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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이 연구는 중학생이 겪어가는 삶의 이야기를 최대한 그들의 입장과 목소리로 그러내고자 한 총 4년간의
질적 종단연구 중 3차년도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의 생활 전반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정체성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알리고 자신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연구에서는 연구진들이 중학생의 목소리를 대신 듣고 이를 다른
어른들과 소통 가능한 자료로 만드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내용도 그들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그에 따른
논의나 정책 제언도 그들의 하루하루 일과와 맞닿아 있는 미세한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습니다.
4년 동안 연구에 참여하기를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연구의 공적 의미와 연구참여의 교육적

의미를 인정하여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준 학생들과 그 학부모, 그리고 이 학생들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례학교에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벌써 3년째 면담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장선생님, 2학년 담임선생님들, 행정실 선생님들, 그리고 이 연구 지원을 맡고 계신
학교별 담당선생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연구 진행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교육학계 많은 전문가들께서 자문과 조언에 참여해 주셔서 연구 결과를 여러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역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도구로 수행하는 질적 연구가 고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벌써 3년째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교육자, 정책입안가, 교원을 꿈꾸는 학생,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읽힐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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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학생이 겪어가는 삶의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담아가는 총 4년간의 질적 종
단연구 중 3차년도 연구이다. 핵심 내용은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의 생활 전반과 학습
경험, 그리고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의 정체성이다. 또한 국제적 데이터를 통해서 본 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 질문은 1) 중학교 2학년 생활의 특징
은 무엇인지, 2) 중학교 2학년 학습경험의 특징은 무엇인지, 3) 중학생의 정체성은 자기인
식의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며 학습자로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4) 중학교 2학
년생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원인은 무엇인지, 5) 국제 통계상 우리나라 중학생에게
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인지이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연구 사례 집단은 1)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가가중학교, 가칭) 학생’, 2)‘도시 중산층 밀집 지역의 학교(나나중학교, 가칭)
학생’, 3) ‘도시 고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다다중학교, 가칭) 학생’, 4) ‘면 지역의 학교(라
라중학교, 가칭)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각 사례집단별로 다수의 학생에게서 혹은 경향성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포착하여 비교해 보았다. 전체 4년간의 연구 방법은 질적 종단
연구이고 이번 3차년도 보고서의 주된 연구 방법은 질적 사례 연구이다. 각 학교별로 남녀
학생을 최소 6명씩 선정하여 총 51명의 학생들과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
며, 이에 대한 참조자료로써 학부모 한 명씩과 한 차례, 그리고 이들의 담임교사와 한 차례
씩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한계는 1) 연구윤리상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했기에 연구참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성실하고 부모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2)
이 연구에서 중학생의 ‘성장 과정’을 탐색한다고 할 때 정교한 분석틀을 제시하기보다는
포괄적인 개념망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성장’에 대해서 녹여내고자
했다는 점, 3) 자료 수집을 주로 면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4)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매년 보고서는 횡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종단적 흐름을
담는 분석은 마지막 해인 4년차 보고서에 집중적으로 담는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4개 집단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가정생활에 있어서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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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을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점차 가족과의 공유시간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중학교 이후 지속되고 있다.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지만 가족마다 해결하는 모습은 다르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부모들이
성적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추상적인 양상을 보이며 구체적인 개입을 하지 않기에 압박
이 덜하고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도 일상적이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어
머니와의 긴밀한 관계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회에서의 역할, 가정 내 가장으
로서의 역할, 그리고 박식함 등에 대해서 존경하는 편이며 다른 사례에 비해 아버지의 자
녀 교육에 대한 개입도가 높은 편이다. 다다중학교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학업에 대한 개입
이 시험 준비, 자율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도로 나타
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관리도 지속된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
터 독립성을 확보해가면서도 “남한테 욕먹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에 대한
요구를 받는데 아들과 달리 딸들은 가사에 대한 요구도 받는다.
학교생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학교는 사회적 관계의 폭을 넓히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특히 친구를 만나는 의미가 큰 장이 되고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업에
대한 불만은 팽배하거나 더 나아가 이것이 수업에 대한 낙담과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경향
도 있다.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한 이후 2학년이 되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성격인 “진도 나가기”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돌아온 것이 공통적인 이유였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편이기에
내신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학교의 규범적 위상을 전반적으로 학생들
이 승인하고 인정하고 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시험과 성적에 대한 몰입도가 크기에 학
생들마다 시험에 대비하는 나름의 방법과 전략을 갖게 되며 “쉬운 수업”에 비해 “어려운
시험” 대비를 위해 학원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과도한 학부모의 민원과 교사의 형식적인
생활교육이 악순환고리를 이루고 있다. 다다중학교 사례 역시 어려운 시험이나 민원, 엄격
한 학교 규율 등은 나나중학교와 공유하면서 성적을 향한 치열한 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
데 전략적인 해외 유학 선택 현상도 나타난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소규모 학교여서 학년
이 변해도 친구나 교사가 거의 그대로이기에 다소 침체된 분위기이지만 2학년이 되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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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숫자로 제시된 성적과 등수가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 되면서 스트레스원이 된다.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다.
지역 및 기타 생활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전보다 친구들과 이동하여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스마트폰의 영향이 더 커진다. 차이로 나타나는 점을 살펴보면 가가중학교 학생
들은 학업에 심하게 얽매여 있지도 않고 부모가 일상적으로 학습에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가생활 및 친구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보이고 있으
며 사교육 관련해서도 예체능 기술 함양이나 보육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학원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 양상은 부모와 조율하는
경우부터 매우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다중학교에
서도 선행학습 중심이던 1학년 때와 달리 ‘내신 전문’학원 수강이 늘어나며 어머니들의 관
리에 의해 타 학교들에 비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밀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라중학
교 남학생들은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량이 많고 이로 인해 부모와 갈등도 크지만 여학생
들의 경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마을 유일의 학원에 대한 실망 등을 이유로 학교에
서의 방과후 학습이나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경향이 커진다.
자기 인식 차원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공통점은 1)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점, 2) 중학교 2학년에서 본격적으로 ‘학업성적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점, 3) 중학생 시기
에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타자’로서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점,
4)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자존감과도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5) 경제적인 정체성이 자신이 접하고 있는 학교
와 지역사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
간 정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차이로 나타나는 점을 살펴보면,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자아
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또래와 유사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며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다중학
교 학생들 역시 자기 정체성 중 핵심이 ‘공부하는 사람’에 있으며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를 비교하면서 자기 인식을 만들어간다. 라라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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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하지만 성실한 학생’이라는 기본 인식 위에서 ‘선배’라는
점, 그리고 학교의 특정 동아리 소속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중학교 2학년 생활에서 도출되는 논의 주제로는 1) 학생-교사 관계에서 사무적인 거리
감이 확대되는 경향에 대한 논의, 2)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이 침체된 학교의 역할과 기
능에 대한 질문, 3) 사이버 공간의 역동 가운데 이른 정보 노화와 자발적 통제가 일어나는
현상, 4) 중학생의 엉뚱하거나 도발적 행동에 대한 하나의 설명방식으로서 뇌발달적 이해,
5) 생기와 모험이 넘치는 중학교 2학년의 가능성, 6) 국제 비교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중학교 2학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협소한 인간관계 등이 있다. 자기 인식의 차원에
서의 정체성 관련 논의 주제로는 1) 자기 인식에 있어 부모와 여가의 영향이 크다는 점,
2)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는 학생 정체성과 학생 정체성의 핵심인 학업성적 정체성의 형성

이 갖는 의미, 3) 어려서부터 부모의 관리 하에 “만들어진 모범생”들이 중학생 시기가 되어
겪는 갈등, 4) 면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삶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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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요약-1> 정책적 시사점 종합

구분

[가] 중학교 2학년 생활 관련

[다] 국제 통계로
[나] 중학생의 정체성 드러나는 한국 [라] 집단별 특성
발달 고려
고려
중학생의 특수성
고려

[A] 학생의 학
교 생 활
전 반 을
아우르는
교 육 과
정, 수업,
그 리 고
생활교육

[가-A-1] 국가교육과정 교과 내용 대폭 축
소, 일부 교과 과감히 정리, 나머지 교과
내용 정비
[라-A-1] 지역 특
[가-A-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화된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운영방식 개선
개발
[가-A-3] 중학교 교육과정 본연에 집중하면
[라-A-2] 돌봄의
서 학생들이 즐겁게 배움에 몰입하고 교
공백을 상쇄할
사들이 전문적 자율성으로 수업할 수 있
수 있는 프로그
도록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2학년으로
램 마련
확대 검토
[라-A-3] 소규모
[다-A-1] 학습과
[가-A-4] 일제식 지필평가를 치른다면 학교 [나-A-1] 학생들이 학
학교 학생들을
정을 총괄평
수업의 수준과 시험문제의 난이도 일치화
교, 가정, 사회에 참
위해 다양한 인
가 및 상급학
[가-A-5] 중학생들의 뇌발달 수준을 고려한
여할 수 있는 기회
간관계와 학습
교 선발기제
도전적이고 성취감 가능한 다양한 문제
확대
경험 기회 마련
와 연결시키
해결 기회 등 제공 및 적합한 생활교육 [나-A-2] 디지털 활동
[라-A-4] 소규모
는 것 최소화
방식 적용
에 대해서 다각도 사
학교에서 다양
및 배움의 본
[가-A-6] 중학교 성적 산출이 불필요한 고
례 검토 및 학생들
한 교수법 개발
질에 충실한
교 입시 전형 마련 및 영재고, 과학고,
간 활발한 토론 기회
및 소규모 학교
중학교 교육
기타 특목고나 일부 특성화고를 지역의
마련
의 장점을 활용
과정 형성
공공학교로 활용.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한 방안 마련
과정은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
[라-A-5] 고소득층
로 축소
밀집학교에서
[가-A-7] 교사가 학생관계에서의 이상 징후
교육활동이 학
를 초반에 알아채어 학부모와 연계하여
교 안에서 학생
사전 조치
들의 힘으로 끝
[가-A-8] 교실 안팎에서 다양한 종류의 친
날 수 있도록
구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조치
있도록 학교 안에 다각도의 관계 형성
기회 마련

[B] 학생의 배
움 관계
에 서 의
핵 심 인
교원

[가-B-1] 교사가 학생과 친밀한 신뢰관계
형성
[가-B-2] 교사들의 수업 연구 증진 및 수업
역량 제고
[나-B-1] 교사가 의미
[가-B-3] 국제 표준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
있는 타자로서의 역
한 균형있는 교사 역할 설정 및 ‘친절한
할 수행
교사’상 고민
[가-B-4] 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서
‘관계맺기 전문가’로서의 교사 전문성 강
조 및 ‘사례 분석(case study)’ 접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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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

학습경험
의 핵심 시
공간으로
서의 학교
및 지역 교
육 체제

[D] 학생 성장
환경으로
서의 가정
과 전체
사회문화

[가] 중학교 2학년 생활 관련

[다] 국제 통계로
[나] 중학생의 정체성 드러나는 한국 [라] 집단별 특성
발달 고려
고려
중학생의 특수성
고려

[나-C-1] 학생들이 다
[가-C-1]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학습경험
양한 ‘의미 있는 타
확대 및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 마
자’를 만나고 주도적 [다-C-1] 시민으
련. 교사가 ‘마을 교사’로서 학교 밖 수
으로 활동할 수 있는
로서 중학생들
업 등 역할 수행
단체 활동과 각종 기
이 참여할 수
[가-C-2]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에 대처할
회 등 활성화
있는 다각도의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학교에서 발생하
[나-C-2] 주체적인 문
학교 안팎의
는 사안에 대한 공동의 전문적 대처 기
화적 감수성과 개성
기회 마련
제(가칭 ‘솔루션위원회’) 마련
적인 자아를 추구할
[가-C-3] 학원의 비교육적 행위 규제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라-C-1]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경
쟁적 분위기가
과다한 경우에
는 학교가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서
의 역할 수행
방식 고민
[라-C-2] 학원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

[나-D-1] 발달단계에
[가-D-1] 부모교육에서 대화에 바탕을 둔
맞는 전인적 성장과
부모-자녀 간의 신뢰관계 및 행복한 추
정의 중요성을 사회
억에 대해서 강조
적으로 공유
[가-D-2] 학부모가 자녀 학교교육 개입에서 [나-D-2]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방법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두
정체성 형성을 지원
도록 선도
하는 사회적 성숙도
[가-D-3] 부모는 중학생 자녀들의 자율적으
와 분위기 조성
로 관리하는 시간 확보 지원
[나-D-3] 학부모가 지
[가-D-4]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과
역사회 시민으로서
몰입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균
활동하고 성장해갈
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지원
수 있는 공동체로서
[가-D-4] 뇌발달 등 중학생 발달 전반에 대
의 학부모 커뮤니티
한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 실시
(‘아버지회(가칭)’ 포
함) 운영

[라-D-1] 모든 공
공기관이 고유
업무로 교육적
기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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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중학생이 겪어가는 삶의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담아가는 총 4년간의 질적 종
단연구 중 3차년도 연구이다. 이 종단연구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의 성장배경부터 중학교
3년간의 생활,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험의 변화와

그 경험이 녹아있는 맥락을 담아내고자 하는 연구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설계하고 기초분석의 일환으로 중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출발점을 확인하고자 중학교 입학
전까지의 성장 배경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회고적으로 듣고 정리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
는 중학교 1학년의 생활과 학습경험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관계의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또한, 한편으로 중학교 제도 변천 과정을 간략히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의 제도적 특성이 ‘중학생이 된다’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학생 됨’이 어떻게
다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4년간 중학생에 대해서 몰두하는 연구로서 한 줄기로는 중학생의 성장과정을 따라가면

서 정리해내면서 다른 줄기로는 매년 다른 주제와 관점으로 중학생을 새롭게 보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중학생을 들여다봄으로써 중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해 방식을 다채롭게 하여 중학생의 삶과 성장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의 생활 전반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하는 측면에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년도에 중학생의 현재를 중학교 제도 변천사를 통해서 통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추가했다면 이번에는 국제 통계 속에서 우리나라 중학생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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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추가하고자 한다.
연구 배경 및 목적과 관련하여 이 종단연구가 특별히 ‘중학생’에 집중하는 의미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김경애 외, 2016: 3). 첫째, 중학생에 대해서 외부적 진단을 넘어서서
중학생이 스스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삶을 모색하는 모습을 담아서 중학생을 이해할 수 있
기 위해서이다. 둘째, 중학교와 중학생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타 학교급보
다 주목받지 못했기에 중학교 시기 학생들의 경험, 생각, 변화 등을 읽어내서 시간의 흐름
에 따른 구체적인 성장과정을 밝혀냄으로써 중학생 시기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를 돕고 정
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고등학교 분화가 중학생 시
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학생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진학의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시점의 중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본다고 할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
상에 우선적으로 주목한다. 개별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청취하지만 그 구
체적인 사안들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큰 채로 걸렀을 때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현상과 특징
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별 학생들의 이야기는 구체성과 맥락성을 담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전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개별성을 뛰어넘는 공통된 ‘중
학생의 성장 과정’ 양상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통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지역별, 학교별,
학년별, 성별, 심리상태별, 시기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연구의 기간과 예
산 등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다뤄야 하는 차이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연구 설계 당시 중학
생과 일상을 함께 하는 교사 및 학교 관리자들과의 협의회를 통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굵직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가정 경제의 수준과 거주 지역이라고
도출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연구는 가정 배경으로 볼 때, 각각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도시 세 학교의 학생들과 면 지역의 소규모 한 학교의 학생들을 각각
하나의 사례집단으로 보고 각 사례집단별로 다수의 학생에게서 혹은 경향성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포착하여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즉 연구 사례 집단은 1)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학생’, 2)‘도시 중산층 밀집 지역의 학교 학생’, 3) ‘도시 고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학생’, 4) ‘면 지역의 학교 학생’이며 이들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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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징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들을 밝혀가기로 했다.
이상의 관심에서 전체 종단연구 4년간을 관통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김경애 외,
2016: 5). 첫째, 중학생 시기 학습자로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둘째, 중학생 시기에 겪는

학습경험의 특징은 무엇인지, 셋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중학생 시기가 다음 시기의 생애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넷째, 계층별, 지역별 성장과
정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다.
다음으로 3차년도 연구의 목적과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 결과
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이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의 성장배경을 살펴보
면(김경애 외, 2016: 155-168) 가정은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편안한 곳’이지만 부모의 역
할과 결합된 교육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정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곳’, 나나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티칭과 코칭의 결합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 다다중
학교 학생들에게는 ‘학습매니저가 관리해 주는 화수분’,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쉼터와
도 같은 곳’이었다.
중학교 입학 전 경험했던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곳’으
로 의미화하고 단체생활을 경험하는 곳으로 보았다. 하지만 각 집단에 학교는 다른 의미도
있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장’, 나나중학교 학생들에
게는 ‘사회를 배우는 곳’,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쉬거나 평가받는 곳’, 라라중학교 학생
들에게는 ‘교육적 가정’과도 같은 곳이 되어 왔다.
지역은 공통적으로 ‘친구가 사는 곳’으로 의미화되지만 각 집단별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의미는 매우 달랐다. 지역은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일종의 ‘교육 안전망’, 나나중
학교 학생들에게는 ‘관리되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안전지대’,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글
로벌 거주 경험 이후 선택한 사교육 1번지’,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관계에 기초한 지역
공동체의 협육 체계’로서의 의미가 되어 주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성장과정은 집단별로 특징을 형성해 왔다. 가가중학교 학생
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폭넓은 자유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인식했으며,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길러온 자신만의 특기를 거론하면서 미래에 나름대로 성
공하고자 하는 의욕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부모처럼 되는 것이 성공
이라고 믿으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도시의 다른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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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학생이라고 인식하며 지내 왔
다.
중학생이 된 후의 이들의 생활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김경애 외, 2017: ⅱ~ⅴ). 우선
가정생활에 있어서 4개 집단 공통적으로 가정생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지만, 여전히 가정
은 가장 편안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일상을 스
스로 챙기고 가사에도 일부 참여하였으며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가정의 화목함과 부모의
자신에 대한 지지로 인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정 밖 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얻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가정의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 가운데 부모를 장래 모델로 삼았으며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가정을 여전히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쉼터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심리
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족 밖 학교 등에서의 생활 비중을 높였다.
중학생이 된 학교생활은 공통적으로 친구들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기대
를 하면서 사회생활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초등학교 때와 다를 바 없지만 학
업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큰 점이 부각되었다.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가가중학교 학생
들은 학교생활을 마치 ‘또 하나의 가정’과도 같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였으며 나나중학
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부모와 자신의 높은 기대와 관리로 이루어진 빡빡한 일상 속에서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놀이동산’으로서 의미를 가졌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었으며 학교에 대해 ‘평가받는
곳’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였고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다양하고 어려워진 공부를 하
는 곳’으로 보면서 배움의 중심처로서의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기타 생활상의 특징으로 디지털 문화 향유, 원거리로의 생활반경 확대, 그리고 습관이
된 욕 사용 등을 들 수 있었다. 중학생들은 취미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감상, 쇼핑, 게임,
음악감상, 대화, 검색 등 다양한 활동을 스마트폰을 위시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하고 있
었다. 이러한 디지털 문화 향유는 저렴하고 외부로 표시가 잘 나지 않으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주거
지를 벗어나 각종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접한 다소 원거리의 명소를 이동해보는 경험도
중학생이 되어서부터 일상적 경험의 한 축을 이루었다. 또한 또래 간 언어사용에서 ‘패드
립1)’을 위시한 욕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습관처럼 사용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1) ‘패륜적 드립’의 줄임말로서 부모님, 조상 등 윗사람을 욕하거나 놀릴 때 쓰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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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에게 학원수강이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학원과 관련된 생활에
서도 집단별 특징이 보였다. 먼저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을 학원뿐 아니라 공
부방이나 학교 자율학습실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원에서 교과뿐 아니라 예술체육
관련 과목을 배우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학원을 ‘인생의 성
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며 영어와 수학 등 교과 학원 수강에 집중하였으며,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도 학원은 제2의 학교처럼 필수적인 것으로서 지역에 편재되어 있
는 다양한 학원 중에서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선행학습이나 내신 등 프로그램을
쇼핑하듯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에 주로 학원이나
학교 내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학원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
나 보충하는 곳으로 활용하였으며 주로 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다음으로 중학생이 맺고 있는 관계를 부모, 또래, 선생님과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집단별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추상적이고 포괄
적인 부모의 개입과 지지 가운데 자신의 생각대로 일상을 만들어갈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높은 기대와 함께 긴밀한 대화를
하는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신의 입장을 잘 조율해갔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세세하고 구체적인 조언과 관여를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부모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 조금씩 독립
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래 관계는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1학년 자
유학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아져서 그 관계의 영향이 더 컸다. 가가중학교의
경우 남학생들이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
타났고, 다다중학교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이성 교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가중학교와
라라중학교에서는 특별히 선후배 관계의 위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나중학교의 경우
에는 친구가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존재이기에 학급에서 여럿으로 나뉜 집단별 구성과
유지에 민감했으며 소위 ‘일진’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생에 대해서도 예민한 편이었다. 라라
중학교는 소규모 학교이기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소수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생들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지루함과 협소함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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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나 또래 관계에 비해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었
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학교라는 권위가 인정되는 제도를 대표하는 분이면서 매일의 만
남 속에서 다각도의 영향을 주는 분이고, 학원 선생님은 가르치는 존재를 넘어서서 삼촌이
나 이모, 혹은 동네 선배나 이웃집 어른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가가중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생각
하는 편이었고 교사들도 학생들을 순진하다고 여기면서 여러 측면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
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사교육 부문에서 맺는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
우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부터 그렇지 않은 관계까지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나나중학
교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들을 학급이라는 집단으로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지기보다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 권위를 인정하였다. 학원 선생님들과는 주로
일대일 맞춤형으로 질문하고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여겼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교사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평가자이기에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고 하는 반면 학원 선생님들과는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교육 서비스로 보
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반해 지역에 하나밖
에 없는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 가까우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
을 해주실 분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읽으면서 3차년도 연구에서는 2학년이 된 중학생들을 만난다. 삶의 과정
이 연속적이기에 이전 모습의 연장 선상에서 새 학년이 된 학생들의 삶과 경험을 읽어내지
만 이전과 다른 변화된 양상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포착하고자 한다. 중학교 2학년
으로서의 생활과 성장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종단연구의 3차년도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중학교 2학년의 학습경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중학생의 정체성은 자기인식의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며 학습자로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넷째, 중학교 2학년생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국제 통계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는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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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중학생을 이해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 이론적 배경
○ 중학교 2학년에 대한 시각
○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정체성 개념 및 정체성 발달
- 국내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 국제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중학생의 특징

□ 중학교 2학년의 생활과 학습경험
○ 가정에서의 생활과 학습경험
○ 학교에서의 생활과 학습경험
○ 학교 밖 및 기타 생활과 학습경험
○ 중학교 2학년의 생활과 학습경험이 갖는 의의
○ 집단별 생활과 학습경험에서의 차이와 그 이유

□ 중학생의 정체성: 자기 인식의 측면
○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정체성과 그 의미
○ 집단별 자기 인식의 차이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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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문헌 및 각종 자료 분석
중학교 2학년에 대한 기존의 시각, 중학생 시기 정체성 형성의 특징, 청소년의 정체성
관련 이론적 지형, 국제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중학생의 특징 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을 토대로 연구 질문을
가다듬고 연구 관점을 정립하며 이 연구의 논의를 발전시켜 갔다.

나. 질적 사례 연구2)
1) 사례 및 연구참여자 현황
기초분석을 위한 1차년도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인 1) 도시 저소득층, 2) 도시
중산층, 3) 도시 고소득층, 4) 면 지역을 비교적 대표할 수 있는 중학교를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집단 구분을 위해서 먼저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기준을 설정한 후 법정 저소득층 비율을 참조하여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을 만한 학교들 명단을 만들고 현장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해서 후보학교를 구성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협의회와 학교의 동의를 구한 끝에 최종적으로 연구학교가 선정
되었다3). 그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로 가가중
학교, 도시 중산층이 밀집한 학교로 나나중학교, 도시 고소득층이 밀집한 학교로 다다중학
교,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라라중학교를 선정한 후 각 학교별로 남녀 학생을 최소 6명
씩 선정하여 총 52명에 대해 이들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성장배경과 과정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도 동일한 사례학교와 연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2) 질적 자료 수집에 대한 계획은 이미 1차년도에 종단연구를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립되었다. 따라서 일관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연차별 그 과정에 대한 서술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항의 세부
내용은 2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7: 8-20)의 내용에서 일부 발췌하고 달라진 부분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3) 사례 선정은 종단연구의 1차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1차년도 연구보고서(김경애 외, 2016: 39-44)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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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3차년도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연구 참여 학생들의 2학년 여름방학에 실시한
면담과 겨울방학에 실시한 면담, 그리고 참조인으로서 이들의 학부모 한 명씩과 1학기 중에
실시한 면담과 이들의 담임교사와 2학기 중에 실시한 면담 자료이다. 연구 참여 학생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나나중학교 남학생 한 명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에 실시된 면담부터는 참여자에서 제외되어 중학교 2학년 자료도 수집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현황 및 면담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Ⅰ-1> 연구 참여자 현황 개요
구분

학생

참여자 수

참여자 현황
-

가가중학교:
나나중학교:
다다중학교:
라라중학교:

15명(남
11명(남
13명(남
12명(남

9,
5,
6,
6,

여
여
여
여

6)
6)
7)
6)

2학년 여름방학 면담

2학년 겨울방학 면담

51명
(남 26, 여 25)

51명
(남 26, 여 25)

학부모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 1인씩

51명

교사

선정된 학생의 담임교사

21명(담임 중복 사례 발생)

합 계

123명, 174회(학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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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연구 참여자 현황: 학생 및 학부모4)
구분

연구참여
학생

성별

구분

연구참여
학생의 부모

학생과의 관계

가-1

고선윤

남

가-p1

조남주

어머니

가-2

주지호

남

가-p2

고해인

어머니

가-3

박성수

남

가-p3

서은하

어머니

가-4

민경원

남

가-p4

이시연

어머니

가-5

모정음

여

가-p5

허재경

어머니

가-6

이진형

여

가-p6

황보민

어머니

가-7

박효근

남

가-p7

박채아

어머니

가-8

조상철

남

가-p8

유예리

어머니

가-9

이승일

남

가-p9

전혜수

어머니

가-10

이석훈

남

가-p10

김태진

어머니

가-11

박혜연

여

가-p11

임지우

어머니

가-12

김성문

남

가-p12

장보경

어머니

가-13

김지연

여

가-p13

박동은

어머니

가-14

김재인

여

가-p14

한진솔

어머니

가-15

김예슬

여

가-p15

성아연

어머니

나-1

황승규

남

나-p1

나호진

어머니

나-2

유상호

남

나-p2

구나은

어머니

나-3

김용준

남

나-p3

이승주

어머니

나-4

권지환

남

나-p4

김하선

어머니

나-5

오희진

여

나-p5

박유영

어머니

나-p6

윤경은

어머니

학생 면담 시기

2017년 8월,
2018년
1월-2월

2017년 8월,
2018년 2월

나-6

전초롱

여

나-7

안세정

여

나-p7

하도연

어머니

나-8

장채연

여

나-p8

박연경

어머니

나-9

최재섭

남

나-p9

이세명

어머니

나-10

김선예

여

나-p10

백다영

어머니

나-11

허나영

여

나-p11

나승연

어머니

다-1

박민혁

남

다-p1

장현진

어머니

다-2

노준수

남

다-p2

진유미

어머니

2017년 8월,
2018년
1월/3월

4) 이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구 참여자 이름과 학교명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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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참여
학생

성별

구분

연구참여
학생의 부모

학생과의 관계

다-3

손태민

남

다-p3

박효경

어머니

다-4

강원우

남

다-p4

박새롬

어머니

다-5

민준기

남

다-p5

진원희

어머니

다-6

정우석

남

다-p6

오은우

어머니

다-7

차소미

여

다-p7

문소영

어머니

다-8

박보나

여

다-p8

이태연

어머니

다-9

한은서

여

다-p9

남진선

어머니

다-10

김채영

여

다-p10

고혜령

어머니

다-11

양은솔

여

다-p11

채영신

어머니

다-12

최선아

여

다-p12

윤은애

어머니

다-13

김다정

여

다-p13

이혜림

어머니

라-1

김예린

여

라-p1

김상우

어머니

라-2

윤형구

남

라-p2

이유빈

어머니

라-3

박소혜

여

라-p3

최아람

어머니

라-4

주나래

여

라-p4

곽혜원

어머니

라-5

정대현

남

라-p5

정이나

어머니

라-6

홍태하

남

라-p6

하윤진

어머니

라-7

박경준

남

라-p7

서경아

어머니

라-8

이영배

남

라-p8

송수향

어머니

라-9

배유라

여

라-p9

허민서

어머니

라-10

남찬욱

남

라-p10

류난영

어머니

라-11

차민정

여

라-p11

채여정

어머니

라-12

송고은

여

라-p12

홍명희

어머니

학생 면담 시기

2017년 8월,
2018년
1월-2월

부모 면담
시기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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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연구참여자 현황: 교사
구분

성별

교사 가1

여

교사 가2

남

교사 가3

남

교사 가4

여

교사 가5

여

교사 다1

남

교사 다2

여

교사 다3

여

교사 다4

여

교사 다5

여

교사 다6

남

교사 다7

여

면담 시기

2017년 12월

구분

성별

교사 나1

여

교사 나2

여

교사 나3

여

교사 나4

남

교사 나5

여

교사 나6

남

교사 나7

여

교사 라1

여

2017년 12월

면담
시기

2017년 12월

2017년 12월
교사 라2

여

2) 자료 수집 과정: 심층 면담5)
3차년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된 자료 수집은 학생 면담 2회, 학부모 면담 1회, 담임교

사 면담 1회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한 학년에서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기 위해
서 전년도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2018년 말에 발간하는 본 보고서의 자료 수집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 내용도 해당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공동연구진 중 4명이 각각 하나의 사례를 맡아서 모든 자료 수집을
직접 수행했다. 1차년도에 가가중학교, 나나중학교, 다다중학교, 라라중학교를 각각 담당
하는 연구자를 정했으며 이후 2차년도에 이어 3차년도에도 변함없이 이들이 해당 집단과
관련된 자료수집과 분석 및 집필을 전적으로 담당했다. 이 연구가 질적 종단연구이기에 심
5) 면담의 전체적인 과정은 1차년도 및 2차년도와 비슷하다. 세부 일정 및 질문에서 차이가 있으며 소수의 탈락자가 있었던
점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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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종단적
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도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 집단과의 모든 연구과정에 대한 한 연구자의 전담을 필수로 하였
다. 다만 때때로 다른 집단 사례를 맡은 연구자가 다른 사례를 위한 학교 방문이나 면담에
동행하기도 하였고, 연구 참여자별, 즉 학생, 학부모, 교사별 면담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매
번 연구진들이 만나 면담 과정을 소상히 공유하고 주요 발견점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생각과 느낌까지 자세히 나누었다.
질문지 개발 단계에서는 우선 당해 연도 핵심주제에 맞는 질문 주제 영역을 설정하고
연구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지 초안을 구상한 후 만나서 검토하면서 공동의 질문지를 완
성하였다.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이후 주제 발굴과 코딩의 과정에서는 물론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호 자료 검토와 토론을 하면서 비교를 위한 교차 분석을 하였다.
심층면담 과정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학기에 학부모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부모로서 곁에서 지켜본 자녀의 중학교 2학년 생활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의 경험, 고민, 생각, 그리고 기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여름방학에 학생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 중학교 2학년 1학기와 여름방학의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질문하였으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관계에 대해
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2학기에 연구 참여 학생들의 담임교사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에게는
해당 학교와 그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부터 담임교사로서 연구
참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관찰한 내용까지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넷째, 겨울방학에 학생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로 2학기 생활에 초점을 두되 2학년
생활 전체에 대한 개인적 느낌과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여름방학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생 면담 시 그동안 작성한
일기나 포트폴리오, 사진 및 기타 연구자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기를 원하는 자료들을 같
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상의 3차년도 질문, 자료 수집, 주요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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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3차년도 핵심질문과 연구방법 개요(김경애 외(2016: 32-33)를 일부 수정)
2차년도
핵심 주제

∙ 중학교 2학년 성장과정의 특징
∙ 성장과정에서의 정체성 변화

주요 질문

∙ 중학교 2학년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 중학교 2학년 학습경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 경험의 배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 특별한 경험
- 학습역량, 지성적 습관 등
- 신체, 생각의 변화 등
∙ 중학생의 정체성(자기인식)은 그 특징이 무엇이며 학습자로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사회적 정체성
-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정체성이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주된 연구 방법

자료 수집

주된 수집 내용

보고서 분석 대상 자료

∙ 질적 사례연구
∙ 학생 면담: 중학교 2학년 여름과 겨울 각 1회씩
∙ 참조인 면담
- 부모 1회
- 담임교사 1회
∙ 중학교 2학년 생활
-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 정체성
- 자신에 대한 여러 차원의 인식
- 소속 집단 속에서의 정체성
- 정체성이 학습 생활에 미치는 영향
∙ 2학년에 해당하는 자료들

[그림 Ⅰ-1] 연구참여자들의 중학교 2학년 생활 및 정체성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시행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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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담과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면서
필요한 시점에서는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질문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각 집단별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가) 가가중학교
중학생의 성장과정에 관한 4년간의 질적 종단연구의 3년차 연구로서, 가가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 15명의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생별로 2회, 학부모 1회, 담임
교사 1회 등 총 4차에 걸쳐 50회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학생들의 학부모 15명과 사전에 전화 연락을 통해 면담 일정을 잡고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부모 인터뷰는 모두 학생의 어머니가 참여하였다. 전체 15사례 학
부모 인터뷰 중 12사례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으며, 어머니의 직장으로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가 2사례 있었고, 직장에 근무하는 어머니가 휴가를 내고 학부모 모임이 있는
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가 1사례 있었다.
학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 학교 측에서 제공한 별도의 교실을 인터뷰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애초 예정된 인터뷰 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많은 경우 1시간이 훨씬 넘게 진행
되었다.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인터뷰 시간을 잘 맞추고 호의적이었으며, 이미 전년도에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와의 친밀감을 상당한 정도로 형성한 경우가 많았다. 만나자
마자 시댁 얘기를 시작하거나 사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학생의 경우, 첫 번째 인터뷰는 2017년 1학기를 마친 후 여름방학 직전에 연구 참여 학
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인터뷰는 2017년 2학기를 마친 후 겨울방학
기간에 이루어졌다. 학생 인터뷰 역시 약 1시간씩 진행되었다. 학부모 인터뷰와 마찬가지
로 학생 인터뷰의 경우에도 가가중학교에서 학부모대기실을 인터뷰 공간으로 제공해주었
다. 심리검사6) 및 질문지 작성은 별도의 교실 또는 교육복지 공간을 활용하였다.
인터뷰의 분위기는 학생의 성격이나 성별 등에 따라 편차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6) 심리검사는 면담일에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는 본 3차년도 보고서에서 활용하지 않고 4차년도 보고서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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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사이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여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대체로 시간을 잘 맞
추고 성실하게 답변하였으며, 인터뷰 동안 제공된 과자나 음료수 등의 빈 봉지를 모두 가
지고 나가 휴지통을 찾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집중력에는 편차가 많아서 인
터뷰가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정자세로 인터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20분 정도
가 흐르면서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집중력의 편차에서는 성차가 크게 느
껴졌고, 평소의 생활습관의 영향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2017년 12월에는 연구 참여자 학생들의 담임교사 5명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가

중학교의 연구 참여 학생 수는 15명인데 그중 학급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 참여
학생 15명의 담임교사 수는 총 5명이었다. 교사들은 인터뷰에 협조적이었고, 성의 있게
인터뷰에 임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의 교직 경험에 비추어 가가중학교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 학교생활의 특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물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 역시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었다.

