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진로로

고려해보지 않았던 대학 진학을 3학년이 되면서 마주한 이행의 과제의 압박 앞에서

‘안정적인 것’으로서 선택하게 되었음을 구술하고 있다. 그러나 간디고등학교에서 대

학 입시로 표상되는 ‘진정하지 않은’ 교육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의미화 되는 실천들에

참여해온 규형에게 대학 진학은 학교 바깥의 세계에서의 ‘안정적인’ 삶의 전망을 예시

하는 선택인 것만은 아니다. 규형에게 대학 진학은 학교에서 자신이 추구해온 ‘대안

적’인 삶의 방식의 단절을 의미하며, 동시에 ‘진정하지 않은’ 교육의 평가 기준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확인하고 ‘OO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자신을 ‘진정하지 않은’ 세계의 논

리인 ‘학벌’의 기준 앞에 노출시키는 선택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형은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구술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바깥의 세계로의 이행의 과제 앞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소수

자’로서의 삶에 대한 전망이 유발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학교 바깥의 세계에 적응하고자 할 때 자신이 대항의 대상으로 설정해온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의 평가 기준 앞에 무력한 피평가자로 서는 일의 두려움을 경

험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 속에서 자신들을 연루시켜온 진정성의 의미론이 내포하는 평가의 기준과, 그

에 대비되는 것으로 의미화 해온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평가의 기준이 교차하

는 지점에 위치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행의 과제를 앞두고

학생들은 지금까지 간디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삶을 추동해왔던 진정성의 의미론과, 그

것과 상충되는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가치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에서 자기 스스로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을 해석하고 있었다.

<인터뷰> 예비조사 자료, 2학년 현정

현정: 진로 쪽이라고 하면… 저도 이건 1주일에 한번 꼴로 드는 생각인데, 그냥

어렸을 땐 ‘넌 커서 뭐할래?’ ‘저는 화가가 될래요’ ‘아, 너는 꿈이 있는 아

이구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가가 될래요’ 하면,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하는 구체적인 대답을 생각해야 하니까, 너무 좀 겁나고. […] 그

리고 이런 고민도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줄 세

워 봤을 때 나는 어디쯤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음, 그래, 여

기(간디고등학교) 오길 잘했어. 여기는, 테크닉이 아니어도 다른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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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 이렇게 봐주기보다는, 다른, 기술 말고 그림의 내용을 봐준다거나

그런 환경이니까… 그래서 여기 오길 잘했어. 마음 편한 곳이구나’ 하는 생

각이 드는데, 아… 졸업하고는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정의 언술은 그의 인식지평에서 상충하는 평가의 기준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현정에게, 이행의 과제는 ‘화가’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에 대해 “구체적인 대

답”을 생각해야하는 상황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정은 직접 ‘테크닉’을 기

준으로 ‘줄 세워 봤을 때’ 자신이 어디쯤에 위치할지를 생각해보면서, ‘줄 세우기’라는

획일적인 경쟁의 표상을 직접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있다. 이처럼 ‘진정하지 않은’ 세

계의 평가 기준이 틈입하는 현정의 내면에서, ‘기술’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

는 공간으로서의 간디고등학교는 “마음 편한 곳이구나”라는 성찰적인 언명을 통해 상

대화된다. 현정과 규형의 언술은 공통적으로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의

세계에 대한 편입과 적응의 시도가 내포하는 심리적인 긴장을 보여준다. 간디고등학

교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시도가 발생시키는 상황은 자신이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

겨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 조응하기를 거부해왔고 그로부터 자신의 자랑스러움을

확인해왔던 학교 바깥의 세계의 요구들이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규정되어 있던 위

계의 관계를 무화시키며 자신들의 선택과 인식의 지평에 틈입해오는 상황으로 경험된

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언술을 통해 살펴본 상황들은 진정성의 의미론과 이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있는 집합적인 실천 속에서 ‘진정성의 실천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한 간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로의 이행의 과제를 맞닥뜨리

며 경험하는 내적 긴장과 갈등의 국면을 보여준다. 학교 바깥의 세계로의 이행의 과

제 앞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성의 집합적인 추구에 대한 참여와 학교 바

깥의 사회에 대한 적응과 편입은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학생들에게 두려움과 불

안의 감정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관찰된다. 자신의 가치지향과 고유한 개성을

이해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 부재한 곳으로 상상된 학교 바깥의 세상에 진입하는 상황

에서든, 그러한 상황이 내포하는 ‘소수자’로서의 삶이 유발하는 불안으로 인해 학교

바깥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편입과 적응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을 추동해온 진정성의 의

미론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든, 구체적으로 적응과 편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서 자신이 대항해왔던 바로 그 기준들에 의해 무능한 존재로 호명되고 스스로조차 자

신을 재평가해야하는 상황에서든, 이행의 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이 참여해

온 간디고등학교 내부의 실천들이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가치들에 대한 추구와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한다.

이러한 양상은 공통적으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놓여있는 이중구속의 상태를

보여준다.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실천들에 참여해왔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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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세계와의 대비 속에서 자신들을 ‘진정성의 실천

가’로 이해해온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이행의 과제와 함께 상충하는 두 가지의

요구를 마주한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한 실천들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이러한 의미론에 면밀히 조응시킬

것을 요청받으며, 일련의 학습과 연행적 작업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해냄으로써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자 진정성의 가치를 충실히 체화한 정체성을 형

성하게 된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진로를 추구하는 구

성원들의 예에서 보았듯이, 때로 이러한 과정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작

동하는 규율과 제재를 수반하기도 한다. 진정성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 속에서 ‘진정

하지 않은’ 영역에 오염되지 않은 존재로 자신을 연출해내라는 공동체적 요구를 달성

하는 데에 실패하는 구성원은 자신들에게 부여되었던 ‘대안성’과 진정성의 상징적 자

원과 공동체 내에서의 상징적 성원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요컨대, 간

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실천들은 학생들에게 진정성의 의미론에 자신들을

조응시킬 것을 요청하며, 특정한 학생이 이러한 요구를 위반할 경우 그는 자신의 ‘간

디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그것에 결부된 자랑스러움의 손상을 잠재적인 처벌로 마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진정하지 않은’ 세계로 상정되는 학교 바깥의 세계의 요

구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진정한’ 선택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진입하여 삶

을 꾸려가야 할 학교 바깥의 세계에서 ‘소수자’로서 고립되거나 자신들이 대항해왔던

가치 기준들에 의해 무시당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서의 위협을 마주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상충하는 기대들의 구조”(Cattelino, 2010:

235) 속에 놓여있으며, “각각의 [상충하는] 요구 모두에 올바르게 답하기를 스스로

원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행위자를 옭아매”는 이중구속적 상황에 위치해있다

(Redfield, 2012: 377).

이러한 이중구속적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충하는 기대들의 구조’가 이들의 학교에서의 실천을 추동

해온 진정성의 논리에 내재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정성의

실천가’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과 구분된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가 필요

하며, 학생들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대항과 대비의 대립항으로 호명함으로써 의미화

되는 실천들에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립한다. 이처럼 진정성의 관계적

논리에 의해 예비된 길을 걸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거리감을 체화했던 세계에 편입

을 시도해야하는 존재들이자, 자신이 부정적인 것으로 밀어냈던 기준들 앞에 적응을

시도해야하는 자들로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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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성의 수행과 이중구속

앞선 소절에서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의 과제와 관련하

여 이중구속적 상황을 경험하는 양상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구속적 상황이

이행이라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면에서만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충분

하지 않은 설명이다. 학생들에게 이행의 과제는 이미 정해져있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의 마지막 단계로서 주어져있으며, 학생들은 간디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친

구, 가족, 지인 등 다양한 관계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교 바깥의 의미론을 마주하

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앞선 소절에서 소개한 바 있는 현정과 규형의 언술에서 드러

나듯이, 학교 바깥의 세계로의 이행의 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부과된 ‘진정하지

않은’ 가치 기준에 의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학교생활 동안

참여해온 실천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이 작동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실천의 장과 사회적 세계에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의 요구가 틈입해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일상적인 실천과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구속적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학생들의 언술에서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하지 않은’ 대상들의 세계로 여겨지는 학교 바깥의 가치 기준들은 학생들이 자신

들의 학교에서의 실천과 경험들을 해석하는 의미론으로서 틈입해 있었으며, 학생들의

언술에서 진정성의 의미론과 함께 교차적으로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

하고 있는 이중구속적 상황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언술들에서,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의 요구들은 학생들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학교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감각과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의 이면에서 그

과정을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답답함과

불안감, 허무감과 같은 감정적인 경험들과 연결하여 구술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3학년 규형

규형: 가끔씩, 진짜 가끔씩, 우리 학교에 전교생, 전교생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친구들이 좀 진심 어려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이에요? 평소에는

다, 어… 이러면서 다니고, 뭐, 힘들다, 지친다, 말도 안 하고 그런 친구도,

뭔가 그런 조명 쏘고, 신나는 노래 나오고 이러면, 가끔씩 엄청 뛸 때가 있

단 말이에요. 그 때 웃는 모습이, 또 그게 엄청 다수이니까, 그 때 진짜 ‘간

디뽕’이 차오르죠. 아, 내가 이, 공동체구나. 내가 얘네들하고 같이 결속되

어 있는, 합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근두근대고. 그 때는 진짜 밤

에 잠도 잘 안 오고, 설레는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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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강렬한 공동체적 집합열광의 경험이 주는 설렘을 언급하는

3학년 학생 규형은 ‘이벤트부’의 장으로 활동하면서 간디고등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학생이었다. 연

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한 기간 동안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공식적인

행사들의 중심에는 규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요일 저녁에 부정기적으로

학교에서 공식적인 공연이나 강연 등을 개최하는 ‘문밤’ 동아리의 일원이었고, 강당에

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식적인 행사의 영상과 음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방송부

의 일원이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카페 ‘뜨락’의 일원이기도 했다.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의 면면에서 규형이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발휘하며 공동

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신뢰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은 어

렵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그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발견한 음악에 대한 자신의 관

심과 열정을 꾸준히 발전시켰으며, 졸업을 앞두고는 친구들을 모아 밴드 ‘헬두루미’를

결정하여 각자가 직접 작곡한 노래를 모든 학생들 앞에서 연주하는 공연을 올리는 것

으로 자신의 졸업을 자축하기도 했다.

규형과의 인터뷰는 그가 ‘헬두루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다

음 날에 이루어졌다. 연구자 또한 관객으로 참석한 해당 공연은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작품 발표회의 마지막 순서로 치러졌으며, 규형이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묘사하는 것

과 같은 강렬한 집합열광의 경험을 이끌어낸 공연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뒤이은 규형의 구술에 대해 약간의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입학설명회에 참석

하기 위해 간디고등학교에 처음 왔을 때 본 사물놀이 동아리 ‘솔뫼바람’의 공연에서

재학생들의 열정을 느껴 간디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 입학을 하고

나서는 자신 또한 학교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해내고 싶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규형의 언술이 집합열광의 경험에 대한 구술을 거쳐 곧바로 자신이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있나?”라는 질문에 답할 말을 찾지 못해 당혹스럽다는, 의외의

진술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3학년 규형

규형: 여기 오면, 진짜, 활활 타올라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진짜, 막, 내가 ‘쉬

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고. 내가 재미있는 것만 하는데 왜 쉬고 싶지?

그런 생각을 들고 왔는데, 막상 학교 오니까 그게 좀 더 압박감 같기도 하

고. […] 뭔가 [기준이] 아무 것도 없을 때, 혼자 생각하는 게 너무 채찍질

이 된다고 해야 하나? 중학교 때에도 공부를 학원을 안 가고 집에서 혼자

했는데,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학원을 가면, 시키는 거

하고, 끝나면, 그냥 자면 되는데. 사실 생각이 덜 필요한데. 내가 이제, 이

렇게 하는 게, 친구들보다 많이 한 건가 비교하기도 시작하고, 뭔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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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적정량? 뭘 하든 표준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체, 얼마나 해야 인

정을 받는 거지? 이 학교에서는 뭔가를 해도, 어디 밖에 가서, 말할 수 없

는 거죠. ‘제가, 기타를 칩니다’. 그럼, ‘얼마나 치니?’ ‘많, 많이 칩니다!’

(웃음) 뭔가, 뭐든지, ‘너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하면, 뭔가 할 말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연구: ‘학교에서 뭐 배웠어’, 라고, 어디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걸 물

어볼 때-

규형: 집에 가서, 가족이. ‘니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있나?’ 이렇게 하면. ‘뭐가 바

쁜데?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면, 놀기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런데]

바쁘긴 한데. 이거, 바쁜 걸 갖다가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집

행부를 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게, 뭔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바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노력에?

앞서 규형에 대해 소개한 정보에 비추어보면, 이처럼 규형이 학교에서의 자신의 활

동들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그 가치를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주장하는 것에 어

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규형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며 달성해낸 성취들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에 비추어볼 때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었다. 규형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들에 몰두했고, 그것을 학교가 제공하는

조건들 속에서 스스로 계발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확보한 경험과 자원들을 공동체

의 집합적인 즐거움과 이익에 연결하는 데에 성공했다.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형이 점하고 있는 위치 또한 이러한 그의 성취에 대해 학교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평가들에 기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규형은 자신이 계발해온

‘기타’라는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온 공동체적 실천들을 학교 바깥의 존재들에

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설득해내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주목할 점은 규형이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표준’의 부재와 함께 학교와 학

교 바깥의 대비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규형의 기타에 대한 열정은, 그가 직접 자작

곡을 만들고, 친구들을 모아 밴드를 결성하여 학교의 모든 학생들 앞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바깥의 ‘표준적인’ 기준에 의해 제시되는

“얼마나”라는 물음으로 환산되기 어렵다. 또한, 그가 학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하느라 경험한 ‘바쁨’은 “사람들이 아는” ‘바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바깥의 대

상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형의 언술은 간디고등학교에

서의 ‘진정한’ 실천들이 학교 바깥의 ‘표준’, 혹은 “사람들이 아는” 기준과 대비되는 것

으로서 의미화 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쉽게 바깥의 기준들에 포착되거나, 그로

부터의 인정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구술에서 규형이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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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듯이, 밀도 높은 공동체적 결속과 특수한 학교 안의 맥락 속에서, 또한 그것을

규율하는 진정성의 상징 질서 안에서 규형이 참여해온 실천들이 갖는 의미는 그 자신

조차도 학교 바깥의 기준을 운용하는 대상들에게 제대로 설명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3학년 규형

연구: 그런 얘기를 할 때 규형씨가 항변을 한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규형: 주로, 항변을 했죠. 저희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진짜 한 거 없잖아, 학교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는데, 진짜 생

각이 안 나더라고요. 막상 이게 다, 일일이 읊조리자니, 너무 찌질한 것 같

고. ‘‘식구벅적’57)도 했고요’, 이랬는데, 그 ‘식구벅적’이, 그 과정과, 그게

가지는 의의와, 이 결과나, 그 때 그 친구들의 그 미소나, 그거는 이 학교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자작곡 만드는 밴드를 하더라도, […]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

의 이야기도 담았고, 그 멤버들도, 저한테는 아주 의미가 있었던 멤버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다 한 건데, 그런 과정을 아무것도 다 모르니까.

이게 항변을 해도 그런 느낌이 안, 떼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나

많이 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인데. 저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항변을 할 때, 오히려 할 수 있는 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했

다…’, ‘믿어 달라’.

규형의 언술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의미화되

는 실천들이 학교 바깥의 평가 기준들의 관점에서 쉽게 무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가치에 빗대어 자신의 ‘진정한’ 경험들을 주장하려는 시도가 ‘떼쓰는’ 지위로 격하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규형에게 강한 허무감과 답답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

으로 구술되고 있었으며, 규형이 자신의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경험과 실천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형의 사례는 간디고등학교

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화 하는 과정에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평가의 기준들이 중첩되어 작동함으로써 그것을 무용한 것으로 여겨지게 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학

교에서의 실천을 학교 바깥의 상징 질서에 비추어 가치 없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양상

은 학생들의 언술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57) ‘식구벅적’은 간디고등학교의 이벤트부가 학교의 공동체적 문화가 침체되었다는 판단

아래 기획한 행사였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시끌벅적’하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서 기획되었다. 2019년 7월 13일 저녁 열린 ‘식구벅적’은

강당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춤을 추는 행사로 치러졌으며, 규형은 이 행사의 기획

과 준비, 진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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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2> 2019년 10월 17일, 벽화집 앞 평상. 3학년 학생 윤지와의 대화

윤지: [간디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동아리, 저는 많이 했단 말이에

요?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약간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연구: 왜 부질없어 보여요?

윤지: 약간의 비교도 있고, 제가 하는 게, 결국 저희는 여기서 평생 살 게 아니잖

아요. 그런데 결국 사회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

각도 들고, 이 일이 밖에서는 인정받지 않는 건데. 그냥 내가, 잔재주나 배

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의 장면에서, 3학년 학생 윤지는 자신이 학교에서 ‘열심히’ 참여해온 활동들이 자

신에게 “부질없어 보이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윤지가 이러한 ‘부질없

음’의 감각의 이유를 명시적으로 그러한 활동이 “밖에서는 인정받지 않는” 것이며, 자

신이 “여기서 평생 살 게 아니”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윤지의 구술

은 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이 예정된 전망으로서 학생들에게 경험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학교 바깥의 평가 기준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들을 의미화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이 매

우 중요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 중 하나라는 점을 고

려할 때, 이러한 활동들조차 간헐적으로나마 ‘잔재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영향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사한 상황

에 대해 설명하면서 3학년 학생 보문은 도자기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자신을 ‘우물

안 개구리’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 표현 또한 간디고등학교의 상징 질

서 안에서 ‘진정한 개인’의 표식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관심에 대한 몰두를 학교 바깥

의 평가 기준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학교 바깥의 평가 기준에 의해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이 무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양상과 함께,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화 되어

대항의 대상이자 자랑스러움을 유발하는 비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학교 바깥의 대상

들이 나름의 이유에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역으로 진정성에 대한 추구가

이러한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화되는 양상도 학생들의 구술 속에서 발견

되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인터뷰 구술에서, 1학년 여름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간디

뽕’과 ‘현타’라는 단어의 용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교 바깥의 교육적 실천에 참여하

고 있는 자신의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의 상황을 일종의 결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 195 -

<인터뷰> 2019년 12월 6일, 1학년 여름

여름: ‘간디뽕’이랑 ‘현타’가 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타’가 다양한 상황에서 오잖아요. 제가 이 학교 학생으로서 느끼는 ‘현

타’58)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간디뽕’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학원, 학교, 학원,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던지,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 시기를 의미 있게, 어떤 생각을 하고, 가

치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장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다’. 내가 그렇게 성장

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간디뽕’, 그런

느낌이 들고. ‘현타’는 반대로, 뭔가, 현실적으로 진로를 생각한다던지, 아,

당장,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대학에, 그러니까

사실, 등급 따기도 어렵고, 그런데 [예전] 친구들을 보면, [등급이] 1점 몇

인 친구가 있어요.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제 친구 중에.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하

고 있단 말이에요, 밤까지 공부하고.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런 걸 보면, 아, 쟤네들도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는 지금 뭘 이뤘지? 그

러니까, 실제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잖아요. 계속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이,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도움이 될까? 뭔가 실질적인 그런 거를,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약간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여름의 언술에서 ‘간디뽕’과 ‘현타’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상충하는 요구가 작동하는

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여름에게 ‘간디뽕’은 “아무 생각 없이” “학교, 학원, 학

교, 학원 반복하는 사람들”과의 대비 속에서,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

는 자신의 모습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의 감각을 지칭한다. ‘간디뽕’의 의미론에서,

획일적이고 주체적이지 않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바깥의 대상들은 여름이 스

스로가 ‘진정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감을

제공하는 대상이다. 이와 반대로, ‘현타’의 의미론에서는 동일한 대상이 여름으로 하

여금 자신의 실천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존재로 표상된다. ‘현타’의 용법에 대한

여름의 설명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 또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

는 존재로 등장한다. 역설적으로, ‘간디뽕’의 의미론에서 ‘일반 학교’로 표상되는 ‘진정

하지 않은’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타’의 의미론에서 여름으로 하여금 “나는 지

금 뭘 이뤘지?”라고 자문하게 하는 존재이며, 자신이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스스로의

58) 여름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타’는 ‘현자타임’이라는 신조어의 줄임말로, 그 용례는 여

기에서 여름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여기

에서 설명하는 ‘현타’의 용법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언술에서 자주 발견되었으며,

여름의 구술에서와 같이 ‘간디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느끼는’ ‘현타’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

을 경우 학생들은 높은 비율로 해당 용법을 구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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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며 대학 진학과 취직, 그리고 생계로 대표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효용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처

럼 ‘간디뽕’과 ‘현타’라는 상이한 의미론을 통해 드러나는, 동일한 대상이 여름에게 우

월감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열패감을 발생시키는 양상은 여름이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 하는 상충하는 가치의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학생들의 언술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이 작동하는 상황에 대해 구술할 때 간디

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은 ‘일반 학교’로 표상되는 ‘진정하지 않은 교육’과의 대비 속에

서 ‘간디뽕’의 감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의 논리가 작동하는 상황에 대한 구술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실천의 무용함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허무함을 빈번하게 언급했다. 후자의 맥락에서 ‘간디뽕’이 지칭하

는 자랑스러움의 감각이 언급되는 경우 해당 감각은 ‘간디뽕’이라는 표현이 변형된

‘간디허세’로 지칭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평가 기준

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간디뽕’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성찰적인 인식의 차원이

보다 명시적으로 강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뷰> 2019년 11월 1일, 3학년 솔아

솔아: [일반 학교에 다니는] 걔네는 대학만 보니까 대학을 위해서 최소한 열심히

는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도 안 했고. 대학 가기 위해서, 걔네들만

큼. 걔네들만큼. ‘인문학이 중요하지, 대학이 중요하지 않아.’ ‘너네들은 다

페미니즘을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하다가, 나한테 [대학 입시가] 오니까,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고. 그래서, ‘현타’ 왔어요.