나) 나나중학교
나나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 11명에 대해서 학생별로 2회, 학부모 1회, 담임교사 1회 등
총 4차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 학생 11명의 학부모 인터뷰를 2016
년 7월에 진행했는데 모두 어머니가 참여해 주었다. 처음에는 6월 말에 면담을 하고자 했
으나, 의논하는 과정에서 기말고사 임박해서는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예민할
수 있으므로 기말고사 이후로 일정을 잡는 게 좋겠다는 학교 담당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일정을 7월 초로 조정하여 실시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나나중학교에서 1층 교무실
옆의 소회의실을 면담 장소로 제공해 주었기에 학부모들은 동일한 장소로 쉽게 찾아왔다.
대부분 시간에 맞추어 왔고 이미 두 번째 인터뷰였기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익숙한 듯 자연
스럽게 질문에 답하였다. 단 1명(안세정 어머니)은 약속 당일 아침에 아파서 참석하기 어렵
다는 연락을 주어 여름방학 때 학생면담 시기에 재약속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여 주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매우 간단하게 보고한 일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들을 수 있어서 참조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학생 인터뷰는 이들의 2학년 시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인 2017년 7월과 2018년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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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다. 남학생 한 명이 외국으로 이주해가게 되면서 1학년 겨울방학에 이루어진 인터뷰
부터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이 참여했다. 역시 1층 교무실 옆의
소회의실을 면담 장소로, 도서관을 활동지 작성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 챙겨
주어서인지 모든 학생들이 약속 시간을 잘 지켜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학생 면담 시에는
과자와 음료수를 준비해 주었는데 면담 종료 후에 본인이 먹은 과자나 음료수 등의 포장지
를 모두 가지고 나가 휴지통을 찾아서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만난 학생들은 1학년 때와 모습과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첫 느낌은 다소 어두워
졌다는 것이다. 1학년 때의 생기발랄했던 모습에 비하면 처지는 분위기에 면담 답변 내용
도 어두워졌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인지적으로나 사고력 측면에서 1학년 때보다
부쩍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답변이 단순해진 느낌도 들었다. 2학년 겨울방학 때도 여전히 아이들은 시간약속도 잘 맞
추고 성실하게 면담에 참여해 주었다. 그런데 면담 장소에 들어오는 첫인상에 아이들이 상
당히 이완된 분위기라고 느꼈다. 2018년 2월 초에 만났는데 12월 초에 기말고사를 치르고
겨울방학식 전까지 학교에서 영화를 보는 등 즐겁게 지내다가 그 분위기를 이어 자유 시간
이 확보되는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어서 여름방학 때 모습과는 다른 여유가 느껴졌다. 겨울
방학 때는 남학생 1명(최재섭)이 광역지자체가 달라지는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였는데도
참여해 주었다.
교사 인터뷰는 11월에 진행되었는데 11명의 아이들이 7개 학급에 걸쳐 있었기에 7명의
담임교사 면담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학교생활, 역할의 특징, 부모
와 접한 경험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학급과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속에서의
교사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교사 면담 역시 학교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는데
수업이 없는 시간으로 미리 약속을 잡아서 진행했으며 중학교 한 교시가 45분이기에 면담
은 그 안에 진행해야 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연구에 담임으로서 마땅히 도와줘
야 한다는 생각으로 면담에 임했으며 연구 참여 학생들에 대해서 뿐 아니라 학교 전반의
분위기와 교사로서의 경험과 감정 등을 솔직하게 풀어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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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다중학교
2017년 3월, 전년도에 이 연구를 지원해준 1학년부 부장교사에게 올해 2학년부 부장교

사를 소개받았고, 4월초 다다중학교를 방문하여 2학년부를 맡은 부장교사에게 연구에 대
한 취지와 내용,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주의사항 및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올해 연구
의 협력교사라고 할 수 있는 2학년부 부장교사는 2학년이 된 후 학부모들이 성적에 민감하
기 때문에 기말고사 이전보다 이후에 학부모 면담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를 참조하
여, 전년도 6월에 진행한 학부모 면담을 7월로 미루었고 기말고사 종료 다음날부터 3일
동안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전년과 마찬가지로 다다중학교 교무실 앞에 위치한 교
사협의회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학부모 면담을 잡고 면담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학부
모 면담 과정이 전년보다 한결 수월하다고 느꼈다. 학부모들은 개인적 일정이 있었겠지만,
연구자가 시간 조율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승낙하였고, 면담 당일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편
안하게 면담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자와 학부모들 간 라포 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에게 이 연구에 대한 참여가 자녀에게 나쁘
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학생들과의 면담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2차례 이루어졌다. 여름방학의 1차 면담은
2017년 8월 초에 진행하였고, 겨울방학의 2차 면담은 2018년 1월 중순에 진행하였다. 전

년도 학생들과의 첫 만남을 진행하였던 여름방학 기간에 다다중학교 내부 설비 교체 공사
가 진행되어서 학생 면담을 학교 인근 프리미엄 독서실의 세미나실에서 진행한 바 있다.
올해 학생 면담은 학부모 면담을 진행한 학교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지 않고, 전년도 학생
면담을 실시한 프리미엄 독서실의 세미나실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전년도 면담에 참
여해왔던 학생들이 학교 인근 프리미엄 독서실을 익숙해한다는 점과 냉난방이 잘 되어 있
어서 쾌적하다는 점, 무엇보다 학생 면담 과정에서 활동지 작성 및 심리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2개의 독립된 면담 장소가 필요한데 다다중학교 내에서 인접한 독립 공간 2개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남학생들은 매번 방학에 만날 때마다 부쩍 키가 커지고,
거뭇한 수염이 나거나 목소리 톤이 낮아지는 등의 변화가 두드러졌고, 여학생들의 경우 그
러한 성장 모습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색조 화장을 하는 등의 변화 모습이 포착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길게 대답하거나 질문하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
드는 등 학생들의 자기 삶에 대한 진술에서 자연스러움이 묻어났다. 연구자와의 개인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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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듭해오면서 생긴 익숙함과 자신감, ‘중2’가 된 학생의 개인적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다중학교 교사 면담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 중인
12월 초에 진행하였다. 기말고사 직전이나 직후보다 오히려 시험기간이 시험 감독만 할

뿐 수업 자체의 부담도 적고, 문제 출제 및 문제 채점 등의 시험 관련 업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 기간을 선호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교사 면담은 전에 학교장 및 2학년
부장교사와 개별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다다중학교 학생들, 특히 2학년 학생들의 삶과 모
습, 2학년 학생들의 특징 등을 조사하였다. 곧이어 연구 참여 학생 13명이 속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7명을 각각 면담하여, 연구 참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라) 라라중학교
2017학년도 첫 면담은 학부모 면담으로 시작되었다. 면담 전, 책임연구자 및 보조연구

원과 함께 교장실에 방문하여 새롭게 배정된 2학년 학년주임교사와 2반 담임교사와의 협
의회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 및 3차년도 연구계획,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일정에 따라
학부모 면담이 진행되었다.
학부모 면담은 6월 초, 학부모와 개별 전화 통화를 하여 면담 일정을 협의하였고, 6월
말 총 3일(6월 26일, 28일, 3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어머니들
은 반차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오전이나 오후 일과시간 내 일정을 잡았으나 몇몇 어머니
들의 경우는 야간근무나 근무시간 조정의 어려움으로 금요일 오후 늦게 면담이 이루어졌
고, 몇몇 어머니들이 일정 조정을 요청하여 1~2차례 일정이 조정되었다. 또한 한두 어머니
의 경우 면담일정을 잡는 도중에 “아이만 연구해도 될 텐데.”, 혹은 “우리 아이에 대해 연구
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전달하였다. 1차년
도 학부모 면담에서는 아버지 1명과 어머니 11명과 면담이 진행되었는데, 3차년도에서는
12명 모두 어머니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일 년 만에 다시 만나 면담을 하게 되면서 안부를

묻고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면담이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작년에 만났던 면담
자에 대해 매우 반갑게 인사하고 친근함을 표시하였다.
학부모 면담 장소는 매번 면담이 이루어지는 1층 보건실에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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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은 약속된 시간보다 10-20분 정도 일찍 학교에 도착하여 도서관 빈 공간에서 대기가
이루어졌다. 면담은 학부모당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고 녹음되었다. 면담 전 대기실에서
연구조원이 올해 연구 일정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받았다. 중학생의 생활과 정체성에 대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유의미 타자인 어머니의 관점에
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삶을 파악하였다.
라라중학교의 3차년도 1차 학생면담은 여름방학 중에 이루어졌는데 3주간의 다소 짧은
방학이라 총 12명의 학생 중 8명이 8월 중순까지 여름방학 중에 인터뷰를 마쳤고, 나머지
4명은 8월 말 개학 후 면담이 진행되었다. 우선 2017년 8월 8일, 14일 양일에 거쳐 이뤄진

면담은 1층의 1학년 1반 교실과 미술실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도착하자마자 미술실에
서 30분 동안 자기 개념도와 질문지를 간단히 작성하고 약 1시간가량 심층 면담을 교실에
서 진행하였다. 교실은 에어컨이 있고 넓은 공간이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방음이 어려우며 1인 면담실로는 다소 커서 오히려 면담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을 호소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라라중학교 2차 면담은 1월 29일(월), 2월 1일(목), 2월 2일(금)의 3일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월요일까지 관악부 캠프를 다녀온 학생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면담을
진행하였고, 관악부 소속이 아닌 학생들(배유라, 박경준, 남찬욱)은 월요일에 면담을 진행
하였다. 목요일에 약속을 잡았던 윤형구가 당일 오전 일찍 약속을 다음 날로 옮긴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도착하여 심리검사와 면담을 끝까지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다. 면담 장소는 지난 여름 학급 교실을 이용했던데 반해 겨울이라 난방이 가능한
3층 위클래스(상담실)과 진로진학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심리검사는 1층의 학습도움반실

과 같은 층의 위클래스에서 일부 이루어졌다. 면담을 진행하는 데는 넓고 조용한 장소였으
나 난방이 잘 안되어 학생들이 추워하면서 면담이 진행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겨울방학
에 중학교 2학년을 마친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여학생들의 경우 주나래 한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전 면담에서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면담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남학생들은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면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2차년도 주요 주제인 정체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2017년 교사 면담은 2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12월에 이루어졌다. 2학년 담임교사
2인을 대상으로 12월 8일 오전 10:00~오후 3:00까지 면담이 진행되었다. 점심 이전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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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2반 담임과의 면담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면담이 진행되었는데 처
음에는 연구와 면담에 낯설어하는 모습이었으나 이내 연구 참여 학생에 대해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셨다. 1반 담임교사의 면담은 점심식사 이후 같은 보건실에서 진행
되었으나 학교 방송국에서 점심방송을 진행하는 소리 때문에 면담의 집중도가 다소 떨어
진 경향이 있었다.
2016년의 경우 연배가 비슷한 두 명의 여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이 진행되어 학생들

이나 학교에 대한 의견이 유사했던데 반해, 올해 2학년 담임 교사의 경우 한 분은 오랫동
안 C도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학생들을 10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어, C도 읍면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시대적 변천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었다. 또한, 다른 한 교
사는 신규 임용되자마자 라라중학교에 배정받은 교사로서 이전에 다른 도 중학교의 국어
계약직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동시대 지방 중소도시 중학생들과 비교하여 읍면지역
의 라라중학교 학생들을 비교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다. 전문가 협의 및 자문
이 연구에서는 몇 시점에서 중학생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교사, 장학사 등 현장 전문가
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정련화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 자료를 코딩
하여 일차적으로 원고 초안을 작성한 후 분석 및 해석 결과에 대해서 현장 전문가들과 협
의하고 이들의 자문을 받는 기회를 가졌으며,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초안을 토대로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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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중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중학생들의 경험을 되도록 생생하게 정리하고
이를 의미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되 특별히 계층과 지역에 따른 차이도 드러냄으로써 이들
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각 학교별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한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성실하고 부모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밟은 뒤 동의를 받은 명단 가운데에서 다양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4년 간 일 년에 두 번 인터뷰에 응하면서 심
리검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읽거나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녀의 연구 참여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동의할 뿐
아니라 본인도 1년에 한 차례씩 면담에 응할 것을 동의한 학부모라는 점에서 이미 상당히
걸러진 집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동시에 동의를 해주었다
는 점에서 서로 관계가 좋은 편이고 소통도 잘 되는 편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정생활이 다소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부모 면담 참여자
가 모두 어머니여서 아버지나 다른 보호자의 역할과 생각 등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인 가가중학교에서는 연구에서 배제되기 쉬운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일대일로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정 배경이나 학생
의 행동 특성상 연구에 참여하기 쉽지 않았던 학생들 일부가 참여하게 되었으나 전체 명단
을 보면 여전히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가중학교 연구 결과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섞여 있어 상대
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특성이 축소되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가 중학생의 ‘성장 과정’을 탐색하고 있는데 ‘성장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 중심으로 접근한다. 즉 사전에 구체적인 분석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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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그 잣대로 성장 과정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들의 경험의 변화를 추척하면서 학생들
의 삶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성장’에 대해서 녹여내고자 한다. 따라서 성장 과정을 개념적
으로 ‘경험의 변화’ 혹은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라는 틀에서 정의하면서 경험의 변화를 드
러낼 수 있는 축으로 관계, 정체성, 진로를 핵심 세부 개념으로 삼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질적 연구의 특성이지만 분석적인 접근으
로 요소 혹은 변인별 구체적인 영향도를 밝혀내고자 하는 양적 연구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한계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자료 수집을 주로 면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서는 연구를 위해서 주어진 예산과 시간의 한계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허락할 수 있는 수고로움 정도를 고려해야 하
는 줄타기 과정에서 4년 동안 기꺼이 연구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이 현실적으
로 이 정도라고 판단했으며 사례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내러
티브 접근이 인간의 경험세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며 참여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Clandinin & Connelly, 2000: 18-20)에서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1년에 2회 진행한 학생 면담 결과에 대해 1년에 1회씩 진행한 학부모와 담임교사
면담 결과를 참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면담 자료를 보완하고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였다.
또한 연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와 편의를 위해서 주로 학교에서 면담을 실시하
였는데 덕분에 학교의 지리적 위치, 전반적인 분위기, 학생들의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었
으며 일부 학부모 면담을 가정에서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가정생활을 관찰할 기회를 얻기
도 했다. 학생에 따라서는 스마트폰 자료나 노트 등 개인 기록이 담긴 자료를 연구자와
공유해주어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넷째, 이 연구가 종단연구로 수행되지만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고
려하여 종단적 흐름을 담는 분석은 마지막 해인 4년차 보고서에 집중적으로 담는다. 1차년
도는 4년간의 연구를 설계하는 것 외에 간단한 회고적 생애사를 담았고, 2차년도와 3차년
도에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각 학년별 생활과 학습경험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담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해에 ‘성장 과정’을 서술할 때 중요한 개념적 축이 될 ‘관계’와 ‘정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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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한 해씩 집중하여 담았다.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을 보내는 동안 특별한 경우가 아
니면 가정이나 지역의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으며 학교 역시 동일 학교에 다니기에 생활
환경상 큰 변화의 요소는 없다. 다만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는 내용
이 달라지고 학급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점들
이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경험에 크게 영향을 주기에 이러한 역동은 담고자 하였다. 해당
연도의 학생들 삶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도와의 차이를 언급하지만
본격적인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서술은 4차년도에 그동안 보고된 것들을 종합하면서
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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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단연구의 구성 및 1~2차년도 연구 결과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1

종단연구의 핵심 주제 및 연구 설계7)

가. 연구의 관점과 핵심 주제
1) 관통하는 주제로서의 ‘성장’ 개념 및 ‘성장 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하위 개념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내린 자비스(Jarvis, 2006: 8-26)
에 따르면 학습이란 “전인(whole person) - 즉 몸(유전적, 신체적, 그리고 생물학적)과 마
음(지식, 기술, 태도, 가치, 정서, 신념, 지각) - 이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인식
된 내용은 인지적･정서적, 혹은 실용적으로 전환되어, 사람의 개인적 전기(biography)로
통합됨으로써 변화된 (또는 보다 경험 많은) 사람을 결과하는 것”이다(Jarvis, 2006: 13).
이는 기존의 협소한 학습에 대한 정의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학습
을 재정의한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7) 이 장은 종단연구라는 특성상 독자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2차년도 연구의 배경과 바탕이 되는 전체
종단연구의 흐름과 주제, 연구설계, 그리고 1차년도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1차년도 보고서의 일부를 제시하는
데, 1절은 김경애 외(2016: 25-35, 39-42, 51-53)의 내용을 발췌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림도 대체적으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일부 변형된 것은 별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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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학습을 통한 사람의 성장
출처: Jarvis, 2006: 23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통한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위의 정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매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
는 경험(횡적 차원)이고, 이 가운데 개인적 전기가 변화된 것이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험
에 의해 다시 변화되는 과정(종적 차원)이 반복된다. 이러한 종적 및 횡적 차원을 구체적으
로 어떤 요소들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론들을 결합하여 이 연구의 관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기에 한정된 여건과 지면 안에서 성장 과정
을 들여다본다고 할 때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현상 혹은 요소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험을 통해 개인의 전기가 지속적으로 변
화하는 것이라면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 바로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 이 연구의 초점이 된다.
이때 ‘경험’은 적어도 성장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교육적 경험’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
육적 경험은 ‘상호작용의 원리’와 ‘계속성의 원리’를 속성으로 갖는다(Dewey, 2002: 140).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경험의 상호작용성을 보기 위해서 핵심 주제로 ‘자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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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를, 계속성을 보기 위해서 ‘진로’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연구 참여 학생들의 경험의 재구성, 즉 성장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추적하는 질적 종단연구인 이지혜
외(2014: 4)에서 이미 유사하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
행연구의 관점을 일부 변형하여 수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지혜
외(2014: 4-7)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8). 먼저 이 연구에서
‘관계’는 모든 경험이 상호작용성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도출되었다. 자아와 교섭하는 환경

을 같이 들여다볼 때, 환경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경험 주체와 상호작용하는 직접적인 대상
모두가 해당된다. 한 사람을 둘러싼 경험의 맥락으로서의 환경은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회 환경 중에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주요한 환경이다.
두 번째 주제인 ‘자아’는 학생이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온 경험체라고 설명된
다.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전기에 통합되어 만들어진 자아, 즉 ‘나’는 다시 그 다음의 경험
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의 전기에 통합되어 변화된 ‘나’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삼은 ‘진로’는 경험의 속성 중 연속성을 겨냥한 것이다. 성장은 시간을
타고 이루어지기에 과거-현재-미래의 맥락 속에서 비로소 읽힐 수 있다. 학생 연구에서
이러한 시간성을 염두에 두면서 선택한 주제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진로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현재 경험의 재구성 목적, 그리고 바라는 자신의 미래상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로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관점을 차용하여 1) 관계, 2) 정체성(자기인식), 3) 진로를 연구의 초점
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이지혜 외(2014) 연구의 1) 관계, 2) 자아, 3) 진로 중 ‘자아’를
‘정체성(자기인식)’으로 바꾼 것이다. 자아가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폭넓어서 자신에 대한

개인의 자기인식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중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는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표현을 가지고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매년 다루면서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매년 관련 자료를 수집하되 보
고서에 담는 것은 연도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 대신 마지막 연도의 보고서에서 그 흐름
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종단연구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8) 이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은 이지혜 외(2014: 4-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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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4차년도에 경험의 상호작용성의 측면을 사회의 측면으로 확장하
여 사회구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일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시도를 한다. 구체적으로 중
학교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어 그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림 Ⅱ-2] 연차별 보고서 주제(* [ ] 속이 연차 표시)

요컨대, 이 연구에서 ‘성장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보고자하며
이 때 성장으로 이끄는 교육적 경험의 상호작용적･계속적 속성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1)
관계, 2) 정체성(자기인식), 3) 진로의 측면에서 어떤 양상 및 변화를 보이는지를 들여다보
고자 한다. 세 측면에 대해서 매년 자료를 수집하되 보고서에는 연차별로 한 주제씩을 담
다가 마지막 해에 종합하면서 ‘진로’를 핵심 주제로 하여 시간의 흐름을 담으면서 ‘관계’와
‘정체성(자기인식)’ 측면까지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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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적 관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세계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환경 혹은 학습환경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학
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의 생활환경을 범위로 삼는다. 이에 대해서는 브론펜브
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89)에서 제시한 환경을 참조
할 수 있다. 그는 생태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했는데 이를 중학
생을 위한 성장환경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미시체계는 중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개개인들과 직접적 접촉을 하는 상황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간의 관계, 외체계는 중학생
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중학생이나 중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성인에게 큰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 거시체계는 사회 속의 제도적 삶을 정의 내리고 조
직화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준별 환경을 중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구성한다면 다음 표에서 제시한 예시들이 가능할 것이다.

<표 Ⅱ-1> 청소년의 생활세계 구성
영역*

<미시체계>
중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개개인들과 직접적 접촉을 하는
상황들

<중간체계>
미시체계 간의 관계

예시
∙ 가족 관계 강화
∙ 학교의 취약집단에 대한 민감성 제고 및 맞춤형 운영
∙ 또래 관계 진작 가능한 공간 마련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기능 구축(교육, 돌봄, 문화, 진로 등)
∙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수업 실현
∙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동아리 활성화
∙ 또래 멘토링, 또래 상담, 또래 협의체 등 운영 활성화
∙ 다양한 집단의 아동･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다문화, 탈북, 장애 등)
∙ 다양한 집단 출신 교사 할당제
∙ 학교급별 연계
∙ 학교에서 학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 구안
∙ 미시체계들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허브역할 강화
∙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려한 정책
∙ 각 단위별 협의 구조 구축 및 활성화
∙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저소득, 다문화, 탈북, 장애 등 취약집단별 특화된 기능들의 연계
∙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을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소액 기부 운동 활성화
∙ 주민의 기부, 후원체계 마련
∙ 시민역량 개발과정 마련
∙ 가족품앗이 활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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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예시

∙ 지자체에서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의 정책 우선순위예산 책정
∙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층별, 직업별 할당제
<외체계>
∙ 학부모를 위한 직업훈련 체제 강화
중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 다양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의료, 보건, 주거 등 복지체제 점검 및 과제 도출
중학생이나 중학생들과
∙ 교육의 측면에서 대중매체 영향력 평가 및 활용방안 구안
상호작용하는 성인에게 큰 영향을
∙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여를 위한 배려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 지역 교육네트워크의 현안 제기와 해결책 모색
환경
∙ 정책 개발에 다양한 집단의 고른 참여 진작
∙ 사회 각 부문별 의사결정기구에 다양한 계층 참여 진작(직장평의회 등)
<거시체계>
∙ 교육정책 기조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에 초점
사회 속의 제도적 삶을 정의 내리고 ∙ 공동체적 가치 확산
∙ 시민사회 역할 강화
조직화하기 위한 청사진
출처: 류방란 외(2013: 6)를 재구성
* 영역 구분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89)에서 제시한 구분을 차용

이와 유사하게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를 3개의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논의가
있다(Raffo, 2009; Raffo et al., 2009, 2010). 이들의 연구는 빈곤과 교육 사이의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논의를 검토하는 분석틀로서 세 가지 수준(미시, 중시, 거시)을 제
시하였다. 이때 미시적 수준은 개인과 가정을 범위로 한 것이며, 중시적 수준은 친척, 지역
사회, 이웃, 학교 또래집단과 같은 근접 사회적 맥락을 범위로 한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수준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구조, 전 지구적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
이 있는 권력이나 불평등 등을 범위로 한다. 이러한 구분을 참조로 한다면 중학생의 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 중시, 거시적 수준으로 나눠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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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준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대상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이웃,
학교, 또래집단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달심리학적, 생애 과정 차원의 개인/가족의 강점, 문제,
결함(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 빈곤으로 인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회복탄력성 등
∙ 정체성 형성
∙ 우월성과 낙인의 내면화 과정
∙ 가족관계의 특징
∙ 가족 자원
∙ 가족 내 양육방식과 양육 철학
∙ 지역별 계층화 및 차이(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차이)
∙ 지역사회 인프라 차이
∙ 지역별 학교의 특징과 차이
∙ 학교 커리큘럼이 집단별로 미치는 영향
∙ 학교 거버넌스의 차별(특정 집단에 유리한가?)
∙ 교사-학생관계(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
∙ 학교선택제의 영향
∙ 특정 학교와 지역이 분리되고 격리되는 기제

국가 및 지방 경제, ∙ 전지구화로 인한 사회 경제의 재구조화
사회 구조, 교육 ∙ 사회･경제적 구조가 교육기회와 교육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 및 기제
∙ 교육정책이 교육과 학습경험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일으키는 과정
체제

출처: 김경애 외(2016: 8)를 재구성

이러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세계에 대한 생태계적 관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필요
한 자료의 영역을 설정하고 질문으로 구체화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종적 관점: 생애과정적 접근(life course theory)
이 연구에서 종단적으로 중학생의 성장과정을 추적하면서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생
애과정이론을 따르고자 한다. 생애과정이론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역사적, 생
애사적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 관점의 기본적인 관심은 “어떻게 삶이 사회
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Elder Jr, Johnson, & Crosnoe, 2003: 8). 개인과
집단은 사회에서 특정 궤적을 그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경로(social pathway)’는
역사적으로 혹은 사회 제도에 의해서 구조화된다(Elder Jr, Johnson, & Crosnoe, 2003:
8). 개인이 경로를 선택해 가지만 이러한 선택 가능한 경로 혹은 선택지는 사회제도와 문화

에 의해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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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이 갖는 패러다임의 특징은 다음의 5가지 원리로 설명된다(Elder Jr, Johnson,
& Crosnoe, 2003: 10-14). 첫째는 생애 지속 발달의 원리로서 인간의 발달은 생애가 지

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행위 주체성의 원리로서 개인은 역사와 사회 환경의 기
회와 제약들 가운데에서 선택과 행위를 통해서 생애과정을 구성해간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간과 장소의 원리로서 개인의 생애과정은 그들의 일생이 거쳐 가는 역사적 시간과 장소
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시간적 조화(timing)로서 생애 이행, 사
건, 행동 패턴 등 발달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선행사건과 그 결과는 개인의 삶에서 타이밍
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연결된 삶들의 원리로서 삶은 관계 속에서 영
위되는 것이고 사회역사적 영향은 이러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생애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세
기에 들어와 거대한 사회적, 지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선도적인 종단연구가 실행되는 과
정에서 사춘기 청소년과 성인의 발달은 기존의 아동을 보던 모델로는 추적될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되었다(Elder Jr, Johnson, & Crosnoe, 2003: 4).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삶을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보면서 이를 대인관계, 사회, 역사적
측면과 연관시켜 보기 위해서 생애과정이론의 관점을 채택한다. 즉 시간성과 공간성이라는
매트릭스 위에서 개인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다양한 요소들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동일 학년과 연령대의 집단을 상정한 것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시기의 삶을 들여
다볼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 생애과정을 특별히 사회적 역할과 연결한 개념이 ‘진로’라
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학생이 졸업하여 고등학교나 취업 등 다
음의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들여다볼 때에도 이 관점은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나. 연구 설계: 질적 사례연구[생애사적 인터뷰(Ⅰ)-횡단적 분석(Ⅱ)-횡단적
분석(Ⅲ)-종단적 분석(Ⅳ)]
이상의 관점에서 이 연구의 4년간의 종단적 설계를 종합하면 <표 Ⅱ-3>과 같다. 매해
각 학년도별 학생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시기별 성장과정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별
도의 연도별 핵심 주제를 보고서에 담고자 한다. 당해 연도 핵심 질문은 그 연도에 중학생
이 겪는 경험을 성장에 비추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밑그림을 그리는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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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시기의 특성을 담기 위한 주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서 현 시점에 이들
이 학습자로서 갖는 특징이다. 그리고 핵심주제는 향후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 설계이다. 2차년도에 이 시기의 특성을 담기 위한 주제는 중학교 1학년 교육적 경험
의 특성이고 핵심 주제는 관계이다. 3차년도에 이 시기의 특성을 담기 위한 주제는 중학교
2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이고 핵심 주제는 정체성(자기인식)이다. 마지막으로 4차년도에

이 시기의 특성을 담기 위한 주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진학 단계 교육적 경험의
특성과 데이터로 드러나는 이들의 특징 및 이유이고 핵심 주제는 진로이다. 그리고 4차년
도에는 종단연구 전체를 종합하면서 일부 거시적 분석도 곁들이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가 질적 종단연구의 틀을 가지고 매해 질적 사례연구로 진행되지만 1차
년도에는 그 시기까지의 성장과정을 회고적 진술을 통한 생애사적 접근으로 담고, 2차년도
와 3차년도에는 각 연도별 학생들이 겪는 경험을 담으면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핵심 주제 하나씩을 담는 횡단적 접근을 하며, 마지막 4차년도에 그동안 중학교
시기를 겪으면서 이루어진 경험의 변화를 담으면서 특별히 진로를 중심으로 관계와 정체
성을 포괄하여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서술하는 종단적 접근을 하고
자 한다. 결국 1차년도는 전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는 마
지막 해 종단적 분석과 해석을 위한 시기별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매년 겨울에는 심리검사를 병행하여(총 3회) 이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가늠한다.
그리고 집단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검
사는 학습전략검사Ⅱ(MLST-Ⅱ), U&I 진로탐색 검사, TCI(청소년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심리검사 결과를 4차년도 연구에서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표준적인 경향성
에 비추어 보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질적 면담자료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비교
하면서 질적 해석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검사를 시행한 전문가가 학부모를 만나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고 해석해준
다. 이 부분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때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 연구의 연차별 보고서에 담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9).