3학년 학생 솔아의 언술에서도 이러한 성찰적인 인식의 차원이 드러난다. 대학 진

학을 준비하면서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평가 기준을 실감하게 된 솔아의 언술

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인문학’과 ‘페미

니즘’은 말하자면 ‘간디허세’의 감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의미값이 변화하고 있다.

‘인문학’과 ‘페미니즘’은 솔아로 하여금 ‘일반 학교’의 학생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랑스

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었지만, 대학 진학이라는 과제가 제시하는 평가의 상황에

서는 무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름과 솔아의 언술에서 주목할 지점은 이렇게 상이한 평가의 기준이 교차할 때에

‘실질적인 것’의 의미론이 함께 변동한다는 사실이다. 솔아의 언술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열심히’ 수행한 쪽은 ‘일반 학교’의 학생들로 묘사되며, 여름의 언술에서도 “실질

적인”,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과의 의미값이 ‘일반 학교’에 부여됨으로써 진정성의 의

미론 하에서는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과 ‘성장’에의 노력에 부여되었던 ‘실질적인

것’의 의미가 순간적으로 변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것’의 의미가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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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규정하는 의미론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은 상충하는

상징 질서의 작동이 중첩되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규정되었던

위계적인 우열의 관계가 상황적으로나마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들은 기왕의 진정성의 논리를 의문에 부치

는 새로운 의미론을 도입하기도 했다. 3학년 학생 민영은 3학년 학생들이 1학기에

학교 외부로 2주간 직업 체험을 위해 이동학습을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소감

을 발표하는 발표회 자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뭔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

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이 발표에서, 민영은 ‘뭔가를 제대로 하는’ 곳을 간디고

등학교가 아닌, 그가 인턴십을 통해 엿본 학교 바깥의 세계에 비정하고 있었다. 인터

뷰의 상황에서 연구자가 이러한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질문하자 민영은 다음

과 같이 답변했다.

<인터뷰> 2019년 11월 28일, 3학년 민영

민영: 어쨌든 여기에서 하는 모두가, ‘아마추어’잖아요. ‘프로’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웃음)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 있고. 자기가 개성 있다고 느끼고 그런데. (웃음) 사실 세

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완전한 ‘아마추어’고. ‘프로’는 따로 있고. ‘프로’

중에서도 진짜 ‘프로’는 또 따로 있고.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민영은 간디고등학교의 내부를 ‘아마추어’의 세계로, 학교

바깥의 세계를 ‘프로’의 세계로 구분하는 새로운 의미론을 제시하고 있다. 민영의 구

분법에 따르면, 두 개의 세계 중 ‘뭔가를 제대로 하는’ 곳은 간디고등학교의 안이 아

닌 학교 바깥의 ‘프로’의 세계이다. 민영의 언술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을 수행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실감을 제공하는 ‘자존감’과 ‘개성있음’의 감각은 허

상으로서 냉소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어지는 인터뷰 구술에서, 민영은 ‘완전한

아마추어’로서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영은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에게

대학은 “뭔가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완전한 아마

추어’로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민영의 언술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그가 ‘제대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간디고등학교

바깥의 실천들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대로’로 표상되는 ‘실질적

인 것’의 의미론을 변동시킴으로써, ‘무용한 진정성’과 ‘유용한 비-진정성’의 구분에서

‘진정성’과 ‘비-진정성’의 차원이 아닌 ‘무용한’과 ‘유용한’의 대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유용한 비-진정성’에 ‘제대로’의 의미값을 부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의미론의 제시가 민영으로 하여금 이중구속적인 상황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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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는 않았다. 인터뷰의 말미에서, 민영은 ‘아마추어’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계에서는 ‘프로’의 세계를 준비할 수 없으며, ‘아마추어’로서는 ‘프로’의 논

리가 작동하는 세계에 진입할 수 없다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쳤

다. 민영은 이처럼 두 가지의 상충하는 평가의 기준과 가치의 체계가 작동하는 상황

에서 자신이 ‘총체적 무기력’에 빠져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무기력의 상황에서는 ‘아

마추어’도 ‘프로’도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이러한 민영의 진단

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중구속의 상황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경험하

고 있는 무기력의 감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진정성의 의미론과 ‘진정하지 않

은’ 학교 바깥의 가치 기준이 중첩되어 작동하는 이중구속의 상황에서, 간디고등학교

의 학생들에게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실천들에 자신을 조응시

키는 것은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들 앞에 무력한 존재로 나서게 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반대로,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들에 적극적으로 순응하

는 것은 자신에게 진정성과 자랑스러움의 감각을 발생시키는 의미론적 자원과 공동체

의 성원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베이트슨과 그의 동료들이 지

적하는 바와 같이, 이중구속의 상황에 놓여있는 존재로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상충하는 두 가지의 명령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명령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 답해야할지를 선택할 수 없어 행

위능력이 크게 제한된다(Bateson et al., 1956: 253-254).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구속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은 진로에 대한 선택을 둘러싸고 상반된 실천에 참여한 학생들이 서로

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의 양상이다. 앞선 논의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 작

동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대학 진학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한 학생들이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양상

과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긴장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들은

‘진정한 교육’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가 이루어지는 간디고등학교라는 공동체 내부의

공통성을 훼손하고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교육’과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존재들

로서 공동체에서의 상징적 성원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진로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여전히 ‘진정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한 일련의

진정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 ‘진

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평가 기준들이 틈입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역설적으로 진정

성의 의미론에 면밀히 자신을 조응하는 학생들에게 불안과 열패감을 느끼게 하는 존

재들이 되기도 했다.

<인터뷰> 2019년 12월 4일, 2학년 하늘

하늘: 여기(간디고등학교)가 최대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제약 없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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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런 곳이니까. 자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려고 이것

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 내가 지금 바로 바로 생각나는 욕망, 그러니

까 하고 싶은 것. 그게 생각났을 때에는 무조건 실천해보자, 하는 걸 약간,

혼자만의 약속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쓸

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연구: 어떤 거랑? 학교 밖에 나갔을 때, 이후에 할 거랑-

하늘: 졸업하고 내가 막, 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거랑 연관이 없을 것 같다.

연구: 그럼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쓸모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늘: 응.

연구: 그렇군요. 그럴 땐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하늘: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으니까 열심히 해요.

2학년 학생 하늘은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참여

할 교육적 실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가치에 특히

깊이 공감하는 학생들 중 하나였다. “자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늘이 간디고등학교에서 해온 일들은 밴드활동에서부터 운동, 그리고

동판부조, 낙서, 신발에 색칠하기 등의 “잡다한 예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바로 바로 생각나는 욕망”으로써 내면에 떠오르는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실

천해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하늘의 태도

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진정한 개인’의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는 동시에, 어떠한 교육이나 제도적 장치, 혹은 조작적 정의로 매개되지 않은 스스로

의 참된 욕망과 접속하겠다는 욕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의 낭만주의적

연원과도 맞닿는 지점이 있다(Trilling, 1972; Fine, 2003).

그러나 하늘의 언술에서도 앞서 다른 학생들의 구술에서 발견되었던 ‘진정하지 않

은’ 학교 바깥의 요구가 작동하고 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하늘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간디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진

로의 선택과 졸업 이후의 삶에 유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구술

했다. 이러한 하늘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같은 학년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

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 구술하는 부분이었다.

<인터뷰> 2019년 12월 4일, 2학년 하늘

하늘: 일단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걔네를 보면… 부러운 마음도 있어. 이제, 걔

네는 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대학에 가

서? ‘어, 이게 하고 싶어서 대학 준비를 하는 거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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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선빈이, 시찬이. 이런 친구들?

하늘: 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가 너무 좋아서, 그런 큰 공부를 하

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거다. 그런 것도 있겠죠.

연구: 그래서?

하늘: 하고 싶은 걸 찾은 사람에 대한 부러움도 엄청 큰 것 같애. 일단, 부럽고.

그리고 한 번 씩은 되게 속상한 마음도 들 때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대학에 가고, 수능이 어떻고. 그런데 그걸, 걔네끼

리는 그걸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얘기가 엄청 잘 통할 텐데, 나는 아예 무

지하니까. 괜히 인생이 덜 떨어진 기분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고.

이러한 하늘의 언술에서, 하늘이 자신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해 느끼

고 있다고 언급하는 감정은 두 가지이다. 하늘은 이들에 대해 ‘부러움’과 ‘속상함’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다. 먼저, 이 때 하늘이 언급하는 부러움의 감정은 하늘로 하여

금 자신에게 “바로 바로 생각나는”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하도록 추동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이 갖는 역설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하늘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

해 느끼는 부러움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는 점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앞선 논의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진로를 ‘진정한 개인’의 선택으로 주장해내기 위해 보다 명확하게 그러한 진로

를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의미론적으로 연결해야할 필요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들의 이와 같은 주장이 얼마간 ‘진정성의 영토관리’가 이들에게 부과하는 추가적인 입

증 책임의 압력 속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

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개인’의 의미론에 면밀히 자신을 조응시키는 하늘이 이들의 주

장으로부터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는 점을 읽어내고 그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는 것

은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이러한 하늘의 부러움은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언술

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감정적 경험이었다. 이러한 감정적 경험을 구술하

는 학생들은 하늘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개별적이고 즉각적인 욕구들에 민감하게 귀

를 기울이고 이를 학교에서의 실천들로 연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설명하는 언술들로부터 부러움과 열패

감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진정한 개인’의 매순간의 욕구를 충실히 따름으로

써 ‘진정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의 역설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

정한 개인’의 의미론에 몰두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욕구의 즉흥성

(spontaneity)으로부터 그것의 ‘진정함’을 확인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즉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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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욕구들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기획하고 준

비해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진정한 개인’에 대한 가장

성실하고 면밀한 추구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개인’의 상을 확립하고 구축하는 것을 어

렵게 만들기도 한다. 하늘이 계속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잡다한’ 일

들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진정성의 의미론이 갖고 있는 역설적인 속성을 보

여준다.

이와 함께 하늘이 구술하고 있는 감정적인 경험은 ‘속상함’이다. 이러한 감정 경험

에 대해서 하늘은 이어지는 구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인터뷰> 2019년 12월 4일, 2학년 하늘

하늘: 그러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갈 거야, 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는데, 그거를 이제, 식탁 위에 주제로

올리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사

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런 불안감이

자꾸 생긴단 말이지.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

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장되어서, 다른 사람들, 나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게 속상해. 그리고 한 번씩은 미울 때도 있어, 진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다른 얘기를 못하겠어, 약간.

연구: 수능, 이런 걸로 흘러가면?

하늘: 응. 그러니까, ‘더 많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엄청,

무슨 느낌이냐하면, 현실에 동떨어진 느낌?

연구: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하늘: 아, 너무 슬퍼. (울음)

이러한 언술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 하늘이 구술하고 있는 ‘속상함’의 경험은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인생이 덜 떨어진 기분’과 대학 진학에

대한 공개적인 이야기들이 유발하는 ‘불안감’,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진로들이 ‘현실에 동떨어진’ 것으로 느껴지는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진정성의 의미론

에 가장 밀접하게 자신을 조응시키는 학생들 중 하나인 하늘이 열패감과 자괴감의 원

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

은 진로를 선택하는 시찬을 비롯한 학생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놓여있는 이중구속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늘의 선택이 내포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이 시찬을 비

롯한 학생들을 ‘수능쟁이’로 호명하며, 이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을 ‘진정하지 않은 진

로’로 규정하는 ‘진정성의 영토관리’를 작동시키는 바로 그 의미론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진정한 진로’를 추구하는 학생과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추구하는 학생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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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선택에 의구심을 느껴야하는 상황은 진정성의 추구와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발생시키는 이중구속

적인 요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두 가지의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 놓여있으

며, 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반대쪽의 의미론이 부과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실

패할 수밖에 없다. 시찬은 하늘에게서 자신의 선택이 내포하는 명시적인 진정성의 결

여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배제 당할 위험에 놓이며, 그러한 배제에 대응하여 자신의

진정성을 교섭해내고자 노력해야하는 과제를 부여받지만, 학교 바깥의 평가 기준이

틈입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하늘 역시 시찬에게서 자신의 선택이 내포

하는 결여를 확인하고 불안과 심리적인 긴장을 경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뷰의 말미에 하늘이 터뜨린 울음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진정

성의 수행에 내재해 있는 이중구속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행위불가능

성의 상황을 보여준다. 앞서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진정성의 수행은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미론의 작동을 수반하지만, 이 소절에서 분석한 바 그러한 실천에 대해 상반

되는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상황을 동시에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하늘의

입장에서,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들은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호명하고, 자

신의 실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들

에 순응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성의 의미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

능한 선택으로 경험된다. 반대로, 같은 이유로 하늘은 진정성의 의미론에 연동되어

있는 실천들에 충실히 참여하고자 하지만,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들이 틈

입해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상기시키는 친구들이 존재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

계에서 자신의 실천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늘의 울음에는 이처럼 어

떠한 선택도 내릴 수 없는 행위불가능성의 체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학생들이 이중구속적 상황 위에

서 복합적인 메타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

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의 요구들은 간디고등학교 내부의 실천들에 틈입해있으

며,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의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기왕의 진정성의 상징 질서에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그것이 중첩

되면서, 학생들의 언술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진정성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그것과 상충하는 요구와 평가의 기준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를 단순히 진정성에 대한 집합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는 수행의 공간 혹은 실천공동체로 파악하는 것과, 이중구속적 상황

이 이행이라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면에서만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히려, 이중구속적인 상황과 두 가지의 상충하는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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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 긴장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이자, 이들의 삶

에 내재해있는 반복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모순적인 코드에 가깝다.

요컨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상충하는 요구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의

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상충하는 메시지들로 인해 구조화된 내면의 긴장

과 갈등”(McNeal, 1999: 369)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중구속적 상황이 내포되어 있

는 복합적인 연행의 상황들이 이들의 행위적 환경의 전체상을 이룬다.

3) 불안에 대해 말하기: 숨겨진 것으로서의 이중구속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중구속적인 상황과 그것이

이들에게 유발하는 감정적 경험의 속성에 대해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이러한 이

중구속의 상황이 드러나는 자료의 종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중구속

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의 요구들과 그것이 유발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 경험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들의 인터뷰 구술

자료에서만 발견되었으며,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한 관찰자료들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식구총회’나 ‘주를 여는 시간’, 다양한 회의들과 수업 상황 등 간디

고등학교의 공적인 의례들에서 이중구속적인 상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발화나 그

러한 상황과 연관되는 것으로 구술되는 두려움과 불안의 경험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중구속적 상황에 대한 경험과

그로부터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무력감, 열패감과 어찌할 수 없음의 감각에 대한

구술이 학생들의 인터뷰 자료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

의 분포와 관련된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적 가치를 갖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만

약 이러한 경향성을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러한 이중구속의

상황과 그것이 유발하는 감정적 경험이 학생들의 사회적 세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중구속의 상황이 왜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

해,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의 사회적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속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

는 것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사회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중구속적 요구의

작동을 확인하거나 추론해볼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자료들이다. 이 소절에서는 이러

한 자료들에 착목하여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작동하고

있는 이중구속적 요구의 작동방식에 대한 추론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지점은 학업적 성취에 대한 평가와 포상의 체계에 관한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업적 성취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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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상인 ‘힘써배움상’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힘써배움상’은 모

든 개별교과마다 이를 담당하는 교사가 매 학기 1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

으로서, 성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특정한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보여준 노력과 발전

의 양상을 치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이다. 이러한 수여 방식을 통해 ‘힘써배움

상’은 간디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학업적 성취를 획일적인 경쟁의 수월성

에 기반한 것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발전이라는 개별적인 개인의 고유한 서사로 변형

시키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배움을 구성할 수 있는 주체적인 개인이자 개별적인 개

성과 관심을 가진 개별적인 개인으로서의 ‘진정한 개인’이 달성해낸 성취를 성화한다.

‘힘써배움상’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그것이 학생들에게 열망의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의 매우 높은 의례적 중요성에 있다. ‘힘써배움상’은 한 학기의 마지막 의

례인 방학식에서, 모든 학생과 교사와 방학식 전날 열리는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학

교를 방문한 학부모들이 보는 가운데 수여된다. 다시 말해, ‘힘써배움상’은 간디고등

학교의 사회적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대’들 가운데 가장 공적이고 핵심적인 ‘무

대’에서, 이를 수상한 학생에게 단독으로 해당 무대를 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수여되며, 상을 받은 학생에게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박수와 환호가 주어진

다. 요컨대, ‘힘써배움상’은 그렇게 오른 독점적인 무대에서, 자신이 달성해낸 ‘진정한

성취’를 진정성의 의미론을 통해 성화 받는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한다.

‘힘써배움상’이 그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수여되는 방식에 있어서 모두 진정성

의 의미론을 핵심적인 논리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업적 성

취를 평가하고 포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적 실천의 방식인 ‘힘써배움상’은 간디고

등학교에서 학업적 성취에 대한 ‘일반 교육’의 평가와 포상 방법으로 표상되는 획일적

인 경쟁과 그 산출물로서의 ‘(내신) 등급’과 ‘성적’과의 대비 속에서 의미화되는 양상

을 보인다. 그러나, 참여관찰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간디고등

학교에서도 ‘등급’과 ‘성적’의 평가 기준과 이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 활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들이 ‘힘써배움상’과는 매우 대조적인 의사소통적 속성을 가지고

소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등급’과 ‘성적’의 평가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존

재하고 있지만 공적 의례의 차원에서는 발화되거나 등장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공적

인 발화 상황에서 발화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또한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연구자

는 ‘등급’과 ‘성적’의 평가와 포상의 체계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아래의 선빈의 인터뷰 구술은 이처럼 공적 발화의 장에

서 드러나지 않는 ‘등급’과 ‘성적’의 평가 체계가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세계

와 담론적 자장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선빈: 저는 1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 준비를 했거든요? 성적도 나름대로 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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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기부(생활기록부)도 막, 일반고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막 채우고

이랬는데. […]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처음 2학년 와서는, 간디애들이 생

각보다 엄청 머리를 쓰는구나? (웃음)

연구: 왜, 어떤 거요?

선빈: -라는 생각을 했어요. (웃음) 진짜, 수강신청할 때 피 튀겨요, 피.

연구: 아, 거기에 약간은, 그, 성적이나 대입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선빈: 네. 다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진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애들은

진짜 한두 명? 그런 것 같은데. […] 사실 제가 그런 걸 제일 많이 안다고

해야 하나, 제일 열심히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몇 명까지 해야 몇 등급까지

나오고, 어떻게 해야 잘 나오고. 그래서 애들이 막 저한테, 물어봐요. 몇

명까지 해야 몇 등급이 나오고, ‘아 지금 6명 밖에 [수강인원이] 없는데,

이 수업이 [성적이] 몇 등급까지 나올까’, 이런 말도 하고. 내가 만약에 영

어를 들었는데, 영어를 엄청 잘 하는 애가 몇 명 있으면 ‘아, 나, 이 수업에

서 성적 잘 못 받을 것 같아. 다른 수업으로 가야지’,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수강신청이 엄청 바뀌어요. 엄청 힘들고. […] 간디사람들

흔히 말하잖아요. 아, 자기가 이제, 간디 밖에 나가면 다시 경쟁하는 사회

로 돌아가야 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웃음) 간디도 경쟁 속에서

굴러가는데. 밖에 나가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모순 덩

어리이다. (웃음)

선빈의 언술에서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등급’

과 ‘성적’의 평가 기준이 요청하는 경쟁의 논리에 맞추어 복잡한 일련의 전략적인 선

택들을 해나가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양상이다. 선빈의 일견 냉

소적인 묘사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대상으로 여겨

왔던 ‘등급’과 ‘성적’의 경쟁적 논리가 요구하는 바를 성실히 그러나 (공적인 발화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수행하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특히,

‘수강신청’이라는 교육적 실천의 방식이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언술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개별적인 욕구와 개성, 그리고 관심을 반영하는 주체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에서 ‘진정한 개인’의 이미지를 수행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의

미화 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선빈의 묘사 속에서 ‘수강신청’은 “진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등급’과 ‘성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수강신청’이라는, 진정성의

의미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의미화 되는 제도화된 교육적 실천의 방

식이 실제로 활용되고 의미화 되는 방식에 그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설정되는 학교 바

깥의 ‘진정하지 않은’ 요구들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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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자면, 학업적 성취에 대한 평가와 포상의 차원에서, 간디고등

학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적 의례에서 ‘등급’이나 ‘성적’과 대비되는 의미론에

의해 수여되는 ‘힘써배움상’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진정성의 의미론에서 가장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등급’과 ‘성적’을 두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략적 선

택과 정보전의 양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획일적인 경쟁과 대비되는

개인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성취를 치하하는 ‘힘써배움상’과 획일적인 경쟁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등급’과 ‘성적’에 대한 추구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상충하는 의미론의

공존 속에서 ‘수강신청’이라는 교육적 실천의 방식은 상이한 활용 방식과 의미를 부여

받는다. 선빈은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포착한다. ‘힘써배움상’과 “진짜 자

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한 제도로서의 ‘수강신청’에 대한 공동의 의미화가 진정

성의 의미론을 수행적으로 경험 가능한 일종의 연행적 실체로 만들어낸다면, 그 이면

에는 ‘등급’과 ‘성적’을 두고 벌이는 학생들의 눈치싸움과 불안들이 작동하고 있다. “간

디도 경쟁 속에서 굴러가는데”라는 말을 통해 선빈은 경쟁의 유무로 간디고등학교의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진정성의 논리가 이러한 점에서 허구임을 지적한다. 요컨대,

선빈의 언술은 ‘등급’과 ‘성적’으로 표상되는, ‘진정하지 않은 교육’의 전유물로 여겨지

는 경쟁의 논리가 공적인 발화의 차원으로 부상하지 않지만 이미 간디고등학교 학생

들의 사회적 세계에 틈입해있으며,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론과 평가의 기준이 서로 다

른 차원에서 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힘써배움상’에 대한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반한 학생들의 의미

화와 열망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아주 진지하게 ‘힘써배움상’을 원하

며, 그것의 가치를 인정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수업에서 ‘힘써배움상’을 받아봤

는지를 학교 생활에서의 중요한 성취로 생각하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힘써배움

상’을 받아보지 못한 3학년 학생들은 이를 매우 아쉬워하거나 약간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은 서로가 어느 학기에 어떤 과목에서 ‘힘써배움

상’을 받아봤는지에 대해 상세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앞선 선빈의

언술이 드러내는 학생들의 행동들로부터 공적인 발화의 장에서 확인되는 진정성의 의

미론이 사실은 그저 허울 좋은 연극일 뿐이고,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학교 바깥

의 ‘진정하지 않은’ 요구에 대한 순응이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관찰

과 학생들의 언술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 두 가지의 의미론의 작동

은 모두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선빈의 구술에서 드러

나는 바 학생들이 ‘등급’과 ‘성적’을 두고 벌이는 다양한 시도들과 ‘힘써배움상’에 대한

학생들의 진심어린 여망이 함께 존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이들이 놓여있는 이중구

속의 상황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풍경을 보여준다. 진정성의 의미론과 그것이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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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진정하지 않은’ 의미론의 요구가 뒤섞이는 공간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입장

과 자원과 목표의 교차 속에서 복잡한 메타커뮤니케이션을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고

각자의 내면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생들마다 정도와 구체적인 양상의 차

이는 있지만, 이러한 양가성은 이들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에게 갈등과 불안, 심리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진정하지 않은 진로’를 일찌감치 선택

한 선빈은 자신의 선택을 ‘진정한 진로’로 주장해내기 위해 ‘진정성의 영토관리’에 맞

서 대응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중구속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

이 안전하게 표출될 수 있는 대상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의 존재를 증언할

수 있는 발언자가 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 과정에서 이처럼 이중구속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작동하

고 있는 양상을 유추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지점은 학생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발견

할 수 있었던 특정한 농담이었다. 여러 논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유머 혹은

농담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이 어

떤 것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어떤 종류의 농담을 던지는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갈등들, 걱정들, 그리고 감정적 동요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McNeal, 1999: 346; Dundes, 1987; Freud, 1905; Scheff, 1979).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특정

한 농담을 통해, 그것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떠한 긴장을 내포하고 있으며, 학생들

이 그러한 긴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론적 분석을 진행하고

자 한다.

연구자가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농담은 ‘서울대학교’에 대한

농담이었다. 해당 농담에 대한 관찰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예비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주로 반 별로 수업 종료 후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반 전체에게 연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동의서를 제공하고 연구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 다음 동의서를 작

성하도록 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필자의 소

속인 ‘서울대학교’를 소재로 한 농담이 발화되었다. 연구자의 소속을 확인한 학생들

사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우, 선배님”이라거나 “2년 후에 뵙

겠네요”, 혹은 “내가 갈 곳이네”와 같이, 공통적으로 자신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것

이라거나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농담들이 발화되었다.

이 장면을 실제로 관찰했을 당시 연구자는 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점차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당

시 이와 같은 농담을 발화했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지 않

은, 그리고 해당 학생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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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라는 점이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당시 대학 진학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으

며 그것이 요구하는 일련의 경쟁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들이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과 그 준비의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

하고) 예외 없이 이러한 농담을 발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자는 일련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추론적인 작업을 진행하였

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도출된 해석의 사실성을 학생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분석을 확정적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렵

지만, 이러한 추론적인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대학 진학이

라는 진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만이 ‘서울대학교’에 대한 농담을 발화했으며, 대학

진학을 실제로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농담을 발화하지 않

았다는 점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선택과 관련하여 작동하고 있는 ‘진정성

의 영토관리’의 한 국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울대학교’를 소재로 하는 이러한 농담들은 ‘서울대학교’로 표상되는 ‘진정하지 않은

교육’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다른 구성원들이 알고 있

는 학생들의 경우에만 발화할 수 있다. 프레임과 메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베이트슨

의 논의를 빌리자면, ‘서울대학교’를 소재로 이와 같은 농담을 던질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화하는 언술이 ‘이것은 농담이다’라는 메타-메시지(meta-message)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Bateson, 2000). 이 때, ‘일반 학교’와 ‘제도교육’이 표상하는 경

쟁적인 입시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에 대한 위반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열망을 소재로 이러한 메타-메시지를 안전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학생들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것으로 자신

을 소통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다. 반대로,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대학 진

학을 위해 요구되는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농담은 ‘진정성의 영토

관리’ 속에 자신을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서울대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농담은 ‘진정하지 않은’ 교육의

표상으로서의 ‘서울대학교’를 활용하는 농담을 통해 ‘진정성의 영토관리’가 작동하는,

다시 말해 농담을 통해 특정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규제의 국면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Fine and De Soucey, 2005).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서울대학교’를 소재로 하는 농담을 발화한 학생들의 의도와

그러한 농담이 성공적으로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웃음을 발생시키는 원

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관련된

자료는 연구자가 이러한 농담에 대해 3학년 학생 효선에게 이야기하자 효선이 내놓

은 답변이다.



- 209 -

<상황 13> 2019년 10월 17일, 3학년 효선과의 대화

효선: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있지. 우리끼리 가끔 그러고 웃어. (익살스럽게 과

장하는 투로 흉내내며) ‘야, 우리가, S대 못 가서 안 가냐“.

효선이 소개하는 ‘S대’를 소재로 하는 농담은 앞서 소개한 ‘서울대학교’에 대한 농담

과 유사한 지점을 웃음의 산출 지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특정한 기준에서 정

의되는 자신들의 무능(“S대 못 가서”)을 자신의 선택(“안 가냐”)으로 전환해내는 지점

이다. 두 가지의 농담 모두에서, 그것이 발화되는 상황에서 웃음을 발생시키는 지점

은 ‘S대’와 ‘서울대학교’로 상징되는 ‘진정하지 않은’ ‘제도교육’의 평가 기준에서 정의

되는 자신들의 무능을 유희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굴절의 지점

이며, 모든 참여자 앞에서 이러한 특정한 무능을 가장 쉽게 소통해낼 수 있는 학생들

인 ‘대학 진학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러한 자신의 자리를 활용하여

이러한 농담을 성공시킨다. 이러한 설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해당 농담

이 발화되고 학생들에게 수용되어 웃음을 발생시키는 상호작용의 상황은 이들이 경험

하고 있는 사회적 세계 안에 이들을 특정한 기준에 의해 무능한 존재들로 호명하는

‘진정하지 않은’ 세계의 요구들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이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긴장

이 내재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서

울대학교’를 소재로 하는 농담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세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상

이한 평가 기준과 그것이 자신들에게 부과하는 심리적인 긴장을 카타르시스적으로 완

화하는 것일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다루어진 두 가지의 현상들은 각각 학생의 언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한 집합적인 행위방식에 대한 파악과 이중구속적인 상황이 유발하는 불안을 간접

적으로 드러내는 의사소통 양식에 대한 관찰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자

의 분석 또한 상당부분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적 분석의 결과 도

출된 내용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이중구속적 상황이 소통되는 양상에 있

어 모종의 ‘표현적 질서(expressive order)’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Goffman, 1982).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규칙들의 의례적 성격에 주목하는 고프먼의 논의에서, 특정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해야 할 표현과 삼가야 할 표현에 대한 암묵적 품행규칙으로 정의되는 이러

한 ‘표현적 질서’는 소속 집단이나 특정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체면과 이들

이 공유하는 공동의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중구속적 상황과 그것이 야기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 경험이 대

체로 간디고등학교의 공적인 사회적 세계에서 발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공적인

상호작용의 이면에서 혹은 농담을 통한 굴절된 의사소통의 형태로 출몰하고 있는 것

일지 모른다는 추론적인 분석은 진정성의 의미론이 작동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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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상황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학생들이 암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집합

적인 실천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구속적 상황에 대해 분석

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있는 실천들에 참여

하는 학생들은 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의 과제를 맞아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

계의 요구들에 직면한다. 이처럼 상충하는 요구 앞에서의 선택 상황에 놓인 학생들은

베이트슨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바 있는 이중구속의 상황에 처하며,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이 간디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생활과 교육적 실천의 전반에 내포되

어 있다. 이러한 이중구속의 상황이 야기하는 실존적인 긴장은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잠재해있다.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성에 대한 추구 속에서, 진정하면 진

정할수록, 그것은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평가의 기준과 요구 앞에 무력한 존재

로 나서는 일이며, 반대로 ‘진정하지 않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것은 간디고

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와 담론적 자장 속에서 배제와 제재의 위협을 감수해야하는 일

이다. 이처럼 상충하는 금지와 처벌의 명령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행위적 환경으로

서의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일종의 행위불가능의 상황을 경험하며, 이는 학생

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이중구속

적 상황을 특징으로 하는 행위적 환경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는 진정성의 의미론

이 그 대항의 대상으로서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호

명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에

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연구의 마지막 논의로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러한 이중

구속적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응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간디고

등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한 이중구속적 상황에 단순히 봉착하는 대상이 아니며, 자신

들이 처한 구조화된 사회적 상황을 특수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행위하는 나

름의 방식의 ‘주체성(subjectivity)’을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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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구속의 연행: 이중구속 위의 삶, 주체성, 그리고 자아

“내 앞에는 아주 오래된 철제 시소가 놓여있다. 우체통처럼 빨간색으로 칠해진

육중한 프레임의 한 가운데에 박힌 축에는 잔뜩 기름칠이 되어있다. 한 소년이,

그러고 있기에는 너무 자란 것 같은 소년이 시소의 정가운데 지점에 다리를 양쪽

으로 벌리고 서서 균형을 잡고 있다. 소년은 체구가 크고 아주 튼튼해 보이지만,

떨어지지 않고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소년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게를

이쪽 발에서 저쪽 발로 옮기면서,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일련의 섬세한 움직임들

을 통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순간의 무게이동과 근육의 모든 수축과 이완

에 집중하면서, 소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여념 없이 몰두하고 있다. 그러

고 있는 소년에게는 발레 무용수의 그것과 같은 무언가가, 그의 체구를 배반

하는 우아함 같은 것이 있다. 공원 한쪽의 소음과 야단법석 속에서 그는 평정의

현현처럼 보인다.” (Danvers, 2012: 153-154. 강조 인용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

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실천들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내포하는 진정성의 논리를 체화하

고, 그 이면에 틈입하여 작동하는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논리가 중첩되는 행위

적 환경에서 이중구속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이중구속

의 상황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행위불가능성의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상당한 심

리적인 긴장을 반복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은 자신이 봉착한 이중구속의 상황에 대해 일련의 상징적인 해석의 작업을 수

행하며, 이를 통해 이중구속적인 상황을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

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것을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가 내포된 선택 상황으로서의 행

위공간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처럼 정의된 행위공간 속에서 이중구속과 특정한 방식

으로 관계 맺는 독특한 행위자의 모델이자 주체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주체성은 역

설적으로 이중구속이라는 행위불가능성의 상황을 핵심적인 자원이자 행위성의 논리로

전유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중구속 위에서의 삶의 논리와 자아를 구축

한다.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간디고등학교의 연극 동아리가 직접 창

작하여 무대에 올린 연극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해당 연극은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집합적인 해석의 결과물로서, 이들이 수행하는 상징적인 해석 작업의 양상

을 포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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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벽한 가족>: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무대 위에서 셰어하우스 ‘고구마하우스’의 바쁜 아침 풍경이 한바탕 지나간 후, 텅

빈 집의 문을 열고 등장한 새로운 세입자 늘봄의 독백과 함께 연극 동아리 ‘여우하품’

의 2019년도 공연이 막을 내렸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

한 셰어하우스의 구성원들이 하루를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 동안 배음으로 깔리던 경

쾌한 음악 소리가 커지면서 연극이 끝나자, 강당을 가득 채운 관객들이 무대에 올라

온 배우들의 커튼콜에 맞추어 환호를 보냈다. 인사를 마친 배우들은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의 격려와 박수와 포옹을 받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이어 배우들과 관객들의 기

념촬영이 이어졌다. 해당 공연은 목요일 저녁식사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문화

의 밤(문밤)’ 행사로 이루어졌으며, 간디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관객으

로 참여했다. 연구자 또한 관객으로 11월 21일에 열린 해당 공연을 관람했다.

간디고등학교의 연극 동아리 ‘여우하품’(‘여기에 우리의 하늘을 품다’)의 2019년도

공연 <완벽한 가족>은 ‘여우하품’ 부원들이 대본부터 소품과 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해 무대에 올린 창작극이었다. 매년 겨울 한 차례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여우하품’은 신입생들에게는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

서만 가입할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며, 재학생들에게 가장 ‘빡센’ 동아리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학기 동안 대본 팀이 주말마다 회의를 하며 대본을 완성하면, 배우들

은 2학기 내내 매일 저녁식사 이후의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을 진행하며 연극을 준비

한다. <완벽한 가족>을 위해서도 열세 명의 ‘여우하품’ 부원들은 여름방학이 끝난 직

후까지 대본 팀이 써낸 대본을 바탕으로, 한 시간 가량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몇 달에 걸쳐 연기 연습과 소품 준비에 매진했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그리스 비극을 당대 그리스 사회에 대한 일종의 성

찰적 ‘메타코멘터리(metacommentary)’로 파악하는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논

의를 확장하면서,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연행 장르로서의 연극(stage drama)이 실

제 사회 현실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관계, 사건과 파국들로서의 사회적 드라

마(social drama)와 일종의 되먹임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Turner, 1982:

106-108). 이러한 터너의 주장에서, 무대극은 무대 바깥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드라마를 비추는 일종의 ‘마법 거울(magic mirror)’이며, “해당 사회의 문제

들, 이슈들, 위기들을 각각의 장르에 맞추어 변형, 평가, 진단함으로써 생산된 다양

한 이미지들로 반영한다”(Turner, 1982: 104). 다시 말해, 해당 사회에 내재한 일

련의 사회적 문제들은 미학적 예술행위로서의 연극을 통해 발현되는 문화적 자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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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영역으로 유입(feed into)되고, 실제 연극 상황에서 특정한 형태로 편집된

유사-현실로서 무대에 상연된다(Turner, 1982: 107). 이 때 연극은 그 자체로 해

당 연극이 상연되는 사회가 스스로에 대해 행하는 성찰적 자기관찰이자 현실에 대한

일종의 ‘메타코멘터리’이며, “어떤 집단이 그 집단 자신에 관하여 그 집단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라는 기어츠의 문구를 빌려 터너가 언명하듯이, “한 사회가 그 사회 자

신에 대해 연기해내는 연극”(a play a society acts about itself)이다(Geertz,

1973: 448; Turner, 1982: 104).