9) ❙그림 Ⅱ-3❙은 1차년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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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본 질적 종단연구의 연차별 핵심 주제와 내용(김경애 외, 2017: 36의 일부를 수정)

이러한 내용 구성을 위해서 실행하게 될 이 종단연구의 연차별 주요 질문, 방법, 자료수
집 등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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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종단연구 연차별 핵심질문과 연구방법 개요(김경애 외(2016: 32-33)를 일부 수정)
1차년도(밑그림)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초등학교 시기까지 성장과 ∙ 중학교 1학년의 생활과 성 ∙ 중학교 2학년 교육적 경험 ∙ 중학교 3학년 교육적 경험
정 및 배경의 특징
장과정
의 특성
의 특성
- 연구참여 학생들의 중학 - 중학교 1학년 생활의 특 - 중학교 2학년 생활의 특 - 중학교 3학년 생활의 특
주제
교 입학 전까지의 성장과
징은 무엇인가?
징은 무엇인가?
징은 무엇인가?
[1]과
정과 이의 바탕이 된 성 - 중학교 1학년 학습경험의 - 중학교 2학년 학습경험의 - 중학교 3학년 학습경험의
질문
장배경의 특징은 무엇인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은 무엇인가?
가?
- 이상의 특징이 연구 집단 - 이상의 특징이 연구 집단 - 이상의 특징이 연구 집단
별로 어떻게 다르며 그
별로 어떻게 다르며 그
별로 어떻게 다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 성장과정과 관계
∙ 성장과정과 정체성(자기인식) ∙ 성장과정과 진로
- 중학생의 관계적 특징은 - 중학생의 정체성은 자기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무엇이며 학습자로서의 삶
인식의 측면에서 어떤 특
이행과정에서 어떤 특징
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징을 가지며 학습자로서
이 나타나는가?
- 중학생의 관계적 특징이
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 - 중학생의 진학과정이 연
연구 집단별로 어떻게 다
는가?
구 집단별로 어떻게 다르
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중학생의 정체성 인식이
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집단별로 어떻게 다
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제[2]
와 질문

∙ 중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질 ∙ 중학교 제도변천과 중학생 ∙ 국제 통계에서 본 우리나라 ∙ 사회구조(중학교 정책)가
적 종단연구의 설계
됨의 의미
중학생들의 특징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대상의 질적 종단 -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제 - 국제 통계를 통해서 볼 - 이들의 성장과정에 교육
연구로서 이 연구의 4년
도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
때,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정책은 어떤 영향을 주었
간의 종단적 연구 설계는
으며 현재 중학생됨을 어
특징은 무엇이며 이는 본
는가?
어떠한 것인가?
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연구결과에서 어떻게 설 ∙ 중학생의 성장과정 종합
주제[3]
- 심리검사 결과에서 나타
명되는가?
과 질문
난 종단적 성장과정의 특
징은 무엇인가?
- 중학생 시기 동안 어떠한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겪
는가?(자기 인식, 관계,
진로의 측면에서)
주된
연구
방법

∙ 질적 사례연구(생애사적
인터뷰)

∙ 질적 사례연구

∙ 질적 사례연구

∙ 질적 사례연구(종단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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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밑그림)

자료
수집

주된
수집
내용

2차년도

3차년도

∙ 가정, 학교, 지역 관련 자료 ∙ 중학생 1학년 여름과 겨울 ∙ 중학생 2학년 여름과 겨울
∙ 중학생 1학년 여름 면담
면담
면담
∙ 참조인 면담(부모는 1학기 ∙ 참조인 면담(부모는 1학기 ∙ 참조인 면담(부모는 1학기
에 1회, 담임교사는 2학기 에 1회, 담임교사는 2학기 에 1회, 담임교사는 2학기
에 1회)
에 1회)
에 1회)

4차년도
∙ 중학생 3학년 여름과 겨울
면담
∙ 고등학생 1학년 1학기 면담
∙ 심리검사(1,2,3학년 때 실시)
∙ 참조인 면담(부모는 중3 1
학기와 고1 1학기에 각 1
회, 담임교사는 중3 2학기
에 1회)

∙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삶 ∙ 중학교 1학년 생활과 학습 ∙ 중학교 2학년 생활과 학습 ∙ 중학교 3학년 생활과 학습
의 배경(가정, 학교, 지역 경험
경험
경험
∙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배경 ∙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배경 ∙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배경
사회)
∙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관 의 영향
의 영향
의 영향
계, 자기 인식, 미래에 대 ∙ 관계 양상
∙ 자기 인식 차원에서의 정체 ∙ 고등학교 진학과정 및 고등
한 이미지나 꿈
성 양상
학교 1학년 생활 정착과정
∙ 미래에 대한 생각 변화
∙ 사회에 대한 인식
∙ 심리검사
- 중1: 학습전략검사Ⅱ(MLSTⅡ), U&I 진로탐색 검사
- 중2: TCI 청소년용
- 중3: 학습전략검사Ⅱ(MLSTⅡ), U&I 진로탐색 검사

* 이 종단연구 질문과 방법은 잠정적인 계획으로서 연구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년간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주된 자료 수집 방식은 심층면담으로서 주로 개별면담을 실

시한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면담도 실시할 수 있다.
개별 심층면담은 중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핵심 참여자인 학생과는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면담을 실시한다. 자료수집 단계와 분석 단계를 선
형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순환적으로 실시한다. 즉 자료에서 주제를 찾고 다시 주제를 설
명할 수 있는 개념적 범주를 추출하면서 다음 면담을 실시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서 결과
적으로 드러나는 패턴과 의미를 도출한다. 학생이 주 참여자이지만 학생 면담의 보조 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학부모와 교사 면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곁에서 살펴보면서 느낀 것들을, 교사에게는 교사가 본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 질문한다. 면담 시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최대한 편안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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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시점에서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곁들인다.
개별면담을 기본으로 하되, 교사면담의 경우 학생에 대한 다면적 관찰 결과를 수집하기
위해서 학교별 집단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 면담 시 말문을 트기 위해서 인생 및 학습
그래프 작성 등의 활동을 병행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학교생활과 일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해 줄 것을 부탁하여 다음 면담
의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라포 형성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별 심층면담 외에 연구 참여
자의 동의하에 일기, 메모, 사진, 학교 생활기록부, 기타 온라인 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형
태의 서류와 문서를 확보한다.
이상의 설계를 바탕으로 연구 진행과정에서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의 영역과 주요 내용
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4> 현장에서 수집할 데이터 영역과 주요 내용(종단적)
영역

주요 내용

개인

취미, 성격, 외모, 고민, 자아관, 용돈, 학업기대, 진로포부, 진로준비, 부러운 삶, 일과표(일주일간, 학기중/방
학), 언어사용의 특징, 중학생됨의 의미, 학업의 의미, 성장의 의미 등

가족
배경

가족구성, 부모직업, 형제자매 특이점, 친척관계 특이점, 연간수입, 주거형태, 가족학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
업기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포부, 인생관, 자녀양육/교육관,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가정에서의 학습(교
과/삶의 역량), 가족 내에서의 역할(살림 등), 자녀 생활에의 개입, 가족가치, 자녀교육에서 가정이 관할하는
범위와 타 기관에 맡기는 범위, 부모로서의 역할의 특징 등

학교

성적,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교과과목(선호, 비선호), 수업참여, 학교생활만족도, 동아리, 방과후 활동, 기타
삶의 역량 획득 기회 등

(지역)사회

학원, 동네 특징, 종교기관, 공공시설, 지역 평균 부동산가격, 기타 삶의 역량 획득 기회, 디지털 세계에서의
활동과 관계 등

가정-학교지역 연계

각각 자신의 역할과 상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교육 주도권의 위치, 가정-학교/가정-지역사회/학교-지역사
회 간 관계 특징, 가족의 사회적 관계, 학교/가정/지역에서 학생의 다른 모습 등

거시적 영향

자유학기제, 입시제도, 특별적용제도, 사회 사건 영향 등

기타

생애사건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단적 데이터의 질적 분석을 위해 살다나
(Saldana, 2003: 63-64)가 제시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우선 매년 연구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다음의 질문들(Saldana, 2003: 63)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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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된 자료는 그 전후에 수집된 자료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2)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3) 참여자의 변화에 영향을 준 맥락적인 조건이나 개입된 조건은 무엇인가?
4)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참여자 변화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5)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의 변화에 대해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가?(가정, 발견

점, 결과, 결론, 해석, 이론 등)

다음으로 데이터로부터 기술적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다음의 질문들(Saldana,
2003: 64)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증가하거나 생성되는가?
2)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축적되는가?
3)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중요한 계기나 사건이 나타나는가?
4)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가?
5)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거나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6)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은 무엇인가?
7)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없어지거나 잃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획득한 기술적 정보를 분석과 해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들
(Saldana, 2003: 64)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상호 관련되는가?
2) 어떤 변화가 자연적인 인간 성장이나 사회적 과정과 모순되거나 조화를 이루는가?
3) 참여자 또는 주요 개념은 어떤 단계 혹은 국면에 있는가?
4) 이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들을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지만 특히 4차년도 종단적 분석을 하는 단
계에서는 이상의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흐름에 따른 보고서 기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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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사례10)
1) 사례 선정의 기준과 공통 절차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서 먼저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중산층의 정의는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11).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모호함
이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이면서 OECD의 기준이기도 한 소득
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보았다. 소득이 이보다 높은 층
을 고소득층, 이보다 낮은 층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중산층의 폭이 과도하게
넓어 중산층에 겨우 편입된 가정은 저소득층과 소득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례로
중산층에 겨우 편입되는 경계선에 있는 가정은 정부로부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는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29%까지 지급한
다(보건복지부, 2015: 2).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중산층의 폭을 줄임으
로써 집단 간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즉 중산층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중위소득 75~125% 범위에 들어가는 가정의 학생을 중산층 집단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로
보고,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고소득층은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정하였다.
<표 Ⅱ-5> 2016년 중위소득에 의한 중산층 범위
(단위: 원)

가구수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중산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50%

2,437,247

812,416

2,437,247

4,149,905

1,383,302

4,149,905

1,789,510

5,368,529

1,789,510

5,368,529

2,195,717

6,587,151

2,195,717

6,587,151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50%

1,624,831

812,416

2,766,603

1,383,302

3인가구

3,579,019

4인가구

4,391,434

출처: 보건복지부(2015)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10) 각 사례 학교가 속한 지역별 상황과 특성은 1차년도 보고서(김경애 외, 2016: 53-58)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예를 들면 소득 외 문화･사회적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 능력,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별미음식 등으로 정의(프랑스 퐁피두 정부)하거나 페어플레이 정신, 신념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 불의와 불평, 불법에 대처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영국 옥스퍼드)하는 경우도 있다(이윤학 외,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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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1차 집단 분류 기준
가구수

중위소득
(원)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150% 이상

2인가구

2,766,603

140만원 이하

140~410만원

410만원 이상

3인가구

3,579,019

180만원 이하

180~540만원

540만원 이상

4인가구

4,391,434

220만원 이하

220~660만원

660만원 이상

<표 Ⅱ-7> 이 연구에 적용한 집단 분류 기준
가구수

중위소득
(원)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75~125%

중위소득 150% 이상

2인가구

2,766,603

140만원 이하

210~350만원

410만원 이상

3인가구

3,579,019

180만원 이하

270~450만원

540만원 이상

4인가구

4,391,434

220만원 이하

330~550만원

660만원 이상

이러한 집단별 구분 기준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인 1)
도시 저소득층, 2) 도시 중산층, 3) 도시 고소득층, 4) 읍면 지역을 비교적 대표할 수 있는
중학교를 찾고자 하였다. 계층이나 지역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학생이 주로 밀집한 학교를
먼저 선정하려 한 것이다.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정했으며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명단을 놓고 이 중에서 법정저소
득층 비율을 참조하여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을 만한 학교들 명단을 만
들었다. 읍면 지역 집단으로는 지역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읍면 지역 중에
서도 면소재 학교들로 후보학교 명단을 만들었다. 우선 D지역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들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합한 학교를 추천받았다.
이후 이상의 후보 학교들의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
면서 각 학교의 세부 상황을 청취하고, 중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에서의 초점과 유의점
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연구진들은 각 학교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참여한 학교장들은 연구의 취
지와 의의를 이해하고 현장연구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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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협의회 후 연구진들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알 수 없었던 학교의 상황들에 대한 설
명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집단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이면서 섭외가
가능할 학교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연락하여 먼저 학교장의 허락과 교사들의 동
의를 받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섭외한 학교에 가서 1학년 전체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으나 결국 협조하기 어렵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
다. 이런 경우 다음 후보 학교에 찾아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후 4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교사들, 주로
1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연구 참여 학생

모집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준 학생
들의 명단을 놓고 학교별로 1학년 담임교사들로부터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집단의 연구 참여
자로서 적합한 학생들을 추천받았다. 담임교사들과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참조한 기준은 가
정의 소득수준과 성별 비율이었으며 이에 되도록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해준 학생과 학부모 중에서 다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것이기에 실제 연구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는 이미 걸러진 명단 안에서의 다양성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각각의 계층이나 지역성을 가진 지역의 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그 학교 학생 집단을 하나의
사례로 정했지만 사실상 각 학교에는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중학교
에서 각 가정의 구체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연구 참여 학생이
각각 집단별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학교이지만 재학생 중에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있을 수 있으며, 고소득층 밀집지역
의 학교 재학생 중에도 일부 저소득층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엄밀하게 걸러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유추해 볼 때,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인 가가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가중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면담 결과 중에서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대체적
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자료에 집중하고 교사들의 학생 전반에 대한 설명도 비중 있게 다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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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학교의 일반적인 현황
이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은 1)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학생, 2) 도시
중산층 밀집 지역의 학교 학생, 3) 도시 고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학생, 4) 면 지역의
학교 학생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집단으로 볼 수 있는 4개 사례 학교에 대해서 개괄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해당 학교 학생들의 가정 소득수준과 학업수준을 대략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포함시켰다.

<표 Ⅱ-8> 사례 학교의 일반 현황
집단 분류

학교명

위치

전체 학생수12)
(1학년 학생수)

차상위계층
학생수13)

기초학력
미달학생14)

도시 저소득층

가가중학교

서울 A구

약 400명
(약 120명)

약 40명
(10%)

국어 6%
수학 5%
영어 8%

도시 중산층

나나중학교

서울 B구

약 1,000명
(약 360명)

약 20명
(2%)

국어 6%
수학 4%
영어 5%

도시 고소득층

다다중학교

서울 C구

약 1,000명
(약 350명)

2~3명 정도
(0%)

국어 0%
수학 1%
영어 1%

면 지역

라라중학교

D군

약 130명
(약 40명)

약 20명
(14%)

국어 0%
수학 7%
영어 6%

학생 수 측면에서 나나중학교(서울 B구)와 다다중학교(서울 C구)는 전체 학생수가 1천명
이 넘고 1학년 학생수가 3백명 이상인 대규모15) 학교이며, 가가중학교는 전교생이 400명
정도이고 1학년 학생수가 120명 정도인 중규모 학교이다. 면 소재 라라중학교는 전체 학
생수가 130명 정도, 1학년 학생수가 40명 정도인 소규모 학교이다.

12) 학생 수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각 학교의 교육 계획 및 학교 요람에서 발췌하였다.
13) 차상위 학생의 비율은 각 학교의 학교장 및 연구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14)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2015년 11월 공시 자료)은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하였다.
15) 학교 규모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는 일관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컨설팅에서의 분류 기준을 차용하여 대규모 학교(한 학년 평균 8학급 이상), 중규모 학교(한 학년 평균 4~7학급), 소규
모 학교(한 학년 평균 1~3학급)로 구분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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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 학생들의 가정 소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
함) 학생 비율을 조사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을
학교 교사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회신 받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다다중학교에는 차상위계
층 학생이 거의 없었다. 나나중학교에는 차상위계층 학생이 2%, 가가중학교에는 1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가중학교는 차상위계층 이외에 한부모 가정 학생과 학교에서 저
소득층으로 분류한 학생을 포함한 교육복지 대상자가 전교생의 20%인 80여 명에 달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월에 실시했는데, 이 연구
사례 집단 학교별 학업성취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서 살펴보면,
다다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모두에서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
가중학교와 나나중학교를 비교하면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모두 6% 정도로 비슷했
지만, 수학과 영어 과목은 나나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가가중학교보다 낮았
다. 라라중학교는 국어 과목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혀 없었으나, 수학은 7%로 나
나중학교와 가가중학교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라라중학교의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6%였는데, 나나중학교보다는 높고 가가중학교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다음으로 학교 구성원과 주변 환경 등 학교의 배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 내용은 연구진의 학교 방문 경험, 연구진행 과정에서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 학교 현황 등 문서자료 등을 요약하여 재구성하였다. 다만, 학교의 정보가 직접적으
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기술내용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건물명과 지하철역명 등은
익명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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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학교 주변 환경 및 구성원 특성
집단 분류

도시
저소득층

도시 중산층

도시
고소득층

면 소재

2

학교명
(소속 지역)

학교 주변 환경 및 구성원 특성

가가중학교
(서울 A구)

가가중학교는 ○○역에서 15~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
해 있다. 가가중학교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가중학교 인근 지역의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가중학교는 교육복지지원 대상 학생들의 수가 많으며, 이에 따라 방과후 수강권 등 외부의 교육복
지 지원이 많은 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지만 최근 2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생 생활교육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나나중학교
(서울 B구)

나나중학교는 ○○역에서 10~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각종 쇼핑몰 및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
여 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도보로 이동이 용이한 거리에 잘 정비된 하천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
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향상심이 높은 편이고, 학부모 직업으로는 대기업 등에 다니는
회사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스스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
부심을 갖고 있다.

다다중학교
(서울 C구)

다다중학교는 ○○역에서 5~10분 거리로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사교육 시장이 발달해 있
지만 학교는 비교적 조용하고 아늑한 편이다.
학생들은 학력 수준과 학습 의욕이 높고 경쟁의식이 강한 편이며 전반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
학부모들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자녀 교육에 열의가 높으며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서 생활수준
이 비슷하다.

라라중학교
(D군)

라라중학교는 D군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는 앞면의 논밭과 후면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으로
읍내가 있고, 남쪽으로 ○○농공단지가 있다.
교사들은 이 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경쟁의식과 열의는 적은 편이지만 행복감을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의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로 선정되어 3년간 11억원을 지원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학 택시비 지원, 저녁식사 지원,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등 학생 개개인에 대한
공적 교육비 지원은 도시의 학교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편이다. 학부모들은 농업 종사자는 드물고,
인근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2차년도 연구 결과 요약(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Ⅰ)(Ⅱ))

가. 1차년도 연구 결과 요약16)
1차년도 연구의 연구목적은 1) 질적 종단연구의 설계안 도출, 2) 기초분석으로서 연구참

여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전까지의 성장과정과 이의 바탕이 된 성장배경의 특징 도출에
있었다.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이며 연구사례는 1)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가

16) 이 종단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으로서 김경애 외(2016: ⅰ-ⅱ)의 내용을 발췌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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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학교, 가칭) 학생’, 2) ‘도시 중산층 밀집 지역의 학교(나나중학교, 가칭) 학생’, 3) ‘도
시 고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다다중학교, 가칭) 학생’, 4) ‘읍면 지역의 학교(라라중학교,
가칭) 학생’의 4개 집단이다. 연구참여자는 각 사례별 남녀 학생들 최소 6명씩이 포함되도
록 구성하였으며 총 학생 52명 및 그 학부모 52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1차년도 기초자료 분석의 일환으로 사례 집단의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전까지 겪었던

성장배경과 과정의 특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은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편안한 곳’이지만 부모의 역할과 결합된 교육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정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곳’, 나나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티칭과 코칭의 결합 속에서 에
너지를 충전하는 곳’,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학습매니저가 관리해 주는 화수분’, 라라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쉼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중학교 입학 전 경험했던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곳’으
로 의미화하고 단체생활을 경험하는 곳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학
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곳이라는 뜻에서 ‘다양한 체험과 배
움의 장’의 의미가 있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의 단체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인간관계와 규율에 대한 강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가 ‘사회를 배우는 곳’으
로서 갖는 의미가 컸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대부분의 배움이 학교 밖의 사교육을 통
해서 빡빡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는 ‘쉬거나 평가받는 곳’으로 의미화되어 왔다. 라라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소규모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학교 밖에서 찾기 힘든 다양한
교육적 기회들이 주어지는 ‘교육적 가정’과도 같은 곳이 되어 왔다.
지역은 공통적으로 ‘친구가 사는 곳’으로 의미화되지만 각 집단별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의미는 매우 달랐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공부방과 교회 등 다양한 기
관과 학원이 안전한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일종의 ‘교육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나나중
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은 가정의 관리 속에서 일탈이 거의 없는 ‘관리되는 학생들이 거주하
는 안전지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은 교육 명
문 지역으로 ‘글로벌 거주 경험 이후 선택한 사교육 1번지’로서의 의미가 컸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은 ‘관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협육체계’로서 개인적 친밀감으로 만들어
진 일종의 버퍼링 시스템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성장과정은 집단별로 특징을 형성해 왔다. 가가중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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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폭넓은 자유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인식하고 있
으며,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길러온 자신만의 특기를 거론하면서 미래에 나름대
로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부모처럼 되는 것
이 성공이라고 믿으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도시의 다른 아
이들의 상황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학생이라고 인식하며
지내 왔다.
이상 이 연구의 기초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향후 4년간의 종단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이들의 성장과정,
즉 변화의 과정을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면서 이들의 삶에 대해 총체적 이해를 시도할 필요
가 있다.

나. 2차년도 연구 결과 요약17)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1) 중학교 1학년 생활의 특징, 2) 중학교 1학년 학습경험의 특징,
3) 중학생의 관계적 특징과 그 영향, 4) 이상의 특징이 연구 집단별 나타나는 양상 및 그

이유를 탐색하는 데 두었다. 연구방법과 주된 참여자는 1차년도와 동일하다. 단, 총 학생
52명과 1년에 두 차례, 그 학부모 52명과 1년에 한 차례 면담한 것 외에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들과 1년에 한 차례 면담을 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료를 보완한 점이 추
가되었다.
2차년도의 주제인 중학교 1학년의 생활과 학습경험의 특징, 그리고 관계의 특징으로 도

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생활에 있어서 4개 집단 공통적으로 가정생활의 비중
이 점점 줄어들지만 여전히 가정은 가장 편안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챙기고 가사에도 일부 참여하였다. 나나중학교 학생들
은 가정의 화목함과 부모의 자신에 대한 지지로 인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정 밖 생활
을 위한 에너지를 얻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가정의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 가운데 부모
를 장래 모델로 삼고 있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가정을 여전히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쉼터

17) 이 종단연구의 2차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으로서 김경애 외(2017: ⅰ-ⅱ)의 내용을 발췌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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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족 밖 학교 등에서의 생활 비중을 높
이고 있다.
중학생이 된 학교생활은 공통적으로 친구들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기대
를 하면서 사회생활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초등학교 때와 다를 바 없지만 학
업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큰 점이 부각된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마치 ‘또
하나의 가정’과도 같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부
모와 자신의 높은 기대와 관리로 이루어진 빡빡한 일상 속에서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놀이
동산’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며 학교에 대해 ‘평가받는 곳’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다양하고 어려워진 공부를 하는 곳’으로 보면서 배움의
중심처로서의 학교의 권위를 인정한다.
기타 생활상의 특징으로 디지털 문화 향유, 원거리로의 생활반경 확대, 그리고 습관이
된 욕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중학생들은 취미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감상, 쇼핑, 게임, 음악
감상, 대화, 검색 등 다양한 활동을 스마트폰을 위시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문화향유는 저렴하고 외부로 표시가 잘 나지 않으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주거지를
벗어나 각종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접한 다소 원거리의 명소를 이동해보는 경험도 중학
생이 되어서부터 일상적 경험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또래 간 언어사용에서 ‘패드립18)’을
위시한 욕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습관처럼 사용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중학생들에게 학원수강이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학원과 관련된 생활에
서도 집단별 특징이 보였다. 먼저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을 학원뿐 아니라 공
부방이나 학교 자율학습실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원에서 교과뿐 아니라 예술체육
관련 과목을 배우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학원을 ‘인생의 성
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며 영어와 수학 등 교과 학원 수강에 집중한다. 다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학원은 제2의 학교처럼 필수적인 것으로서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다
양한 학원들 중에서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선행학습이나 내신 등 프로그램을 쇼핑
하듯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에 주로 학원이나 학교 내
18) ‘패륜적 드립’의 줄임말로서 부모님, 조상 등 윗사람을 욕하거나 놀릴 때 쓰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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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학원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보충하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데 의미를 둔다.
다음으로 중학생이 맺고 있는 관계는 부모, 또래, 선생님과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집단별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모의 개입과 지지 가운데 자신의 생각대로 일상을 만들어갈 여지를 가지고 있
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높은 기대와 함께 긴밀한 대
화를 하는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신의 입장을 잘 조율해간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사회적
으로 성공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세세하고 구체적인 조언과 관여를 받아들이는 편
이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부모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 조금씩
독립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일상에 대한 부모의지와의 관계에서 자녀욕구의 적용’의
측면에서 보면, 집단별로 다르게 자리하는 위치가 나타난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A. 실현]과 [D. 무기력] 사이에, 나나중학교의 경우에는 [B. 협상]의 위치에, 다다중학교의

경우 [B. 협상]과 [C. 억압]에 걸쳐서,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주로 [A. 실현]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Ⅱ-4] 일상에 대한 부모의지와의 관계에서 자녀욕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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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관계는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1학년 자
유학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아져서 그 관계의 영향이 더 컸다. 가가중학교의
경우 남학생들이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
타났고, 다다중학교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이성교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가중학교와
라라중학교에서는 특별히 선후배 관계의 위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나중학교의 경우
에는 친구가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존재이기에 학급에서 여럿으로 나뉜 집단별 구성과
유지에 민감했으며 소위 ‘일진’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생에 대해서도 예민한 편이었다. 라라
중학교는 소규모 학교이기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소수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생들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지루함과 협소함도 느끼고 있다.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나 또래 관계에 비해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학교라는 권위가 인정되는 제도를 대표하는 분이면서 매일의 만남
속에서 다각도의 영향을 주는 분이고, 학원 선생님은 가르치는 존재를 넘어서서 삼촌이나
이모, 혹은 동네 선배나 이웃집 어른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
면, 먼저 가가중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편이었고 교사들도 학생들을 순진하다고 여기면서 여러 측면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사교육 부문에서 맺는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친
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부터 그렇지 않은 관계까지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나나중학교 학
생들은 교사가 학생들을 학급이라는 집단으로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친밀
감을 가지기보다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 권위를 인정하였다. 학원 선생님들과는 주로 일대
일 맞춤형으로 질문하고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여기고 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교사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평가자이기에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고 하는 반면 학원 선생님들과는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교육 서비스로 보
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반해 지역에 하나밖
에 없는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 가까우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
을 해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주요한 주제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드러났다. 첫째, 연구에 참여
한 집단들 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학교 1학년이 된다는 것이 삶의 균형을 깨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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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도하는 시기로 진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둘째, 중학교의 교육목표가 불분
명한데 형식적으로 고등학교와 유사하지만 의무교육인 이상 기본교육의 성격이 있다는 점
을 인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사회가 합의한 공통교육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교 1학년 사이에서 지력, 체격, 취향, 정신연령, 적성
등 다방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일 학년으로 구분하고 동
일한 교육적 경험의 틀로 밀어넣는 제도의 전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상벌
제도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자기 행동의 의미보다는 형식적 규율에의 적용
과 유불리를 놓고 계산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다섯째, 교과 지식의 배움터로서의 역
할을 넘어서서 학생 특성에 따라 변모하는 학교의 역할을 볼 수 있었는데 향후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질문이 요청되며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이면서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인 학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여섯째, 중학생이 되어 자신의 취향은 점점 분명해지는데 이질적인 성향의 친구를 만나면
서 이전보다 깊이 있게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은 친구관계를 통해서 관심
영역을 찾고 관계맺기 방식을 배우며 소속의 힘을 깨닫고 자기 세계를 확대해가는 학습경
험을 한다. 일곱째,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 모형이 유사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때
구현되는 의미는 학교별 학생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 중학교 1학년 생활, [2] 중학생의 관계, [3] 집단별 특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중학교 1학년 생활 측면에서
1) 전환기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⑴ 중학교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

고 ⑵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한다. 2)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서 가) 자
유학기제와 관련하여 ⑴ 자유학기제와 중등교육 전체 체제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⑵ 자
유학기제 진로탐색의 취지를 재정립하며, ⑶ 지역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한 자유학기제 모형
을 구현하고, ⑷ 자유학기제 운영 시 선후배 네트워크를 통한 학생 주도 운영을 강화하며
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체험의 질을 제고한다. 나) 학생 생활 및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⑴ 수행평가 모둠 구성 시 세심하게 학생 개인별 입장을 고려하고, ⑵ 상벌제도 운영 시
학생 자치를 강화하며, ⑶ 학교생활에서 휴식 시간을 확대하고, ⑷ 무학년제 운영 등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다)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하여 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⑵ 지역사회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역할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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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⑶ 학교가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의 장이 되는 학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⑷ 학교가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
들이 적정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중학생의 관계 측면에서 1)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⑴ 상급학교 진학 시 이전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⑵ 단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⑶ 교우 관계 개입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⑷ 성평등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2) 교사-학생 관계 개선
을 위해 ⑴ 교원의 중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⑵ 중학교 1학년 교사들은 ‘친절한
교사’가 되도록 한다. 3) 기타 관계 개선을 위해 ⑴ 부모의 중학생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⑵ 연령대를 초월한 다양한 관계 형성의 기회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3] 집단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면 ⑴ 중산층 및 고소득층 중학생을 위해
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학습 외 학교의 역할을 확대한다. ⑵ 저소득층 중학생을
위해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저녁시간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⑶ 면 지역 중학
생을 위해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현실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을 하고 학교 통폐합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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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이 연구는 4년 동안 중학생의 성장과정을 탐색하기에 전체 종단연구를 관통하는 이론적
배경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년도 보고서에 담았던 이론적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매
년 해당 연도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론적 배경 부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대상 및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중학생 및 중학교 관련
선행 연구’, ‘중학생을 위한 교육투자와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왜 이 연구에서 중학생에
집중하는지를 설명하고, ‘청소년기 계층 격차와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다루면서 왜 이
연구에서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는지를 설명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으로서의 생활과 학습경험을 해석하는 데 바탕이 되는

관련 선행연구와 이들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바탕이 되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중학
생이 된 학생들이 ‘중학생됨’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중학생으로서 하게 되는 경험이 현재
중학생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중학생 제도가 역사적으로 변
천되어 온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19).
19) 이상 1차년도 보고서와 2차년도 보고서에 담았던 이론적 배경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1. 중학생 및 중학교 관련 선행 연구
2. 중학생을 위한 교육투자와 교육정책
3. 청소년기 계층 격차와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가. 가족
나. 학교
다. 지역사회
라. 이 연구에의 함의
[2차년도]
1. 중학생의 생활과 학습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
가. 중학생의 행복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나.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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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이론적 배경은 1차년도 및 2차년도 보고서와 겹치지 않으면서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3차년도 보고서의 주요 주제와 관련

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이들의 2학년 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중학교
2학년에 대한 시각’을 간략히 살펴보고 3차년도 보고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정체성과 정체성 발달’에 대한 이론, ‘국내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학생
의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본 보고서 후반의 논의 장에서 본 연구의 사례에
서 드러나는 개별 특징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특징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통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1

중학교 2학년에 대한 시각

본 보고서는 이제 중학교 시기 중에서도 한복판인 중학교 2학년 시기를 다룬다. 중학교
시기는 인간의 성장 과정 중에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가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독
립심, 자율성, 자기조절, 사회적 기능 등의 발달과 같은 다양한 과업들을 행하게 된다. 사
회적으로도 ‘어린이’라는 명칭을 벗고 ‘청소년기’라는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된다.
한편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자신과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2. 초기 청소년기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가. 초기 청소년기의 인지적 변화와 관계 재정립
나. 부모와의 관계
다. 또래 관계
라. 교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3. 중학교 제도의 역사적 변천
가. ‘중학교’의 등장
나. 일제 강점기 중학교 제도의 변천
다. 해방 ~ 1980년: 중학교 교육의 팽창
라. 1980년 ~ 현재: 보통교육의 심화와 후기초등교육기관화
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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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사춘기’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다. 관찰된 현상에 대한 일상어였던 된다(서동욱,
2016: 9).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생식이 가능해지는 생물학적 변화”(추병식.
2005: 51)가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사춘기 중에서도 특정한 시기인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중2병’이라는 용어로 심각한 상
태를 강조하게 되었다. ‘중2병(中二病･추니뵤)’이라는 용어는 1999년 일본 배우 이주인 히
카루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국민일보, 2013.3.14.), 한국에서는 2010
년에 ‘싸우자 귀신아’20)라는 웹툰에서 중2병을 다루면서 이 용어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일본에서 처음 라디오로 방송될 때 청취자들은 중2병 증상에 대해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
다고 생각하고, 서양 음악을 듣기 시작하며, 맛도 없는 커피를 마시려 하고,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갖춘 것처럼 ‘미국은 추잡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중앙일
보, 2013.4.6.). 이러한 증상은 달리 말하면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보면서 새로운 시도
를 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중2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용
어 자체에 ‘병’이 포함되어 있어 중학생들의 성장과정의 한 측면을 일종의 집단적인 병적
증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인지 중2병에 대한 묘사는 공격성, 무기력, 비행, 중독, 자
살, 학교폭력, 가출, 우울증, 언어폭력 등과 연결되어 있다(황희은･김향숙, 2015; 김선경･
한영주, 2014; 박선영･설경옥･박지은, 2013; 김형태･윤미은･천성수, 2014; 손연지･김진
숙, 2015; 김가령･전영주, 2013). 중2병을 진단하는 척도를 개발한 연구에서 개발한 하위
구인을 살펴보면 이차개별화, 이상적 자아인식, 타인의존적 자기애, 역기능적 충동성, 과장
된 자기제시, 화에 대한 낮은 인내력 등으로(조현경･김재철, 2017) 대체로 ‘정상’이거나
‘긍정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먼 구인들로 구성된다.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회자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현상을
사람들이 자주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말에는 교육부가 형법과 소년법상 ‘형
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중 3)에서 2019년부터는 만 13세 이상(중 2)으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8.9.1.). 즉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해서 중
2부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 저연령화에 대해서 사회적으

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도 심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20) 이 보고서에서 ‘’는 고유명사나 강조하려는 것을, “”는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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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고등학생의 성격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1･2학년이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
있는 과잉행동, 공격성/비행, 충동성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
(장은지･최은실, 2017: 318)가 있는 등 데이터로도 특성이 실증되고 있다.