<그림 5-1> 2019년 11월 21일 ‘여우하품’ 공연 <완벽한 가족>

이러한 관점은 ‘여우하품’이 무대에 올린 <완벽한 가족>이라는 연극을 간디고등학교

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드라마에 대한 연극적 재현이자 자기관찰의

작업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가 분석

하고자 하는 바, <완벽한 가족>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두 가지의 핵심

적인 사회적‧내적 긴장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두 가지

의 긴장을 해석하고 그에 응전하는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에 앞서, 해당 연극의 한 가지 특징적인 지점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가족>은 이십대의 청년 다섯 명이 함께 거주하는 셰어하우스 ‘고구마하우

스’59)를 배경으로 하는 일종의 옴니버스 형식을 띤다. 이십대 초반에서 후반까지의

‘고구마하우스’ 구성원들은 소개팅을 하고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며 밤이면 함께 모

59) 연극의 주된 배경으로 등장하는 해당 셰어하우스의 이름은 실제 연극에서는 ‘고구마

하우스’가 아닌, 간디고등학교의 실제 학생의 실명을 차용한 ‘OOO하우스’였다. 해당 학

생의 실명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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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달음식을 먹는 대학생들이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이며, <완벽

한 가족>은 ‘고구마하우스’에 새로운 입주자 두 명이 합류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

그들 중 한 명이 ‘고구마하우스’를 떠나가는 과정을 담는다. 연극은 ‘고구마하우스’의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입주자들을 환영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을 빚고, 연애를 시

작하거나 함께 축구 경기 중계를 보고 외식을 하는 일상을 따라가며, 새로운 입주자

한 명이 기존의 세입자들과의 갈등 끝에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세입자가 도착하는 것

으로 마무리된다.

<완벽한 가족>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끊임없이 관객들을 웃기기 위한

유머를 시도한다는 점이었다. 일상의 풍경들로 이루어진 연극의 긴장을 유지하며 끌

고 나가는 것은 관객을 대상으로 쉴 새 없이 시도되는 농담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

한 농담들이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야만 이해(‘get’)하고

웃을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명확하게 ‘내부자 관객’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었

다. 요컨대, <완벽한 가족>은 연극의 캐릭터들이 해당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재학생

들의 실제 관계와 성격과 학교에서의 역할을 반영하고 비틂으로써 그러한 실제의 세

계에 대한 공통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객들로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점에서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간디고등학교에서 가장 개성적인 옷차림

을 보여주는 학생들 중 한 명인 2학년 학생 하니는 연극에서 옷차림에 관심이 많은

패션디자인과 대학생으로 등장해 매일 아침 ‘고구마하우스’를 나서기 전 거울을 바라

보며 과장된 말투로 “아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라거나, “어유, 효정

(하니가 연기한 인물의 이름)아, 넌 이렇게 완벽한데, 왜 소개팅이 안 될까-”와 같은

대사를 한다. 시찬의 언술에 따르면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진짜 사랑하는” 학생으로

여겨지며, 이벤트부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을 앞장서 추진하는 역할을

해온 2학년 학생 영훈은 ‘고구마하우스’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파티를 열정적으로

수차례 추진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새로운 세입자 중 한 명인 민송의 거절로 번번이

좌절될 때마다 “아, 이렇게 뺄 거예요?”라고 항변하거나, “아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해야지…”라며 투덜거리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김영

훈 똑같애”라며 감탄하거나, 폭소를 터뜨리며 극에 집중하도록 했다.

<완벽한 가족>은 실제의 관계를 뒤집음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

인 관계인 2학년 학생 범근과 1학년 학생 유진은 극에서 연상 연하 관계가 뒤바뀐

채로 등장하며, 어딘가 조금 어수룩하며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공부는 안하고 PC방

에 다닌다’는 핀잔을 매일 같이 듣는 범근이 셰어하우스의 모든 구성원의 신뢰를 받

는 리더 격인 유진을 몰래 좋아하는 설정은 새로운 세입자로 ‘고구마하우스’에 등장한

유진의 동창 윤석을 범근이 질투하고 경계하는 연기에 이르러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

낸다. 이처럼 배우들과 관객들이 무대에 올려진 연극의 현실과 무대 바깥의 실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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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구축된 유머는 베이트슨이 놀이

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해 분석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프레임(frame)’의 작동을

보여준다. 놀이가 ‘이것은 놀이다(This is play)’라는 의사소통의 프레임을 직접 발

화하지 않으면서 작동시킴으로써 성립되듯이, <완벽한 가족>의 유머는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장면들이 ‘연극(일 뿐)이라는’ 프레임을 발화하지 않으면서 작동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완벽한 가족>의 유머들은 관객들이 그 상황

이 연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동시에 의식하지 않는 복합적인 메타커뮤니케이션을 작

동시키도록 함으로써 웃음을 발생시킨다. 관객들은 무대에서 ‘윤여울’과 ‘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진과 범근이 무대에서만큼은 유진이나 범근이 아닌 ‘윤여울’과 ‘한’이

지만, 동시에 여전히 유진과 범근이기도 하다는 모순된 사실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가족>의 유머를 이해하고 그에 맞

춰 웃음을 터뜨릴 수 있다(Handelman, 1977: 186; Bateson, 2000:

177-193).

이러한 유머의 작동은 보다 직접적으로 ‘간디고등학교’라는, 물리적인 무대가 위치

한 실제 현실로서의 세팅을 직접 끌어들이기도 했다. 연극 속에서, 영훈이 주도한 떠

들썩한 환영 속에서 유진의 동창 윤석이 새로운 세입자로 ‘고구마하우스’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면서 이들이 ‘간디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했다는 사

실이 밝혀지는데, 그 장면에서 이를 처음 알게 된 ‘고구마하우스’의 다른 구성원들이

‘간디고등학교’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이러한 복합적인 프레임이 작동하는 모습을 압

축적으로 보여준다.

<상황 14> 2019년 11월 21일, 강당. ‘여우하품’ 연극 <완벽한 가족>

유진: 내가 간디고등학교 나왔다고 말했잖아.

영훈: 간디고등학교? 그게 어디 있는데?

유진: 인도에. (관객 웃음) 농담이야.

영훈: 간디고등학교가 어딨어, 세상에. (관객 웃음)

간디고등학교가 어디 있느냐는 영훈의 질문에 대해 “인도에” 있다고 답하는 유진의

대사는 연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농담이기도 하지만,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

의 학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디고등학교를 소개할 때에 드물지 않게 경험하

는 반응을 활용하여 (마찬가지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인) 관객에게 시도하는 농담이

기도 하다. 이에 이어지는 영훈의 대사 또한, 무대 위의 세계(간디고등학교가 아닌

가상의 공간)와 무대 바깥의 세계(간디고등학교의 강당)를 분할하면서 동시에 연결하

는 인지적 프레임을 작동시킴으로써 관객들의 웃음을 달성해낸다. 다시 말해, 해당

장면이 유머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하는 것은 영훈이 연극 안에서는 간디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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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이 아니면서 연극의 바깥에서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관객이

동시에 알고 있기 때문이며, ‘여우하품’이 자신들의 연극이 작동하는 연극적 현실이

간디고등학교와 무관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면서 동시에 간디고등학교의 모든 구성

원 앞에 펼쳐진 강당 위의 물리적인 무대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면을 구축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완벽한 가족>이 내부자적 관객을 상정한 농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연극적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분할하는 동시에 연결하는 복합적인 메타커뮤니케이

션에 관객들을 참여시킨다는 점은 <완벽한 가족>이라는 연극의 매체적 속성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을 보여준다. 연극의 제작과 상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언술에

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완벽한 가족>은 간디고등학교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동시

에 간디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설정된 연극이었으며, 간디고등학교의 실제 구성원

들과는 무관한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간디고등학교에

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해보도록 독

려하고자 기획된 연극이었다. 동시에,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실제 현실에 대한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기 위해 기획된 연극으로서 <완벽한 가족>은 그 창작자들의 간

디고등학교의 현실에 대한 해석적 작업과 무의식적 이해가 깊숙하게 반영된 연극이기

도 했다. 요컨대, 터너가 무대극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발견하고 있는 ‘메타코멘터리’

로서의 역할을 <완벽한 가족>은 중요한 자원으로서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합적인 무의식적 이해의 차원이 깊이 개입하고 있는 문화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처럼 ‘메타코멘터리’이자 문화적 텍스트로서 <완벽한 가족>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연구자는 <완벽한 가족>이 크게 두 가지의 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완벽한 가족>은 밀도 높은 집단주의적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들

이 간디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해석과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재현적 실

험을 내포하고 있다. 일상적인 사건들의 옴니버스식 나열로 이루어진 <완벽한 가족>

에서, 주요한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윤석과 함께 ‘고구마하우스’

의 새로운 입주자로 들어온 민송이 나머지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고구마하우스’

를 떠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완벽한 가족>에서, 민송은 ‘개인주의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돌출하는 캐릭터로 그려진다. ‘고구마하우스’의 다른 구성원들이 영훈을 필두로

하는 다양한 “같이 해야”하는 활동들(새로운 입주자들을 환영하는 파티,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함께 축구경기 보기, 함께 외식하기 등)에 적극적인 것과는 달리, 민송

은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경계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 당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어하우스의 다른

구성원들과 최소한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민송의 인내는 ‘고구마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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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존 구성원들 중 한 명인 하니가 자신의 노트북을 빌려 쓴 이후 (하니의 잘못 때

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노트북이 고장나면서 바닥나고, 하니와 고성이 오가는 갈

등을 빚은 다음 민송은 셰어하우스를 떠나 고시원으로 이사한다.

‘고구마하우스’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연극이 막을 내릴 때까지 알지 못하지만, 연극

은 관객들에게 사회초년생인 민송이 부모의 입원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여유를 갖지 못하

고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알지

못하는 ‘고구마하우스’의 다른 구성원들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모두 함

께하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이에 즐겁게 참여하며, 민송에게 함께 하기를 제안한다.

그러나 민송에게 이는 부담스러운 제안이며, 경제적 압박 속에 번역 일을 하는 자신

의 생계와 직결되는 노트북이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고장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민송

은 이로 인한 갈등과 긴장을 참지 못하고 ‘고구마하우스’를 떠난다.

이러한 민송의 이야기는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빈번하

게 경험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 상황과 매우 닮아있다. 앞선 논의들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밀도 높은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체에 의해 부과되는 친밀성의 요구와, 특

정한 의미론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집합적인 실천들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체적

압력은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

면서도 모종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구심력의 요구들을 실생활

의 복잡다단한 국면들 속에서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조율해내

는 것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체험되며, 이러한 공동체와 개인

의 길항관계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장에 내재하는 긴장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완

벽한 가족>에서, ‘고구마하우스’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민송은 각각 ‘공동체적 실천’과

‘개인의 자유’에 대응하는 캐릭터들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연극에서 공동체는 ‘모

두가 함께 하는’ 공동체적 실천들에 개인이 기쁘게 동참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지한 것으로 묘사된

다. 반대로, 개인은 자신의 영역을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에 대한 관심과 호의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예민한 보호태세를 취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완벽한 가족>은

양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그것이 개인의 과도한 ‘개인주의’의 결과로 벌어

진 일인지, 공동체의 ‘배려 없는 강요’에 의해 발생한 개인의 희생인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다. 다만 연극은 이러한 결과로 민송이 ‘고구마하우스’를 떠나 고시원으로 향하

는 선택의 과정을 따라간다.

새로운 입주자 한 명과 기존 세입자들의 갈등의 원인이 ‘고구마하우스’에서 작동하

고 있는 공동체적 실천에 대한 구심력과 이를 추동하는 문화적 논리라는 점은 <완벽

한 가족>을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실천들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학생들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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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도록 추동하는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드라마의 무대극적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 <완벽한 가족>에서, 민송이 다양한 공동

체적 행사들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때 그러한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영훈은 반복적으로 “가족인데 같이 해야”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제목에도 반

영되어 있는 바, <완벽한 가족>에서 영훈이 ‘고구마하우스’의 구성원들에게 상기시키

는 것은 완벽한 ‘가족’의 공동체성과 친밀성에 대한 상상과 여망이며, 그가 다양한 공

동체적 행사들을 통해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 또한 가족적 친밀성의 문화적 이상에 다

름 아니다. 앞선 논의에서 분석한 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진정한 공동

체’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는 다양한 가족주의적 비유를 통해 유사-가족적 친밀성의

관계를 일종의 문화적 이상으로 규범화하며,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를 실현해내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화되는 실천들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모두가 함께하는 친밀한 관

계성을 다양한 집합적인 행사와 의례들을 통해 달성해내는 것 또한,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추구되는 ‘진정한 공동체’의 중요한 상상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완벽한 가족>의 배경이 ‘고구마하우스’라는 ‘셰어하우스’로 설정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측해볼 수 있다. <완벽한 가족>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바, 셰어하우스는 그 안에서 가족적 친밀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꾸어갈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본래 그 자체로는 친족적 관계

를 공유하지 않는 개인들이 각자의 상황과 필요로 인해 우연히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셰어하우스는 친족적 관계성으로 연결된 ‘가족’과는 구

분되며, 공동생활의 조건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공동의 생활을 규율

하기 위한 공적인 협상과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상황을 응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완벽한 가족>에서 셰어하우스로서의 ‘고구마하우스’는 ‘가족’이 되기

를 추구하는 동력이 내장된 ‘비-가족’의 모습을 띠는 것으로 설정되며, 그것이 내포하

는 사회적 관계성의 양상에서 사적 친밀성과 공적 무념성의 상이한 문화적 논리가 동

시에 작동하는 사회적 장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바가 투영되기 용이

한 배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민송이라는 ‘개인’이 긴장과 갈등 끝

에 ‘공동체’를 이탈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가족>이라는 연극은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

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연극의 메타코멘터리를

경유하여 스스로에게 제기하는 일종의 반문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요컨대, 공동체적

실천의 집합적인 추구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조율해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구

성원이 공동체를 떠나는 과정을 통해, <완벽한 가족>은 과연 ‘고구마하우스’가, 그리

고 그것이 연극적으로 재현해내는 간디고등학교가 ‘완벽한 가족’인지를 반문한다.

그러나, 연극을 경유한 이러한 반문은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때 학생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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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문제제기의 동력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서 추구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여망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완벽한 가족>에서 ‘고구마하우스’ 바깥의 세계가 형상

화되는 방식이다. <완벽한 가족>에서 민송이 셰어하우스를 떠나 향하는 곳은 ‘고시원’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고구마하우스’를 떠난 이후 민송은 다시 극중에 등장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추측하건대, 민송이 떠나 향하는 곳이

다른 셰어하우스나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극적으로 비-공동체적인 공간의 표상으로

설정되고 있는 ‘고시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극중에서 그 사실이 여러차례 강조된다

는 점은 <완벽한 가족>에 내포되어 있는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종의 집합적인 상

상을 드러낸다. 또한, ‘고구마하우스’의 나머지 세입자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고구마하우스’ 바깥의 세계는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 고립되어 마주하는 경제적 생존

의 압박과 다양한 종류의 ‘갑질’들로 특징지어진다. <완벽한 가족>에서, ‘고구마하우

스’는 이러한 그 바깥의 세계와는 달리 그 범위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감정적인

연대와 지지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완벽한 가족>에서 ‘고구마하우스’ 바깥의 세계가 묘사되는 양상에 주목할

때, ‘고구마하우스’는 앞서 민송의 이야기를 통해 의미화된 것과 같이 ‘완벽하지 않은’

가족인 동시에 그나마 유일하게 유사-가족적인 친밀성의 가능성과 추구가 존재하는

사회적 세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고구마하우스’의 안과 밖 각

각에 주목하는 상이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연극의 말미에 ‘고구마하우스’에 도착한

새로운 세입자인 늘봄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완벽하지 않은’ 가족인 ‘고구마하우스’가 새로운 개인을 공동체적 실천 속에 참여시키

면서도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다시 말해 ‘이것이 정말 완벽한 가족인가’라는

의구심 섞인 반문을 내포하는 동시에, 생존의 압박과 ‘고시원’으로 표상되는 개인주의

적 각자도생의 세계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시도되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집합적인 추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지가 담긴 자문을 내포하는 중층

적인 물음으로 읽힌다. 두 층위에서 모두, 이 물음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의 맥락에서 이러한 집합적인 추구와 고민에 학생들로 하

여금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물음으로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여망을 내장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완벽한 가족>을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스스로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드라마에 대한 성찰적 관찰이자 현실에 대한 메타코멘터리의 양상으로 바라볼

때, <완벽한 가족>은 간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

구와 이를 둘러싼 교섭의 양상이 투영된 문화적 산출물이자 그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자기관찰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속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완벽한 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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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공동체’의 문화적 이상을 둘러

싼 실천들 속에서 경험하는 핵심적인 사회적‧내적 갈등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해

석하고 그에 대해 응전하는 학생들의 한 가지 방식을 예시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바 메타코멘터리이자 문화적 텍스트로서 <완벽한 가족>이 내포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함의는 추측컨대 그것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과 상황을 해석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또 하나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연극 말미의 질문은 또 다른 해석적 작업과 무의식적 이해의 집합적인 양상이

응축된 대사로 이해해볼 수 있다.

2) 이중구속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상상하기

<완벽한 가족>에서, 사소한 듯 보이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물들의 연령이

설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완벽한 가족>에서, 민송을 제외한 ‘고구마하우스’의 세입자

들은 두 가지 나이대로 구분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윤석과 유진은 구성원들 중

나이가 많은, 사회초년생들로 그려지며, 이 두 인물을 제외한 하니와 영훈, 선아, 그

리고 범근은 이들보다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로 묘사된다. 이 때, 눈여

겨볼 점은 세입자들 중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두 인물이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두 인물이 연극 속에서 간디고등학교를 졸업

한 동창생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서로 비추어보았을 때 흥미로운 관계를 유추해낼 수

있는 진로들을 각각 선택해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인물에

주목하여 바라볼 때, <완벽한 가족>이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과

그 등장인물들 중 명시적으로 ‘간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등장한다는 점은 이

연극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연극을 이끌어나가는 또 다른 하나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윤석과 유

진의 관계는 ‘고구마하우스’가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극적

메타코멘터리 속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환유로 여겨지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간디고

등학교의 학생들이 상상하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상을 반영하는 연극적 재현으로서

중요한 해석의 지점들을 제공한다.

<완벽한 가족>에서, 유진은 간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여우하품’에서 경험

한 연극의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여전히 아마추어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살아가는 인

물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연극배우로서의

삶이 야기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 속에 놓여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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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대기업 ‘삼성’에 취업한 신입사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하며 다른 ‘고구마하우스’의 구성원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완벽한 가족>을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연극을 통해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드라마에 대해 행하는 메타코멘터리의 작업으로 이해할 때, 이와 같

은 두 인물의 설정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완벽한 가족>에서 묘사되는 바, 유진

과 윤석이 각각 선택한 진로의 의미론들은 앞선 논의들에서 분석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처해있는 이중구속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의미론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

다. 간디고등학교에서 경험한 연극에 매료되어 그것이 야기하는 현실적인 무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유진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는 진정성의 의미

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인물을 표상하며, 간디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극 중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에 다니고 있는 윤석은 학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요구에 순응하

여 성공적으로 학교 바깥의 세계에 편입한 인물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완벽한 가족>에서 유진과 윤석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

는 이중구속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상충적인 요구들 각각을 표상하는 인물들로서 등장

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 두 인물들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로와 미래에 대

한 선택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중구속적 상황이 연극적 메타코멘터리의 성찰적

작업을 통해 재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연극 말미의 물음은

앞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는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 말하자면, 이 물음

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연극적으로 구현해낸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다. 이들이 <완벽한 가족>에 간디고등학교를 졸

업한 두 명의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재현해내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은, 자신

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으로 표상되는

‘현실적인’ 가치들을 포기해야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가치들을

좇기 위해서는 ‘꿈’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간디고등학교에서 자신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중구속적인 선택의 두 극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완벽한 가족>이 형상화하는

세계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에 자신을 조응시키고 이를 졸업 이후에도 추구하고자 하

는 선택은 이를 고려하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유진이라는 인물이 표상하는 미래

를 제시하며,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세계에 순응하는 선택은 이를 고려하는 학

생에게 윤석이라는 인물이 표상하는 미래를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완벽한 가

족>은 극 중에서 유진과 윤석이 각각 선택하고 포기한 두 가지의 상충하는 가치들이

대립되며 그 동시적 달성이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연극적 재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연극의 말미에서 관객을 향해 발화되는 늘봄의 질문은 이처럼 이중구속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상상 앞에서 던져지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완벽한 가족>



- 222 -

의 마지막 대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현실적 압력 앞에 무력한 삶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지만 현실적 윤택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선택지 사

이에 놓인 것으로 상상되는 미래를 앞에 두고, 그 앞에 도착한 새로운 세입자 늘봄의

입을 빌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문이기도 하다.