하지만 ‘중2’를 용어에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용어가 꼭 그 시기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심리적 상황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때로는 성인들한테서도 발견된다(KBS,
2014.3.29.). 또한 중2병이 유독 일본과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개념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유독 감성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우울증에 걸린 듯한 증상의 10대들을 ‘이모키드
(Emotional Kid의 준말)’라고 부르며 독일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열망이 강한 청소년기

를 ‘질풍노도(Sturm und Drang)의 시기’라고 명명한다(중앙일보, 2013.4.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 연구에서(추병식, 2005: 54)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과장하게 하는 시대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의 마찬가지 문제의식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중2병’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분
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발달과정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때, 현상 자체에 대한 주목에서 넘어서서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심에서 뇌 발달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관점도 등장하는
것이다(Marshall & Newman, 2014).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2병’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이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물학적인
발달단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뇌 과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지 등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방식을 넓혀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하에서는 3차년도 보고서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정체성에 대해서 개념과 관점을 분
명히 하고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위해 정체성에 대해서 다소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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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에서
의 관점과 초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가. 정체성과 정체성 발달
정체성(Identity)은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한 나 자신의 응답이다(박아청, 1998:
80).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주변의 타인과의 구별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지니고, 동일한 조건에서 성장하였다면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전자 조합의 다양성과 이들의 환경과의 상호
작용까지 고려하면 세상에 동일한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듯 타인과 구
별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체성이 ‘특성’이 아닌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이다(박
아청, 1996: 140). 수없이 다양한 측면의 인간 특성들을 모두 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을 바로 ‘나’라고 볼 수는 없다. 정체성은 이러한 특성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설명하
기 어려운 작용의 결과로서, 매일 매일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유기체로서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주관적 의식 경험을 의미한다(Erikson, 1968; 박아청, 1996: 142에서 재인용).
Erikson(1968)은 정체성은 ‘연속성’, ‘단일성’, ‘불변성’, ‘독자성’이 있다고 보았으며(박

아청, 1996: 140에서 재인용), Dignan(1965)은 ‘자기감각’,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
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 를 자아개념의 내용으로 보았다(박아청, 1996:
14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여러 학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이어받

아 정체성 측정 도구를 개발･활용하였다(권순명, 1993; 박아청, 1996; 서봉연, 1975). 이
를 기초로 정체성의 개념, 즉 어떤 사람이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면 첫째,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존재하는 ‘나’에 대한 인식에서의 연속성이 존재한다. 둘째, 정체성의 확립
에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종적 일관성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대한
나의 대응 또는 반응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횡적 통일성이 요구된다. 셋째, 정체성이 확립
된 개인, 즉 자기 존재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도달한 개인은 자주적으로 행동한다. 넷째,
정체성이 확립된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수용적이다. 요컨대 욕구와 의지의 주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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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존재에 대한 종적 일관성, 횡적 통일성 있는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주도적 행

동과 수용적 태도가 정체성을 확립한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Erikson, 1968: 24). 여기에서 타인은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 부모, 교사, 또래집단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 체계 등을 포함

한다(Andersen, & Cole, 1990; Cooley, 1912).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은 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타자의 선호와 가치를 내면화 한다. 동시에, 개인은 타자와 자신
의 차별점을 발견하고, 집단의 가치 중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수없이
많은 동일시와 차별화 과정의 축적을 통해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
이 추구할 가치를 선택하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체로서 행동하고 책임지는 성인으로 성
장하게 된다.
유아기~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타자’는 부모이다(Clark-Lempers,
Lempers, & Ho, 1991). 아동은 부모의 칭찬과 벌을 통해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배운다(Berk, 2001). 아동은 부모로 대변되는 사회적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행
위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의 결과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을 형성하
기 시작한다(Harter, 1988: 47~54). 하지만 청소년기 이전 아동기에 자아개념의 주요 기
준이 되는 가치(예, 학교 성적) 자체에 대한 의문이 본격화되지 않는다(Rest, 1986)는 점에
서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기와 비교할 때, 청소년기에는 ‘중요한 타자’에 변화가 일어난다(김은정, 2009). 청
소년기 ‘중요한 타자’로서 부모의 지위는 문화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
철 외 2006). 서구와 같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청소년기의 도입과 더불어 부모
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시간적･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사회에서는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가치 기준으로서의 영향
력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은정, 2009; 조성남･이동원･박선웅, 2002).
무엇보다 이 시기 ‘중요한 타자’로 등장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 또는 기대이다(장일순,
2007). 학교를 비롯하여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은 부모의 가치 중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스컴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예, 학력주의),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여되는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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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 발달한다(김상봉, 2004).
한편,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타자는 또래집단으로 알려져 있
다(Ennett, & Bauman, 1994). 시대적･발달적 배경을 공유하는 또래집단은 공통된 선호체
계를 기반으로 부모 세대와 차별적 문화를 추구한다. 또한 또래집단의 가치는 종종 기성세
대의 가치와 충돌하며, 청소년 내면에 가치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갈등이 기존에 의존
하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이를 주체적 가치 체계 형성에 있어
서 발달적 기초로 간주할 수 있다.
정체성 형성 상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Marcia et al.(2012)은 새로
운 가치의 탐색 활동의 정도와 특정 가치체계에 대한 몰입의 정도에 따라 정체성의 형성의
상태를 1) 정체성의 유실(identity foreclosure), 2) 정체성의 유예(identity moratorium),
3) 정체성의 혼미(identity diffusion), 4) 정체성의 성취(identity achievement) 상태로 구

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정체성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 또는 기성세대의 가치에 대
한 의문으로 인한 가치 혼란의 시기, 즉 정체성의 유예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Marcia et al., 2012). 그러나 이러한 시기가 얼마나 일찍 찾아오는가, 얼마나 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란의 시기가 지속되는가 등의 측면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는 자아개념(self-concept), 도덕적
사고의 발달, 그리고 청소년기 이전의 발달과업의 달성 정도 등이 있다.
요약하면, 청소년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체성 성취의 과업 달성의 가능
성에는 자아개념, 도덕적 사고의 발달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이전 단계의 발달과업의 달성 정도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의 정체성 발달의 수준을 논의함에 있어서 자아개념, 도덕적 사
고 발달정도, 인간과 자신에 대한 신뢰 수준의 발달을 촉진하는 사회적 성숙도, 분위기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한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분위기인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의식 및 논리적 비판을 얼마나 장려하는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
해 청소년의 정체성 획득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볼 때, 중학생의 정체성을 들여다보고자 할 때에는 정체성
의 변화하는 양상을 포착하는 것과 더불어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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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수준을 넘어서서 관계 및 사회 시스템과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 국내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국내 청소년 정체성에 관한 연구 주제로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진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발견된다. 첫째는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일반 학생과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집단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특정 하위 유형의 정체성,
예를 들면 국가 정체성, 성 정체성, 진로 정체성 등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이다. 마지막은
청소년 자아정체감의 특성 및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다문화 학생, 유학생 등)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다문화 학생이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안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비(非)다문화 학생들과는 양적･질적으로 차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가
운데(국가인권위원회, 2010), 일련의 연구들은 이들의 국가･민족･문화적 정체성을 일반학
생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정정현･김선미, 2013), 다문화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왔다(옥경희･박미정,2009; 신혜정, 2007; 김승희, 2011; 문
영희･안은미, 2010; 이희정, 2018). 한편 한국에서의 다문화 학생과는 다른 입장인 유학준
비생 또는 유학생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도 있다(윤초희･한수연,
2015; 김신혜, 2015; 정용교, 2013). 이 외에도 특수 상황의 학생들로 운동선수를 직업으

로 택한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강효민,
2012; 박승하･김효미･윤지인, 2014; 박진경, 2010; 이혁기, 2011)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

들은 이들이 처한 특수성이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강효
민, 2012), 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박승하･
김효미･윤지인, 2014; 박진경, 2010; 이혁기, 2011).
두 번째, 특정 하위 유형의 정체성을 탐색한 연구들로는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소양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수행된 청소년의 국가 및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김경은･윤노
아, 2012; 박선웅, 2013, 양계민, 2009), 대학입시 압박 등으로 인해 충분히 진로를 고민하
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터한 청소년 진로정체성에 대한 연구들(박정희･이은희,
2008; 양재원･양은주･김근영, 2012; 윤덕･탁진국･이상희, 2009; 이은희, 2011; 장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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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이, 2016), 사회적 기대를 어떻게 내면화하는지를 탐색하는 성정체성에 대한 연구들
(박병금･노필순, 2009; 김경희･전미순･김수강, 2004)이 있다.

세 번째, 일반학생들의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의 발달 등에 관한 연구는 위의 특수한
경우에 속한 학생 집단이나 특정 유형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 연구보다는 소극적으로 수행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밝힌 것으로서 지역규모 등 지역사회(김명자, 2000),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박아청･이승국, 1999; 송현옥･박아청, 2009),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그
리고 부모의 지지와 같은 가족관계(구자경･황진숙, 2007; 김성일･김남희, 2001; 박아청･이
승국, 1999; 송현옥･박아청, 2009), 교사 또는 또래와의 관계(구자경･황진숙, 2007; 박아
청･이승국, 1999; 송현옥･박아청, 2009), 그리고 자기고양감, 안녕감 등 개인의 심리(송현
옥･박아청, 2009) 등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기타 자아정체감의 개념 및 측정방법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서봉연, 1975; 김형태, 1989; 박아청, 1996; 신행우, 2001)이 수행되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의 정체성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한 변인과 자아정체성 간의 단편적인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체성 발달 과
정, 정체성 발달 과정에서 겪는 내적갈등의 구체적 실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
되는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
체성 발달의 특수성에 대해 질적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함으로써 보다 정교
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김은정, 2009)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중학생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
을 질적으로 드러내고 중학생 가운데서도 가정 배경이나 지역 배경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서 독특한 특성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연구가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
브를 자료로 삼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가정 배경 및 지역 배경과 관련해
서는 가정 배경에 따른 계급 정체성, 거주 지역이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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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중학생의 특징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날 중학교 2학년의 특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것이 중학생 시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인지, 혹은 우리나라라는 특수한 제도적･문화적 맥락에 의한 것인지를 해석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국제 통계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 연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특별히 학교급을 구분
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조사 연구가 있거나 학업성취도 분석을 위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널리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해당 연령대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
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제도, 문화 등에 기인한 특수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
해서 관련된 국제 통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의 전반적인 행복도,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한 연구,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 그리고 중학생의 시민의
식 관련 국제 비교 결과 등을 간략히 검토해 보는데 조사 시기의 차이가 있어 해석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특정 사례집단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
구 방법론을 취하기에 국제 통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을 조금 거시적
맥락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논의 부분에서는 거시적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사례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높은 교육 성취 수준과 낮은 주관적 행복감
먼저 한국 아동 청소년의 행복 지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박종일 외, 2010)에 따르
면 교육 성취 수준은 매우 높으나 주관적인 행복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 연구
는 UNICEF 등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복 지수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행복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 관계, 건강관련 행위, 주관적 행복 등 다섯 영역으로
나누고, 유사한 외국 조사 자료와 비교 가능한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가용한 자료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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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제 비교를 시도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Ⅱ-5]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한국과 OECD 국가 비교(박종일 외, 2010: 143)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을 나누어 그 수준을 보면 한국의 특성은 다른 나라들과 뚜렷
이 구분된다. 실제로 위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군집 분석을 실시했는데, 다른 나라들과 다
른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객관적인 교육 성취도는 매우 높으나 주관적인 행복감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 주관적 행복감은 학교생활 만족, 삶의 만족도,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삶의 만족도, 어울림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외로움은
OECD 평균보다 뚜렷하게 높다(박종일 외, 2010).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행복도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에 따라 조사 대상의 연령 차이가 있어 중학생들의
특성만을 따로 떼어 구분해 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중학생들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일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행복도나 만족도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국제비교 분석 연구(이봉주 외,
2017: 256)는 중학생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

료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 아동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가 비교연구의 대상이
된 다른 나라 아동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들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공통적이나 특히 한국의 경우는 중학교 진학 이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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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추락 폭이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이 이유를 중학교 진학 이후 학생들이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하
였다(이봉주 외, 2017). 시간사용, 감정, 관계,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영역에서 중학생
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를 질문한 결과 중 학교교육과의 관련 속에서 직접적인 시사점을
줄만한 것들인 시간사용, 관계, 학교 영역에서 주요 키워드의 일부를 표로 인용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이봉주 외, 2017: 5장)

<표 Ⅱ-10> 중학교 1학년의 행복감과 중학교 진학 이후의 변화 인식

시간
사용
관계

행복감을 느낄 때

중학교 진학 이후 긍정적 변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

중학교 진학 이후 부정적 변화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때

계획성 있는 생활

간섭과 통제를 받을 때

자유롭지 못함

관심, 칭찬, 인정받을 때

스스로 결정권이 생김

비교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고민을 혼자 해결해야 함

공부 안하는 시간, 체육시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자유학기제라서 좋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선배와의 관계, 수업에 대한 부담

자유학기제 때문에 성적이 떨어짐
선배 눈치를 보게 됨
선생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짐

학교

* 이봉주 외(2017) 5장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표로 제시함

위 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중학생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은 초등학교에 비해 더 자유
롭지 못하고, 더 많이 통제와 간섭을 받고, 비교 당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선배와의 관계가
더 위계적이며 교사들과의 관계 면에서 친밀도가 더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기보다 학교 운영 방식, 교수-학습 과정, 교
사-학생 관계, 친구 관계 등의 개선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의 이행기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습 환경의 변화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ccles et al.(1993)은 전통적인 중학교가 학생들의 동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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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중학교에서의 교실환경 특성이 중학생 연
령대의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잘 맞지 않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공부
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통적인 중학교 교실 환경이란 교사의
훈육과 통제 방식, 교사-학생 관계, 학생들의 의사결정 기회, 교사의 효능감, 능력별 반편
성 등을 말한다. 종합적인 종단자료 분석 결과는 예컨대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중학교 교
사가 학생을 더 통제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덜 주며,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데 이러한 것들이 중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낮춘다고 보았다.
Wigfield et al.(1991)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하는 단계의 청소년
(1850명)에 대한 종단 자료를 통해 수학, 영어, 사회 활동, 스포츠에 대한 성취감과 자아존

중감,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행기에 자아존중감은 낮아
졌다가 다음 학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학, 영어, 사회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중
학교 진학 직후에는 낮아졌다가 다음 학년에서는 다시 향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어와 사
회 활동을 좋아하는 경향은 중학교 진학 직후에 낮아졌다가 이후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나
수학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중
학교 진학 이후 변화한 학습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학교로의 이행기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교사들의 긍정적인 관심에 의해 완화될
수 있으나, 교사와의 갈등이 학생들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oeser & Eccles(1998)은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중학교 학습 환경
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에 따라 중학교 적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학교에
서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나 향상에 대해 교사가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채면 학업에 대한 가치부여, 공부 역량에 대한 인식, 학업성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의 긍정적인 관심은 또한 분노, 무단결석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영
향을 준다. 이에 비해 학업 능력에 따라 달리 대하고 경쟁을 강조하면 학업에 대한 가치
부여, 자존감, 학업성취를 낮추고 무단결석, 분노, 우울감 등을 높인다.
Seidman et al.(1994)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이행이 특히 빈곤층이 밀집한 학교

맥락에서 자아개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의적인 면이나 행동적인 면에서 부
정적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자아존중감, 수업 준비 등의 면에서 인종, 성(gender)과 무관하
게 낮아졌다. 동시에 중학교로의 이행은 학교나 또래 맥락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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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사회적 지원이나 교과외 특별활동 참여는 줄어드는 데 반해 일상적으로 학교와 부딪
치는 일이나 또래와 부딪치는 일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학교로 진학하며 학교와 친
구들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학교와의 갈등은 중학교에서의 학업 효능감에 대한 기
대, 수업 준비, 성취도 등 학업차원의 변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교 교육 방식의 불일치 프레임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이상과 같은 중학교 진학 이후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드러난다. 김양분(2017)이 제시한 한국교육종단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 비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느끼는 변화는 자못
크다. 수업 방식에서 개별화 정도, 상호작용 정도는 낮아지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들의
열의, 교사와 친밀한 관계 수준도 초등학생 때보다 낮다. 학생들의 수업태도 면에서도 적극성이
낮아진다. 학업스트레스는 높아지고 행복감은 낮아지는 현상도 드러난다. Eccles et al.(1993)
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6]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성장(출처: 김양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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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OECD PISA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15세)에 대
한 국제 비교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구자옥 외, 2017).21) “요즘 자신
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0단계로 나누어 답하도록 한 결과
OECD 평균이 7.3점인데 비해 한국 학생들은 6.4점이었다. OECD에서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제･사회･문화 지위(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이하 ESCS) 수준별, 남녀별
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1> ESCS별, 성별 삶에 대한 만족도
ESCS 상위 25%

ESCS 하위 25%

남학생

여학생

한국

6.7

6.2

6.6

6.1

OECD

7.5

7.1

7.6

7.0

출처: 구자옥 외(2017: 4)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불안감(0.10)은 OECD 평균(0.01)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구자옥 외, 2017)22). 대체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불안감은 낮아지는
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도 학업불안감이 OECD 국가
학생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과학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시험을 잘
준비했더라도 불안하다“는 문항에 대해 과학성취도 상위 25% 학생의 52.3%가 불안하다고
응답하고, 하위 25% 학생의 53%와 비교해볼 때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학업
불안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이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잘 준비했더라도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나를 실제보다 덜 똑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에 동의할 확률이 46%(OECD 평균 29%)로 높은 편이다.

21) 이하 OECD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구자옥 외(2017: 4-6)에서 인용하였다.
22) 이하 OECD 불안감 관련 조사 결과는 구자옥 외(2017: 7-8)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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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 지식 수준, 이보다 낮은 가치나 태도 수준
한편 중학교(lower-secondary school) 학생(주로 8학년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에
해당)들의 시민 지식(civic knowledge)23), 태도, 참여에 관해 2009년에는 38개국, 2016년
에는 24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 비교 분석 결과(Schulz et al., 2010)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4).
∙ 시민으로서의 지식 수준: 한국 학생들의 시민 지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도 최고 수준이며 편차도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점수를 보면 핀란
드(576)와 덴마크(576)가 한국(565)보다 조금 평균이 높은 정도였으며, 이탈리아
(531), 영국(519), 호주(503) 정도로 나타났다.(Schulz et al., 2010: 70).

∙ 가치나 태도 수준: 조사 결과를 문항별 응답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 일반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거나 “모든 사람은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시민
은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는 등의 진술에 동의한 정도는 모든
나라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op.cit., 89-90).
- 남녀 평등권에 대한 인식: “남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가 조사 참여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op.cit., 98).

23) 국제 비교에서 시민지식 측정은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판단하도록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한 문항을 예시하
면 다음과 같다(Schulz et al., 2010: 66).
“영수는 새 학교 다닐 때 신을 새 신발을 샀다. 사고 나서 영수는 그 새 신발을 만든 공장이 어린 아이들을 싼 임으로
고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수는 새로 산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하였다.”
- 영수는 왜 새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하였나요?
1) 아이들이 만든 신발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2) 신발을 만든 회사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3) 신발을 만든 아이들을 돕고 싶지 않아서
4) 신발이 실제 값보다 비싸게 산 것이 화가 나서
- 영수가 다른 사람들이 그 신발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1)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게 그 신발을 모두 사버린다.
2) 신발을 가게에 돌려주고 돈을 되돌려달라고 한다.
3) 사람들이 신발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게 출입구를 막는다.
4) 사람들에게 그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린다.
24)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주로 2009년 조사한 결과이다. 2016년에는 조사 주관기관에서 요구한 표본의 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해 영역이나 문항별로 부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Schulz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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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민족,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다른 민족이나 인종 집단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거나 “이민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진술에 대해 한국은 평균
보다 살짝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op.cit., 100, 102).
∙ 공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이나 가치 태도는 높은 편
임에도 공적 제도(civic institution)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보다 뚜렷하게 낮은 편이었
다(op.cit., 106).
∙ 시민으로서의 사회 관심과 참여
-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보 획득: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는 평균 수준이

었으며(op.cit., 118), 자기 효능적 시민의식(citizenship self efficacy)은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op.cit., 121). 한국 학생들이 매체(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중에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뉴스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비율은 국제 평균
보다 높은 편이나 신문을 보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op.cit., 128).
- 참여에 대한 가치, 효능감 등: 일반적으로 참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평균보다 낮

은 편이었고(op.cit., 136), 합법적 저항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op.cit., 141). 조사시점(2008-2009)의 영향인지는 모르나 한국 학생
들은 성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 성인이 되어 정치적 행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국제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op.cit., 144, 147).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학생 비율도 평균보다 낮았다(op.cit., 157). 또한 국제평균보
다 뚜렷이 낮은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인식
(op.cit., 167), 교실 토론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op.cit., 176) 등이다.

다. 국제 통계 비교를 통해서 본 시사점
이상 몇몇 국제비교 연구 결과 검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자신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성장과정의 특징
을 분석하기 위해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과외활동, 친구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 비교를 통해 보면 중학생을 비롯한 한국 학생들의 주관적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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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학업성취도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가족이나 친구 관계,
건강관련 활동 등은 조사 대상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학업성취도 수준은 높으나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들이는 시간은 과도하고, 학업성취를 높여야 한다는 압
박감과 불안감은 큰 편이다. 학생들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은 학업성취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장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활동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후 학생들의 행복도가 급격
히 떨어지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 엄격한 규율, 입시와의 시간적 거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에 진학하여 학생들이 겪는
학교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보듯이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학교나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학교 진학 이후 받는 심리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
다면 중학교 운영 방식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위축되거나 억압받는
다는 느낌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학기에 국한되는 변화가 이후 중학교 생활로 연결되지 못하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특정 시기에 중학생으로 호명하고 있지만 이들을 학생이라는 관점에 국
한하여 볼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시민의식의 경우도 지식에 관한 것은 한국 중학생이 세계 최고 수준이
다. 권리 의식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참여 의식, 참여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등은 낮은 편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
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시민의식, 가치, 태도, 참여 등의 지표값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을지 향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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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의 생활과 자기 인식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떤 생활 가운데 어떤
학습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여다본다. 이 연구의 사례 집단인 1)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가가중학
교) 학생들, 2) 도시 중산층 밀집 지역의 학교(나나중학교) 학생들, 3) 도시 고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다다중학교) 학생들, 4) 면 지역의 학교(라라중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차례대
로 살펴본다.

1

가가중학교

가. 들어가며
가가중학교는 2차년도 보고서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서울 시내 공립중학교로, 재학생 중 다수가 주변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형적인 서민층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전교생 중 약 20%가 기초생활수
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포함하는 교육복지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가가중학교의 재학
생 규모는 전교생 약 400명 내외 정도로, 연구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의 경우 총 학생 수가
약 120명 내외이며 최근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1학년 때 생활과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들이 나타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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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경애 외, 2017). 이들은 대체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챙기면서 가사에도
일부 참여하였고 학교를 마치 ‘또 하나의 가정’처럼 편안하게 여겼으며 방과 후에 학원,
공부방, 학교 자율학습실 등에서 생활하면서 교과뿐 아니라 예술체육 관련 과목을 추가로
배우는 등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부모들이 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입과 지지
를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운
데 남학생들의 PC방 출입, 전반적인 선후배 관계에서의 위계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교사들도 학생들을 순진하
다고 여기면서 다방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이들의 2학년 생활과 학습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앞서 ‘연구의 한계’에서 이
미 밝혔지만 가가중학교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서 드러나는 양상이 저소득층 밀집학교 학
생들의 모습을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부모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학
생들은 가가중학교 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는 학생
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
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여기는 정말 다 어려운 거 같아요. 지금 저희 반만 해도,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학생들이, 다른 반도 그럴 거예요. 반에서 거의, 그러니까, 편부모 가정은 진짜 많고,
한 일곱, 여덟? (교사 가4, 2017)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자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나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가가중학교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여러 조건에서 불리한 경우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부모
동의를 얻어 연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가족적 지지가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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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교 2학년 생활 및 학습경험의 특징
1) 가정생활
가족, 가장 중요한 관계
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대다수는 가족을 가장 중요한 관계 또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집단을 꼽아보라고 했을
때에도 가족을 꼽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2학년 2학기를 마친 후 겨울방학에 진행된 인
터뷰에서는 인터뷰 시작 전 ‘내가 속한 집단’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질문지를 주고 학생들
스스로 작성하도록 했는데, 전체 15명 중 4명의 학생(이진형, 김예슬, 민경원, 이승일)이
자기를 표현하는 중앙의 원 안에 자신의 이름과 “가족”을 나란히 적었다. 즉 자신과 가족을
분리되지 않는 원 안에 표현한 것이다.
자신이 소속된 주요 집단에 “가족”을 적은 학생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고, 가장 친
근한 곳”(조상철), “힘들 때 의지가 되는 가족”(박성수), “제일 중요”(김재인), “동생이랑은
매일 싸운다. 엄마와는 친하게 지낸다.”(박혜연), “어떨 때는 가깝고 좋지만 어떨 때는 짜증
나는 사람들”(조상철) 등 가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부연하여 적었다. 동생이랑 매일 싸운
다고 적은 박혜연의 경우는 자매관계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다툼 역
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일부라는 점에서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의 밀도를 드러내준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박효근의 경우 가족관계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춘기의 특징이 비교
적 강하게 나타나는 남학생인데, 짜증난다는 표현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적지 않은 사례는 4명이었는데,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중요도

가 덜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자신과 구별된 별도의 소속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
스러운 삶의 일부로 간주해서 기입하지 않은 경우다. 가령 모정음은 질문지에는 “가족”을
적지 않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제일 소속감을 느끼는 곳”을 물었을 때 “집”, “가족”이라
고 답했다.

연구자: 학생회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크지만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에 소속
되어 있는데 네가 제일 소속감을 느끼는 곳은 어디야?
모정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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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집? 그럼 너한테 중요한 관계들이 있잖아. 가족, 친구, 선생님…. 어떤 것이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모정음: 가족.
연구자: 가족. 친구들한테 받는 영향보다 가족한테 받는 영향이 더 커?
모정음: 물론 친구도 크긴 한데, 친구는 아직 완벽하게 제 자신을 다 드러낸 사이도 아니고.
(모정음, 2017 겨울)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부여는 부모는 물론 형제관계를 포함해서 가족들과 일상적
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연구에 참
여한 학생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동의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
족관계에 특별한 문제를 겪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문에
서 보는 것처럼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면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미약해서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문제를 겪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 가4: 참 힘들어요. 선생님. 진짜 힘들고. 예를 들면 무단결석 자꾸 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반에도 무단결석을 계속하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착하고 온순해요. 그런
데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얘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연 구 자: 두 명이에요?
교사 가4: 네. 오늘도 둘이 또 안 왔어요. 여자애 둘이. 그러니까 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엄마가 들어오는 퇴근 시간이, 새벽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그냥 자고 있으면 엄마가 몇 번 흔들다
가 같이 그냥 대낮까지 자 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없어요. 둘 다.
연 구 자: 둘 다?
교사 가4: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설득도 하고, 와야 된다. 전화 자체도 이제 아예 안 받고.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그게 안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협조도 안 되고 하면.
(교사 가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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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을 비롯해서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빠듯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는 대체로 원만했다.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 진행
된 인터뷰에서는 빈칸 채우기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 질문지에서 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다수가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_________” 이라는 항목에
대한 답으로 “화목하다” 또는 “좋다”와 유사한 답을 적고 있었다.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엄청 깨끗하고 화목하다. (이석훈)
화목합니다. (박성수)
화목하다. (김예슬)
화목합니다. (주지호)
너무 화목하다. 우헷! (이진형)
화목한 편이다. (모정음)
좋다. (박효근)

특이하게도 세 명의 학생은 자기 가족을 다른 집과 비교해서 “잘 사는 편이다”(조상철)
또는 “돈이 많다”(고선윤),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다”(김재인) 라고 적었는데, 이는 가가
중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과 비교하여 나온 답으로 보인다.

성적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개입하지는 않는 부모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가족으로부터 성적에 대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은 편이었
다.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해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관심
의 형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한 얼마나 개입적인지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
도와 종류는 다르게 나타난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자녀의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지만, 그 관심은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편이다. 자녀의 학업에 대
한 구체적인 개입은 드물게 나타난다.
조상철의 경우 학원을 다닌 적이 있지만 혼자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고 있다.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상철이의 뜻대로 혼자 공부하게 하셨다. 하지만 상철이는 결과적으
로 스스로 결심했던 것처럼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평한다. 그럼에도 엄
마는 “공부 안 하냐”고 할 뿐 별다른 구체적 개입은 없었고 아빠는 아예 “모르시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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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상철이는 말한다.