한 가지 주목할 지점은 <완벽한 가족>을 연극적 메타코멘터리로 파악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방식에 대해 연극의 제작과 상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여우하품’의 학생들이 구술하는 방식이었다. <완벽한 가족>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자가 파악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회적‧내적 긴장의 양상들 중 학생들에게 직접

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의식적인 기획 의도와 명확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으

로 언급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 첫 번째의 양상에 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진정

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민은 명시적으로 학생들의 성찰적

인 해석의 작업의 주된 대상으로 구술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진로와 미래에 관해 학

생들이 경험하는 이중구속적인 상황이 반영되어있는 양상에 대해, 예컨대 유진과 윤

석이 연기한 인물들이 각각 아마추어 연극배우와 삼성의 사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유에 대해 학생들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거나, 학생에 따라 연구자가 이를 직

접적으로 언급하기 전까지는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한 늘봄

의 언술은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완벽한 가족>에서 마지막 대사인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발화한 배우이자 연극의 조연출이기도 했던 늘봄은 연극

에 투영되어 있는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상상과 이와 관련하여 ‘여우하품’의

구성원들이 수행한 해석적 작업의 양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연구자가

윤석과 유진이 연기한 두 인물들이 설정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 제시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터뷰> 2020년 4월 23일, 3학년 늘봄

늘봄: 아, 그것도. (뜸) 그 이제, 유진이가 연기한 그 사람이 느끼는, 꿈을 계속

좇는 거잖아요. 꿈을 좇아서 그렇게 가는데 느끼는 뭔가, 열등감이라고

해야 하나.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로, 윤석이가

연기한 캐릭터가 이렇게, 회사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연구: 제가 궁금한 건, 저도 비슷하게 해석을 했는데, 만드실 때에 그 부분이

주된 주제의식 중에 하나였는지가 궁금했는데.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궁

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늘봄: 그거는 약간, 여울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유진이가 연기한 그 친구

를 표현하기 위한 거였고. 뭔가, 졸업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진로로 갑니

다. 딱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윤석이가 연기한 캐릭터

의 깔끔한 이미지와, 셰어하우스에서 사랑받는 캐릭터여야 하거든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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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주인분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는, 뭔

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위의 언술에서, 늘봄은 유진과 윤석이 연기한 두 인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설정된

이유가 졸업생의 진로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구술하고

있다. 그러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중구속적인 상황에 대한 지금까지

의 논의를 고려한다면, 유진과 윤석의 두 인물이 설정되어 있는 방식은 사실 매우 특

정한 의미론에 의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분석한 바 있듯이, <완벽한

가족>에서 유진과 윤석이 연기한 두 인물은 이중구속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상충적인

요구 각각에 대한 추구(와 그 반대의 요구에 대한 포기)를 표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러한 이중구속적인 상황의 전제를 충실하게 따르며 재현하고 있다. 이를 고

려하면, 이러한 설정의 방식에 대해 졸업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진로”로 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는 늘봄의 구술은 역설적으로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이 그러한 이중구속적 상황의 경험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늘봄의 언술은 그가 간디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와

미래에 있어 ‘다양성’을 상상하는 방식과 기준이 윤석과 유진이 연기한 인물들이 표상

하는 바를 양극단에 두고 구축되어있는 이중구속적 상황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를테면, 이중구속적 상황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

게 유발하는 심리적인 긴장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이중구속의 상황을 연극 속에서 전

복시키거나 해소하는 인물, 이를테면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성화되는 ‘꿈’을 좇았으

며 그것이 경제적인 안정과 같은 ‘현실적인’ 가치의 달성으로 또한 연결된 인물이 등

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완벽한 가

족>에 투영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상상에서 여전히 경제적 안정과 인정은 진정

성의 의미론에 의해 추인되는 ‘꿈’을 버려야 가능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되며,

이러한 ‘꿈’은 ‘현실적인’ 가치들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완벽한 가족>에서 윤석과 유진을 통해 구현된 인물들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중구속적 상황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해석적 작업의 흔적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구술하는 언급들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

다. 학생들은 빈번하게 진정성의 의미론이 작동하는 ‘이쪽’의 요구와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인 ‘저쪽’의 요구를 구분했으며,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놓이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선빈은 간디고등학

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교에서 자신

이 배운 진정성의 의미론과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적인 입시 사이의 갈등에 대해 자

신이 대응하고 있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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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0년 4월 16일, 3학년 선빈

선빈: 저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연구: 왜, 왜? 어떤 점에서?

선빈: 저는, 그걸,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건 약간,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얻어야하는 거랑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뭐라도 포기하면, 대학도 그렇지

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못 이룰 수도 있고, 뭔가,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어렵고… 그런 게 약간,

[어느 쪽도] 포기가 안 되어서? 포기를 할 수 없어서? 대응을 그냥 안 하

는.

연구: 양쪽 다?

선빈: 아니요. 양쪽 다 포기를 한다기 보다는-

연구: 어느 쪽도 포기를 할 수 없어서?

선빈: 네, 어느 쪽도. 아, 되게 애매하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제

까지 간디에서 배운 게 A라고 치고, 이제 약간 내재된, (웃음) 뭔가 경쟁

의식이나 그런 [바깥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게 B라고 하면, 이

제까지 간디에서 배운 건 A인데, B를 포기하기가 약간, 어려운 거죠. 얘

(B)로 약간, 현실적으로 살아가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얘(A)한

테, 이쪽으로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는.

연구: 그런데 만약에, A를 버리고 B로 가는 건 안돼?

선빈: 이쪽(A)을 아예 버리라고요? 그런데 이쪽을 아예, 얘를 근데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웃음)

연구: 그건 왜 안 될 것 같애?

선빈: 이쪽을 버리면, 간디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파질 걸요?

연구: 여기 있을 때 불편해서?

선빈: 불편하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의 저였으면, 그냥 이쪽(A)는

팡, 버리고 그냥 저쪽으로 막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간디에 들어와

서, A라는 것에 대해 배우고, A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

에, 이쪽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을 아예 버리지는 못하고,

무시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숨)

연구: 어렵네.

선빈: 아니, 진짜 저 너무 이상하게 설명했어요. (웃음)

이러한 선빈의 구술은 이중구속의 상황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간디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감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선빈은 ‘간

디에서 배운 것’을 ‘A’로 부르고, 그것과 대비되는, ‘경쟁의식’으로 표상되며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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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아가야하는” 방식으로서 학교 바깥의 세계가 요구하는 바를 ‘B’로 지칭하면서 그

반대편에 위치시킨다. 두 가지의 가치들 중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술하는 선빈은 이처럼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일종의 곤란한 ‘균형

잡기’에 비유한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는 자신이 ‘B’쪽

으로 기울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간디고등학교에서 그 존재와 가

치를 배우게 된 ‘A’쪽을 버릴 수 없다고 구술한다. 상충하는 가치들을 대비되는 ‘양쪽’

으로 비정하고,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어 어렵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선빈의

구술은 이 소절의 서두에 인용한 댄버스의 글에 등장하는 소년과 시소를 떠올리게 한

다. 말하자면, 선빈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구술하는 이중구속의 상황은 양쪽 극단

에 어느 쪽도 버릴 수 없는 상반되는 가치가 놓여있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그

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인지적 시소’의 형태를 띤다. ‘이쪽’

을 온전히 선택한다는 것은 ‘저쪽’을 포기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며, ‘저쪽’으로 완

전히 자신을 기울인다는 것은 ‘이쪽’을 포기한다는 것을 동시에 뜻하기 때문에, 선빈

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쉽게 운신할 수 없음을 구술하고 있다. 선빈이 묘사하

는 이와 같은 난처한 ‘균형잡기’의 감각은 이처럼 상충하는 가치의 요구들이 작동하는

상황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언술과 비공식적 담화에

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었다. 이중구속의 상충하는 부정명령이 작동하는 상상계

에서, 선빈을 비롯한 학생들이 자신을 위치시키는 곳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

는 행위불가능성의 자리이자 ‘대응을 못 하’는 자리에 다름 아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

든 그 반대편에 있는 가치를 잃게 되며, 그로 인해 어느 쪽으로의 선택도 온전히 하

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술에는 앞선 절에서 소개한 바 있는, 하늘의 울음이

내포하고 있는 행위불가능성의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선빈을 비롯한 학생들의 유사한 언술들은 하늘의 울음이 보여주는 행위불

가능성의 상황과는 미묘하게 다른 지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이중구속의 상상계 속에

서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하는 선빈의 언술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스스

로 부여하는 행위성과 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선빈의 언술에서, 이중구속적 상

황은 여전히 그 자신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며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속박

으로 구술되지만, 이러한 속박이 발생시키는 즉각적인 행위불가능의 경험이 발생시키

는 하늘의 울음과는 달리, 그것에 대해 말하는, 상징적인 해석의 작업을 통과함으로

써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선빈의 언술 속에서, 이중구속의 상황 앞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묘사되는 스스로는 역설적으로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되며, 어떻게도 균형을 잡기 어려운 균형잡기의 난관을 마주하고 있는 균형잡

기의 주체로 변모한다. 이중구속을 자신의 경험을 이루는 핵심적인 구조이자 상황으

로 호명하는 해석의 작업을 통해, 선빈은 여전히 그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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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묘사하지만 그 속박에 그대로 봉착한 존재가 아닌 그와 의식적으로 관계맺

는 주체로서 등장하며, 이중구속의 상황은 상충하는 가치들이 제공되어 매우 어려운,

그러나 선빈 앞에 선택을 기다리며 놓인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선빈의 구술

은 역설적으로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면밀한 균형잡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존

재로서의 행위능력을 자신에게 매립한다. 학생들의 언술 속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

는, 이중구속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상상하는 해석적 작업에 대한 구술들은 이러한 행

위성과 힘의 은밀한 감각을 공통적으로 내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중구속적인 상황에 대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행하는 상징적인 해석

의 작업이 내포하고 있는 미묘한 차이의 가능성은 앞서 그러한 해석적 작업의 중요한

예시로 다루었던 <완벽한 가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완벽한

가족>에서 서로 대립되는 의미론을 표상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는 유진과 윤석의 인

물들이 서로 관계 맺는 양상이다. <완벽한 가족>에서, 두 인물을 통해 구현되는 이중

구속적인 상황은 앞선 장에서 ‘진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 있는 시찬과 하늘

의 관계와 유사하다.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진정하지 않은’ 진로로 여겨지는 진로

를 선택한 시찬은 하늘로부터 자신의 선택이 내포하는 명시적인 진정성의 결여를 확

인하고, 그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교섭해내고자 노력해야하는 추가적인 과제를 부여받지만, 하늘 역시 시찬에게서 자신

의 선택이 내포하는 결여를 확인하고 불안과 두려움, 열패감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

다. 이 두 학생의 관계에서, 이들에게 상충하는 요구를 부과하는 이중구속의 상황은

두 학생으로 하여금 서로를 상반되는 이유에서 이중구속의 상황이 야기하는 행위불가

능성의 자리에 위치시키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완벽한 가족>에서 유진과 윤석이 연기한 인물들의 관계는 이들 인물 각각

이 이중구속적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이 강하게 투영되어 상상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시찬과 하늘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양상을 보인다.

연극에서 민송이 ‘고구마하우스’를 떠난 뒤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외식을 한 두 사람

이 처음으로 단 둘이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유진과 윤석은 서로에게 이중구속적

상황이 각자에게 발생시키는 결여에 대해 고백한다. 유진은 ‘고구마하우스’의 다른 구

성원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경제적 불안정과 그것이 야기하는 불안감과

열패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윤석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간디고등학교에서 배운 진정성의 의미론을 자신 안에 보존해내고 있지 못하다

는 부끄러움을 고백한다. 이어서, 두 인물은 서로의 선택을 부러워한다. 유진이 ‘진정

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윤석의 선택을, 그리고 윤석이 진

정성의 의미론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유진의 선택을 부러워함으로써, <완벽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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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등장하는 두 명의 간디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서로가 표상하는 상충하는 가치 각

각을 서로 은밀히 추인하며, 서로의 선택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이중구속이

발생시키는 상충하는 요구들에 의해 각각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었어야 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추구를 담고 있는 정당한 선택으로 변모시킨

다. 이 때 상충하는 요구들을 이들에게 부과하는 이중구속의 상황은 완전한 행위불가

능성의 경험을 이들에게 부여하는 대신, 보다 선택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위해 보다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징적인 해석의 작업의 결과들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

이 처해있는 이중구속적 상황에 대한 경험에 깊이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독특

한 방식으로 상상해낸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중구속에 대해 행사하는 행위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앞서 선빈의 언술과 <완벽한 가족>의 두 인물을 통해 살펴본 바,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이중구속적인 요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상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상상된 이중

구속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그 안에 위치한 주체에게 역설적인 행위성의 가능성을 매

립하며, 상충하는 요구들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으로 스스로의 삶을 이

해하도록 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에서 필연적으로 부과되는 처벌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어떤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의 이중구속은 간디고등학교

의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수행하는 상징적 해석의 작업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전유되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가치로부터 부

과될 예측가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선택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미화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강화된 행위성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 의해 자신들의 세계의 근본적인 조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전유된 이중구속의

상황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의미망에 진입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의미를 갖는 행위

의 선택지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정념, 그리고 잠재적인 제재와 결여의 가능성에도 불

구하고 특정한 선택을 내리는 것으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내밀하지만 극대화된

행위성의 감각을 제공하는 새로운 행위공간을 구축하는 재료가 된다. 본 연구의 마지

막 논의로서, 이처럼 이중구속적 상상 위에 구축된 행위공간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

생들이 행위자로서 예시하는 주체성의 논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자랑스럽게 부적응하기’: 이중구속 위에서의 삶과 자아

<상황 15> 예비조사 수집 자료, 교무실, 교사들과의 비공식적 대화 상황.

연구자는 예비조사 기간 중 간디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사들과의 비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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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황에서 스스로도 간디고등학교의 졸업생인 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발화

를 들을 수 있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제자이자 후배인 한 학생이 졸업 후에 학

교를 찾아온 상황을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군(교사): 걔가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왔는데, 친환경 샴푸를 들고 온 거야. 그

걸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지. 아, 너도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부

적응자들이니까, 우리는. 우리는 부적응자들이니까.

<상황 15>에서, 해당 교사는 자신을 포함한 간디고등학교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을 가리켜 ‘부적응자’로 칭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탄식과 한심함을 자조적으로 표현하

면서도 그 말에 은밀한 자랑스러움의 감각적 차원을 매립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

의 언술은 간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 학교에서 추구하는 ‘친환경적인 삶’의

가치에 따라 참여했던 실천인 친환경제품의 사용을,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공

간으로 표상되는 졸업 후의 학교 바깥에서도 엄격하게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샴푸를

가지고 다니는 후배-제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중첩되어 교차하는 복합적

인 언술이었다. 이 때, 한군(교사)은 일부러 ‘부적응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학

교 바깥의 ‘진정하지 않은’ 평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제자의 선택을 융통성이 없는 ‘부

적응’의 부정적인 함의를 담아 포착하는 동시에, 여전히 그러한 ‘부적응’을 수행하고

있는 제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인 자랑스러움을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대어 성공적으

로 발화해내고 있다. 이러한 한군(교사)의 언술은 참여관찰과 비공식적 담화의 상황

에서 발화되는 학생들의 언술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독특한 감정적 반응의 방

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응은 진정성의 의미론이 발생시키는 자랑스러움의 감정적

차원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반응이지만, 단순히 진정성의 의미론의 작용만이 구술

되는 경우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조적인 자랑스러움에 가까운 감정적 반응의 방

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독특한 감정적 반응이 드러난 <상황 14>의 장면은 간디고

등학교의 학생들이 이중구속적인 상황에 마주하여 구축해내는 주체성의 구체적인 양

상과 그것의 논리, 그리고 그것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상상에 대해

서 다양한 지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일군의 학자들은 ‘주체성(subjectivity)’을 사회구조에 의한 일방적 산물로 파

악하는 관점을 내포한 기존의 개념설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위자들이 구조와 체

제 속에서 단순히 조형된다는 논리에 기반한 주체화의 과정이 아니라 이들이 주어진

사회적 구조에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하며 벌이는 구체적인 실천의 양상들에 주목

하여 주체성을 이해할 것을 주장해왔다(Holland and Leander, 2004; Ortner,

2005; Luhrmann, 2006; Biehl et al., 2007 등). 이들의 문제 설정에서, 주체

성은 “주체들의 공유된 내면 생활”로서, “행위자들의 생각들, 정서들, 체화된 감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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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별히, 이들의 자아와 자아-세계 관계에 대한 감각”(Holland and

Leander, 2004: 127)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왔다. 오트너의 정식화를 따르

자면, 주체성은 “행위하는 주체들을 추동하는 지각의 방식들, 정서, 생각, 욕망, 두려

움과 같은 것들”로서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조형하고, 조직하며, 유발하는 문화적이

고 사회적인 배치들”과의 연결 속에서 분석을 필요로 한다(Ortner, 2005: 31). 이

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특정한 사회적 구조의 영향 하에 놓인 개인들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힘들에 의해 조형되고 통제되는 대상들”인 동시에, 이들을 이처럼 조형해내

는 사회적 세계 또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 행위하는 개인들의 힘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Simon, 2009: 26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체성은

행위자의 행위성과 사회‧문화적 구조의 압력 사이에서 창발하는 주체의 내면적 경험

을 가리키며, 주체성을 발생시켜나가는 행위자들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처한

(subject to) 존재들인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고 그 위에서 경합하며 지속적

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축해나가는 행위주체(subject)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체성의 개념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처한 이중구속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그것이 유발하는 실존적인 긴장에 어떻게 응전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앞선 논의들을 통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중구속적

인 상황에 대해 일련의 상징적인 해석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이중구속의 상

황에 봉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해하

고,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가 내포된 지속적인 선택의 상황으로

서의 행위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았다. 특정한 사회적 구조 하에 놓인 행위자

가 그러한 구조의 영향에 의해 속박되는 동시에 구조 자체에 대해 해석하고 행위함으

로써 고유한 주체성의 논리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주체성의 문제설정을 통

해 바라볼 때, 상충되는 요구를 행위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극적으로 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이중구속의 상황에 놓인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상

징적인 해석의 작업을 수행하는 양상은 자연스럽게 이를 통해 구성되는 이들의 주체

성의 논리에 대한 질문을 불러낸다. 이중구속에 대한 상상을 재료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도덕적 우주로 이루어진 행위공간을 구축하는 이들의 해석적 작업이 간디고

등학교의 학생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보여준다면, 이를 통

해 구축된 세계 안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행위하며,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의미화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

이처럼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중구속의 상황 속에서 구축

해내는 주체성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중구속적 상황이 야기하는 감정적 경

험의 차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정이 특정 집단의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심

적 경험으로서 포착될 때 “주체들의 공유된 내면 생활”(Holland and Le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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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7)로서의 주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여겨져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Luhrmann, 2006),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언술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바 이중

구속이 강렬하면서도 복합적인 감정적 반응을 야기하는 사회적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선 논의들에서 소개한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러 언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

지만, 이중구속적 상황이 학생들에게 야기하는 모순적인 감정 경험의 양상은 아래와

같은 규형의 언술에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3학년 규형

규형: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어른들을 한번 씩 만나는데. 그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저 중학교 때에 잠깐 영어 봐줬던 선생님이라던가, 수학 선생님

만나면, 전부 다 ‘학교를 나와라’, 하더라고요.