연구자: 상철이가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 가지고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잘 해보라고 격려해 주셔?
조상철: 네. 엄마는요. 넌 공부 안 하냐고 이렇게 하시고, 아빠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상철, 2017 여름)

김예슬의 경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전과목 평균 점수가 약 60점이었고, 기말고사
평균 점수는 약 55점이었다.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성적에 대한 관
심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 점수 외에 등수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통지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문의하면 대개는 등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슬이는 등수를 확인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학교에서 성적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나 학부모들은 등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편인데, 예슬이는 본인도 등수를 확인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모님도 등수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마
친 후에는 점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들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연구자: 기말도 [선생님께 등수를] 안 여쭤 보고?
김예슬: 네. 아, 저 그리고 기말 때는 제주도 갔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말시험 보고 끝판에
그냥 놀러 갔거든요.
연구자: 식구들이랑?
김예슬: 네.
연구자: 네가 등수 안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안 물어보셔?
김예슬: 네. 등수 안 물어보세요.
연구자: 왜? 등수 나온다는 걸 모르시나?
김예슬: 아시는데, 아시는데 안 물어보세요. 점수 보면 아니까. (웃음)
(김예슬, 2017 여름)

김예슬의 부모님이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는 사교육
도 많이 시켰고,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본 후에는 시험 결과를 보고 예슬이의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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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오히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예슬이의 부모님은 성적에 대해
서 비교적 관대해졌다. 김예슬의 어머니는 “할 수는 있는데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잔
소리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이를 계속 지켜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보니까 방법을 모르구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친구들 문제들이 꽉 차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안 됐구

나. 할 수는 있는데 안 됐구나. 이런 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죠. 남편은 잔소리를 하고. 저는
잔소리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까웠어. 요번에 수학 공부만 했는데도 84점 맞
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못했죠. 수학 하나만도.. 학원을
물론 다녔지만,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맞았어요. 자긴 백
점 맞을 줄 알았는데, 한 네 갠가 그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나 이런 거 다 맞았다
면서, 스스로 성취감은 되게 높아요. (웃음) 84점인데. (웃음) ‘아~ 내가 그걸 왜 이렇게 썼
지? 저렇게 썼지?’ 그러면서, 그 한 과목만 하고 나서, 긍정적인 아이라, ‘엄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젠 안 것 같애.’ 그래서 맞장구 쳐 줬어요.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는
걸 거야, 아마. 엄마도 공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는 걸 거야.’ 이러고. (웃음) 나름대로 저희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밝고 좀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크는 것 같기도 하고. (김예슬 어머니, 2017)

고선윤의 어머니 역시 성적에 매우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고선윤의 가족은 가가중학교
에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은 편이고, 성적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유복한 가정환경에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선
윤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에는 입시설명회를 다니기도 하고 선윤이에게 특목고, 자사
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다.

처음에는 숫자에 민감하고 막 과학도 막 28점 나와서 처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안 나오
고 그랬는데. 그냥, 그냥 일단은 이게 제 기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나는 중학교
때, 이렇게 중학교 땐 이렇게 하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자꾸 애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 공부, 시험기간에만 열심히 해도 중학교 때는 성적이 잘나왔는데, 시험기간
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막 그런 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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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1학년 기말 땐가 그 때 한번 성적 들어가잖아요 한번. 성적
이 안 들어가죠. 시험 한번 딱 봤잖아요. 그때 처음 시험 보니까 그땐 되게 예민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조금 받아들여지면서 아 그냥, 선윤이가 일단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고 지가 학원도 여기로 옮기고 싶다고 말은 자기가 먼저 했고.
제가 하자고 공부 잘하는 애랑 어울려서 자기도 좀 할려는 게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고등
학교 때 가서 탁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게 뭐 더 낫지 않나.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니까 거기서 저도 좀 많이 방황을 해도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가서 좀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선윤 어머니, 2017)

이처럼 성적에 대한 압박이 덜해진 데에는 자녀의 학업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해 관대해진 측면도 있고, 성적이 실제로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진로와 관련해서도 무엇보다 자녀 본인의 의사와 선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의 학업성적을 위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고선윤의 어
머니는 “요즘 사회는” 자신이 성장했던 시대와 다르고, “무조건” “공부만 잘한다고” 잘 되
는 것도 아니며, 현재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요즘 사회는 또 옛날 저희 때랑 또 다르니까. 무조건 또 공부만 잘한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또 대학 이후에도 취업까지 이렇게 넓게 보면, 지금 이런 이 성적이 그렇게
크게 제가 막 이거가지고 고민을 막 해야 될 것 같지 않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단 얘가
일단 즐겁고 좀 사춘기 이 중학교 2학년 이 시기를 좀 밝게, 뭐라 그러지 좀 재밌게 집에
오면 좋고. 집에 오면 싫은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오면 좋고 이런 마음을 좀 갖게 할려고.
(고선윤 어머니, 2017)

자녀의 학업에 대한 포괄적 관심, 허용적이고 관대한 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가가
중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학군이 좋다고 흔히 이야기되는 지역과 비교
해보자면 자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개입이나 성적에 대한 반응은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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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음은 성적이 전교 최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인데, 성적 통지 후의 가족들의 반응을
물었을 때 “엄마 아빠는 그냥 잘했네, 이러고. 밥 몇 번 사주고, 사고 싶은 거 사주고” 했다
고 답했다(2017 겨울).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부모와 대화를 곧잘 나눈다. 아래
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모정음의 부모님의 경우 어떤 학교로 진학할지 엄마가 찾아보고 알
려주기도 하고, 아빠는 “다른 학교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입시 준비를 잘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연구자: 주로 네가 그렇게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러는 거야? 엄마나 아빠는 뭐라고… 엄마
도 많이 아실 것 아니야?
모정음: 엄마는 찾아봐 주고요. 아빠가 되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분인데… (중략) 잠깐씩
제 고등학교 얘기 나올 때 마다 ‘다른 학교 애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웃음)
연구자: 그러면 부모님이 너한테 성적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도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는 않으셔서 좋겠다.
모정음: 네. 이번 방학 때 정말 잘 쉬어서. (웃음). 열심히 해야죠. (모정음, 2017 겨울)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모정음의 부모님도 성적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공부나 고등학
교 진학에 관해서도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관심을 표출하는 양상이 자녀를 압박하는 형태
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모정음: 그냥 아줌마들끼리 아는 언니인데. 그 언니가 되게 열심히 해서 ㅇㅇ외고에 이번에
가게 되어서. 그 아줌마랑 엄마랑 친한데. 항상 얘기 하는 게 그런 것 밖에 없나
봐요. (웃음).
연구자: 엄마들이?
모정음: 네. 아, 물론 다른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이 그러나 봐요.
연구자: 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
모정음: 뭐, 그냥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밖에만.
연구자: (웃음) 뭐 별거 아니네. 2시까지 공부해, 학원 다녀 이런 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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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음: 네. (웃음) (모정음, 2017 겨울)

가가중학교의 학부모 중에서도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처럼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 사이
의 결속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 지역적 이동이 많지 않은 특성상 초등학
교 때부터 자녀를 같은 지역에 보내면서 알고 지내는 경우, 한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위의 인용문에 보는 것처럼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면서 당연히도 학업에
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 역시 그 결과가 자녀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로 나
타나지는 않는 편이다.

사춘기 자녀의 성장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상황
흔히 중학교 2학년 시기를 ‘중2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는 시
기로 묘사하곤 한다. 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들 역시 중학교 2학년을 전후해서 사
춘기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박혜연의 어머니는 사춘기 자녀와의 일상적인 갈등을 구
체적인 일화와 함께 들려주었다. 이 일화를 통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평범한 중학생과 그 어머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연구자: 사춘기는 지나갔어요?
박혜연 어머니: 안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에두요. (한숨) 금요일 학교 갔다 오면 다 벗어서,
교복이고 다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 놓으면, 알아서 엄마가 돌려서 널어서 말려서 다
해 주잖아요. 당연히 내놨는줄 알고, 다 빨아서 이제 작은 애[동생] 꺼는 돼 있단 말
이죠. 그런데 아침에 딱 ‘나 교복 없다’ 이러는 거예요. ‘니 교복이 어디 갔어?’ 그랬
더니, 안 빨았대. ‘안 내놨었어? 그럼 너 오늘 뭐 입고 가?’ 체육복 바지를 입고 가시
겠대요, 위에는 교복 입고. ‘그래? 알았어 그럼 그러구 가.’ 여덟 시 전에 통과를 해야
된대요. 교문에. 그래서 저도 막 불안하잖아요, 벌점 받고 막 이러면 예민해지니까.
일곱 시 반부터, ‘혜연아 지금 가야 여덟 시 전에 통과 아니야?’ 괜찮대. 삼십오 분,
‘엄마 불안해, 빨리 가.’ 괜찮대. 하나만 더 먹고 가겠대. (중략) 그래서 사십오 분에

나갔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아~’ 이러는 거예요, 서서. 신발을 신으면서. 친구랑 이
걸[스마트폰을 잡은 동작을 하면서] 하느라고. 카톡을 하느라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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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 와이파이가 되니까. ‘지금 빨리 뛰어야 버스를 타고 정문을 여덟 시 전에 통과
를 할 것 같애’ ‘아, 그래?’ 막 뛰더라구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되겠어.’
오십 분인데. ‘안되겠어.’ ‘뭐가 안 되겠어?’ ‘다시 교복을 입고 가야 될 것 같애.’ ‘너
안 빨았잖아! 어딨는데? 교복 어딨는데?’ 빨래통에 담겨 있대요. ‘야, 지금 빨래통에
있는 걸 어떻게 다시 꺼내냐, 그냥 뛰어라.’ 그 때부터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
는 거예요. ‘지금 가면 늦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삼십 분 전에 얘기했다.’
빨리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자긴 집으로 다시 오고 있으니까 빨리 빨래통을 뒤
지라는 거예요. 아유, 지금도 지친다, 내가. ‘나는 모르겠다, 니가 찾아서 입고 가라.
나는 이미 벌써 옛날부터 얘기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질러. 그 골목
오면서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동네 골목, 누구 집 딸인지 다 아는데. ‘니가 찾
아서 입어라’ 그래 놓고 빨래통을 막 뒤졌어, 그런데 없는 거예요. 한 번 엎었다 뒤집
었다 막 하는데 없어. 오는 내내, 어떡하지. 애는 막 삐삐삐삐 누르고 있어. ‘혜연아,
없어!’ 그랬더니, ‘아!’ ‘어디다 뒀어?’ 그랬더니, ‘아이구, 의자 위에 걸어 놨네.’ 이러
면서. (박혜연 어머니, 2017)

이석훈의 어머니도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아들이 사춘기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평소에는 어머니의 말에 토를 달지 않던 아들이 점점 어머니가 무언가를 물었을 때 “그게
궁금하세요?”라고 되묻거나 토를 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끔은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아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웃게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석훈 어머니: [그전까지는] 전혀 얘는 사춘기가 아직 아니구나라고 느꼈는데, 올해.
연구자: 올해, 이학년 돼서?
이석훈 어머니: 이학년 돼서, 역시 김정은이 무서워할 만하구나, 너희들. 정말, (웃음) 별로
그런 걸[사춘지라는 걸] 못 느꼈었는데요, 뭐 ‘제가 왜요?’ 이런 식으로. 얘가 제 말에
토를 다는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게 막
늘더라구요.
연구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그래요?
이석훈 어머니: 어떤 상황... 뭐, ‘석훈아 너 이거 이거 이렇게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보면, ‘엄마,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게 궁금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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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궁금하세요?’ 어, ‘그게 왜 궁금하세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엄
마, 이건 이래서 이랬는데요’ 막 얘기해 주는 애가, ‘그게 왜 궁금하세요?’ ‘아, 그래?’
얘가 나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구, 저런 게 있어
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뭐 그게 아니야.’ 막 말을 달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좀 재치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어요. 근데 그게 왜
약간 요즘 애들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 하면서 웃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그
프로도 보면 그렇게 많더라구요. 근데 그게 살짝, 저한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재밌어요. (이석훈 어머니, 2017)

박혜연이나 이석훈의 사례가 사춘기의 어떤 전형적인 태도와 양상을 나타내주면서도 심
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민경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중이다. 민경원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춘기와 본인의 갱년기를 동시에
겪게 되면서, 우울감으로 집안에서 종일 누워있느라 수개월 만에 체중이 8kg이나 늘어났
다고 했다.

민경원 어머니: 사춘기가 와갖고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연구자: 사춘기가 언제 왔어요 어머니?
민경원 어머니: 중 2때 온 것 같아요 바로.
연구자: 2학년 되면서?
민경원 어머니: 네네.
연구자: 어떻게 왔어요?
민경원 어머니: 무슨 말만 해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 컴퓨터 하면 뭐라고 하질 않거든
요. 들어가도. 근데 컴퓨터 앞에만 딱 앉으면 나가라고. 방에서 나가라고.
연구자: 누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민경원 어머니: 경원이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딱 밖으로 나가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니 컴퓨터
를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닌데 너 왜 그러니. 나가라고. 있으면 불편하대 제가 있으면.
연구자: 2학년 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민경원 어머니: 네. 원래 말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도 안하고 그래요. (민경원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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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을 전후해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
는가하면, 부모들을 통해서나 본인을 통해서 이미 사춘기는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경우 역시
다수 존재했다. 가령 김예슬의 어머니는 예슬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심리상태가 안정”
되었고 사춘기가 “지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창 사춘기를 겪을 때 “무조건 들이대”거나
“난리 치고” 했던 것이 잦아들고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자: 예슬이 2학년 되니까 어때요?
김예슬 어머니: 좋아졌어요.
연구자: 어떤 게?
김예슬 어머니: 심리 상태가 안정적으로.
연구자: 심리 상태가? 사춘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김예슬 어머니: 완전 지나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지나간 것 같애요. 착한 척 많이 하고,
약간 고난이도의 거짓말도 좀 하고.
연구자: 고난이도의 거짓말은 어떤 거예요? (웃음)
김예슬 어머니: 살살 이렇게.. 부모님 안정시키면서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하는, 아주 고난이
도의. 많지는 않고 뭐, 순간순간에 아주 작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컸어요, 많이.
연구자: 지나갔다는 건 어떻게 느끼세요? 어떤 면들이 없어졌어요?
김예슬 어머니: 무조건 들이대는 거. 난리 치고.
연구자: 감정적으로?
김예슬 어머니: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좀 이제 안정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더라구요.
화가 나도 좀 참고. 뭐 이런 것들. (김예슬 어머니, 2017)

다른 한편, 가가중학교 학생의 가족들의 경우,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이나 신체적
변화와 관련해서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고선
윤의 어머니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샤워를 한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선윤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여자친구를 사귈 때” “지켜
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하려고 시도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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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윤 어머니: 6학년 때부터 샤워를 하고 수건. 저기 뭐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뒷걸음질
가듯이 수건으로 가리고 이렇게 가더라구요. 문을 갑자기 이렇게 돌리고. 근데 언뜻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많이 애가 큰 것 같애요. 지금은 거의 많이 좀 다 큰 것 같고.
그래서 작은 애는 지금 6학년 선윤이 6학년 때랑 비교해보면 좀 느린 편이거든요
작은애는. 근데 선윤이가 좀 빠른 것 같애요. (중략) 좀 성장이. 그래서 가끔 키가
다 컸다고 맨날 그 얘길 해요. 키가 호르몬 뭐 2차 성징 빨리 나타나서 자기는 키가
다 컸다구.
연구자: 그런 얘길 해요?
고선윤 어머니: 네 자긴 키가 다 컸다구 막 그러는데.
연구자: 2차 성징 지나면서 나타나는 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나요 엄마랑?
고선윤 어머니: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애 아빠랑 얘기는 잘 안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선윤아 그, 여자친구를 사귈 때 너가 지켜야할 그런 게 있고, 생명은 중요한
거고. 얘길 했더니 엄마. 나 13년 동안 뭐랬더라? 지금 지 나이 13년 동안 평생 지금
성교육을 무수히 많이 들었거든? 엄마 다 잘 알어 걱정 안 해도 돼. (고선윤 어머니,
2017)

남학생들의 경우 어머니가 아들과 몽정에 대해 대화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았는데,
실제로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부모와 얼마나 솔직하게 대화하는가의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이와 같은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타의 주제에 대
해서도 제약 없이 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석훈 어머니: 내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자: 누구한테?
이석훈 어머니: 석훈이한테. ‘아뇨 저 아직 안 했어요.’
연구자: 아, 석훈이한테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이석훈 어머니: ‘석훈아 너 몽정 했어?’ 저는 조금 그런 거 개방적이거든요. 우리 딸한테도,
남자친구 사귀면, ‘너 키스했니?’ 이런 거 막 물어보거든요.(웃음) 그런데 ‘엄마, 저
아직 안했는데요.’ 제가 워낙 그런 게 좀 개방적이니까, 아들도 ‘어유 엄마는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저 아직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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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이석훈 어머니: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딸한테] ‘야동 봤대?’ 이랬더니, ‘몰라요. 봤
겠죠, 요즘 애들 다 보는데.’ 이렇게, 살짝 감싸주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전 나쁘지 않아요. (이석훈 어머니, 2017)
조상철 어머니: 학교에서 하는 거[성교육]. 좀 리얼하게 해주신다고 하도 막 광고를 하셔서
와서 들었는데, 나는 우리 애가 몽정도 안 하고, 이런 야동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본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연구자: 물어보셨다구요?
조상철 어머니: 네. 혹시 몽정도 축하파티를 해준대. 지나갔으면 소급해서 해줄 테니까 얘길
해보라고 이제 얘길 했더니 애가 엄마 아 몰라요. 이러더라구요. 대뜸 너 몽정했어?
했더니 몰라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했단 말이거든요 몰라요는. 막 그래서 언
제쯤이야? 이랬더니 아~ 왜 별 걸 다 물으실려 그래. 막 그래. 언제 했는데? 그랬더
니 중학교 1학년 때? 막 그렇게 그것도 겨우겨우 얻어냈어요. 정말. 막 유도심문 해
가지고. 정말 얘기 안 할려 그래요. 너 어떻게 그 팬티랑 어떻게 했어. 엄마가 그거
세탁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뭘 그런 것까지 아실려 그러냐고 (웃음) 네가
빨았어? 그랬더니 막 처음엔 버렸대요.
연구자: 버렸다구요?
조상철 어머니: 자기도 너무 무섭고 뭔가 넘 찝찝하고 그래서. 너무 좀 그래서 이제 버렸다고
그러더라구.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러더라구.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빨았다고. (웃음) 왜 근데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걸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하
냐고. 그럼 아빠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빠한테도 말 안 했더라구요. 축하파티 해
줄까? 그랬더니 됐다고. (웃음) 1년도 된 것 같은데 뭔 축하파티를 해주냐고 막 뭐라
고 하더라구요. 근데 야동은 본 적있어? 그랬더니 그거는 막 얘기 안하려고 해서 저
는 솔직히 야동을요 나쁜 데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보는 거보다 부모님이 알면서 이렇
게 같이 보거나 아니면 같이 보기 좀 민망하면 아빠가 이렇게 뭐 보내준다거나 해서
봐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대요. 그게 청소년기
에 보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랬거든요 아들한테. 너 야동 보고 싶으면 아빠
한테 얘기해. 엄마는 구하는 사이트를 잘 모르겠고 아빠들은 다 알거야. 아빠한테 얘
기해서 아빠한테 보여달라고 해. 그랬더니 엄마는 어떻게 그걸 아빠한테 보여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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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냐고 얼굴이 빨개져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게 비밀로 하는 게 더 웃긴 거라고. 니 나이는 관심 있을 나이야. 관심 없으면 병원
가야 돼. 그랬더니 그냥 동생한테는 맨날 야동봤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안 봤대요.
동생이 갑자기 그 말에 짜증이 났는지 형은 언제 언제 봤잖아! 같이 봤었나봐요. 엄마
안 계실 때 언제 언제 봤잖아! 내가 언제 봤어 너 막! 아 봤구나. 내 아들은 안 봤을
줄 알았는데 봤구나. (조상철 어머니, 2017)

김재인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해주었다. 재인이는 엄마가 “개방적”이라고 표
현하면서, “되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그냥 다 털어놓고 얘길 해 줘”서 나중에 자신도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재인이는 현재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지만 남자친구
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엄마와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재인: 성교육도 엄마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해 주고. 되게 엄마가 개방적이어가지고 다
얘기 해주시니까. 남자친구랑도 그냥, 그러니까 막, ‘잠깐 만나고 말지’ 이런 건 아닌
데, 그냥.. 지금 딱 10대 때 잠깐 좋아 가지고 만나는 거고, 뭐 고등학교 가면 어차
피 헤어질 거 알고, 그래요. 이런 식이라서. 엄마랑은 그렇게 얘기해요.
연구자: 엄마가 성교육을 언제부터 해 주셨어?
김재인: 그, 영화 중에, <소원>이라고. 그, 지금 실화 바탕으로 한, 성폭행 얘긴데. 그, 지금,
감옥 들어가 있는 남자인데, 어린애 잡고 성폭행 해가지고 막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봐가지고 이해가 안 갔어요. 성폭행이 뭔지도 몰랐고, 왜 아픈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엄마가 딱 영화 보여 주고, 집 와서, 애기가 어떻게 생기고, 근데
그거를 어린 여자애한테 남자가 강압적으로 성욕을 제어를 못하고 한 거고, 그래서
여자애를...
연구자: 그 영화는 엄마가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같이 본 거야?
김재인: 네, 네.
연구자: 몇 학년 때?
김재인: 저, 초등학교.. 2? 3학년? 되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그냥 다 털어놓고 얘길 해
줘가지고.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나중에 애 낳아도. 엄마가 되게 잘.. 해준
것 같아요. (김재인, 2017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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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사춘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성장에 대해서 부모들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방식으
로 체감하거나 실감하고 있었다. 신체적 성장은 단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예전에는 같이 마트를 갔다 오면 무거운 건 내가 들고 가벼운 거 하나 너 들어 이렇게 해
줬거든요. 그 땐 제가 ‘그렇게 해’ 했는데, 요즘은 ‘엄마 이거 제가 들게요’ ‘엄마 이거 줘
봐요. 잠깐만 이거 줘 봐요.’ 그러고 먼저 막 가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또 달라 하고 이런
거 아니까. 그니까 아, 석훈이 이제 남자가 됐구나. 애기가 아니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구.
(이석훈 어머니, 2017)

위의 인용문에서 이석훈의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자녀의 부쩍 큰 키를
보거나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짐을 자녀가 들어주는 상황을 문득 경험하면
서, 즉 자녀의 신체적 성장을 어느 날 불현듯 깨달으면서, 더 이상 “애기가 아니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큰 편차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가족관계의 패턴,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함
께 식사를 하는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김성문과 조상철
은 둘 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 남학생들이다. 두 학생 모두 겨울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
고 있는지 물었을 때 집에서 주로 핸드폰을 하면서 보낸다고 답했고,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 각자 핸드폰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말했다.

연구자: 하루 일과는, 집에 있을 때는 거의 게임하거나 핸드폰 하는 거네?
김성문: 게임은 그래도 많이는 안 해요.
연구자: 많이는 안 하고? 주로 그냥, 동영상 보는 게 제일 많은 거야?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건 많이 안 봐?
김성문: 웹툰은 많이 안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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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웹소설도 안 보고?
김성문: 긴 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내가 어디 읽는 중이었지?’ 하게
돼가지고.
(중략)

연구자: 음, 그러면 형도 핸드폰 하고 너도 핸드폰 하고 동생도 영상 보고, 엄마는 뭐 하셔?
김성문: 엄마는.. 집안일 조금 하시다가, 티비 봐요. 드라마나, 예능채널 같은 거 틀어 보시
고, 엄마도 가끔 핸드폰 하시다가. 엄마도 대체적으로 집에 계세요. 대체적으로.
(김성문, 2017 겨울)

연구자: 그럼 집에서 동생이랑 너랑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조상철: 네, 가끔 엄마가 모임 같은 거 안 가시면요. 같이 있는 편이죠, 방학 때는.
연구자: 그러면 하루 종일, 동생도 학원 안 다니고?
조상철: 네.
연구자: 그럼 하루 종일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각자 핸드폰 하나? 동생은 그럼 뭐해?
조상철: 동생은 게임해요.
연구자: PC게임? 핸드폰 게임?
조상철: 네.
연구자: 동생은 어디에서 해, 게임을?
조상철: 동생도 집에서 할 때도 있고 걔네 친구들 만나서 할 때도 있고.
(중략)

연구자: 음. 그럼 엄마는 뭐 하셔?
조상철: 엄마도 핸드폰 하실 걸요.
연구자: 엄마는 핸드폰으로 뭐 하시는 지 알아?
조상철: 밴드 하시는 것 같던데.
연구자: 그래? 무슨 밴드 하셔? 잘 몰라?
조상철: 네, 그것 까지는.
(중략)

연구자: 동생이랑 너랑 계속 핸드폰 하면 엄마가 뭐라고 안 하셔? 뭐라고 하는 집도 있잖아.
조상철: 엄마가 가만히 내버려두던데요.
연구자: 별 말씀 안하셔? 되게 자유롭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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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 네. (조상철, 2017 겨울)

하지만 김성문과 조상철이 가족관계에서 맺는 상호작용의 정도나 유형은 매우 다르다.
김성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편이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답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겨울방학 기간에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지내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답하지 못했고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
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못했다.

김성문: 저희 남매가, 다 게임을 많이 안 해가지고. 게임을 해도 누구랑 같이 하거나 할 때만
해서, 잘 안 해서. 거의 다 영상 봐요.
연구자: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셋 다 핸드폰이나 영상 보는 거야?
김성문: 네.
연구자: 대화는 많이 하는 편이야?
김성문: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주로 어떤 대화를 해?
김성문: 글쎄요.. 주로 뭘 많이 한다 그런 건 없는데.
연구자: 음, 그러니까, 대화를 ‘야 이것 좀 해 봐’ 그런 대화를 주로 하는 거야?
김성문: 그런 것 같애요.
연구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건 아니야?
김성문: 그럴 때도 가끔 있고. (김성문, 2017 겨울)

반면 조상철의 가족은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인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묻는 질문에
“꿈에 대한 대화”나 “정치 얘기”를 한다고 즉각 답했다. 인터뷰가 있던 바로 전날 나눈 대

화를 일례로 삼아 구체적으로 대화주제에 대해서 구술하기도 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와 정치를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사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에 아버지와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연구자: 상철이는 가족들이랑 대화는 많이 하는 편이야?
조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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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어떤 대화 해?
조상철: 음. 꿈에 대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끔 정치 얘기도 하고.
연구자: 그래? 정치 얘기도 해, 가족들이랑?
조상철: 네, 어제 실시간을 봤는데 1위가 병원에 불났잖아요, ○○ 병원에. 거기에 ○○당
의원이 와서 다 대통령 탓이라고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욕먹는 거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연구자: 네가 부모님한테?
조상철: 네.
연구자: 그랬더니?
조상철: 부모님도 그 얘기하시던데.
연구자: 뭐라고?
조상철: 음……. 애초에 소방법을 반대한 곳이 ○○당이어가지고, 자기들이 반대했으면서,
그렇게 얘기 했는데.
연구자: 그렇구나. 상철이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
조상철: 네,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중략)

연구자: 그럼 너는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조상철: 부모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연구자: 아, 부모님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
조상철: 네. 특히 아빠.
연구자: 아버지가?
조상철: 네.
연구자: 그럼 정치 얘기를 집에서 많이 하셔?
조상철: 네. (조상철, 2017 겨울)

여기서 살펴본 예에서 나타나듯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
난다. 방학 동안 학원에 다니지 않고 온종일 집에서 지내는 두 남학생의 예에서처럼 얼핏
보면 동일하게 가족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집안에 함께 머물면서 각자 자신의 핸드폰이나
TV 등 전자기기에 몰두하며 개별적으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자기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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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벗어나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제, 조부모 및 친척들과의 친밀한 관계
가족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의 대상과 범위는 부모-자녀 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박성수
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지만 일상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
지하고 있고, 특히 형과 매우 친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의지를 하면서 성장했다. 형은
“부모님한테 말하기는 좀 껄끄럽다거나” 부모님과는 “상담 못 할” 내용들, 여자친구에 관한

얘기 등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었다.

일단, 제가 학교에서 막 힘들어도 부모님도 의지가 많이 되지만,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맞벌
이를 하셔서 형이 좀, 형이랑 사이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털어놓지 못할
고민들 있잖아요. 좀 부모님한테 말하기는 좀 껄끄럽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내용이라 상
담 못 할 그런 내용이다, 여자 친구다, 그러면 형은 그래도 형도 나이 또래가 비슷하고, 형이
랑 잘 맞는 것도 있으니까 형한테 제가 많이 의지가 되고 일단. 저를 되게 걱정해 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어머니도 의지가 많이 되고. 아버지도 되게 ‘츤데레’라고 해야 되나? 아빠는
‘츤데레’라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르시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도 아빠는 틱

틱 대면서도 잘 챙겨 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란 게. (박성수, 2017 겨울)

박성수가 말하는 것처럼, 형제 관계는 같거나 비슷한 세대에 속해있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이야기하기 힘든 일들도 터놓고 얘기하기 훨씬 쉬운 면이 있다. 이석훈의 어머
니는 대학에 진학해서 지방에서 학교에 다니는 딸이 방학에 집에 오면 동생과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뿌듯한 감정에 대해 말해주었다.

이석훈 어머니: 지금 이제 방학이라고 올라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저녁에 여섯 시부터 열
한 시 반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석훈이도 이제 저보다는 누나랑 말이 통하고, 누
나가 옷도 코디해 주고, 옷 사주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는
것보다 누나랑 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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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누나 올 때까지.
이석훈 어머니: 네. 완전히, 너무 늦게 자는 거예요.
연구자: 아, 누나랑 막 얘기하고.
이석훈 어머니: 네. 누나랑 얘기하고, 지가 마중 나가서 누나 데리고 오고. 버스 정류장까지.
연구자: 오, 네.
이석훈 어머니: 데리고 와서 누나가 이제 그 시간에 밥 먹으니까 지도 옆에 앉아서 얘기하고
떠들고. 그래요.
연구자: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이석훈 어머니: 너무 좋죠.
연구자: 좋으세요? (웃음)
이석훈 어머니: 그럼요. (웃음) 얘가 좀 늦게 자는 거는 문제긴 한데, 저는 항상 얘기 하는
게, 너네 둘 사이만 좋으면 나는 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막 꽁냥꽁냥 얘기하
고 그러면, 어떨 땐 저를 좀 소외시키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도 뭐 나이가 있으니
까 좀 안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게 서운하진 않아요. 둘 사이가 좋으면. (이
석훈 어머니, 2017)

가가중학교 학생들 중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조부모와의 관계 역시 친밀
한 사례가 많이 보였다. 모정음의 경우 “걸어서 20분” 거리에 사는 조부모와의 친밀한 관
계는 다음의 인터뷰 인용문에서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모정음: 제가 요즘, 원래 관심 있었는데 아무튼.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팩을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제가 스무
개를 사드렸어요, 팩을.
연구자: 팩이라면, 마스크 팩?
모정음: 네. 그걸 거의 다 쓰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연구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정음: 두 분 다 쓰니까. 하루에 한 팩씩 쓰니까.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가까워서.
연구자: 아, 가까이 살아?
모정음: 걸어도 20분? 거리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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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래?
모정음: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아하셔서.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모정음, 2017
여름)

이밖에도 김예슬은 조부모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고선윤은 조부모와 얼마 전까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으며, 김재인은 할머니와 근처에 살면서 가깝게 왕래하며 지내고 있었
다. 김지연은 조부모가 집 근처에 사셔서 맞벌이하는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지연이 남매를
돌봐주었다.
가가중학교 전체 학생들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조부모가 근
거리에 거주하면서 양육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가가중학교 인근 지역에서 성장했거
나 주변에서 오래 거주했던 부모세대가 원 가족인 조부모의 인근 지역 혹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 조부모들 사이
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에 대한 일상적 기여
전년도 보고서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가족이
많은데, 맞벌이 가족의 경우 자녀들이 간단한 집안일을 포함해 가사노동에 기여하는 경우
가 많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자녀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집안일을 돕는 데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특별하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물론 모든 학
생들이 날마다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별 구분 없이 대체적
으로 집안일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했다.