연구: 학교를 나와라? 이 학교를?

규형: 네. ‘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니 꿈에 대해서 열심히 한

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니 꿈을 찾지 마라는 게 아니라, 너 생각해봐

라. 새벽 여섯시에, 지하철 타러 가면’. 약간 단골 멘트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냐? 너 몇 시에 일어나는데?’ ‘저,

일곱시 오십분이요’, 이러면, ‘그 사람들은 다섯 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서,

밤 늦게 자고 그러는데, 넌 그런 노력을 안했잖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맞

는 말인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좀 불안했어요. […]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까봐, 그것조차 또 불안해요. 그리고, 이

제 [예전]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저희 학교, 제가 지내면서, ‘아 쟤네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면서 어떻

게 살지? 뭔가 참, 생각이 없이 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반면에

좀 더 순수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순수하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한국인의 느낌이 팍 들어서.

연구: 어떤 지점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규형: 뭐, 대학을 간다는 것도, ‘무슨 과인데?’, 이런 것도 안 정하고 그냥 대

학 합격하니까 엄청 좋아하고. 이제 막, ‘난 이렇게, 취업을 하면 된대’,

이런 소리라던가. 그냥… 뭔가 친구들이 20년의 삶의 보상을 받은 것 같

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뭔가, 순수해보이기도 하고. 그냥 저렇게 정하

면 끝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꿈을 엄청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고요. 어디 취직. 이걸 꿈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뭐 이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 보다는, 뭐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정해놓아 버린 게, 정

말 순수해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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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터뷰 구술에서 규형은 학교 바깥의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반되는

감정적 경험을 동시에 구술하고 있다. 규형이 학교 바깥의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구술하는 감정적 경험은 ‘불안’이다. 규형은 자신에게 ‘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노력이 학교 바깥의 의미론에 의해 규정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실천들이

무의미한 것일지 모른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는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감정으로

규형에게 체험된다. 이러한 규형의 불안의 근저에는 자신을 열등하고 부족하며 무능

한 존재로 여겨지도록 하는 상황에 내재한 관계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규형에게

이러한 감정적 경험을 유발하는 ‘어른들’이 그에게 ‘학교를 나와라’고 제안한다는 점은

이러한 불안의 감정적 경험이 간디고등학교와 그 안에서의 실천이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론과 그것을 운용하는 학교 바깥의 존재들과의 관계성으로 인해 발생하

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규형이 구술하는 불안의 감정적 경험의 근저에

는 학교 바깥의 의미론에 맞추어서 그의 실천을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하는 상황이 야

기하는 ‘수치심’, 혹은 ‘부끄러움(shame)’의 감정 경험이 놓여있다.

그러나 규형의 언술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이와 같은 불안의 감정적 경험과 함께

그와 상반되는 ‘자랑스러움’에 가까운 감정적 경험을 동시에 구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형은 자신을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가치 기준에 기대어 평가하는 이들에 의

해 무능한 존재로 호명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지

만, 동시에 진정성의 의미론에 기대어 학교 바깥의 존재인 자신의 친구들을 스스로와

비교함으로써 자랑스러움의 감정적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반되는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의 감정적 경험이 단순히 동시에 규형의 언술에 등

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감정 경험은 단순히 규형의 언술 속에

서 동시에 구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적 연원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는 앞선 논의들을 통해 다루어온 것과 같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

적 능력에 대한 격차의 감각을 통해 학교 바깥의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랑스러움

의 감정적 경험을 체험하도록 한 것이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들이 참여해온 진정성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간디고등학교에

서 규형이 참여해온 실천들은 ‘학교를 나와라’고 제안하는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규형

에게 ‘부끄러움’과 ‘불안’의 감정적 경험을 유발하는 원인인 동시에, 규형이 자신의 친

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각’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대비의 관계를 수립하고 이로부터

성찰적 능력의 격차를 실감함으로써 ‘자랑스러움’의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원인이 되

는 것이다.

셰프(Thomas J. Scheff)로 대표되는 사회학적 논의와 일련의 심리학적 논의들에

서, ‘자랑스러움(pride)’과 ‘부끄러움(shame)’의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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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아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의 핵심적인 요소들로 여겨져왔

다(Scheff, 1988; Lewis, 2016; Tracy and Robins, 2007 등). 이러한 논의들

에 따르면,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의 상반되는 감정은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갖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

을 내포한다. 자랑스러움의 감정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자기 평가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적 경험이라면, 부끄러움은 타인과의 관계

에서 자아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평가 속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논의를 발

전시켜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의 감정을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가장 기본적인 감정적

경험들로 위치 짓고자 한 셰프는 인간이 “거의 항상 자부심 혹은 수치심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cheff, 1988: 263).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규형의

언술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관계성의 논리를 내포하는 자랑스러움과 부끄러

움의 감정적 경험을 동시에 구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반되는 감정적 경험이 규형

자신의 동일한 속성과 정체성에 대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규형의 언술은 그가 자신의 동일한 속성과 정체성에 대해 상

반된 평가를 내리는 상충하는 의미론의 교차적 작동 속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요컨

대, 규형이 이어지는 언술에서 동시에 구술하고 있는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의 상반

되는 감정적 경험은, 일찍이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의 감정을 핵심적인 ‘사회적 자아

-감정’으로 포착했던 쿨리(Charles H. Cooley)의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규형이 놓

여있는 이중구속의 상황을 그 자신의 ‘거울자아(the looking-glass self)’가 비추어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규형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중구속이라는

상충하는 의미론의 작동 상황에 놓여있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의 감정적 경험은 셰프 등의 논의가 가정하는 바와 달리 대비되는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이 놓인 관계적 논리 속에서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점

에서, 이중구속적 상황에 위치한 주체로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제도화된 양가감

정의 구조 속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제도화된 양가감정의 구조 위에서, 행위자로서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

이 내리는 각각의 선택들 또한 이들에게 양가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선택들로 경험된

다. 한 가지 의미론에서 정의되는 자랑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선택이 그와 상반되

는 의미론에서 정의되는 부끄러움을 또 다른 결과로 하는 상황 속에서, 이중구속의

상황에 처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마주하는 선택들은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의

길항관계 위에 놓여있다.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정의되는 자랑스러움의 감각을 발

생시키는 선택은 부적응이 야기할 부끄러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안과 열패감을 감

수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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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킴으로써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선택은 학교 바깥의 가치 기준에 의해 발생하게

될 자랑스러움과 인정, 안정감의 감각을 확보하기 위해 진정성의 의미론에 의해 부과

되는 부끄러움과 공동체로부터의 상징적 배제를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앞선 소절에서 살펴본 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상징적인 해석의 작업을

통해 이중구속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상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도덕적 딜레마

의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선 소절에서도 다룬 바 있듯이 이처럼 복합적인 양가

감정의 구조와 그것이 각 선택에 부여하는 의미의 내러티브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행

위공간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행위공간은 그에 진입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의미를 갖

는 행위의 선택지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정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에 특징적인

행위자들의 행위양식을 규정한다. 이중구속적 상황의 보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그

안에 처한 행위자의 상세한 내적 동학에 주목한 윌든과 윌슨(Anthony Wilden and

Tim Wilson)은 이중구속적 상황에 놓인 행위자가 보이는 행위의 패턴을 ‘진동

(oscillation)’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이중구속적

상황에 놓인 행위자는 단순히 극적으로 행위가능성이 제한되어 어떠한 행동이나 커뮤

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성의 제약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야기하

는 상충하는 요구들의 압력 사이에서 ‘진동’하는, 독특한 행위의 양식을 보인다.

“이중구속 – 혹은 그렇게 구성되었거나 인지된 상황 – 은 동등하게 중히 여겨

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불충분해서 둘 사이의 어떤 능동적인 선택

에 의해서도 저절로 계속되는(self-perpetuating; 자기영속적인) 진동

(oscillation)을 발생시키는 두 상태들 사이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그

상태에 놓인 행위자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그리고 심지어는 양립불가능한 선택

지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한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Wilden and Wilson,

1976: 276. 강조 인용자)

이들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이중구속적 상황에 놓인 행위자에게 상충하는 두 가

지의 요구가 모두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상충하는 두 가지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행위자에게 중요하며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능

력이 극적으로 제한된다는 이중구속에 대한 베이트슨과 동료들의 개념화를 재해석해

이중구속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선택지 모두가 행위자에게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함

으로써, 윌든과 윌슨은 이중구속적 상황에 놓인 행위자에게 특징적인 행위의 양식이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들의 논의는 앞서 다룬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중구속적 상황에 대한 해석의 작업과 그것이 어떠한 방식의 행위와 그에 대한 의미

화의 양상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바라보면, 자신들이 처한 이중구속적 상황에 대한 해석의 작업을 통해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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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세계가 이중구속적인 요구들로 이루어져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상상해낸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반되는 선택 모

두가 나름대로 가치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이러한

모두 불충분한 상태들 사이에서 “저절로 계속되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두 상태들 사이

의 선택”을 구축해내는 특징적인 행위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황

16>의 장면은 이러한 특징적인 행위양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

를 제시한다.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의 문학 수업 상황에서, 졸업과 함께

입시를 위해 수능을 준비하게 된 3학년 학생 채영은 자신이 발제를 맡은 소설의 내

용을 빗대어 자신의 선택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내고 있었다.

<상황 16> 2019년 11월 18일, 도서관. 3학년 문학 수업

해당 회차의 수업은 학생들이 ‘청년’에 대한 한국문학의 대표작들을 읽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5주 간의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공지영의 <인간에 대한 예

의>와 김애란의 <서른>을 읽은 각 두 명의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자신들의 감상으로 이루어진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서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

다.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마무리되고, 발제를 진행한 슬기와

채영이 각자의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슬기: 그러면 저희가 각자 쓴 글을 읽고 마치면 어떨까요.

채영: 사실 저는 글을 아직 완성하지 못해서 말하듯이 할 건데. (뜸) 사실 저는.

(울음)

학생1: 눈물과 감동의. (일동 웃음)

학생2: 윤지야 너가 [대신] 읽어라. (일동 웃음)

학생3: 그래 저번 주에 니가-

학생4: 왜 저번 주는?

학생3: 저번 주에 윤지가 울어서 채영이가 대신 읽어줬잖아.

채영: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때에 썼던 일기를 봤는데, 제가 되게 [지

금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때 되게 포지션이 달랐어요. 지금은 되게

막, 제가 능력이 없고 약간, 그런 걸로 막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고 그런데.

그런데 중학교 때에 저는 제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되

게, 애들이 막 깔아줘서 저도 막 일등 하고. (웃음)

(일동 웃음)

채영: 친구들이 막, 저한테 재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어요. 그

런데 [그 때의] 저는 이게, 억울했나봐. 그래서 막 일기에다가, ‘아, 지들이

노력 안하는데’[라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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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웃음)

채영: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들이 놀 때 나는 공부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썼던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되게 다른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포지션에 따라 달라. 이게, 내가 위에 있으

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아래에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

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난 약간, 간디학교 와서 약간, 소신이 만들어졌다

고 생각했어. 입시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한번

노력을 엄청 해서 성취해본 사람들은 이게, 되게 성취 못하는 사람들을 되

게, 노력 안한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나도 그랬었고. 근데 이게, 좀

다른 핀트인데, 내가 이제 곧 재수를 할 것 같아서.

(일동 웃음)

채영: 재수를 하게 된다면 나는 아마 뭐, 학원에, 돈이 된다면 학원에 들어가겠

지.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했어. 좋

은 대학에 갔어. 그러면 나는 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지금 바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것 같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노력을

해서 성취를 했으니까. 이해를 못하겠지 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약간, 무서움? 사실, 이게 간디학교 허세인데, ‘나는 좋은 대학 안 갈

거야’, 이런 마음 있었어. 그래서 재수하면 뭔가, 내가 좀, 혐오하던 입시

제도에 굴복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재수를 한다

니. 그게 약간, 간디학교 허세이고 자존심인데, 내가, 왜지, 약간 그런 생

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냥, 아

까 나들이가 말했듯이 나도 약간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고

있어, 내가. 약간. 왜냐하면, 중학교 때 그런 내 모습 봤기 때문에. 언제든

지 내 포지션에 따라서 다시 난 또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한군(교사): [소설의 등장인물인] ‘강선배’처럼요?

채영: 그렇죠. 나는 곧 ‘강선배’처럼 되겠구나. 이걸 예상을 하고 있달까? 약간 그

런 생각에 빠져들었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간디를 떠올릴

때, 그냥, 간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뭔가 어색하고, 그 때의 내

가, ‘아, 쟤 뭐야, 왜 저렇게 살았지? 너무 감성적이야’. 이런 식으로 치부

될 것 같아서 그게 약간 나는 무섭기도 했어.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생

각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까? 나도 좀 그게, 이 책

을 읽으면서 그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애. 그래서, 그걸 글로 써올려고 했는

데 글을 읽다가 오히려 더 울 것 같아서.

일동: (박수)

슬기: 그럼 저도 제가 써온 글을 빠르게 읽고 끝낼게요.



- 236 -

채영의 언술에서는 학교 바깥의 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뒤늦게 대학 진학을 선택

하게 되어 재수를 하게 된 채영이 경험하는 이중구속적인 상황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복잡한 심경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능력주의적인 경쟁에 거부감 없이 몰두하던 중

학교 때의 일기를 읽으며 “[지금과]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스스로가

변화했음을 실감하는 채영은, 재수를 선택함으로써 다시 그러한 경쟁에 참여하게 된

상황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구술한다. 이러한 채영의 감정들에는 진정성에

의 집합적인 추구 속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을 체화한 자신이 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이중구속적인 상황이 반영되어있다. 학교 바깥의 세계로의 성공

적인 편입과 적응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게 되면서 채영은 자신이 “혐오하던 입시 제

도에 굴복”하는 느낌을 받으며, 수능이라는 ‘진정하지 않은’ 요구 앞에 선 자신이 “능

력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낀다.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판단을 통해 ‘좋은 대

학’에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채영에게,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에의 편입을

위한 재수라는 선택 앞에서 ‘진정성의 실천가’로서의 자랑스러움의 감각으로 체험되었

을 ‘간디뽕’이라는 표현은 그것의 환상성을 자각하는 ‘간디허세’의 표현으로 대체되며,

자신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의해온 평가의 기준 앞에서 자각하는 자신의 ‘무능’은 불안

과 긴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와 함께 채영의 언술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으로 의미화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느끼고 있다고 구술하는 불

안과 두려움의 감정이다. 채영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학교 바깥의 세계의 ‘진정하지

않은’ 요구 앞에 선 자신의 무능이 야기하는 불안감과 열패감과는 구분되는 감정적

경험으로서, 학교 바깥의 의미론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진정하지 않은’ 세계의 방향

으로 한 차례 다가가게 된 자신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을까하는 불

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구술하고 있다. 채영은 진정성의 의미론과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지는 실천들에 참여했던 자신의 ‘중학교 때’를 근거로, 자신이 수능을 준비함으로

써 참여하게 된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도록 만드는 ‘진정하

지 않은’ 입시제도가 자신으로 하여금 진정성의 의미론을 완전히 상실하고 간디고등학

교에서의 경험을 “너무 감성적”인 것으로 치부하도록 만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구술하

는 것이다.

이러한 채영의 언술에는 그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구속의 상황에 대해 응전

하는 방식이 내포되어 있다. 채영은 ‘진정하지 않은’ 요구에 순응하는 선택을 하게 된

자신이 미래에 완전히 진정성의 의미론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고, 그러한 상

황이 ‘무섭다’고 발화함으로써, 진정성의 의미론 하에서 자신이 현재 포기한 ‘자랑스러

움’의 가치를 추인하는 ‘부끄러움’의 감정을 내면에 발생시킴으로써 다시 진정성의 의

미론을 향해 돌아오려는 힘을 자신의 (그와는 상반되는) 선택 안에 내장시킨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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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의미론에 의해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진로를 선택하면서, 채영은 진

정성의 의미론을 거부하고 자신의 ‘진정하지 않은’ 선택을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바

람직한 선택으로 의미화할 학교 바깥의 가치 체계에 그대로 순응하는 방식을 선택하

지 않는다. 윌든과 윌슨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영이 구축한 이중구속적 세계에 대

한 상상 속에서, 상반되는 선택지들은 단 하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둘 모

두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영은 진정성의 의미론이 작동하

는 ‘이쪽’의 선택을 포기하고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요구에 순응하는 ‘저쪽’을

향해 진동하지만, 진정성의 의미론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상된 미래에 대한 ‘무서움’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여전히 진정성을 향한 복원력을 내장한 잠재성의 시간으로 설정

함으로써 자신이 맞닥뜨린 이중구속의 상황 위에서 진동하는 행위의 양식을 창안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영이 현재의 선택과 관련하여 보이는 행위양식은 표면적으로

‘부끄럽게 순응하기’의 양상을 띤다. 진정성의 의미론을 상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발화함으로써, 채영은 ‘진정하지 않은’ 세계의 요구를 향해 돌아선 자신의 뒤에 여전

히 자신이 완전히 저버리지 않은 진정성의 의미론이 있다는 것을 은밀히 선언하며,

이를 통해 진정성의 의미론을 잠재적으로 추인하고 현재의 ‘진정하지 않은’ 선택이 자

신에게 발생시킬 부끄러움을 끌어안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끄럽게 순응하기’의 행위

양식은 채영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여전히 추인한 존재로서 학교 바깥의 요구에 순응

하기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 대립쌍으로서의 ‘자랑스럽게 부적응하기’의 행위양식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내포하는 대립쌍인 ‘부끄럽게 순응하

기’와 ‘자랑스럽게 부적응하기’의 행위양식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처

한 이중구속적 상황에 대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저절로 계속되는 진동을 발생

시키는 두 상태들 사이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응전의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행위양식은 이중구속적 상황을 경험하는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이중구속의

상황과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이트슨과

동료들에 의해 제시된 이래 다양한 현실의 상황에 적용되어 온 이중구속 개념은 상충

되는 요구들 사이에서의 행위불가능성을 그 귀결로 하며, 그러한 상황에 놓인 집합적

인 사회적 행위자들의 대응에 주목하는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은 이중구속적 상황이

발생시키는 상충하는 요구와 그 속에서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실존적 긴장의 해소

(resolving)와 협상(negotiating)에서 그 해결의 방식을 발견해왔다(Norman,

2011: 430). 그러나, 채영이 예시하는 것과 같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이중구

속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이를 수립하여 유지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이중구속 위에서만 가능한 삶의 논리를 고안해내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

상은 이중구속적인 상황에서 진정성의 의미론이 요구하는 바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

들의 언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3학년 학생 동욱은 학교가 ‘진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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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바깥의 요구들을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상황의 해소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학교 측이 제공

해주는 선택지를 기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 2019년 5월 29일, 3학년 동욱

동욱: 이게 또 [학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지점하고 연결되는 게 될 텐데. 해

도 되나요?