박성수: 집안일이요? 심심하면 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심심하면 뭐 해?
박성수: 아, 만약에 제가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연구자: 예를 들어 토요일 날 같은 때?
박성수: 그럴 때는 설거지 가끔 하고. 청소기로 제 방 치운다거나. (박성수, 2017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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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박성수는 “심심하면” “집안일”을 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설거지도 가끔 하고, 청소기를 돌리기도 한다. 박성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한 돌봄의 공백 때문에 학교 방과 후에는 거의 사교육기관에서 시간을 보낸
편이었다. 따라서 집안일을 일상적으로 할 만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주말을 비롯해 집에 있는 시간에는 종종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연구자: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면서 보냈어?
모정음: 저요, 이번에 되게 집안일 많이 했어요.
연구자: 집안일? 무슨 집안일?
모정음: 설거지하고.
연구자: 진짜?
모정음: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요. 제가 방학 때 진짜 엄청 먹어서 일부러 서 있으려고 설거
지 하겠다고 그러고. (모정음, 2017 여름)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는 학업성적이나 성적에 대한 관심과도 특별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자신을 “집순이”라고 표현하는
모정음은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름방학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집안일”하
면서 지냈다고 답했다. 모정음은 성적이 높은데다 고교 진학 관련해서도 가장 학업에 관심
이 많은 편에 속하는 학생이지만 동시에 가사노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학생이기도 했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와 같은 일상적인 기여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는
존재로서 성장해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2) 학교생활
불만도 있지만 즐거운 학교생활
‘내가 속한 집단’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질문지에 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 15명

중 13명이 “학교” 또는 “가가중학교”, “가가중학교 ◌학년 ◌반”을 적었다. 학교를 적지
않은 2명은 해당 질문지를 전체적으로 취미생활 위주로 적은 경우(TV, 드라마, 페이스북,
유튜브 등) 또는 실질적으로 학교와 구분되지 않는 항목으로 “친구”를 적은 경우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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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부연하여 서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 친구들은 학교에 있다”(김지연)
“가장 가고 싶은 곳”(이석훈)
“수다 떨러 가는 곳ㅋ”(이진형)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기대되는 곳”(조상철)
“심심하지 않고 즐거운 곳”(박성수)
“방학이 싫을 정도로 항상 재미있고 기대되는 곳”(김재인)
“축구동아리 할 때마다 기대가 된다”(고선윤)
“방학이 끝났으면 좋[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 항상 새로운 기분이다.”(박혜연)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있고 새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새로운 느낌도 있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민경원)
“친구들이 많은 곳”(이승일)
“재미있는 곳”(주지호)
“그닥 도움이 되기보단 그래도 매일 밖으로 나오게 해준다”(김성문)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집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곳이다. 위에서 확
인해볼 수 있듯이 학교는 “내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함께 “수
다”를 떨고 그래서 “재미있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
하는 학생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교는 친구들과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학교를 가장 부정적으로 기술한 김성문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 밖으로 나오게 해준다”고 적었다. 김성문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
발하지 않은 성향인데, 학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밖으로 나오게”, 즉 사회적 관계를 맺
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 그렇구나. 학교는 어떤 곳이야, 정음이에게?
모정음: 저를 잡아주는 곳, 부지런하게. (웃음) 지금은 여기 가서 공부해, 지금은 쉬어. 밥
먹어 이렇게.
연구자: 너의 규칙을 만들어 주는 곳이구나?
모정음: 네. (모정음, 2017 여름)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모정음 역시 학교는 친구들을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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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주는 곳”이고 “부지런하게” 만드는 곳, 즉 긍정적인 의미에서 규율하는 곳이라고 서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 규모가 너무 작다거
나, 용모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거나 하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박혜연은 태
어날 때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정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묻자 미
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말”라는 학교
의 “간섭”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었다.

박혜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라고 간섭을 잘 안 해요. 안 한 대요. 근데 저희 나라
에서 학교에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연구자: 그래 어떤 거? 어떤 게 있어 예를 들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박혜연: 학교에서 되게 많이 잡는 학교가 있고 안 잡는 학교가 있는데 어 화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염색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미국인들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규제를 안 받는대요. 그건 자기 자유라 생각을 해서. 저희 나라는 그런 게 많으니까.
연구자: 근데 여기[가가중학교]는 화장해도 되고 염색해도 되잖아.
박혜연: 안돼요.
연구자: 진짜? 화장한 애들도 많고 염색한 애도 봤는데?
박혜연: 염색한 애들 갈색머리인 애들은 쌤이 어느 정도 딱 갈색까지만 잡고 완~전 탈색한
머리 그런 거는.
연구자: 아, 그게 안 된다는 뜻?
박혜연: 원래 ○○이라는 여자애 여기 우리 학교에서 가장 밝게 염색한 애가 쌤이 덮으라
그랬는데 안 덮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연구자: 완전 밝게 탈색하는 게 안 된다는 거구나. 화장은 다 하잖아.
박혜연: 화장도 쌤들이 잡아요. 잡는 쌤 있고 안 잡는 쌤이 있는데 잡는 쌤은 화장실 가서
지우고 오라 그래요.
연구자: 지우고 오라해? 나 화장한 애들 되게 많이 봤는데?
박혜연: 잡는 쌤은요 화장실 가서 지우고 오라 그래서 검사를 다 하거든요. 걔네가 또 하는
거죠. 끝나고.
(박혜연, 201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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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의 경우는 가가중학교가 인원이 적어서 내신의 변동 폭이 크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가중학교는 1학년 입학할 때부터 규모가 크지 않았고, 학군이 좋은 지역
의 학교가 아니라서 중학교 재학 중에 새로 유입되는 가구도 드물기 때문에 가가중학교로
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오히려 이사 등으로 전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정원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학교는 만족해? (중략)
이진형: 좀 인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왜?
이진형: 너무 적어서.
연구자: 음, 적어서 안 좋아?
이진형: 음, 막, 안 좋은 건 모르겠는데. 어, 그냥 성적으로 봐서 애들이 몇 명 없으니까 [시
험을] 조금만 못 쳐도 훅 떨어지고 조금만 잘 해도 훅 올라가고, 그냥 그러니까. (중
략) 다른 학교 얘기 들어보면 다 200명, 좀 적은 데가 14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제가 모르겠는데, 1학기 때는 14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말 볼 때는 122명이에
요. (중략) 1학년 때가 백사십 몇 명이었는데, 2학년 때 126명 돼 가지고. (이진형,
2017 여름)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학교의 수업이나 학사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맺어지는 친구
관계와 연관되는 측면이 크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놀이하는 일상을
즐겁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입시 부담에서 나타나는 큰 편차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는 편이다. 1학
년 때만 해도 성적이 비교적 괜찮은 편인 학생이나 성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중 자사고
나 특목고를 막연하게나마 고려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입시가 가까워지면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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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막 특목고니 뭐니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 갈 길은 되게 엄청 많으니까,
괜히 여기서 잘 해봤자 특목고 가면은 애들 밑밥이나 깔아주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경우도 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괜찮은 주변의 일반 여자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일반, 남
녀공학보다는 여고 가면은, 남자도 없고, 그리고 여자고등학교가 더, 규율 이런 게 세니까.
화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전에는 여자고등학교 가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엄마랑, 고등학
교 딱, 엄마가, 삼년만 참으라고. 대학교 가서는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여자고등
학교로. ㅇㅇ여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재인, 2017 겨울)
연구자: 너 근데, 옛날에는 막 자사고도 생각 있다 그랬었잖아.
고선윤: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금 자사고를 들어가요.
연구자: 왜?
고선윤: 지금 성적 갖다가 이미 글렀고, 그냥 앞으로 남은 거 잘 해야죠.
연구자: 음, 그래도 뭐 그렇게 무슨 자사고 가거나 그런 거 아니면 중학교 성적이 막 그거
해도 크게 그런 건 없겠네?
고선윤: 네, 네. 상관없어요. (고선윤, 2017 겨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가가중학교 학생 중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2명과 특목고
또는 자사고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 2명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가족으
로부터 특별한 부담이나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다. 아래에서 보듯이 부모로부터 특별한 입
시 부담을 받지는 않지만 스스로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하다. 과학고등학교
를 준비하는 경우, 한국의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가 상당한 정도의 선행학습을 필수로 할
뿐 아니라 학원에서도 영재고나 과학고 대비반의 경우 대단히 빠듯한 일정으로 반을 편성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연구자: 그러면 고등학교는?
모정음: 고등학교는 외고를 가면 좋겠지요. (한숨)
연구자: 응. 근데 왜 한숨을 쉬어?
모정음: 할 게 너무 많아서.
연구자: 뭘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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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음: 외고 가려면 자소서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 개 알아보니까 막 책을 엄청 많이 읽어
놓고. 그게 쫙 학생부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학생부에?
모정음: 학생부에, 그러면 이런 건 왜 이런 건 왜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면 설명해야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대요.
연구자: 그걸 생각하면 머리가 답답해?
모정음: 네. (모정음, 2017 여름)

연구자: 과학고나 영재고는 전국에서 막 (경쟁) 하는 거잖아. 그런 부담감도 많이 들지?
박성수: 부담감은… 부담감이 들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어요. 저희 학교
애들이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좀 ‘나도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가끔마다 들어서.
연구자: 너는 왜 하는 거야?
박성수: 저는 거기에 제가 목표를 잡았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도 그 목표를 잡았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돼요. (박성수, 2017 겨울)

위의 예에서 보듯이 과학고나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성적에 대
한 관심이 당연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특별히 과학고나 특목고 등에 진학하고자 하는 계획
이 없는 평범한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족으로부터의 성적의 압박도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내신
이 특별하게 각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에 대한 관심의
편차가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교 수위권의 성적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성적
에 대해 입시와 무관하게 높은 관심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자존감과 성적을 연결시키
기 때문이며, 기타 대다수 학생들의 경우 물론 좋은 성적을 희망하기는 하지만 과도한 정
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학교생활
앞에서 본 것처럼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시험 및 성적에 대한 특별한 압박감은 느끼지
않는 편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 역시 사교육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학원에 다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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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게 높은 것은 아니다. 학
원을 다니면서도 학원에서도 자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일종의 학교 방과 후 돌봄의 기능
으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연구자: 학교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때?
모정음: 애들은 착하죠. 착하고.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은 애들도 좀 있고.
연구자: 아, 그래?
모정음: 진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연구자: 진짜 없어?
모정음: 진짜 그냥 노는 걸 좋아하고, 학원에서 예습을 나간다고 해도, 자고 온대요.
연구자: 학원에서?
모정음: 네. 예습을. 아무튼.
연구자: 친구들이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걸 정음이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모정음: 네. 그래서 제가 노는 애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연구자: 너랑 친한 애들이?
모정음: 네. 친한 애들이. 중간에 있는 애들, 학원 다니는 애들. 그래서 시험 시간 때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 몇 점 맞았어, 이러는 게 너무

싫어요.
연구자: 아, 네가?
모정음: 네. 근데 [애들이] 물어보니까 평균은 말해 줘야 되고.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모정음, 2017 여름)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가가중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사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
교육기관 즉 학원이 학습의 기능 혹은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모정음의 경우처럼 학업에 관심이 많은데도 사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도 많이 있고, 아래 교사와의 인터뷰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학원을 “보육의 기능” 혹은
“위탁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교사 가3: 저희 반 애들은 절반 이상은 [학원에] 다니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중략) 가끔

108

Ⅳ. 중학교 2학년의 생활과 자기 인식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얘들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하는 게 학습의 목적보다는 보
육의 기능으로 부모님이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늦게 끝나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애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좀 위탁할 수 있는 장
소로서 학원을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네, 네. 학원을 다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시는 걸 보면, 또 그런 분들 중
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하시니까.
연구자: 네. 실제로, 그러니까, 학업에 대해서 전혀 효과를 못 느끼시겠다는 거죠?
교사 가3: 그렇죠. 네. (교사 가3, 2017)

가가중학교의 전반적인 학업수준이나 성취도, 학업에 대한 관심 정도에 관해서는 교사
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 확인해볼 수 있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크게 열중하거나 관심을 두는 편이 아니며, 학업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거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전의 학교도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초임 때 제가 시험 문제
를 냈을 때 평균이 30점이 나와서 당황했었거든요. 이 정도는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에
서 알바하거나 일을 할 때 냈던 수준에 비하면 너무 쉽게 낸 건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다고
생각해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많이 쉽게 내는 편이었는데. (중략) 그런데 여기서는 더 쉽게
내야 평균이 5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하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응용되거나 좀 심화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검증을 하거나 그 정도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도 첫 시험을 쉽게 낸다고 냈는데 평균이 40점대 초반이 나왔거든요.
(교사 가3, 2017)

교사와 학생 공통적으로 인터뷰에서 가가중학교 시험문제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하거나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
에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잘 듣거나 공부에 성의를 기울이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점
수를 잘 받는 편이다. 때문에 위의 교사처럼 가가중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은
응용문제나 심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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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학생의 특성으로만 찾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15명의 연구 참여학생들이 좋아
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재미있는 과목과 재미없는 과목을 물었을 때 개인적인 성향이
나 선호를 떠나 놀라울 정도로 공통적으로 답하는 과목들이 있었다. 재미있게 듣고 있는
수업, 좋아하는 과목의 경우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그 이유를 교사로 꼽았다. 수업이 재미
있으면서도 충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과목에 대한 흥미도 높이진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이 거의 듣지 않는 수업, 싫어하는 과목에 관한 설명 역시 공통적이었
다. 교사의 수업방식이 지루하거나 수업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의 규범적 위상: 전반적으로 예의바른 학생들
가가중학교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학교의 규범적 위상을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승인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예년의 가가중 학생들과 비
교해 봐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안정되었다고 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높은 학
부모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우선 여기[가가중학교] 애들이 예의가 발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고집한다거나 이런 애
들이 별로 없고요. 아이들이 그냥, 그야말로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 주는 편이고. 그리고
좀 뭐, 불만이나 이런 거 보다는 아이들이 대부분 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자고
했을 때, 어떤 애들은 ‘아 그거 왜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여기 애들
은, 저는, 좋은 점이 약간 순수하고, 그냥 수업시간에 제가 하자는 대로 긍정적으로 다 받아
주니까, 아, 이 아이들이 다른 학교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괜찮아요. 저는 여기 애들이 순수
하고 긍정적인 것 두 가지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사 가2, 2017)

전에 학교 애들이랑 비교해도 차분하고 착한 애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
면 기가 죽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략) 전체적으로 애들이 좀 착한
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사 가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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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가4: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한, 근래 한 2년 동안에 아이들이 뭐,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
지는, 그렇지도 않은데, 선생님들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하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
들이 온순해요.
연구자: 네.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교사 가4: 네. 너무너무 온순해요. 솔직히 참 신기할 정도고. 아, 그래서, 네.
연구자: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혹시 선생님?
교사 가4: 솔직히 저희들도 그게 왜 그럴까.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든지 하면[그래서 나타난 변화라면], 조금, 아이들이 집에서 받는 정서적 지지라든지
교육적 지원 같은 게 상황이 좀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애들이 굉장히 온순해요. 단순히 무기력을 떠나서 순해서 굉
장히 학교 분위기가 좋아요. 애들 착하고. (교사 가4, 2017)

학생들이 학교의 규범적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교사들
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다. 가가중학교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해 예의가 바르고,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다. 현장연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면 복도나 계단
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이 연구자에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경우가 흔했다. 학
생들이 교사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감정은 문장완성형 질문지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
다. “선생님은 주로 ____________”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
이 서술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학생들에게 친절하시다. (조상철)
친절합니다. (주지호)
좋다. (박혜연)
착하시다 (민경원)
착하시다. (김예슬)
재밌다 (이석훈)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들 것 같다 (김지연)
나를 보며 수업하신다. (모정음)
나를 칭찬하신다? 훗! (이진형)
공부를 시키신다. (고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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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듯이,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은 “친절”하다거나 “착하시다”, “재밌다” 등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범적인 태도와
감정을 보인다는 것과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에 집중한다거나 모범적인 학습태도를 보이는
가는 별개의 차원이다. 가가중학교의 수업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수업 진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업시간의 참여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물론 모든
수업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과목에 따라 학생 대다수가 수업에 몰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적은 편이
다. 모정음은 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예외적인 학생 중 하나인데, 모정음의 말에
따르면 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연구자: 한 반에서 치면, 수업을 정음이처럼 듣는 애가 어느 정도 돼?
모정음: 두 명?
연구자: 두 명? (웃음)
모정음: (웃음) 근데 다른 애들은 떠들어도 너무 익숙해요. (웃음) 선생님만 보면서 하고.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할 때 두 명 데리고 수업하는 거야?
모정음: 그렇죠. 많으면 6명에서 10명?
연구자: 많으면 6명에서 10명?
모정음: 네.
연구자: 걔들 데리고 수업하는 거야?
모정음: 네, 그렇죠. 그냥 선생님만 계속 보고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대답 안 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아, 요즘에는 애들이 앉아서 자더라고요. 누워 있으면 뭐라고 그래서.
(웃음) 그러고 자는 애들도 있고.

연구자: 와, 그럼 완전 소규모 지도네?
모정음: 저는 오히려 애들 자는 게 편해요.
연구자: 왜?
모정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애들은 자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어, 이런 거. (웃음)
(모정음, 201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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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자는 여러 학생들 중 하나인 김예슬은 아래 인터뷰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안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재미없어서” 수업시간에 거의 졸게 된다고 말했다. 맨 앞자리

에 앉아서도 졸고, 이렇게 조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들 역시 별다른 제재나 지적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 예슬이 수업 시간에는 어때?
김예슬: 들어야 될 건 듣는데, 별로 제가 혼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약간 졸아요.
연구자: 졸아?
김예슬: 네. 졸아요. 너무 피곤해서 졸아요.
연구자: 너무 피곤해서?
김예슬: 그냥, 원래 안 그랬는데, 습관이 배었나 봐요. 수업시간에 너무 자니까 아늑해. 안
자려고, 엄마가 맨날 자지 말라고 해서 안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중략)

연구자: 왜 그렇게 졸린 것 같아? 수업 시간에?
김예슬: 재미없어서.
연구자: 재미가 없어서?
김예슬: 네. 제가 흥미를 안 느끼면, 제가 그, 누구랑도 얘기할 때 보면, 재미가 없으면 저절
로 막 하품이 나와요. 진짜 피곤한 게 아니면. 그래서. (중략) 컨디션 괜찮을 때는
안 자는 날도 있어요.
연구자: (웃음) 안 자는 날도? 나머지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는 안 하셔?
김예슬: 네. 그러니까 막, 계속 자는 게 아니라 약간 졸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수업 듣는 듯하
다가 다시 이렇게... (웃음) 근데 그걸 제가 맨 앞자리에 앉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예슬, 2017 여름)

교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수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교사 입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해외 지역에 대해 설명한다거나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13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교사 가3: 제가 처음에 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다 저도 이제 좀 아차 싶어서 좀 조심하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지역이나 이런 이야기
들을 할 때, 여행을 갔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나는 평생 그런 데 못 갈 텐데.
못 가는데. ‘저 거지예요’.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연구자: 아, ‘저 거지예요’.
교사 가3: 네. 그 자체가, 애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본인의 처지랑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아서 좀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편부모 가정이 많은 편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수업시간에도 어머니나 아버지를 지칭해서 예를 들기 좀
어렵고 ‘학부모님’ ‘부모님’ 이라는 말로 통용하지 않으면 혹여 애들이 상처를 받을
까 그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연구자: 많은가요, 선생님?
교사 가3: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반만 해도 좀 되는 편이어서.
연구자: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 돼요?
교사 가3: 절반이 지금, 위탁한 학생 빼고 스물네 명인데, 그중에서 편부모가정이거나, 아니
면 아예 친척에 얹혀 살거나 조손가정인 경우는 제가 아는 것만 한 다섯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그 정도니까, 아무래도 전체를 놓고 보면 좀 더 그런
게 심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교사 가3, 2017)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나 생활환경의 편차가 큰 편이어서 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예
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아래 두 개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
해 수업을 할 때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아서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
는 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가 낮은 편이라는 점 역시 확인해볼 수 있다.

연구자: 여기 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같은 건 어때요?
교사 가4: 아주 낮죠. 아주 낮죠. 제가 ㅇㅇ[과목명] 하는데 진짜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연구자: 어떨 때 느끼세요?
교사 가4: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휘나 추상적인 단어, 그런 걸, 그 어떤, 정의적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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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독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
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쓰시는 언어나 문장, 그런 것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이가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중략) 예를 들면 감성(感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감성에 대해서 전혀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감성.
연구자: ‘감성’이라는 단어를?
교사 가4: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감성’을 풀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슬프다는 감정,
뭐 이런 거, 뭐, 기쁘다, 뭐,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이걸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야 할 정도로. 정말 이 애들이 설마 이걸 모를까 싶은데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애들
이. 상상 이상으로 단어를 굉장히 몰라요.
연구자: 네. 선생님 그러면, 재직하셨던 학교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인가요?
교사 가4: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낮아요. (교사 가4, 2017)

근데, 진짜, 제가,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학교 시험에 선생님의 말
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이 한 문제로 내가, 알죠? 구십 몇 점이 될 수 있고 백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너무나 집중을 해요. 우선 집중력, 제가 보기에 잘 하는 아이
는 집중력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 과목에 대한 흥미. 특히 ㅇㅇ[과목명]에 대해 흥미가
있어야만. 뭔가 제가 이야기했을 때 관심을 보이지, 흥미 자체도 없고 ㅇㅇ 배우는 건 싫고
암기하는 것 귀찮은 애들은 아예, 그렇죠? 제가 어떤 재밌는 걸 하자 그래도 ‘에, 또, ㅇㅇ는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써.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잘하거나 ㅇㅇ 좋아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흥미가 없는 아이들
에게 흥미를 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흥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부여? 그
걸 시키는 게 가장 솔직히 어려워요. (중략)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일부 애들은
너무, 이제, 그렇죠? 모든 교과가 비슷비슷하니까 어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그냥 체
육인 거예요. 왜냐하면 ㅇㅇ, ㅇㅇ, ㅇㅇ는 무조건 해야 되는, 풀고, 풀고, 암기해라, 써라,
이런 약간 강압적인 거지만, 체육 같은 거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활동적이
고 하니까. (중략) 대부분이 좋아하는 과목이 체육이고요, 그 외에 이제, 외고가 목표라던가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과목이 너무 좋아, 이런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그래도 열심히
하려 그러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인 거죠. (교사 가2, 2017)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다거나 추상적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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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가 낮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성장과정에서 가족을 비롯해서 주요하게 관계 맺는 타인
들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겨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특징은 아니며, 가가중학교 학생들 사이
에서 학습동기부여 또는 추상적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공통적
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3) 지역 및 기타 생활
여가생활 및 친구관계의 다양한 패턴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여가생활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생들은 가가중학
교의 인근 지역을 벗어나 번화한 먼 지역으로 가서 친구들과 노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홍대 앞을 비롯한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먹거나 노래
방에 가는 등 특별한 여가를 즐긴다고 말했다.

연구자: 친구들하고 놀 때는 뭐하고 놀아?
모정음: 음, 노래방도 가고요, 밥도 먹고요.
연구자: 방학 때 친구들 만나서 놀지는 않았어?
모정음: 놀았죠, 세 네 번.
연구자: 세 네 번? 어디에서 놀았어?
모정음: 홍대에도 갔다 왔고, 여기 ●●(지역 명)에서도….
연구자: 홍대에서 가면 뭐하니?
모정음: 가서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요.
연구자: 맛있는 거 뭐?
모정음: 피자랑….
연구자: 피자?
모정음: 샐러드 바에서 피자 무한리필 하고 샐러드 바랑.
연구자: 프랜차이즈 피자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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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음: 네. 거기는 아무래도 가격부담이 있죠.
연구자: 응?
모정음: 가격이 되게 있으니까.
연구자: 프랜차이즈가?
모정음: 그냥 홍대는 음식점은 거의 다 비싸잖아요, 학생들이 먹기에는. 그래서 그냥 무한리
필 가거나.
연구자: 먹고, 또 뭐해?
모정음: 먹고. 돌아다니다가 뭐 사고.
연구자: 뭘 사?
모정음: 되게 많잖아요. 화장품 가게들이. 그리고 옷가게도.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시
간이 다 가요.
연구자: 노래방도 가고, 홍대에서?
모정음: 네. (모정음, 2017 겨울)
연구자: 토요일 날 친구들 만나면 뭐해?
박성수: 토요일 날은,
연구자: 갑자기 웃음이 막 번지는데? 토요일 얘기 하니까?
박성수: 아, 게임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연구자: PC방 가서?
박성수: 네. 어디 놀러가서… 옷 같은 것 사고 그래요.
연구자: 어디서 옷 사?
박성수: 그 ◇◇(지역 명)에 있는 데도 있고.
연구자: ○○몰 같은데?
박성수: 거긴 좀 비싸서. 가는 길에 ▣▣라고 의류 매장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거기 많이
가고. 거기 안 가면 이제 좀 멀리 홍대 같은 데 가서.
연구자: 홍대도 가?
박성수: 아, 근데, 많이 가지는 않죠.
연구자: 아. 가서 뭐해?
박성수: 가서 뭐 먹고,
연구자: 어떤 거 먹어?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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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그냥, 똑같은 거 먹는데.
연구자: 어떤 거? 똑같은 거 뭐 먹어? 뭐, 예를 들면 떡볶이를 먹어, 아니면 피자를?
박성수: 짜장면….
연구자: 짜장면?
박성수: 홍대 괴물 짜장?
연구자: 괴물 짜장?
박성수: 큰 거. 나오는 거 먹고. 그랬어요.
연구자: 그랬어? 또, 먹고 뭐해? 홍대 가면.
박성수: 되게 오래 있지를 않아서.
연구자: 그냥 그 것만 먹고 오는 거야?
박성수: 먹고, 옷 보고 나온 것 같아요. (박성수, 2017 겨울)

친구관계의 패턴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래 이석훈의 경우처럼 같은 중학교 뿐
아니라 인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특정한 장소로 자전거 여행
을 가서 사진을 찍고 모아서 사진집을 만들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김지연의 경
우처럼 아이돌 팬클럽에서 파생된 모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학생도 있었다.

이석훈: PC방은 많이는 안 가고, 예쁜, 사진 찍기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지하철 가서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해요.
연구자: 사진 찍기 좋은 데는 어디야?
이석훈: 올림픽 공원 이런 데. 애들이랑 가서.
연구자: 애들이랑, 진짜?
이석훈: 네, 사진 찍고. (중략) 그냥 우리끼리 나중에 그런 것 모아놔서 앨범 만들기로 했어
요.
(중략)

연구자: 그래서 만나서 거기도 가고, 또 어디도 가?
이석훈: 폐역……. 운행 안하는 역 같은데 가서 철도에서 사진도 찍고.
연구자: 거기서 또 사진 찍어. 너무 재미있다, 너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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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훈: 그러고 홍대 같은데 가서 같이 밥 먹고.
연구자: 홍대 가서 밥 먹는다고? 뭐 먹어, 홍대 가면?
이석훈: 보통 거기 있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먹고, 밥은 그냥 간단하게 주변에 아무데나
보이는 가게 들어가서 먹고. (이석훈, 2017 겨울)
연구자: 방학 때는 다른 ‘팬질’은 안 했어?
김지연: 어디를 간 건 아니고, 일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놀다가 왔죠.
연구자: 뭐 하면서 놀다가 왔어?
김지연: 노래방 가서 놀고.
연구자: 홍대에서?
김지연: 네. 뭐 먹고, 그러고 와요.
연구자: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김지연: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3년이 되어 가지고. 어쩌다보니 1년에 한 번씩 사람
을 뽑았는데.
연구자: 뽑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구나.
김지연: 네. 그 글 쓸 때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1기에 들어가서 지금 3기를 뽑아서 만난
거예요, 다 같이.
연구자: 아, 새로운 멤버들이랑?
김지연: 네, 전 멤버도 있고 그래서 9명이 모였는데, 전국각지에서 9명이 모였는데, 예전에
있다가 나간 사람도 오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와서 12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12
명이서 뽈뽈뽈뽈 다녔어요.
연구자: 그렇구나. 거기 외국에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
김지연: 그 사람들은 못 오죠.
연구자: 그 모임은 끈끈하니?
김지연: 잘 놀죠.
연구자: 그 모임은 처음에 구성될 때는 어떻게 구성 된 거야, 1기는?
김지연: 그 대장님이 ‘이런 이런 것을 만들고 싶은데 뽑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신청한 사
람들이.
연구자: 어디에다 올린거야?
김지연: 블로그 글에 올려서 신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나간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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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1년 뒤에 다시 2기를 뽑고 지금 3기를 뽑았어요.
연구자: 뭐 할 사람을 뽑는다고 했어, 처음에?
김지연: 같이 덕질하고, 합작 글 쓰고 이런 걸 뽑아서 시작했는데. 정말 잘 지냈죠.
(김지연, 2017 겨울)

심심하면 동네 주변이나 조금 더 먼 곳으로 산책하러 간다고 이야기한 학생도 있었다.
방학기간 중 문득 산책이 가고 싶어서 혼자 또는 동생과 지하철을 타고 인천 같은 비교적
먼 지역을 다녀온다는 것이다.

조상철: 심심하면 산책하러 나가긴 하는데. 그거 말곤 별로 없어요.
연구자: 산책은 어디로 나가?
조상철: 산책은 평소에 그냥 동네 둘러보기도 하고. 가끔 멀리 가기도 하는데.
연구자: 어디로 가? 어디 만큼 멀리 가?
조상철: 인천이요.
연구자: 인천? 인천으로 산책을 간다고?
조상철: 심심하면.
연구자: 혼자서?
조상철: 혼자서 갈 때도 있고, 동생이랑 갈 때도 있어요.
연구자: 동생 데리고 ‘야, 산책가자.’ 해서 인천 가는 거야?
조상철: 네, 동생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연구자: 인천 어떻게 갔어? 왜 인천으로 갔어?
조상철: 아, 그게. 서울은 뭔가 많이 가 봐가지고요. 별로 기억나지 않는 인천을 가보자 생각
해서.
연구자: 기억나지 않는 다는 건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어?
조상철: 있긴 있는데 어렸을 때 가본 것 같아서.
연구자: 뭐 타고 갔어?
조상철: 지하철이요.
연구자: 이번 방학 때?
조상철: 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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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가서 뭐했어? 지하철 타고 어디에서 내렸어?
조상철: 1호선 인천역이요.
연구자: 내려서 뭐 했어?
조상철: 차이나타운 가서 거기 둘러보고 공갈빵이었나? 그거 샀어요. (조상철, 2017 겨울)

이상에서 보듯이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여가를 보내는 방식은 대단히 다양하다. 학
업에 심하게 얽매여 있지도 않고 부모가 일상적으로 학습에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아
니기 때문에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여가생활 및 친구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
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시나 학업에 제한되지 않는 사교육
가가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 중 하나는 사교육의 성격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교육이라고 하면 입시나 학업에 관련된 학원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의 양상이 입시나 학업성적
에 관련된 형태로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다니는 공부방을 계속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사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여러 가지 성격과 형태의 사교육 중에서 일단 첼로나 플롯 등 예체능 관련 사교육이나
오케스트라 활동 등이 눈에 띄었다. 아래 모정음과 박혜연의 경우처럼 악기와 관련된 일대
일 수업을 받거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 첼로는 어디에서 하는 거야?
모정음: 제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교회에서.
연구자: 아, 그 때 참.
모정음: 네, 거기.
연구자: 그거는 개인 레슨은 아니지?
모정음: 개인 레슨이기도 한데.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찾아와서 개인 레슨 해주는 거니까 어
떻게 보면….
연구자: 그렇구나. 첼로도 계속 하고 있구나, 지금도. 첼로는 왜 계속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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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음: 사놨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연구자: 사 놓은 게 아까워서?
모정음: 네. 케이스도 사고 다 샀는데.
연구자: 그런데 첼로는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토요일 날?
모정음: 토요일 날 그냥 혼자 매고 걸어가서 하고 와요. (웃음).
연구자: (웃음). 무겁지 않아?
모정음: 무거워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가 첼로 하는 걸 엄청 좋아해서, 계속 하라고 해요.
연구자: 할아버지가?
모정음: 네, 할아버지가.
연구자: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손녀딸이구나.
모정음: 할아버지가 케이스를 사주셔서.
연구자: 오.
모정음: 해야 되요. (모정음, 2017 겨울)
연구자: 오케스트라 열심히 하네? (중략) 재미있어? 오케스트라는?
박혜연: 네. (중략)
연구자: 연주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일 년에 한 번?
박혜연: 일 년에 두 번일 걸요.
연구자: 일 년에 두 번?
박혜연: 네.
연구자: 그거 하면 막 꽃다발 들고 가고 그러는 거네?
박혜연: 아닌데. (웃음) (중략)
연구자: 음~ 보람차겠다. 오케스트라 언제까지 할 거야?
박혜연: 고등학교?
연구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음~ 그 팀도 그 때까지 다 간다고 하는 거야?
박혜연: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박혜연, 2017 겨울)

학업과 관련 있는 학원이라고 해도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는 과학고, 영재
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전문 입시학원부터 거의 전 과목을 포괄하는 보습학원 성격의 학원
까지 여러 형태의 학원이 존재하고 있다. 아래 인터뷰에서 보듯이 박성수는 과학고 대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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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김재인은 주로 학교 수업과 관련된 보습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과학고 대비반처럼 입시에 특화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극소수이며, 대체로는 보습학원
에 다니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다.