연구: 네.

동욱: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디학교에서의

삶이 사회에서의 삶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 나가서의 삶도

너무 다양해서, 획일화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일반적인 사

회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향과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사

회에 나간다는 건 저는 자립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는 기술을 주

고 돈을 받는,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

술? 그런 생존에 필요한… 생존술. 근데, 저희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위의 인터뷰 장면에서 동욱은 학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점을 묻는 연구자의 질

문에 대해,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삶이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삶과 달라 연결되지 않으

며, 간디고등학교가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인터뷰의 장면에서 동욱이 학교에서 배운 ‘다름’이 바깥 세계에서의

적응에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생존술’

은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응 전반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음을 유

추해볼 수 있다. 동욱이 판단하건대, 간디고등학교는 자신을 비롯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바깥의 세계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한 자원들을 마련해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

러한 동욱의 언술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놓여

있는 이중구속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욱의 언술에 의하면, 간디고등학

교에서의 진정한 실천들에 몰두하기를 요청하는 요구들은 ‘사회’에서의 ‘생존에 필요

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소홀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했다. 학교가 자신들에게 ‘생

존술’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는 동욱의 평가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중구속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으며, 학교의 변

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학교가 ‘생존술’을 가

르친다면 동욱의 불만족은 해소될 것이며, 그가 경험하는 이중구속의 상황 또한 해소

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답변에서, 동욱은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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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른 종류의 요구를 제시했다.

<인터뷰> 2019년 5월 29일, 3학년 동욱

연구: 안 가르쳐준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의 예시가 있다면-

동욱: 아니 그런데 저는… 그걸 안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연구: 아, 안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욱: 이게 좀 안 맞는 지점인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배움이 절대

뭐가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이상에 가까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 (웃음) 잠시만요. 이, 뭐라 해야될까, 그러니까.

(웃음) 사회가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

연구: 그러니까 사회가 이상적이지 않은데-

동욱: 학교가 이상적인 것을.

연구: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동욱씨 의견은?

동욱: 가르쳐… (웃음) 그런데, 제가 왜, 저는 처음에는 가르쳐줘야된다고 생각하

다가, 갑자기 말을 할 때 생각이 바뀌어서. 어쩌면 그게 본심이었을 수도

있죠. 말로 튀어나온 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가르

쳐줘야 좋다고도 생각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순간부터 ‘대안’일까, 과연? 그

런 생각이 저는 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걸, 왜냐하면, 저는 사회가 그렇

게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 그 사회에서 살아남는 걸 가르

친다는 게. 필요하지만, 그걸 가르치는 순간, 이상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게

될 수 있다, 학교가.

동욱은 위의 인터뷰 답변에서 학교가 ‘생존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스

럽지만, 동시에 그러한 ‘생존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구술하고 있다. 이 때, ‘생존

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동욱의 언술은 이중구속의 상충되는 요구들을 유지하는

선택을 내포한다. 이러한 동욱의 언술로부터, 그가 이중구속적인 세계를 지탱하고 있

는 상충하는 요구들의 대립적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것이 동욱이 경험하고 있

는 이중구속적 상황에 대한 그의 핵심적인 응전의 방식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동욱이 학교가 ‘생존술’을 가르치게 된다면 잃는 것으로

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안성’, 혹은 ‘이상적임’으로 표상되는 가치라는 점, 다시 말

해 ‘진정하지 않은’ 세계와의 대항적 관계성으로서의 진정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동욱의 언술에서, 간디고등학교는 진정성의 가치를 보존해내기 위해 ‘생존

술’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존재로 표상되며, 이를 통해 이중구속적 상황에 위치한 행

위자로서의 동욱은 ‘생존술’을 습득함으로써 ‘부적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기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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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게 부적응하기’의 행위양식을 자임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적이지만 고유한

주체성의 논리 하에서, 동욱은 진정성이 발생시키는 필연적인 낙차 앞에서 역설적으

로 자신이 행위성이 제한되는 상황으로서의 이중구속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

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동욱이 여전히 ‘자랑스럽게 부적응하’는 행위양식을 통해 이

중구속의 상황에 응전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이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처한 이중구속의 상황에 대응하면서 독특한 주체성의 논리를 수립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소절의 서두에 소개한 인용문에서, 미술평론가 존 댄버스(John Danvers)는

시소 위의 소년을 관찰하면서 그 소년이 시소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장면으로부터 일종의 미감을 발견해낸다. 그는

이러한 상태가 극적인 행위불가능의 상황에 몰려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

주 미묘하고 섬세한 균형잡기의 과정으로서의 행위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

을 포착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룬 바, 댄버스가 발견하고 있는 이러한 행

위성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구속적 상황에서 구

축해내는 주체성의 논리에 내포되어 있는 행위성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학교 바깥

의 특정한 대상들을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항하라는 진정성의 요

구와, 그 요구를 따르면 따를수록 학교 바깥의 세계에 대한 적응이라는 실제적인

과제 앞에 무력할 것이라는 ‘진정하지 않은’ 요구의 압박 사이의 이중구속적 상황에

놓인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역설적으로 이중구속이라는 행위불가능성의 상황을

핵심적인 자원이자 행위성의 논리로 전유하는 독특한 행위성의 모델이자 주체성의

논리를 수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체성의 모델을 연구자는 ‘이중구속-행위자(double bind actor)’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이러한 개념화의 시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함의를 가

진다. 먼저, 이러한 개념화는 이중구속이라는 상황이 내포하는 ‘의사소통 혹은 행위

의 불가능성’이라는 원래의 의미와 그것이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주체성의 논리

속에서 획득하는 ‘행위의 조건이자 원천’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모순적인 관계를 통

합적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수립하는 주체성

의 모델에서 이중구속은 행위성에 대한 제약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특정한 방식의

행위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강렬한 행위성의 감각을 제공하

는 원천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화의 시도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적 의미에서의 ‘행위

자’의 의미를 차용하는 동시에, 이러한 주체성의 모델이 보유하고 있는 ‘이중구속을

연행하는’ (고프먼적 의미에서의) ‘배우(actor)’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중구속을 적절하게,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연행해냄으로

써,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행위불가능성의 경험으로서의 이중구속적 상황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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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방식의 행위양식의 가능성으로 연결해낸다. 앞선 논의들을 통해 분석한 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한 주체성의 모델이자 삶의 논리를 자신들이 맞닥뜨

린 이중구속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고 연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중구속-행위자’의 주체성의 논리에서, 이중구속의 상황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공간일 뿐이 아니다. 이중구속은 그곳을 따라 섬세하게 걸으면서

현실적인 압박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면서도 진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존하면서

생존해나가야 하는 새로운 도덕적 딜레마의 행위공간이며, 그 위의 주체는 그처럼

좁은 길로 축소된 도덕적 우주에서 지속적인 ‘균형잡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존재들

로 설정된다. 이러한 주체성의 논리에서 이중구속은 그 세계의 상상계를 구성하는

문법이자, 행위성의 원천이다. 이를 통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이중구속에 대한

한 가지 독특한 응전의 방식을 예시한다. 이들은 역설적으로 이중구속을 핵심적인 자

원이자 논리로 하는, 다시 말해 이중구속 위에서만 가능한 행위공간과, 자아의 모델

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미래에 대한 상상과 내러티브,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의 논리

를 구축해낸다. 진정성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불안과 ‘진정하지 않은’ 학교 바깥의 기준들에 의해 무의미한 존재로 호명되는 열패

감을 경험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쪽’에 순응하거나 ‘이쪽’에 차폐되는 선택을 하

지 않고 그 사이에 양쪽의 논리를 유지하는 고유한 정체성의 논리를 만들어낸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정서, 선택들, 상

징적 세계, 실패의 이야기, 실천들을 만들어내며, 이중구속으로 표상된 세계 위에

서의 자아(self)의 드라마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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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대안교육과 진정성이라는 꿈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실 바닥에 앉아 고데기로 앞머리를 정리하던 나들이 이렇게 말하며 웃자, 옆에

서 머리 손질을 돕던 효선도 따라 웃었다. 둘은 ‘물레제’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나들의 졸업작품 전시 뒷정리를 하느라 이제야 급하게 공연을 위한 단장을 마무리하

는 중이었다. 보건실 벽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보며 마찬가지로 급히 무대화장을 하던

재영이 거들었다.

“우리 학교 축제는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2학기 말, 겨울방학을 이틀 앞둔 밤의 전야제를 시작으로 방학식까지 이어지는 ‘물

레제’는 간디고등학교의 가장 큰 행사이자 학기말 모든 학생들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소실점이다. 전야제의 밴드 공연과 물레제 당일 낮에 학교 곳곳에서 열리는 각종 전

시와 수십 개의 동아리 부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저녁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는 물레제 2-3주 전부터 연습 공간을 확보하려는 동아리와 공연팀들의 치열한 경쟁

과 자신이 속한 공연들의 연습 장소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찾아다니는 학생들로 부산

스럽다. 가장 큰 연습 장소이자 물레제가 열리는 무대인 강당에서 연습과 리허설을

진행하기 위한 동아리들의 요청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된다. 학생들에 따

라 많게는 5-6개의 무대에 오르기도 하며, 아침식사 전에도 강당에는 빼곡하게 연습

들이 잡힌다. 이런 종류의 부산함을 귀찮아하는 3학년 효선도 여름까지 자신이 동아

리 장을 맡았던 풍물 동아리 ‘솔뫼바람’의 무대에서 북을 치게 되어 느긋하게 졸업을

기다리지만은 못하게 되었고, 물레제 당일의 첫 번째 공연인 ‘솔뫼바람’의 무대에는

같은 3학년인 나들과 재영도 함께 올라 졸업 전의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되었다. 이어

서 나들은 공연 중반에는 몸짓패인 ‘펴라’로 무대에 다시 오르고, 재영은 ‘펴라’의 바

로 다음 순서에 ‘간디시대’라는 댄스팀으로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춤을 출 예정이

었다. 세 사람은 나들의 머리 손질이 마무리되자마자 보건실을 나서 곧 공연이 시작

되는 강당으로 향했고, 연구자 또한 이들을 따라 이동해 공연을 관람했다.

2019년 12월 21일의 ‘물레제’ 공연은 ‘솔뫼바람’의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무대를

더할수록 열기는 고조되었다. 강당과 식당 사이의 가벽을 열어 만들어진 넓은 공간에

는 재학생과 교사들, 그리고 재학생들의 가족들과 축제를 보러 학교를 찾은 졸업생들

까지 20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무대 옆에 탁구대를 세워놓아 만든 대기공간은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무대를 마치고 내려온 학생들이 뒤섞여 북적였다.

‘바위처럼’을 시작으로 한 민중가요에 맞춰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이 절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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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으로 합을 맞춘 ‘펴라’의 무대와, 바로 뒤이어 무대에 오른 ‘간디시대’ 팀의 ‘소녀

시대’ 춤 무대도 환호 속에 마무리 되었다. 핑크색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여장을

한 4명의 ‘간디시대’ 남학생들이 ‘소녀시대’의 대표곡들에 맞춰 완벽하게 안무를 소화

하는 모습에 관객석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은 무대에서 각자 준비한 공연

을 선보이는 학생들에게 환호를 보냈고, 학생들은 대기공간에서 저마다의 공연을 준

비하고, 무대에 올라 각자의 배역을 훌륭하게 선보인 다음, 다시 관객석으로 돌아가

서로의 무대에 박수를 보내며 축제에 빠져들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축제의 분위기에 몰입하고 있던 연구자의 눈에 띈 한 가지 장

면은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한 반이 모두 함께 공연을 준비해 무대에 오른 1학년 1

반의 무대였다. 공연은 콩트에 가까운 연극이었고, 편식을 하는 대여섯 명의 학생들

과 그들이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먹도록 설득하는 교사가 등장했다. 교사가 한 가지

씩 과일과 야채를 소개할 때마다, 스무 명에 가까운 1학년 1반 학생들이 모두 각자

가 맡은 과일과 야채로 분장하고 무대에 올라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학생들에

게 코믹한 방식으로 주장했고, 학생들은 이에 점차 설득되면서 결국 앞으로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다짐하면서 연극이 마무리되었다. 이들의 연극

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관객들은 각각 하나씩의 과일과 야채로 분한 배우들에게 환호

를 보냈다. 연극 자체만큼이나 연구자에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1학년 1반 학생들이

각자의 등장 차례에 맞추어 무대에 올랐다 내려오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었

다. 이들은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대기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무대 앞에 모여

앉아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바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연기를 펼치고 다시 내

려오는 방식으로 연극을 진행했는데, 무대 위와 무대 아래를 오가는 이들은 번갈아가

면서 서로가 서로의 가장 친애하는 배우와 가장 열렬한 관객이기를 자처하는 듯이 보

였다. 이를테면, 무대에 올라 짧은 연기를 마치고 내려온 민송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있었던 무대를 향해, 자신에 이어 무대에 올라 골판지에 크레파스로 그린 밤 모양의

머리띠를 하고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는 자신의 동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주먹을 연신 내지르고 있었다. 이들의 무대는 그것이 마치 온전히 관객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다른 이들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1학년 1반만으로도 필요한 배우와

관객 모두를 갖춘 완결된 무대라는 점을 웅변하는 듯 했다. 무대를 비추는 조명의 불

빛이 반사되어 은은한 빛이 비추는 이들의 얼굴은 자신의 동기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감격과 자랑스러움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은 연구자로 하여금 문득 공연이 시작되기 전 보건실에서 들었던 재영

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재영의 말처럼 “우리 학교 축제”가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처럼 학생들이 준비에 몰두해서 무대에 올리는 수많은 공연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1학년 1반 학생들의 공연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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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재영의 말은 축제에 올려지는 공연들을 자신들이 관객으로서

편하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배우로서 무대에 올리기 위해 몇 주에 걸

쳐 바삐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지만, 간디고등학교의 모든 구성원

들이 바쁘게 무대와 관객석을 오가며 각자가 준비한 공연들을 선보이고 그에 열광하

는 ‘물레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1학년 1반 학생들의 무대는 그러한 재영의

말에 생략된 이면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1학년 1반 학생들의 무대는 ‘물레제’ 당일의

행사가 이루어지던 간디고등학교의 강당에서, 재영을 포함한 간디고등학교의 모든 학

생들은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고단한 준비 과정을 거쳐 공

연을 올리는 배우인 동시에 자신들이 올리는 공연을 가장 열광적으로 관람하고 그로

부터 강렬한 감흥을 느끼는 관객들이기도 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물레제’는 간디고등

학교의 모든 학생들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는 공연이며,

그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배우인 동시에 관객으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무대를

공유하고 무대 위에 불려나와 강렬한 집합의식을 체험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는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물레제’는 전형적인 커뮤니타스(communitas)의 경

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터너가 정의하는 바 미분화되고 평등주의적이며 몰합리적

인 사회적 유대 양식인 커뮤니타스의 순간 속에서, ‘물레제’에 참여하는 간디고등학교

의 학생들 또한 “일시적으로 사회의 구조나 조직 바깥”에, “임계의 상태 혹은 반구조

속에 놓이”는 상황에서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벨, 2007:

93). 이러한 관점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물레제’는 강렬한 집합열광의 체

험 속에서 자신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관계들이 생명력을 얻은 가운데 반구조

의 전체로서 그 자리에 현현한 ‘우리’인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 올리는 공연의 현장

이었다.

이러한 커뮤니타스로서의 ‘물레제’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 것은 간디고등학교의 교

가인 <꿈꾸지 않으면>이었다. 공연일정표 상의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축제가 마무리

될 시간이 다가오자, 재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갔다. 무대 위에 식당

의 의자들과 탁자들를 잇대어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합창단상 위에 도열해서, 이들은

관객석을 바라보며 학교의 교가를 합창하기 시작했다. 관객석에서는 ‘물레제’를 축하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재학생의 가족들과 졸업생들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꿈꾸지 않으면>을 함께 따라 부르고 있었다. 관객석에 섞여있던 학생들이 무대에 올

라간 사이로 뒤쪽에 앉아있던 관객들이 앞으로 당겨 앉았기 때문에 관객석은 절반 정

도밖에 차있지 않았다. 그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무대에서 <꿈꾸지 않으면>을 합창하

고 있는 재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습으로부터 그들이 관객석을 채운 학부모와 졸업생들

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었다. 무대 위의 재학생들과 교사들은 관객석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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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에 무대 위의 서로에게, 각자 스스로에게, 그리고 ‘물레제’의 커뮤니타스 속에

서 현현한 미분화된 전체로서의 ‘공동체-우리’를 향해 <꿈꾸지 않으면>을 부르고 있다

는 사실은 관객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연구자에게도 명확해보였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 별 헤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배운다는 건) /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 희망을 노래하는 것 (<꿈꾸지 않으면> 가사 일부)

<그림 6-1> 2019년 12월 21일, 겨울 ‘물레제’ <꿈꾸지 않으면> 합창

이처럼 ‘물레제’의 말미에 모든 재학생들과 교사들이 무대에 올라 <꿈꾸지 않으면>

을 합창하는 현장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장면이었다. 합창이 절정을 향하면서 많은 구

성원들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았으며, 노

래를 마친 학생들은 서로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1, 2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중 자신이 가까웠던 학생들을 찾아가 졸업을 축하했고, 3학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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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년에]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격려했다. 이러한 장면은 간디고등

학교에서 한 학기의 가장 성대한 의례를 담당하는 ‘물레제’의 마지막 순간에 불리는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가, 간디고등학교라는 집합적인 실천의 역사에 나이테를

새기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생애사적 전환점을 표시하는 의례적 중요성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이 노래와 함께 3학년 학생들은 졸업생이 되어 학

교를 떠나고, 2학년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며, 1학년 학생들은 2학년이 되고, 간디고

등학교는 졸업생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입학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다음 번의 주

기로 이행한다. 요컨대, 커뮤니타스의 클라이막스에서 불리는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는 그에 참여한 각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사회적 질서 내에서 새로운 지위

를 받아 태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호칭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새로이 통합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적절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벨, 2007: 93).

이와 같은 <꿈꾸지 않으면>의 의례적 중요성과 함께 주목을 요하는 것은 그것의 가

사이다. 집합적인 의례에서 노래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해온 논의들이 강조하듯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행위”는 그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그 노래의 가사가 표상하는

“집합표상의 틀 속으로 함께 진입함”을 뜻한다(박영신, 2005: 77). 이러한 점에서,

<꿈꾸지 않으면>의 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징으로 반복되는 단어이자 ‘꾸어야 할

것’으로서 설정됨으로써 부르는 이에게 당위적 참여를 요구하는 ‘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영신의 논의를 적용하자면, 간디고등학교의 구성원들

은 한 해의 마지막에 모두 함께 무대에 올라 <꿈꾸지 않으면>을 합창함으로써 그 노

래가 표상하는 집합적인 상징세계에 자신을 맡기며, 노래에 상징적으로 새겨진 공동

의 이상과 내러티브에 접속하고 자신을 맡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간디고등학교는 자

신의 상징적 생명을 다음 해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그곳을 떠나는 구성원들의 내

면에 매립한다. 그렇다면 이 노래가 표상하는 상징세계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

는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꿈꾸지 않으면 / 사는 게 아니’라고 언명하는 <꿈꾸지

않으면>을 합창하는 의례는 이 노래가 표상하는 상징적 세계의 요체를 이루는 ‘꿈’의

내러티브에 간디고등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탑승시키고, 이들 모두를 동일한 ‘꿈’을 꾸

는 존재로 호명해내며, 이를 통해 다음 번의 사이클로 그 ‘꿈’의 생명을 전이시킨다.