연구자: 지금 다니는 학원에는 만족해?
박성수: 네.
연구자: 어떤 점이 좋아?
박성수: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다는 어려운 거나 그런 걸 배우니까 (좋아요).
연구자: 어려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는구나? 왜 좋아, 어려운거 배우는 게?
박성수: 현행은 이제, 한 번씩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다시 복습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학교에
서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좀 더.
연구자: 아. 더 기회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다?
박성수: 네.
연구자: 학교보다 확실히 학원이 더 기회를 많이 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네?
박성수: 그런 것 보다는 그냥.
연구자: 그럼?
박성수: 배우는…. 학교에서는…. 제가 선행을 좀 했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배운 걸 다시 복습
하는 느낌이라면, 학원에서는 예습 같은 거 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러면 너한테 더 많이 막 자극이 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박성수: 네.
연구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몇 학년 과정 같은 거야?
박성수: 아, 고등학교 2학년?
연구자: 음. 그 정도 선행이면 한 3년 정도 되는 거잖아. 2년, 3년.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충분히 소화한다는 느낌이 들어?
박성수: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중학교 3학년
거를 다 못 끝내고 들어왔어요. 수학은 다 끝냈는데 과학에서 살짝 그런 게 있으니
까, 과학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연구자: 아, 그래? 그럼 그런 어려운 점을 메꾸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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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그렇죠. (박성수, 2017 겨울)
김재인: 학원을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가서.
연구자: 일요일도 가?
김재인: 어... 토요일까지 정규 수업이 있는데, 일요일은 왜, 학원이 진도 나가기 급급하니까,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따로 공부를 하는데, 따로 공부를 안 하면
서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일요일날 선생님들이 그냥, 일요일날 선생님들도 안
쉬면서 나와서, 걔들을 보충을 잡아서 해 줘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좀, 다른 학원
들이랑 엄청 다른 게, 중년부부가 여자 선생님은 영어 가르치시고 남자 선생님은
수학 가르치고 해서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인데, 선생님의 열정이 엄청나셔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빨간 날도 안 쉬고, 선생님도 다 안 쉬고서 열심히 가르쳐줘서. 애
들을 1대1로 잘 파악하고 계셔서 선생님이 일요일까지 나오시면서, 애들 다 보충해
줘요. 1대1로.
연구자: 진짜 대단하시다.
김재인: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애요. 선생님들 때문에. (김재인, 2017 겨울)

그런가하면 흥미롭게도 영어공부를 위해서 중학생 대상 영어학원이 아니라 직장인을 포
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어회화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있었다. 아래의 인용문에
서 보듯이 이진형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일반인 대상 영어회
화학원에 다녔다. 오빠 역시 같은 영어회화학원에 다녔다고 했다.

연구자: 왜 □□역으로 다녔어?
이진형: 거기도 오빠가 다녔었어요.
연구자: 오빠가? 언제?
이진형: 오빠가... 5학년 땐가.
연구자: 초등학교?
이진형: 네.
연구자: 초등학교 5학년 때 □□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길 다녔다고?
이진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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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어떻게, 어떻게 알고?
이진형: 그러게, 어떻게 알았지? 아빠가 알았나 처음에 엄마랑 오빠랑 갔었는데.
연구자: 아, 엄마도 같이 다니셨다고?
이진형: 아, 다닌 건 아니고 처음에.
연구자: 오빠를 데리러 갔다고.
이진형: 선생님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빠를 보내고 나서 저가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될 때? 겨울방학 때 다녔었어요.

연구자: 너 거기 2학년 때도 다녔잖아.
이진형: 네.
연구자: 응, 그니까 쭉 다닌 거지?
이진형: 6개월 치여가지고 6개월 다니고 쉬었다가, 다시 6개월 다니고.
연구자: 그거 1학기 때까지 다닌 거지.
이진형: 네. (이진형, 2017 겨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학원에 다닌다는 것은 영어공부를 학교 성적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쉽게 시도하지 않을법한 일이다. 똑같은 영어 사교육이라고 해도 입시나 학업
성적에 직결되지 않는 형태의 사교육 기관 이용이 나타나고 있음에서 볼 수 있듯이, 가가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때 사교육 패턴의 다양
성이란 경쟁이 치열한 소위 명문학군에 나타나는 것처럼 입시 및 성적과 관련해서 각 과목
별 혹은 목적에 따라 전문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입시 및 성적과 비교
적 무관하게 나타나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일상적인 미디어이자 커뮤니케이션 도구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아주 일상적인 미디어이자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였
다. 활용방식은 매우 다양했는데, 먹방 시청에서 해외 유튜버 시청까지 다양하다. 아이들의
일상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핸드폰은 지금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고 익숙한 미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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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시간 날 때는 뭐해? 그러면 주로?
박혜연: 덕질!
연구자: 덕질? 무슨 덕질?
박혜연: 방탄.
연구자: 방탄이 제일 인기 많지?
박혜연: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연구자: 그래?
박혜연: 방탄이랑 엑소 워너원 이렇게. (박혜연, 2017 겨울)
연구자: 유튜브 들어가면 뭐 봐?
김재인: 하도 재밌는 영상이 많으니까.
연구자: 예를 들어서?
김재인: 뭐, 먹방? 누가 이렇게 뭐 먹는 영상도 보고. 리얼사운드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이크
에다가, 말하는 걸 작게 속삭이면서 말하면서, 먹는 소리를 막 크게 들려주는 게 있
는데. 그런 소리를, 이어폰 듣고 들으면, 약간 귀에, 귀 파줄 때 느낌이 좋은데 그게
귀에 소리가, 되게 자극한다 해야 되나? 귀를?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은 소리가 나
거든요. 이어폰을 꽂으면? 그래서 요즘 막 리얼사운드 이런 영상이 엄청 많은데,
ASMR이라고. (중략) 그, 귀 파줄 때 서걱서걱하는 느낌을, ASMR 전용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귀가, 귀 모양의 마이크가 있는데, 거기다가 귀 파는 걸 하면은, 이어폰을
꽂았을 때 진짜 누가 제 귀 파주는 느낌이에요. 귀 모양 마이크에다가 그 사람이
귀 파주는 영상 올리면, 이어폰을 꼽고 들었을 때 제가
연구자: 귀 모양 마이크?
김재인: 네. 사람 모양이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사람 모양이 있는데, 거기 양쪽 귀에다가
거기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막 자극을 하면, 유튜브, 그 이어폰 통해서 저
한테도 그대로 자극이 오니까, 귀 파주는 느낌. 그래가지고 왜, 귀 팔 때 되게 기분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보기도 하고. (웃음)
연구자: 그리고 또 뭐 해?
김재인: 그리고 그냥.. 영상도 막 이것저것 찾아서 보다가. 게임을 원래 잘 안 하는데, 똥같이
생긴 캐릭터 키우기. 그래 가지고, 단순한 게임밖에 못해서. 그런 거 쪼금씩 먹이
주고 막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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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름이 뭐야?
김재인: ‘포’라고, 똥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걔가 애기 때부터 시작해서 커 가는데, 먹이 주
고 씻기고 막 그런 건데.
연구자: 그러면 큰 똥이 되는 거야?
김재인: 네. (웃음) (김재인, 2017 겨울)
연구자: 유튜브는 뭐 봐?
박성수: 게임 채널 같은 거.
연구자: 주로 게임 채널을 봐? 그럼 유튜브 딱 켜서 내가 등록한 채널 들어가서 쭉 보는 거야?
박성수: 네.
연구자: 또 게임 채널 말고는 어떤 거 봐?
박성수: 먹방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하지? 리뷰?
연구자: 리뷰?
박성수: 네, 그런 거.
연구자: 어떤 리뷰를 주로 봐?
박성수: 그냥. 리뷰 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올라오는 거 다 보는 것 같아요. (박성
수, 2017 겨울)
김성문: 핸드폰으로 그냥, 영상 많이 보죠. 유튜브.
연구자: 유튜브로? 주로 어떤 영상 보니?
김성문: ‘마인크래프트’나, 좋아하는 유희왕이라든지, 애니메이션 해설 영상 비슷한거나, 애
니메이션, 그.. 어쨌든 그런 거나, 리뷰 영상 비슷한 거.
연구자: 리뷰?
김성문: 네.
연구자: 뭐에 대한 리뷰?
김성문: 언박싱이나 그런 거. 신기한 물건같은 거.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기한
기계나 그런 거. 언박싱.
연구자: 그렇구나. 또, 주로 그럼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야?
김성문: 네. 그러다가 이제 밤쯤 돼서 형들하고 이제 폰 게임으로 멀티 하고. (김성문, 2017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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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네 명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식은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예인에 대한 “덕질”을 하기도 하고 “먹방”을 보기도 하고,
“ASMR”을 듣거나 게임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게임 동영상을 보거나 리뷰 동영상을 보

기도 한다. 전년도 보고서에서도 서술한 바 있지만,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부모 중에서 핸
드폰 이용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서, 특히 유튜브로 대표되는 동영상 시청과 관련
해서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시청 이유를 대리만족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래 3명의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학생들은 먹방을 시청하는 이유나
패션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이나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되게 배고픈데,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막 저도 먹고 싶고,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막 기분
좋고. ‘나도 이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 하면서 막 보면 재밌고 그래요. (김재인, 2017 겨울)
연구자: 먹방은 왜 봐?
박성수: 먹방이요? 대리만족이랄까?
연구자: 대리만족이야?
박성수: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리만족으로 하는 거죠.
연구자: 야, 이거 너무 슬픈 얘기다. 제대로 밥을 못 먹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박성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심심하니까. (박성수, 2017 겨
울)
모정음: 제가 직접 옷 사는 게 더 재미있기는 한데. 그냥 대리 만족?
연구자: 대리 만족이야?
모정음: 그냥 애들이 ‘하울’을 해서….
연구자: 하울?
모정음: 한국어로 그냥 ‘하울’이라고 하는데, 뭐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하면 다를지 모르겠는
데. 클로딩 하울(clothing haul)이라고 해서 얘네가 올리면 얘네가 산 옷들을 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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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거예요. 얘네가 쇼핑했던, 세포라에서 뭐를 샀다 이런 것. 그래서 메이크업
하울이면 화장품 산 것 다 보여주는 거고.
연구자: 음,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야?
모정음: 그냥 유튜브에 클로딩 하울이라고 치면 어떤 유튜버들이 다….
(중략)

연구자: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 하는 거야?
모정음: 네, 네, 네. (모정음, 2017 겨울)

그런가하면 스마트폰 이용기간이 늘어나고 특히 최근 청소년들 중에서도 유튜브 크리에
이터(동영상 제작자)들이 늘어나면서 막연하게나마 자신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 김성문의 예에서 보듯이 자신이 유튜브를 통해
주로 접하는 컨텐츠를 자기 스스로도 생산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성문은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관련으로 리뷰하는 유튜브나, 건프라 조립하는 유튜브

나 그 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집에 자기 방이 없고 방송을
제작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주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연구자: 진짜 허전하겠다, 너. 성문이는 지금 진로에 대한 꿈이 뭐야?
김성문: 글쎄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뭘 해야 하지?’ 근데, 마음 같아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게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쪽이거든요. 성덕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공한 덕후, 성덕. 그게 되고는 싶은데, 어렵죠. 그런 쪽이.
연구자: 그게 되려면 뭘 어떡해야 돼?
김성문: 그러게요.
연구자: 애니메이션계의 성덕은 어떤 사람이야?
김성문: 그냥 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애니메이션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본어를 많이
공부해서, 일본 회사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덕후 생활을 마음
열고 할 수 있게, 덕밍아웃을 할 수 있게, 프라모델이나 애니메이션 굿즈같은 거 파
는 매장 만든 사람도 있고. 저기, 어디냐, ○○라고 있는데.
연구자: 삼모?
김성문: 네. 거기 쪽에 이제, 프라모델이랑 굿즈 매장이 있어요. 거기만 아는데. 저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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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한 번 해 보고는 싶은데, 저 지금 아직은 고민 중이에요.
연구자: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네?
김성문: 그렇죠.
연구자: 그게 문제네?
김성문: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 쪽으로는
많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관련으로 리뷰하는
유튜브나, 건프라 조립하는 유튜브나 그 쪽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연구자: 그런 거 왜, 실제로 하는 애들도 많잖아.
김성문: 네.
연구자: 근데 성문이는 그런 거 해 보지는 않았어?
김성문: 네.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연구자: 음.
김성문: 할 곳도 마땅히 없고.
연구자: 할 곳이라는 건 뭐야?
김성문: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깔끔하게 해 놓고 하는데, 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연구자: 왜? 집은 깔끔하지 않아?
김성문: 약간.. 개인 방, 그러니까 제 방이라도 따로 있으면 할 텐데. 제 방이 없으니까 할
만한 곳이 없죠. (김성문, 2017 겨울)

전년도 보고서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중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이전 세대
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전화기처럼 일반적이고 일상적이며 익숙한 매체다. 전화기로 약
속을 잡고 잡담을 하고,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시청하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아이들도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을 스
스로 어떻게 조정하고 조절하는가의 문제에 있다. 자기조절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있어 전
화기나 TV 시청이 문제가 되지 않는 스마트폰의 이용 역시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학생들
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은 보편적인 현
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이용의 패턴이나 영향은 개개인의 자기조절 능력,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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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속도(성숙도)의 차이,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 자기 인식 차원에서의 정체성 특징
자아에 대한 긍정적 감정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자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대체
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진형의 경우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지 묻는 질문에도 비슷하게 스스로를 “365일 밝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겠다고 답했다. 통상적으로 ㅇㅇ중학교 ㅇ학년 ㅇ반이라는 식의 자기소개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자: 진형이한테 누가 ‘너 소개해봐’ 그러면 어떻게 소개할거야? 한 번 해봐.
이진형: 절 소개해보라구요?
연구자: 응. 어떻게 소개할까 궁금해서.
이진형: 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음...
연구자: 소개해보세요.
이진형: 365일 밝은 사람입니다. 핫!
연구자: (웃음) 왜, 막 그런 건 안해? 안녕하세요, 저는 가가중학교 2학년 몇 반.
이진형: 아, 너무 형식적이에요. (웃음) (이진형, 2017 겨울)

자신의 성향과 기질, 특성에 대한 인식은 문장완성형 질문지에 대한 답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나는 ________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질문에 대해 가가중학교 학
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었다.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긍정적인, 밝은 사람이다.”(이진형)
“유쾌한 사람이다.”(민경원)
“항상 웃는 사람이다.”(주지호)
“착한 사람이다.”(고선윤)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다.”(이석훈)
“친절한 사람이다.”(박효근)
“솔직한 사람이다.”(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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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연구에 참여한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밝은”,
“유쾌한”, “항상 웃는”, “친절한”, “착한”, 그리고 “솔직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자아에 대

한 긍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성향 및 취향에 대한 자기인식의 편차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가의 문제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
한 인식이 얼마나 일관되고 통합적이며 안정적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
관되고 통합적이며 안정적인 자아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에 미래에 대해 사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자아정체성
이 형성되었다고 표현할 때 그 의미는 다른 사람과 같은 가치나 동기, 흥미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타자와는 분리된 개인으로 자각하는 인식, 즉 자기일관성 또는 전
체감(feeling of wholeness)의 인식과 자기통합성(self integrity)에 대한 추구와 관련된다
(박아청, 2003: 119).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김성문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에 관한 단순한 질문에 “뭘 해야 할
지 진짜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아직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문은 시인이 되고 싶은데 시인이 자신에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은데 무엇이 걱정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구술하고 있다. 이
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고민이나 생각의
구체성이 아직은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김성문: 뭘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로 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제가 또 대학교를 들어가야 할까 말까도 생각하고,
막 이래저래 다 고민이어가지고.
연구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네.
김성문: 네, 어떻게 살까 아직 고민만 하고 있어서.
연구자: 시인을 하고 싶다는 걸 접은 데는.
김성문: 그러니까, 시인을 하더라도, 또 뭐랑 같이 해야 하는데.. 네. 계속 고민 중인 거죠.
시인도 또 저한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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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김성문: 모르겠어요.
연구자: 너무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야? 원래 크리에이터나 시인이나, 말을 잘
해야 되잖아. 특히.
김성문: 지금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연구자: 그래? 어떤 생각들이 있어? 제일, 요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가 어떤 거야?
김성문: 아까 얘기한 거라든지. 뭐.. 너무 많아요. 좀... 복잡해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런...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구자: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얘기해 봐.
김성문: ... 글쎄요. 걱정도 있고. 가끔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새하얘져셔 아무것도 생각 안하
게 될 때도 있고, 막...
연구자: 맞아.
김성문: 예. 그래 가지고.
연구자: 걱정은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돼?
김성문: 미래가 걱정되죠.
연구자: 미래? 어떤 면에서? 돈 버는 거?
김성문: 그런 것도 있고, 이래저래 다 걱정 되죠. (김성문, 2017 겨울)

반면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김지연의 경우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정에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큰지를 묻자 자기 자신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자아에 대한 통합적이고 안정
적인 인식,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확고한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연구자: 그럼 지연아, 너는 인생의 진로라든지, 너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너에게 영향력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누구, 또는 어디야?
김지연: 나. 엄마, 아빠, 인터넷 등등.
연구자: 그러면 엄마, 아빠, 인터넷 중에서 어디가 더 영향력이 큰 것 같아?
김지연: 나.
연구자: 보기를 잘 들어. 인터넷, 아빠, 엄마 중에 누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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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비슷비슷한 거죠.
연구자: 비슷비슷해? 아니, 내가 보기를 인터넷, 아빠, 엄마 줬는데 ‘나’라고 하면 어떡해.
(웃음)

김지연: 제가 제일 영향력이 크니까요. (웃음) (김지연, 2017 겨울)

김지연은 자신의 취향이나 성향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일관된 편으로, 좋아하는 책과
음악, 영화를 물었을 때 막힘없이 이야기하고, 책이나 음악, 영화 중에서도 좋아하는 장르
와 작가, 배우, 뮤지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선호
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편이었다.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비교
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에 속하는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위의 두 명의 예를 들어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일관성과 자기통합성의 측면에서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진로에 대한 구
체적인 결정 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더
라도 자아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인식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바탕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정체성: 또래집단의 전형성을 평범하게 공유
십대 청소년의 학생 정체성과 관련해서, 청소년 정체성과 학생 정체성을 논쟁적 구도로
파악하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해야 하는 존재”로서 학교나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적이고 학업지향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라면, 학생다움을 요구하는 학교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문화적 감수성과 개성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청소년 정체성이라는 것이다(조용환, 1995; 김은정 2009: 86에서
재인용).
그러나 한국의 높은 중고등학교 취학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십대 청소년이 학생 정체성
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래 김재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대부분
의 경우 “직업이 학생”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그러면, 재인이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있잖아. 예를 들면 학교에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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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집에선 딸이고, 또 동생한텐 언니고, 친구들한텐 또 친구고. 여러 가지 그 때
그 때 달라지잖아. 자기 역할이. 거기서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김재인: 음.. 학생.
연구자: 학생? 왜?
김재인: 일단, 직업이 학생이니까. 그냥 학생이 기본이고, 학생에서 딸이고 학생에서 친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애요. 학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자: 학생의 역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답게 하는 거?
김재인: 네, 공부하면서. (김재인, 2017 겨울)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스스로를 ㅇㅇ중학교
ㅇ학년 ㅇ반 ㅇㅇㅇ로 소개하는 경향은 사실상 학생으로서의 강한 자아정체성을 드러낸다
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문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어디 가서 자기소개
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는 관례적인 서술이다.

연구자: 만약에 재인이가, ‘자기 소개를 해 봐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소개할 것 같애?
김재인: 음... 그냥 평범하게 ‘가가중학교 2학년 ○반 김재인입니다’
연구자: 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 때 학교랑 학년을 소개하는 것 같애?
김재인: 그냥 어디 가서 자기소개 할 때, 학교 학년 반 얘기를 하니까.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학교랑 학년 반 얘기할 것 같아요. (김재인, 2017 겨울)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생의 의미는 아래 인용문에서 조상철이 말하고 있
는 것처럼 “남들이랑 비슷하게 생활”하는 존재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특별히 사고 같은
건 안 치고”, 물론 공부를 주로 해야 하지만 딴 짓을 하기도 하는 것이 “평범한 학생”이라
는 것이다.

연구자: 그렇구나. 상철이는 어떤 학생이야?
조상철: 저요? 음. 제가… 평범한 것 같은데요.
연구자: 평범한 학생?
조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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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평범한 학생이라는 건 어떤 거야?
조상철: 학교에서 남들이랑 비슷하게 생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남들이랑 비슷하게 생활한다고?
조상철: 학교에서, 네.
연구자: 남들이 어떻게 생활하는데?
조상철: 남들은 자습시간에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둘
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런 정도요? 특별히
사고 같은 건 안 치고. (조상철, 2017 겨울)

즉 “학생” 또는 “평범한 학생”의 의미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초점은 “학생”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자연스러운 존재양식으로서의 학생에 “평범한” 삶의 형태를 결합시키
는데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가가중학교에서 학생 정체성은 다른 종류의 정체성, 가령 소비자로서
의 정체성이나 새로운 세대문화와 충돌(김은정 2009: 91-92)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
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조상철이 말했던 “남들이랑 비슷하게 생활”하
는 존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맥락에서 김재인은 공부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화장하
고 싶으면 화장을 하기도 하는 게 “평범한 학생”이라고 말했다.

연구자: 평범한 학생이라는 건 뭐야?
김재인: 음...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남들처럼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뭐 딱
호기심도 많아서 화장 하고 싶어가지고 화장도 하고, 걍 별다른 특별할 거 없는 평
범한 학생인거 같아요. (김재인, 2017 여름)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학생”과 관련된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장
완성형 질문지에서 “나는 ________한 학생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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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평범한 학생이다 (김재인)
평범한 학생이다 (박혜연)
착한 학생이다 (민경원)
착한 학생이다 (박효근)
성실한 학생이다 (고선윤)
성실한 학생이다 (모정음)
성실한 학생이다 (조상철)
예의바른 학생이다 (이석훈)
재미있는 한 학생이다 (주지호)
잠자는 것을 좋아한 학생이다 (김예슬)
명랑한 학생이다 (박성수)
행복한 학생이다 (이진형)
조용한 척하는 학생이다 (김지연)

“평범한” 학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착한” 학생이나 “성실

한” 학생, “예의바른” 학생은 일종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수용적 응답을 보여준다. 반면
“명랑한” 학생이나 “잠자는 것을 좋아한” 학생, “재미있는” 학생 등은 개인의 특성을 부각

시키는 서술이고, “행복한” 학생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조용한 척 하는” 학생이라는 답인데, 이는 사회적 역할과 규범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일종의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주어진 역할과 규범에 대해 무리없이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외모에 대한 관심
청소년기의 자기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는 신장이나 체중, 외모 등
신체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 역시 외모에 대
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자존감과도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가령 인터뷰에서 자신의 단점이나 콤플렉스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이 외모
와 관련된 답을 하고 있었던 점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연구자: 재인이 혹시 뭐, 콤플렉스 같은 거 있어? (중략)
김재인: ‘야, 너 너무 코 크다’ 이러면서 엄청, 애들한테 들리는 게 있으니까. 가끔씩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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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동영상 보다가, 무슨 흑인이 나왔는데, 막 어떤 여자, 같은 무리 여자애가,
장난으로 한 말인데 ‘야 저기 너 코 똑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색하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나는 니 콤플렉스에 대해서 안
건드리는데 왜 이렇게 외모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전에는 그 얘기를 하니까,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긴 했는데,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거울 보
고. 해서 그런 게, 하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김재인, 2017 겨울)
연구자: 자기에 대해서 콤플렉스 같은 건 있어?
박성수: 콤플렉스요? 콤플렉스는 귀나 코인데. 귀랑 코가 크니까 복코, 복귀라고 하시는데.
그렇긴 한데, 코랑 귀가 크다보니까 좀 얼굴이 많이 안 예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박성수, 2017 겨울)

연구자: 콤플렉스 같은 것도 있어?
이진형: 콤플렉스? 볼살이 너무 많아요.
연구자: (웃음) 볼살이 콤플렉스야?
이진형: 아,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젖살이라고 다 빠질 거라고, 중학교 2학년인데 왜 안 빠져?
(이진형, 2017 겨울)

주목할 것은 여기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주위 사람들, 특히 친구들과 또래집단의 평가에
대한 의식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른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
제로서 다음에 살펴볼 ‘타자’들에 대한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타자로서 가족의 중요성
정체성은 다른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타자에게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인
식하면서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인식하는데 있
어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가 누구인가다. 자아정체성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인가가 자기평
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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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적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술한 김지연에 대한 담임교
사의 진술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김지연의 담임교사는 지연이가 자신의 취향
이나 성향에 대해 비교적 확고한 감각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구술한다.

얘[김지연]가 진짜 딱 붙들고 공부만 한다면 얘는 전교 1등도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런데
관심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여기[가가중학교] 애들 중에서는 드물게 얼마 전에 ○○ 콘서트
도 갔다 오고, ○○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콘서트도 갔다 오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많이 하고. 얘는 계속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자랐다는 게 애가 딱 표가 나요, 그래서 더욱
확신이 생겨요. 정말, 가정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구나.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되게 슬퍼요. 그런 걸 보면. (중략) 지연이는 요번에 진로 희망을 적는데 영화감독을 적었어
요. 영화감독을 적었는데, 그래서 제가 불러서 ‘지연아, 너 영화 좋아하니? 선생님도 완전
영화 마니아야. 그런데 우리 영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러면서 ‘너 누구 영화를
좋아하니?’ 하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을 좋아한대요. ‘그래? 쌤도 되게 좋아하는데. 난 그 사람
영화는 잘 이해는 못 해. 난 그쪽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한데.’ 그 사람은 작가인 동시
에 또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데 대한 조예가 깊고, 2학년으로서
솔직히... (교사 가4, 2017)

실제로 김지연은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는데, 부모나 형제와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잘 엿보인다.

연구자: 너는 집에서 어떤 딸이야?
김지연: 집에서, 세상에서 제일 착한 딸.
연구자: (웃음) 아빠 엄마는 너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셔?
김지연: 세상에서 제일 착한 딸.
연구자: 동생은?
김지연: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누나.
연구자: 왜 동생은 그렇게 생각해?
김지연: 제가 갈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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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어떻게 갈구는데?
김지연: ‘야, 너 이렇게 하지 말랬지!’ 하지만 제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웃음)
연구자: 너네 가족이 네가 생각했을 때 화목한 가족인 것 같아?
김지연: 그런 편이지 않을까요? (웃음) (2017 겨울)

사실상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
즉 부모, 또래집단 및 교사, 지역사회의 구성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 및 규범에 영
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김은정 2009: 93). 그 중에서도 성장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주어지
는 의미 있는 타자로서 일차적이고 친근한 대면적 집단인 가족은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
청소년기에는 또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증대되는데, 또래집단 즉 친구관계를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위의 준거를 제공받게 되기 때문이다(김은정 2009: 89). 또래집단 즉
친구관계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이 맺는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또래집단을 통해 자기 행위의 표준이 되는 일반화된 타자
(generalized others)를 인식해가게 되는데, 타인의 응답과 반응을 경험하고 예상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연구자: 재인이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야?
김재인: 어려워하는 사람?
연구자: 응, 아니면 신경 쓰는 사람.
김재인: 음... 어렵고 신경 쓰는 사람, 친구들인 것 같애요.
연구자: 친구들이야? 친구들이 어려워?
김재인: 음... 되게, 전에는 그냥 친구가, 잘 맞고, 친하게 지내면은, 그냥 서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지내면 그냥 친구인 것 같았는데, 지금 막 싸우고 그런 거 보면, 내가 하는
말 한 마디에 신중해야 되니까. 여자애들끼리, 막, 말을 잘못 하면, 뒤에서 제 얘기
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알고 봐서 그런지. 제가 말 한마디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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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신중하게 하고, 쪼끔 전에 생각했던 친구 개념보다는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친
구를 대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워졌어요. 지금 싸우고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렇게
될까봐. 그 두 명처럼.. 두 명처럼 될까봐. 엄마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몰라도, 저도 쪼금 드센 편이니까, 너는 몰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 대장 노릇 하는
애처럼,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너는 너무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
지 말라고. 그래서 막 얘기해 주시는데, 아차 싶어서. 애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 행
동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김재인, 2017 겨울)

위의 인용문에서 김재인은 스스로가 “신경 쓰는 사람”으로 “친구들”을 꼽았다. 친구들과
의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뒤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학생들 사이에서 평판, 또래집단 사이에서의 평가에 신경 쓰는 모습은 대체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 십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이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
지일 것이다. 아래 인용문에서 이진형은 “학교”가 “유행”의 차원에서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학교”란 곧 학교 친구들, 또래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줄줄 따라가야” 하는 “유행”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 너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어떤 거야?
이진형: 학교하고 가족?
연구자: 음... 학교는 어떤 영향을 미쳐? (중략)
이진형: 음, 요즘 유행 같은 그런 걸 몰고 가잖아요, 학교가.
연구자: 몰고 간다고? 어떤 유행을 몰고 가니?
이진형: 요즘, 요즘 유행 롱패딩? (중략) 그냥 뭐랄까, 약간 언어도 유행하는 말들 있잖아요,
비속어들.
연구자: 그렇지. (중략) 유행을 접하는 곳이구나.
이진형: 그렇죠.
연구자: 유행이 왜 중요하니?
이진형: 그러게요. (중략) 그런 게 막, 얽매이지 않고 싶은데, 그냥 뭐랄까 줄줄 따라가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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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진형, 2017 겨울)

이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학생 시기는 의미 있는 타자로서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높아
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평판이나 유행 모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표준
을 제공하는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다. 특정한 친구 A의 반응이 아니라 “친구들” 전반의 반응에 대해 상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또래집단에서 원만한 관계 및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이로
부터 후퇴하거나 회피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김성문은 또래 친구
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편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학교
입학 후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로 형 친구들”과 놀게 되었다고 했다. 김성문
의 말에 따르면 “노는 분야가 안 맞아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자신의 “덕후 같
은” “기질”에 대해서 “같은 나이 애들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자: 주로 형 친구들이랑 놀아?
김성문: 네.
연구자: 왜 또래 친구들이랑은 잘 안 놀아?
김성문: 노는 분야가 안 맞아서. 무엇보다도, 제가 덕후 같은 개념의, 그런 기질이 있는데,
같은 나이 애들은 막 덕후를 안 좋게 보고, 그래가지고. 잘 안 놀고. 같은, 같이 노는
형들은 다 덕후여가지고. 다~. (김성문, 2017 겨울)

앞에서 중학생 시기의 자아인식에 있어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는
데, 이때 외모의 중요성은 바로 또래집단과 친구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김예슬은 평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외모”이고 외모에 신경을 쓴다
는 건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연구자: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면 고민, 크게 보자면 성적도 있을 수 있고, 외모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밖에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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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잖아.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커?
김예슬: 사실 방학 때는 잘 못 느끼겠어요.
연구자: 편하게 지내니까?
김예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있을 수 있고 시간도 많으니까.
연구자: 근데 평소에, 개학해서 학교 다닐 때는?
김예슬: 외모?
연구자: 외모가 첫 번째야? 음...
김예슬: 그 다음에 친구. 근데 사실... 네.
연구자: (웃음) 외모에 신경 쓴다는 건,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 쓴다는 거야?
김예슬: 그렇죠.
연구자: 근데 어떻게 보일까라고 했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대상이 누구야?
김예슬: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외모가 안 좋으면, 그러면... 힘드니까.
(김예슬, 2017 겨울)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단지 자기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는 타인의 반응을
상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에서 김예슬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방학 때는 상대적으로 그다
지 못 느끼는 부분이지만 개학해서 학교에 다니게 되면 외모가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라. 나오며
지금까지 가가중학교 연구참여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중학교 2학년의 성장과정의 특징
을 가정과 학교, 지역 및 기타 생활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들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의 차
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가중학교의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서 상급학교 진
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교 학업성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편으로 보였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세세하게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어도 자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이 가가중학교의 경우 눈에 띄게 존재했다. 이 학
생들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확고하게 나타났다. 가가
중학교 학생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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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상
대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자기 인식도 하고 있다.
전년도 보고서에서도 기술된 바와 같이, 가가중학교의 경우 학생들 사이의 사회적, 경제
적 조건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계속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에 참
여한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연구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녀
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족이 연구 사례로 포함되었으며, 실제 가가중학교 학생들 전반의
특징을 서술하기에는 편향이 존재한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

나나중학교

가. 들어가며
나나중학교는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서울의 공립중학교다. 교통과 편의시설이 좋은 주
거지로 알려져 있어서 중산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소재하기에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 속한다. 중산층 밀집학교이면서 위치가 좋다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선호학교로 통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력과 연륜이 있는 교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인근의 2-3개 초
등학교에서 진학해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 간에 이미 초등학교, 더 내려가
유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경우가 많이 있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매우 어렸
을 때부터 알고 지내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경우들이 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1학년 때 생활과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들이 나타난 바 있다
(김경애 외, 2017). 화목한 가정, 부모의 높은 지지, 어머니와의 친밀한 대화 등 가정생활의

특징이 학생들의 자존감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며 학교는 빡빡한 일상 속에서 여유롭게 친
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고 공부와 성공을 위해 필수라고 여기는 학원
수강을 통해서 영어와 수학 등 교과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관계의 측
면에서는 부모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부모와 자신의 입장을 잘 조율
해 갔으며,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특히 학급 내 소규모 친구 집단을 이루는 것,
소위 ‘일진’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생과의 적정 거리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교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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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지기보다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 권위를 인정하는 반면 학원 선생
님들에 대해서는 주로 일대일로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참여 학생들은 이제 1학년 생활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다. 1학년 때와 가정생활에
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
다. 이하에서는 중학교 2학년으로서의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생활 및 학습경험과 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나. 중학교 2학년 생활 및 학습경험의 특징
1) 가정생활
가족과의 추억을 딛고 여전히 “대화가 많은” 친밀한 가족관계
2학년 여름방학 면담 시 학생들에게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문장에 대해서 생각

나는 대로 문장을 완성해볼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가정에 대한 문장을 연구참여자들이 완
성한 내용이다. “친하다”, “화목하다”, “행복하다”, “대화가 많다” 등의 답변이 많았고 일부
“독특하다”거나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표현도 나타났다.