이처럼 <꿈꾸지 않으면>의 상징세계가 표상하는,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함께 부르는

행위를 통해 성화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꿈’의 의미론은 본 연구가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통해 포착해온 진정성의 의미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꿈꾸지 않으면>

의 가사에서, ‘꿈’의 존재와 그에 대한 추구는 간디고등학교 안에서의 실천들과 학교

바깥의 대상들 사이에 대비와 대항의 관계를 수립해내는 핵심적인 의미론적 자원으로

설정된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세상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만들고 추구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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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꿈’을 선언하는 <꿈꾸지 않으면>의 내러티브는 ‘꿈을 꾸려는 간디고등학교’와

‘꿈을 꾸지 않는 학교 바깥’의 상징적 대비를 수립하고, ‘꿈꾸지 않’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고 언명함으로써 상징적인 ‘생명’을 다른 곳이 아닌 간디고등학교 안에 존재하

는 것으로 비정해낸다. 이와 매우 유사한 의미론의 구조는 II장의 서두에서 소개한

바 있는, 간디고등학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들 중 하나인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하나의 조그만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는 문장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어둠’ 속에

있는 교육에서 훼손된 가치들이 ‘진정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교육’을 추구할 것을 선언

하는 위의 문장 또한 ‘어둠’과 ‘촛불’의 대비를 통해 간디고등학교에서의 실천들과 학

교 바깥의 대상들 사이에 담론적 대항의 관계를 구축해낸다. 이처럼, <꿈꾸지 않으

면>의 상징세계에서 ‘꿈’은 본 연구가 간디고등학교의 담론적 기획과 실천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논리로 포착한 진정성의 의미론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꿈꾸지 않으면>의 상징세계에서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이 ‘배운다는 것’과 등치된다는

사실은 “교육의 진정성을 위한 시도”(송순재, 2005: 47)를 통해 한국 사회 전반과

제도권 교육에 대한 실천적 대항과 비판적 성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대안학교

로서의 간디고등학교라는 기획에 투영된 여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꿈’이라는 용

어를 특정한 인간 집단의 집합적인 상상의 힘을 통해 구축되는, “사회적 실천에 의미

를 부여하는 상상된 미래”이자 “사회적 행위자들이 각성상태에서 심중에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 원망 등”을 가리키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위치짓고자 한 김

홍중(2015)의 논의를 빌리자면, <꿈꾸지 않으면>의 의미론을 응축하는 상징으로서의

‘꿈’은 간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천들의 원천이 되고, 그 구성원들로 하

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집합표상으로서의 ‘진정성이라

는 꿈’에 다름 아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진정성이라는 꿈이 간디고등학교의 집합적인 실천 속

에서 학생들의 정체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형하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성

의 꿈’을 체화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간디고등학교에서 작동하고 있는 진정성의 의미론을 세 가지의 의미

차원에서 포착하고, 교육적 실천들과 일상생활의 의례화된 방식들 속에서 이러한 의

미론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분석했다. 앞선 논의들을 통해 살펴본 바, 간디고

등학교에서의 교육적 실천들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진정한 교육’, ‘진정한 개

인’,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진정하지 않은’ 학

교 바깥의 대상들과의 긴장과 대립 관계 속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각각의 ‘진정한 것’들에 대한 상상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실천들

은 학생들이 진정성의 의미론을 수행적으로 경험하는 행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으

며, 학생들은 이러한 실천들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진정성의 의미론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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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함으로써 각각의 의미차원들을 실감하고 소통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정성의 의미론을 분석적 관점에서 별도의 의미차원을 이루는 것으로 다루었

으나, 각각의 의미차원들은 일련의 실천들 속에 교차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이 이루어

지는 담론적 자장과 사회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간디고등학교의 가장 핵심적

인 의례들 중 하나인 ‘식구총회’의 의례를 통해 압축적으로 재현되며 반복적으로 의례

화되고 있었다.

이어서,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러한 실천들에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하면서 집합적인 실천을 통해 제시되는 진정성이라는 꿈을 자신의 것으로 이어

받아 체화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행위적 환경에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주어진 행위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합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동시

에 자신이 참여하는 행위공간 자체를 구현해내는 존재로서 참여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행위성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간디고등학교는 공동의 실천에 참

여하는 행위자로서의 구성원들이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목표와 규범들을 학습하는

‘실천공동체’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학생들의 생활은 이러한 실천들에 참여하는 과정

에서 이들이 겪는 일상적인 경험과 상황적 맥락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학습’의 양상

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정성을 핵심적인

의미론으로 하는 실천들에 참여하는 과정을 실제로 이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사회적

국면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학생들은 진정성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한 실천들에 참

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참여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들을 습득하고, 실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망과 공유된 가치 체계 속에 자신을 배치하며, 집합적인 실천의 방식

과 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었다. 이처럼 집

합적인 실천과 학습, 공동체, 그리고 개별 구성원의 정체성의 형성이 상호연결되는

복합적인 과정 속에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공동체의 일원이자 진정성의 의미론

을 체화한 ‘간디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처럼 진정성의 의미론에 내포된 관계성의 논리를 체화한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놓이게 되는 독특한 상황과 이들이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진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비 속에서 학교에서의 경험과 스스로를 설

명해내면서, 학생들은 학교 바깥과의 특정한 관계성에 대한 논리에 자신을 연루시킴

으로써 학교 바깥과 대비되는 존재로 자신을 배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간디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진정하지 않은’ 세계로 표상되는 학교 바깥은 단순히 대항과

대비의 대상이 아니라 졸업과 함께 자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 생활의 공간이자 삶을

기획해나갈 의미의 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독특한 궁지의 상황을 발생시

키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바깥의 특정한 대상들을 진정하지 못한 것으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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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항하라는 진정성의 요구와, 그 요구를 따르면 따를수록 학교 바깥의 세계에

대한 적응이라는 실제적인 과제 앞에 무력할 것이라는 ‘진정하지 않은’ 요구의 압박

사이의 이중구속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존적인 긴장

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나름의

방식으로 응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이중

구속적인 요구들로 이루어져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상상하고, 그

위에서 상충하는 요구들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함

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해석하고, 실현시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행위공간을 창안해내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이중구속이라는

행위불가능성의 상황을 자신의 자리로 수용함으로써 그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기획하는 독특한 주체성의 논리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의 영역들에 대해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면면들에 있어

서 여러 한계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기획이 갖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비록

장기간에 걸친 연구관심과 예비조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 주제와 내용이 형성되었으

나 집중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은 1년의 기간에 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통시적인 관점

에서의 분석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시적인 관점이 드러낼

수 있는 시계열적 변화의 양상은 간디고등학교에 대한 탐구에 있어 몇 가지 이유에서

분석적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간디고등학교라는 집합적인 실천의 장이 안정적이고 고정된 구조라기보다 역동적

인 변동과 재구성을 통해 변모하는 과정태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주는 양상들을 드물

지 않게 마주할 수 있었다. 예컨대, 구성원들의 언술을 통해 미루어보건대 학생과 교

사의 관계적 양상은 비교적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교

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총회’라는 의례가 ‘식구총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등장

한 것은 불과 1-2년 사이의 일이었으며, 학생들은 이로 대표되는 교사들의 역할 축

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과의 관계적 양상이 변화하는

경향에 대해 드물지 않게 구술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에게 있어 중요한 고민과

긴장의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또한, 연구자가 주된 분석과 관찰의 대상으로 설

정했던 다양한 의례들은 구성원들의 시도와 교섭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규칙들이 도

입되고, 기존의 요소들이 상이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변동의 양상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은 간디고등학교의 내

적 작동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을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수행하기에 본 연구의 기획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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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안학교가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통시적인 관점은 특히 중요한 분

석적 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안적 실천’은 그것이 대항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들과의 관계에서 의미와 정체성이 상당부분 규정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동적

인 성격을 가지며 자신의 내부에 그것이 대항하고자 하는 외부를 강하게 끌어들인다.

‘대안성’이 갖는 이와 같은 속성에 착목할 때, 시계열적 변화의 양상에 대한 분석은

간디고등학교가 일종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학교 바깥의 세계와 맺어온 관계의 복잡다

단한 층위들을 드러내고, 나아가 간디고등학교 외부의 제도권 교육 체제와 사회 전반

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적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

대, 대안학교로서 간디고등학교가 겪어온 부침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은 그것이 위치

해있던 배경으로서의 한국 사회 전반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한계점은 본 연구가 간디고등학교의 졸업

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간디고등학교가 학교 바깥과의

관계에서 학생들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양상들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을 어느 정도 유

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실제로 학교 바깥의 세계로 이행함으로써 그 관

계를 ‘실감’하는 존재들인 졸업생들에 대한 추적 연구가 마땅하며, 이는 보다 섬세하

고 풍성한 이해의 층위들을 산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간디고등학교의 졸

업생들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했던 간디고등학교와 학교 바깥의 담론적 관계를 자

신의 삶을 통해 겪어내고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들로서, 이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이

해는 대안학교의 내적 작동의 원리와 주체화의 양상, 그리고 사회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대안학교 졸업생들의 경험에 대해 유사한 문

제의식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로 김영화(2014)의 연구가 있으나, 199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래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교육적 실험

이자 비판적 사회운동으로서 지속되어온 대안교육의 분석적, 실천적 중요성에 비하면

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기획을 연구에 포함시

키지는 못했으나, 대안학교의 내적 작동의 방식과 그 재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위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연

구가 제공하는 분석의 결과들을 출발점으로 하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중요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부모는 현실적인 한계들로 인해 대

체로 학생들의 언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유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되었

으며,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간디

고등학교의 내적 동학과 교육적 기획, 그리고 간디고등학교와 대안교육이라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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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탐구를 요청하는 매우 중

요한 사회적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언술로부터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던 바, 진정성의 의미론이 작동하는 간디고등학교의 사회적 세계와 담론적 자장으

로의 진입에 있어서도, 학교에서의 생활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학교 바깥으로의

이행의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구체적인 선택의 양상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상

당부분 매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간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중구

속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의 부모에게 자신의 ‘진정한 진로’와

학교에서의 경험이 갖는 가치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당혹감은 가장 강렬하고 대표적

인 곤란의 표식으로 경험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언급은 간디고등학교에의 진학에

대해 부모가 긍정적이었던 학생들과 부정적이었던 학생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자본과

성향, 문화심리적 정향을 가진 행위자로서 학부모의 존재는 간디고등학교에 대한 분

석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적인 이해의 로커스를 구성한다. 진정성이라는 꿈과 대안교

육이라는 기획에 자신의 자녀를 통해 참여하는 간디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은 꿈꾸지 않는지에 대한 탐구는 간디고등학교라는 현상과 한국의 대

안교육의 전체상을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맥락과 담론적 지형에 위치 짓기 위해 필요

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앞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가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중

요한 지점을 예시한다.

이러한 지적들은 대안학교로서 간디고등학교라는 사회적 현상이 사례연구로서의 본

연구의 기획이 그것을 포착한 바와 같이 간디고등학교라는 교육 기관의 명확하게 구

획된 공간적, 인적 범위 내에서 한정된 사회적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실천으로 보다

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여러 설명의 층위들이 교차하는 현상으로서 파

악되어야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대안’이라는 실천적 작업은 사회문화적 진공 상태

에 있지 않으며, 이에 참여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문화심리적 자원과

역사적, 생애사적 경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훼손되었으며 회복되어야할 진정성의

내용을 상상하고 기획하며 구현해내고자 분투한다. 이러한 점에서, 간디고등학교라는

대안교육의 실천의 장은 ‘대안’이라는 기획과 그것을 추동하는 진정성이라는 꿈을 중

심으로, 각자의 특정한 생애사적 궤적을 통과하며 그와 관련한 선택에 참여하는 다양

한 사회적 행위자들과 이들이 놓여있는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이들이 체

화하고 있는 문화심리적 심층구조와 역사적인 경험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현장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 간디고등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실천과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복합적인 차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으나, 이와 같은 차원들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생산되며 이를 응축하고 있는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독특한 주체성의 형성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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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함으로써 이러한 전체상에 대한 분석의 시작지점을 마련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앞선 논의들을 통해 바라본 바,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험과 이들이 구축해내는 삶

의 논리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를 추동해온 일련의 집합적 기획으로서의 대안교육이

어떠한 것을 ‘진정한 것’으로 꿈꾸었으며, 어떠한 것에 대항해서 ‘진정한 것’을 상상하

고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투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진정성이라는 꿈

이 작동하는 대안교육기관인 간디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경험하는 삶과 구축해내

는 주체성의 논리에 대한 이해의 작업이기를 목표로 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작동하

는 진정성이라는 꿈의 내용과 연원에 대한 탐침적 연구이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연구

의 가능한 영역들에 대한 본격적인 추후의 연구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

디고등학교와 대안교육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사회

문화적 맥락들을 끌어들이며 진행되어 온 대안이라는 상상력과 진정성이라는 집합적

인 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바, 간디고등학교와 그 재학생들이 구축해내는 삶의

논리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와 본 연구가 제안하는 앞으로의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실천들을 추동하고 그에 담론적, 실천적 생명력을 공급해온 진정성이라는 꿈

과 그것의 “집합적인 꿈꾸기”(박명규 외, 2018: 5)의 궤적에 대한 연구이기도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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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he case of ‘Sancheong Gandhi High School(hereafter ‘Gandhi High’)’, this

thesis aims to explicate the inner workings of and the logic of identity produced in an

‘alternative school’, which has proclaimed its role of critical reflection on and resistant

stand against the mainstream education and Korean society as a whole. Founded in 1997,

Gandhi High is one of the first alternative schools to be established in Korea, since the

‘alternative education movement’ began to gain public attention in the late 1990s as a

critical social movement problematizing the darker aspects of Korean society and its

mainstream educational practices. In 2020, the school still stands as one of the oldest and

most noted alternative schools in the nation. In the Korean context, alternative schools

provide an intriguing setting for a sociological inquiry, in that it is a social arena in which

a critical discourse against the society is produced, put into play through concrete

educational projects and practices, and where a distinct identity and collective mentality of

its members are constituted through the performative acts of educational practices. Under

this analytic interest, this thesis aims to capture and explicate the distinct logic of

subjectivity that Gandhi High produces in relation to the mainstream society it aims to

rebel against.

Following this research goal, I conducted an ethnographic fieldwork at Gandhi High.

This thesis contends that the constitution of subjectivity which takes place in Gandhi High

takes a form of performative interactions built upon the semiotic resources of

‘authenticity’, which is defined through tension and opposition against the mainstream

education and the society as a whole. Also, this thesis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oint

that this process impose on the students a situation which closely resembles the

communicational ‘double bind’, a conceptual tool proposed by Gregory Bateson and his

colleagues. In other words, the students of Gandhi High get to proclaim their identity as



- 268 -

being different from and oppositional against the ‘inauthentic’ world outside the school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llective practives of the school, but at the same time

are faced with a contradictory demand that they have to adjust themselves into the

‘inauthentic’ world from which they detached themselves to constitute their identity. To

explicate the experience and practices of Gandhi High students, this thesis proposes and

answers these following set of questions. Firstly, how are the semiotics of authenticity

defined in the educational practices and everyday lives of the students, what are their

concrete contents, and how are they performed by the students to construct their

behavioral environment? Secondly, how are the practices which are built upon the

semiotics of authenticity experienced by the students in the concrete social situations, and

how do the students construct their identity by participating in those practices? Lastly,

what are the distinct situations the students face as subjects under contradictory demands,

one insisting them to rebel against the outside world, and the other, to rebel against it?

What are the distinct imagination of the world, logic of identity, and projects of life they

produce in this situation?

In Chapter II, I analyzed three semiotic dimensions of authenticity in play in Gandhi

High, and how these are reflected in the educational practices and ritualized ways of

everyday activities of the school. This thesis contends that the ideals of ‘authentic

education’, ‘authentic self’, and ‘authentic community’ are pursued in the educational

projects and the students’ everyday lives in Gandhi High, and the contents of each

semiotic resource are defined through tension and opposition against their ‘inauthentic’

counterparts outside the school. The performative practices structuralized upon these ideals

of authenticity provide the students with a behavioral environment in which they

performatively experience the semiotics of authenticity. The students feel and communicate

each ideal of authenticity by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al practices of the school and

interpreting their experiences according to the semiotics of authenticity. The three semiotic

resources of authenticity, though analyzed separately as constituting discrete discursive

elements, intersect one another in a series of practices to constitute an integrated

discursive field and the social world of Gandhi High students, and are activated and

ritualized in ‘Sik-gu Chong-hui’, one of the most important rituals of the school.

One important point to be noted is that the students do not take part in this behavioral

environment just as passive participants, but as active social agents who interpret the

situation they find themselves in, participate in the various contestations in the social

arena, and in the process constitute their own identity and the very social arena they

themselves participate in. From this viewpoint which focuses on the agency of the

students, Gandhi High can be understood as a ‘community of practice’ in which its

members learn the common goals and values of the community by participating in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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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practices. Also, the students’ lives at school closely resemble the form of

‘situational learning’, by which they learn through their everyday experiences and

situational contexts. From this perspective, Chapter III analyzes the process in which the

students participate in the practices constructed upon the semiotic resources of

authenticity, focusing on the concrete social situations they experience. In this process, the

students acquire the necessary set of techniques essential to their participation, locate

themselves in the social relations and shared value system of the community, and

reproduce the collective practices and the community that performs those practices. In this

complex process which links collective practice, learning, community and formation of

identity, the students of Gandhi High turn into the legitimate members of the community,

‘Gandhi people’ who have embodied the semiotic logic of authenticity.

Lastly, Chapter IV focuses on the distinct situation these ‘Gandhi people’ face, the

existential tension they experience, and the ways they cope with it. Explaining themselves

and their experience at school according to the semiotic opposition between authenticity

and its ‘inauthentic’ counterparts, the students of Gandhi High proclaim themselves as

being oppositional against the outside world. However, for them, the ‘inauthentic’ world

outside the school is not only something to be opposed against, but also a place where

they have to enter, make their living, and construct their selves upon their graduation.

This provides the students of Gandhi High with a distinct sort of predicament. They

repeatedly experience situations facing contradictory demands, one ushering them to

consider certain aspects of the outside world as ‘inauthentic’ and stand up against them,

and the other, insisting them that if they do, they will be powerless in the face of the

essential task of adjusting themselves to the outside world. This situation, resembling the

communicational double bind, impose a significant burden of existential tension upon the

students. However, the students of Gandhi High seem to cope with this situation in their

own way. The students imagine their world as essentially constructed following the double

bind structure, and interpret their lives as a series of ethical dilemmas between

contradictory demands built into the world. Paradoxically, through this symbolic

reinterpretation, the students invent a new space of action where they can design,

interpret, and build their own lives.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ents of Gandhi High

construct a distinct logic of subjectivity which embrace the shackling situation of the

double bind and build their identity and lives upon it.

The experience and way of life Gandhi High and its students produce reflect what has

the ‘alternative education movement’ as a collective movement which has burgeoned in

Korean society dreamed of as being ‘authentic’, and against what has it endeavored to

stand to realize the ‘authentic’ values. The project of alternative education is not located in

a sociocultural vacuum, and the social actor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lways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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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 and endeavor to realize the ‘authentic’ values in close accordance with their own

psychocultural resources and historical experiences. From this perspective, the inquiry into

the logic of subjectivity Gandhi High and its students produce is also an inquiry into the

project of alternative education as a whole in Korea, and the contents and trajectory of

authenticity, a collective dream of Korean society which has activated the project.

Keywords : Alternative Schools, Gandhi High School, Authenticity, Double Bind,

Performative Interaction

Student Number : 2017-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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