20.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서로 친하다”(김용준)
“분위기가 좋다”(황승규)
“화목하다”(권지환, 유상호), “화목한 편이다.”(오희진)
“정말 행복한 집입니다”(안세정)
“늘 웃음이 끊기지 않는다. 우리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김선예)
“대화가 많다”(허나영)
“비슷하다”(최재섭)
“독특하다”(전초롱)
“여행을 가지 않는다”(장채연)

나나중학교 학생들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따뜻함과 친밀함이
묻어난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자부심도 보인다. 비록 어린
시절보다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가족 간 대화가 많
은 편이며 서로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 늘 서로 이야기를 해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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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상적인 대화가 생활화 되어 있다.

허나영: 대화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연구자: 언제 이렇게 대화를 해?
허나영: 아빠 회사 갔다 와서
연구자: 저녁을 같이 먹나?
허나영: 될 때는 같이 먹어요.
(중략)

허나영: 뭘 주제를 해갖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일상적인 얘기 (허나영, 2017 여름)

이러한 강한 끈에 대해서 김용준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끼리 많은 활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관계가 돈독해졌고 그 과정에서 취미나 선호가 같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냥 옛날부터 맨날 놀러 다녀가지고 그냥 같이 놀러 다니면서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래
서 좋아하는 게 같아진 것 같아요. (김용준, 2017 여름)

형제 우애가 돋보이는 경우들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안세정은 엄마와 못하는 얘기를
언니와 할 때가 있다. 남자친구나 화장 관련한 얘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형제간에 우
애 있게 지내는 모습은 부모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

연구자: 엄마랑은 아빠보다 더 편안하게 막 얘기하고, 먼저 막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언니
랑 둘이 하는 얘기를, 엄마한테는 잘 못 꺼낼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좀, 그렇게 막...
안세정: 으응. 언니랑만 할 수 있고 엄마랑은 못하는 게 어떤 거지, 예를 들면?
연구자: 아 그냥, 어, 남자친구 그런 거나, 그냥, 화장하는 거나, 이런 건 언니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데, 엄마랑은 잘, 안 맞아요. (안세정, 2017 여름)

여전히 이제 저희 둘째 애랑 너무 잘 지내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가족에 대해선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거든요 얘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잘 유지되면 좋겠다.
(최재섭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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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족 간에 공유하는 추억이 있고 함께 다니는 습관이 있기에 학교에서 큰 어려움
을 겪는 경우에도 가족 간의 끈끈함은 지속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폭력 대
책 자치위원회’에 두 차례 오른 유상호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매년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갔던 기억을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에도 부모님과 OOO(동
남아 한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면담에 와서는 그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어 주었다.

여전히 가까운 엄마, 소수 “짜증나는 엄마 잔소리”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엄마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강력하다.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 표현
한 것들 들여다보면 “엄마와 나는 하나”, “서로 다 알고 모르는 게 없는 관계”, “제일 싫은
게 엄마가 슬픈 거”, “엄마가 화를 낼 때는 내가 진짜 잘못했을 때”, “외면, 내면이 모두
아름다운 엄마” 등이 등장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 것
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다.
밖에서는 뭔가 숨기는 편인데 집에서는 제 생각 같은 거, 집에 가서는 많이 솔직해져요. 엄마
와 나는 하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만 같은 것 있으면 다 털어놓고. 막,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길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인사도 안하고 갔다, 그런
것 (황승규, 2017년 여름)
연구자: 엄마가 왜 좋아?
권지환: 엄마가 저한테 관심을 많이 쏟아주니까요. (권지환, 2017년 여름)
연구자: 너희 엄마는 어떻게 하시는데
허나영: 그냥 제가 말할 때 일단 들어주시고 그랬어요.
연구자: 들어주시고 나영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
허나영: 다 들어주지는 않고 말이 되거나 그 좀 이유가 되는 것 그런 건 들어주세요.
(허나영, 2017년 여름)

아이들은 엄마가 속상하거나 슬프거나 마음 아플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일부러 그러
는 게 아니고 엄마를 아끼기에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조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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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집밖에서는 욕을 많이 섞어서 사용할지라도 엄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벌점을 받았다고 부모에게 연락할
때 신경이 쓰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가 학교에서 욕쟁이란 말이에요. (중략) 진짜 저 욕하는 거 보시면 뒤에서 피 나와요. (중
략)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엄마한테 지금까지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도 욕을 한 번 이상 안 했거든요.
뭐 바보 이런 것은 했지만, 동생한테 너 바보냐? 이런 것은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 앞에서. 그런데 선생님한테 그런 것을 듣자마자 멘탈이 나가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권지환, 2017년 겨울)
저는 엄마가 슬픈 게 싫어요. 저 엄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저로 인해 상처
를 받으면 슬프단 말이에요. (중략) 저는 엄마가 슬픈 게 제일 싫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는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권지환, 2017년 겨울)

그렇다고 엄마와의 대화가 늘 부드럽고 미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자기 주장도 세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면서 엄마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
다. 소수지만 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엄마의 잔소리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유상호의 경우에 엄마는 “했던 말을 계속 또 하는” 잔소리꾼이다. 예를 들어 시간 맞춰 학
원에 가려고 준비중인데 엄마는 계속 미리 가라고 재촉한다. 이럴 때 상호는 짜증을 내면
서 엄마한테 그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큰 소리를 치고 나가 버리기도
한다.
유상호: 그냥 했던 말 계속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말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잔소리같이 들려요.
연구자: 주로 어떤 얘긴데, 그게?
유상호: 그러니까 뭐 학원가기 전에 제가 알아서 시간을 맞춰 놨어요. 제가 알아서 갈려고
그러는데 미리 가라고 2시야 2시야 계속 그러고 가라고 하니까, 알아서 간다고 하는
데 계속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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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러면 네가 짜증을 내? 엄마가 그러게 하면 네가 뭐라고 그러는데?
유상호: 그만 하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다 계속 하면 큰소리를 치고 밖에 나가요.
(유상호, 2017년 여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엄마가 하는 말에는 신경을 쓴다. 비록
당장 들을 때 흘려듣는 표정으로 대꾸를 안 하기도 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곱씹어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엄마와 애정과 신뢰의 끈으로 엮여 있고 엄마의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
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믿기에 엄마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시 생각해본다.

전초롱: 그냥.. 음.. 이것저것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연구자: 그 조언 들으면 기분이 좋아?
전초롱: 네? 너무 막.. 머라 하는 거 같이 그러면 좀 기분 나쁜데 도움 되는 거 들으면 아
그렇지.. 하고 생각이 들어요. (전초롱, 2017년 여름)
연구자: 그래. 엄마가 화를 내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는구나. 엄마가 화를 내면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없어?
장채연: 그럴 땐 없어요.
연구자: 다 납득이 돼?
장채연: 네. 엄마가 하는 말 안 들어서 잘 된 적이 없어요. (장채연, 2017년 여름)

아버지의 권위가 여전
나나중학교 아이들이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과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엄마와 밀착되어 있는 정도에 비하면 아빠와는 가까운 경우
도 있고 다소 소원한 사이도 엿보인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아빠의 여러 가
지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아빠가 가족 내
에서 노력하는 역할, 사회생활 가운데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면모에 대해서 관찰하고 인정하고 존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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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음. 직업 중에 똑같은 일만 하는 거~. 재섭이 아빠랑 친하다고 했는데 아빠랑 뭐해?
같이 하는 거 있어?
최재섭: 아빠랑 게임해요.
연구자: 게임 같이 한다고~. 무슨 게임 같이 하니?
최재섭: 롤이랑 스타크래프트요.
연구자: 음~. 게임 같이 하고. 또?
최재섭: 그냥 옛날부터 아빠가 많이 놀아줘서. 그냥 편하게 얘기도 하고 친한 거 같아요.
(최재섭, 2017년 여름)

그 시험기간에 방문을 열고서 들어와 가지고 너의 시작은……. 뭐였지? 끝은 창대하리라 그
런 말 아무 말 없이 적어주고 갔거든요. 그때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데 위로해 주는 면도 있는 것 같고, 평소에는 지내다 보면 그냥 자기의 많은 것을 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김선예, 2017년 여름)
저희를 이렇게 키운 것도, 존경스럽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안세정, 2017년 여름)
맨날 모르는 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경찰이다 보니까 되게 법에 대해서 아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있으면 그걸 응용 응용을 해가지고 이게 법에 맞는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라는 걸 알고 싶단 말이에요? (중략) [예를 들어]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중략) 얘가 얘를 성폭행했는데 얘가 감옥에 가고 얘도 감옥에 갈 수 있을까를 아빠한테 말해

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빠가 둘 다 감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 그런 걸 아빠한테 많이
물어봐요. (권지환, 2017년 여름)
아빠 정치도 되게 많이 알아요. 정치 이런 부분에 빠삭하기 때문에 저번에.. 트럼프 힐러리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떻게 어떻게 되냐. 얘가 당선되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약으로만
보았을 때 누가 우리 한국에 이득이냐. 그런 거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어요. 저는 힐러리 편을
들었고. (권지환, 2017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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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여전히 권위를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친밀도에서는
예전보다 떨어진 경우들도 눈에 띄었다. 몇몇 여학생들은 아빠한테 다른 가족에 비해 거리
감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불편해 했다. 예를 들어 오희진과 안세정은 아빠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얘기를 하다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자꾸 대
화가 끊긴다고 했다.
오희진: 네. 옛날엔 되게 친했었는데, 요즘엔 별로 안 친해서 너무 아쉬워요.
연구자: 응. 왜 안 친해졌어?
오희진: 그... 사춘기 오고 (웃음) 그리고 막 학원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적어지고, 적어지고 또 할 얘기도 딱히 없어서, 그런 거 같애요. (2017
년 여름)
안세정: 안 친한 것도 아니고, 너무 친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썼어요.
연구자: 응, 그래. 근데 어떻게 해야지 친해질 수 있어? 아빠랑은?
안세정: 어... 그냥, 어색하지 않고, 얘기할 때, 계속 얘기를 하다보면 친해질 것 같긴 한데,
그럴 때 친해질 것 같아요.
연구자: 응, 그렇지 그러면 계속 얘기를 못 하는구나?
안세정: 어, 얘기를 하다보면, 그, 그 주제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연구자: 그래? 응.
안세정: 그러면 얘기가 끊겨요.
연구자: 아빠랑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해봤는데?
안세정: 그냥 대학교 얘기도 하고 그 성적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공부 열심
히 하란 말로 끊기고, (안세정, 2017년 여름)

한편 공부와 관련해서 자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빠의 모습도 보인다. 가정교사를
자청하는 아빠와 자녀의 성적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빠다. 연구참여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유상호의 경우에 아빠가 상호의 학업생활을 관리한다.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의 방식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아버지는 문자로 그날그날 해야 할 과업을 지시하고 돌아와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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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아빠만 오면은 이제 공부 모드예요. 모드는. 근데 이제 멍 때리고 있으면 아빠한테 혼나
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 아빠랑 맨날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 그니까 다른 집하고 좀 이거
는 좀 다를 거예요. 그니까 오늘 학교에서 뭐, 뭐,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자를
이렇게, 아빠한테 문자 보내서 저한테 오늘 수학을 배웠다. 그러면 수학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왜냐면 예전에는 수학하고 영어하고 국어 한다. 이렇게
써 놓으면은 그게 언제 끝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쓰라고 했어요. (유상호
어머니, 2017)

전초롱은 성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아빠한테 비밀로 한다. 전초롱의 엄마와 초롱이
는 성적 때문에 화내실 아빠가 걱정이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수학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엄마와 약속을 했다. 이번 성적을 “아빠한테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로
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기말고사 때 점수를 높이 받아서 소위 “물타기”를 통해서 학기 말
평균을 높이기로 했다.

아빠는 모르시거든요. 이 점수를 니랑 나랑 1학년 때도 비밀 (웃음) 2학년 중간고사 때도
비밀 이거는 아빠가 아시면 니랑 나랑 죽음이다. (웃음) (중략) 이거는 대신 기말에 물을 타야
된다. 니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만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비밀이 없다. 아빠가
언젠가 아시면 크게 화를 내니까 니가 보여줘야 된다 했죠. (전초롱 어머니, 2017)

자녀와 일정 거리에서 선 긋기를 하는 부모
중학생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지만 나나중학교
연구참여 학생들의 부모들은 때때로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언
급한다. 대체적으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는 학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하지
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부모들은 부부
간 대화에서도 자녀들이 품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의 인생을
살게 두고 부부는 부부의 인생을 살자는 뜻을 나누기도 한다.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못 해주고 아빠가 못 해준다 그냥 네가 알아서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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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네가 만드는 게 목표를 향해 가는 거는 네가 가는 거고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된다
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대신 엄마 아빠는 옆에서 그걸 도와주는 거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은 달라진다고 맨날 얘기를 해요. (장채연 어머니, 2017)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내가 너를 사랑은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건 너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가 대학을 못 갈 경우에는 네가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네가 너 스스로를 만들어야 된다. (유상호 어머니, 2017)
대학 졸업하고부터는 자립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 언니한테도 그러거든요. 지금은 아빠
가 대학 등록금 내 주니까 등록금 하면 나중에 결혼할 때 효도해라. 우리가 보태주긴 보태주
겠죠 부모니까. (중략) 졸업하면 너 혼자 독립할 생각해라. 경제적으로 독립해야한다고 그
때부터는. (안세정 어머니, 2017)
쟤는 재고 나는 나니까 뭐 그냥 뭐 그리고 쟤는 어차피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쟤는 언젠가
우리 품에서 떠날 사람이니까 그냥 지금 있는 동안 쟤한테 잘해주고 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그렇고 부부가 더 잘 지내야지. (허나영 어머니, 2017)

조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관심
나나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분류되는 가정배경을 가졌다.
학생들도, 부모들도 대부분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
면서 학원비 등 교육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집들이 있다. 조부모가 손주들의 필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부모의 역할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는 모습이다. 어렸을 때 맡아서 키우거나 조금 커서는 인근에 살면서 식사를
책임지고 낮에 돌봐주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다. 교육비 지원은 학원비,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
다. 그런데 이때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따라 온다. 최근에 수명이 길어
져서 조부모를 넘어서서 증조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지원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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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어머니: 저희는 좀 조부모님의 좀 도움을 받죠. 네. 워낙에 뭐 이뻐하세요.
연구자: 어~ 용준이를?
김용준 어머니: 네. 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연구자: 그러면은 용준이가 만약에 공부를 끝까지 더 많이 하겠다. 그럼 밀어주실 수 있으시
겠네요?
김용준 어머니: 아, 저는요.. 오히려 아버님이나 심지어 증조할아버지가 그러셔서 걱정이에
요. 네.
연구자: 음~~
김용준 어머니: 진짜 막 야, 할아버지는 너 대학 가면 학비 할아버지가 대줄 거야. 요번, 설날
때는 또 증조할아버지께서..
연구자: 아 증조할아버지도 계세요?
김용준 어머니: 네. 목돈을 주시면서 야, 너 특목 가면 할아버지가 너 두 배로 줘. 막 이러시
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장학금, 내가 너 장학금은 늘 줄 거라고. 막 이러시는데
(김용준 어머니, 2017)

김선예 어머니: 어머니는 [사교육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여기 또 서울이고 그
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번다고 버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
니가 우리 둘이만 아는 비밀로 자기 아들 자존심 상하니까
(중략)

연구자: (웃음) 가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도 가깝게 지내요?
김선예 어머니: 네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가까워지려고 왜냐면 애들이 그
상 받을 때마다 뭐 만원씩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리가 있어서 자꾸 전화를 하게 되잖
아요. 그러면 꼭 이제 돈보다도 애들은 뭐 돈이 우선이겠지만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라는 것도 느끼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뭐 해서 받았다 이러면은 그거 쌓아놔라. 나중에 가면 줄게.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보여주는 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김선예
어머니, 2017)

셋째는 일상적인 교육 내용과 경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개입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허나영은 2학년 1학기 때 엄마와 유명한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으러 갔다. 할아

154

Ⅳ. 중학교 2학년의 생활과 자기 인식

버지가 나영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신청해준 좌석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조부모의 관심과 열의의 수준과 부모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갈등이 나
타나기도 한다. 소수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쏟는 열정이 적다거나 손주의 사교육
참여가 부족하다면서 관여하는 조부모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문제로 조부모와 의견 대
립이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호소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할머닌 사실은 되게 저희 엄마는 되게 저희들을 되게, 별로 공부하라곤 안했지만 어쨌든 옛
날에 그 시골에서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준 사람이고. 욕심이 많으세요 되게.
우리 아이들도 정말 공부 많이, 학원 많이 다니고 좀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원 잘 안 보내는 거 답답해 하다가 그러시다가 포기하셨어요. 저희가 하도 이러니
까. 인제 포기를 하셨는데 포기가 잘 안 되죠 불쑥불쑥. (최재섭 어머니, 2017)

2) 학교생활
1학년 때보다 침체되고 무기력한 학교 분위기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눈 뜰 때마다 새로운 일이 펼쳐지면서”, “맨날 궁금한 게 있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알아나가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지루한 일상과 대비시킨

다. 2학년에 올라오자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 지루함이 커졌다. 그나마 학년 초에
는 새로운 학급 친구들을 알아가고 친해져가는 역동이 있었지만 1학기가 지나가면서 친구
들에게도 익숙해지자 일상의 재미도 찾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2학년이 되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대체적으로 “나른해지고”, “귀찮고”, “의욕이 없으며”,
“재미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은 그냥, 일곱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가서,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좀 자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숙제하고, 자, 폰 하다가 자고,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서
막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는 거면 모르는데
그냥, 똑같은 일만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오희진, 2017년 여름)

재미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업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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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아이들은 재미없는 강의식 수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1학년 때는 진짜 재미없는 수업 말고는 거의 안 그랬는데, 2학년 때는 한, 하루에 수업 한

두 개 빼고는 다 잤던 거 같애요. (중략) 과학은 저희가 그, 그 단원 중에 단원을 뽑아서
그 단원은 저희가 수업하고, 저희가 하는 게 그래도 그때는 자유학기제였으니까, 2학년 때보
단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허나영, 2017년 겨울)
[선생님은] 못 가르치셔요. (중략) 인터넷강의를 보면은 차라리 학교를 다니지 말고 집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서 시험 보면은 더 잘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
서 학교에서는 거의 다 애들이 수업을 안 듣고, 시험기간에 집에서 인터넷강의로,
(오희진, 2017년 여름)

장채연: [수업 시간에] 교과서 읽어주세요.
연구자: 교과서 읽어주셔?
(중략)

장채연: 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학습지에다가 다시 쓰라고 하세
요. (장채연, 2017년 여름)
연구자: 학교생활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야?
김용준: 수업시간 긴 거
연구자: 수업시간이 길어?
김용준: 선생님들도 재미없고. (김용준, 2017년 여름)
2학년이 되니까 노는 애들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놀아요. (중략)

일단 애들의 3분의 1정도는요 수업 종 땡치면 그냥 자요. 그리고 두 명은요, 밖에서 노느라
고 수업을 아예 안 들어와요. 무단 결석이죠, 그러면. 그리고 3분의 1은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선생님도요 아무리 말해봤자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아무 말도 안하셔요. 3분의1만 공부시키고. (황승규, 2017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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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토로는 이어진다. 우선 수동적으로 앉아서 들으면서 버텨야 하는
강의식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진다
해도 졸기 쉽다. 1학년 때 수업 분위기와 비교하면 그 때는 수업 시간에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게 더 대세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승규 설명에 따르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모둠활동이나 기타 참여하는 활동이 거의 없는 강의

식 수업을 싫다고 표현했다. 물론 모둠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한 학생도 있었
다. “재미는 있지만 공부는 안 된다”거나 “하는 사람만 하면서 모둠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지루하고 졸린
수업보다는 활동성이 포함된 수업이 좋다고 표명했다. 활동성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을 연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세
계와 유리된 이론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는 수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학생도 눈에 띈다.

이론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제가요. 되게 저는 영어도 그렇게 하거든요 미드
보고 공부하거든요. 미드보고 아 진짜 외국인들은 진짜 이런 걸 쓰는 구나 이런 걸 많이 파
요. 미드보거나 노래듣거나.. 팝송만 듣거든요. 우리나라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팝송
을 들으면 그게 다 해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게 회화는 잘 되거든요 근데 문법은 되게
안 돼가지고. 전 되게 이론으로 배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권지환, 2017년 여름)
과학도 그냥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어떤 걸 과학적으로 만들고. 건축하고 그런 건 되게 재미
있거든요? (중략) 근데 그걸 그 자체로 느껴야지 일부러 공부해서 느낀다? 그건 말이 안 되
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가 싫어요. (권지환, 2017년 여름)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옆 친구랑 떠드는 방법밖에 없다.
권지환은 수업 시간에 발표할 기회만 많아도 열심히 참여할 텐데 그럴 기회도 별로 없어서
옆 친구와 떠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발표 기회라도 많이 주기를 바란다.
안세정은 모둠 활동이랑 강의식 수업 두 가지가 고르게 잘 섞인 수업을 제안한다. 강의로
만 이루어지면 지루하고 모둠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면 어수선해지는 측면이 있기에 그 균
형을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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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근데 발표의 기회가 많이 있어?
권지환: 많이 없죠. 그래서 떠들죠.
연구자: 발표할 기회가 많이 있으면 발표를 할텐데?
권지환: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많이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수행평가 점수 챙겨야
하는데. (중략) 저는 발표 수행평가는 올 만점이죠. 발표를 많이 하니까.
(권지환, 2017년 여름)

안세정: 저는, 두 개가, 같이 잘 섞여가는 수업이 더 괜찮은 거 같아요.
연구자: 아, 잘 섞여서 하는 수업이? 왜?
안세정: 그, 강의 형식으로 하면, 분위기는 괜찮은데, 너무 좀 지루하고, 그런, 저희가 막 나
서서 하는 활동을 하면, 나서서 하니까, 그런 거에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 너무 분
위기가 어수선 해가지고, 두 개가 섞였으면 좋겠어요. (안세정, 2017년 여름)

이런 강의식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과 느낌을 교사나 학부모들도 알고 있다. 학부모
들도 자녀가 수업을 지루해 한다는 점을, 교사들도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는 점을 알고 있
다. 하지만 개인 수준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왜 이렇게 과목 별로 재미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다닐 땐 많았잖아요. 그 선생님 시간에
는 수업은 정작 5분 했나 싶지만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웃기고 그런 재미들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웃음)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수업시간에. (허나영어머니, 2017)
자유학기제 끝나고 아무래도 2학년 수업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니까 모둠활동별로 이런
거 활동수업을 많이 했고 여기는 2학년 때는 앉아서 들어야하는 강의식 수업이니까 좀 힘들
어하죠, 애들이. (교사 나2, 2017)

학교생활 만족도는 친구 덕분
연구참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80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1학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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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명이, 2학기 때는 3명이 70점 이하라고 답변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만족
도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준 이유와 깎은 이유를 각각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구분
학교
1학기말
생활에
대한
2학기말
만족도

최재섭

김선예

권지환

전초롱

안세정

황승규

유상호

김용준

장채연

오희진

허나영

60

90

100

90

93

90

90

80

80

65

88

50

70

50

98

85

95

80

97

90

80

85

점수를 얻게 한 요인은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좋아서”(장채연, 2017년 여름),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었기에”(최재섭, 2017년 여름), “학교에서 애들과 많이 놀아서”(김용준,
2017년 겨울), “급식이 맛있고 반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었기에”(장채연, 2017년 겨울),
“반 애들도 괜찮고 생활도 괜찮아서”(허나영, 2017년 겨울), “좋아하는 애들이 더 많았고

집보다 학교에서 애들을 만날 수 있어서”(유상호, 2017년 여름), “친구관계도 좋고 별 탈
없고 성적도 올라서”(오희진, 2017년 겨울),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시험 끝나고도 많이 놀아
서”(안세정, 2017년 겨울), “친구들과 잘 몰려다녀서”(최재섭, 2017년 겨울), “같이 노는 애
들이 많아서 재미있었기에”(전초롱, 2017년 겨울) 등이라고 답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
인은 ‘친구’와 잘 지냈다는 점이다. 그 외에 선생님, 성적, 급식 등을 함께 언급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시험, 성적, 그리고 친구 때문에 깎인 만족도
반면 점수를 깎은 이유로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문”(장채연, 2017년 여름),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졸려서”(최재섭, 2017년 여름), “봉사활동 못 채워서 내신 점수 깎여서”(장
채연, 2017년 겨울), “시험 못 보고 딱히 한 게 없어서”(허나영, 2017년 겨울), “국어, 역사
성적이 안 좋아서”(황승규, 2017년 여름), “수업이 좀 길고 재미가 없어서”(김용준, 2017년
여름), “반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오희진, 2017년 여름), “반에 싫
은 애들이 있어서”(유상호, 2017년 여름), “담임선생님의 잔소리 때문에”(권지환, 2017년
여름), “친구관계가 항상 어려워서”(김선예, 2017년 여름), “대회 같은 것에 욕심이 있지만
실천하지 않아서”(오희진, 2017년 겨울), “성적이 엄청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원한만큼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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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지도 않아서”(안세정, 2017년 겨울), “공부에 관해서는 아쉽고 친구 관계는 힘든
일들 있어서”(김선예, 2017년 겨울),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을 개인적으로 못하는 게 불만
이어서”(전초롱, 2017년 겨울) 등이라고 설명했다. 주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시험, 성적,
친구, 내신, 수업 등이다. 답변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답변이 결국 수업이나 여러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해서 시험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했
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밖에 친구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점들이 제시된다.
아이들이 시험에 대해서 느끼는 압박감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나나중학교 학생들
에게서는 ‘시험 준비’가 큰 일로 치러진다. 적어도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시험 모드’로 돌입
한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실망도 하고
성공경험도 하면서 1년에 네 번씩 다가오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러낸다.

시험보기 5주 전부터 3주 전까지 문제집을 다 풀고요. 나머지 3주 동안 교과서 노트에다가
다 정리하고, 밑줄 그으면서 다시 보고 그랬어요. (장채연, 2017 여름)
시험 저, 어... 원래 한 달 전부터 했는데 한 달 전부터 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아 오늘부터 해야겠다’ 이러면서 핸드폰하고,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미

루다가 진짜 하는 거는 한 2주 전 정도? 근데 사 주 전부터 한 과목은 꾸준히 파오다가,
그건, 그래요.. (오희진, 2017 여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기말고사 준비하는 애니까. 한 2주나 3주 쉬고 쉬었다가 또 기말
고사 준비했던 거 같아요. (중략) 열심히는 하는데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장채
연어머니, 2017)

하지만 시험이 끝나면 늘 아쉬움이 남는다. 시험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이 아쉬움을 토로
한다. 한편 결과뿐 아니라 한 순간에 치러지면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중대사의 한 사이클을 도는 과정,
즉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도, 시험을 치르는 과정도, 끝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낮은 성적
을 받아드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모두 힘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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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채연: 그냥 전부 다 마음에 들었는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문에 10점씩 깎았어요.
연구자: 왜? 잘 봤다며?
장채연: 잘 봤는데, 그런 시험이 너무 싫어요.
연구자: 그런 시험이 왜 싫어?
장채연: 너무 한번 만에 아이들을 평가해서 성적별로 나누니까 싫어요. (장채연, 2017년 여름)
연구자: 으응. 세정이가 제일 힘든 게 시험이야?
안세정: 네.
연구자: 시험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안세정: 어, 그냥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시험을 볼 때도 힘들고, 끝나서도, 그렇게, 개운하지
가 않은 것 같아서,
연구자: 시험 끝나도 그래?
안세정: 끝나도 생각보다 못 보면, 그래가지고,
연구자: 생각보다 못 보면 그렇다는 게, 어떻단 얘기야?
안세정: 어, 생각보다 못 보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못 보면, 좀 속상하고,
(안세정, 2017년 겨울)

1학기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2학기...되니까 인제 좀 나태해지잖아요, 이제 시험

유형도 알겠고 막, 그러니까...그냥 저 자체적으로도 놓게 되는거예요. 그니까 공부량이 부족
하다곤 느끼는데, 그거를 하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또 제가 수학이 약간 약한데 1차 함수가
있었어요 시험범위에.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그때 수학이 어려웠어가지고 그때 2학기 수학
이 B가 나왔어요. 그때 올A가 나올 뻔했는데 2학년에, B가 하나 수학이 생긴 거예요. 그래
서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아쉬워요. (김선예, 2017년 겨울)

일부 아이들은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을 걱정한다. 부모의 기대가 높은데 자신이
거기에 호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나 부
모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만큼은 아니었다고 반성한 허나영은 성적표를 아빠한테는 비
밀로 해야 했고, 엄마가 화내는 것을 받아내야 했다. 본인도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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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일부 노력했음에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까지 지적을 받은 뒤에
나타난 자신의 마음상태를 나영이는 “슬펐다”고 표현했다.

허나영 : 어, 그래도 주요과목은 다 A였으면 좋겠는데, 아니었어요.
연구자 : 그게 안됐어? 응, 그래서 속상해?
허나영 : 어, 약간 그래요.
연구자 : 응, 왜 안 된 거 같아?
허나영 : 안 된 건 아니고 안 한 거 같아요.
연구자 : 안 한 거 같아?
허나영 : 네.
연구자 : 응, 진짜 안했어?
허나영 : 그니까, 안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성적이 나올 정도로 하진 않은 거
같아요.
연구자 : 응~ 그러면은 성적에 대해서 부모님은 뭐라 그러셔?
허나영 : 아빠는 모르시고, 엄마는 엄청 화내셨어요.
연구자 : 그랬어?
허나영 : 네.
연구자 : 근데 아빠는, 아빠한텐 비밀이야? 왜 모르셔.
허나영 : 엄마가 편하게 그냥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허나영, 2017 겨울)

과학은 무슨 학원을 다녀놓고 80점대 맞냐고 막 그러고, 국어는 진작에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고. 한자를 그 60점 나왔는데, 내가 중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안했어도 60점 맞은 적은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중략)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한다
고 들어가서 한 거 맞냐 그러고. 그 다른 거 열심히 한 것들도 막 그렇게 의심을 해서, 슬펐
어요. (허나영, 2017 겨울)

시험을 치르는 일이 이처럼 장시간 긴장하면서 대처해야 하는 큰 일이다보니 아이들의
몸과 마음도 예민해진다. 스트레스가 몸으로 먼저 나타나서 시험이 다가오면 열이 나거나
위통이 생기는 등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 감정선도 뾰족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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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시험 때 아이들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증언한다.

많이 아파요. 시험이 다가오면.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런 스트레스 조절, 조절은 좀 필요
할 것 같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 스스로 긍정하거나
돌이켜보거나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순하게 그냥 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닐까, (교사 나2, 2017)
첫날 수학시험을 봤는데 과학고를 목표로 공부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문제
틀렸다고 종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데 벽을 주먹으로 치고 막 눈동자 굴리고 고개
덜덜 떨고 막 경련 일으키면서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저는 이제 보건실도 가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교사 나5, 2017)
시험 다가올 때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웃음) 뭔가 애들이 분출을. (교사 나2, 2017)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론 익히기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한 학기에 두 번씩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
면서 아이들은 시험을 다루고 대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혀간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을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세정처럼 뒷면에 문제가 더 있는지 모르고 앞면만 풀다가 시간을 거의
다 보낸 경우와 비슷한 실수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들한테는 뼈아픈 실수이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시험을 대비하는 기술, 그리고 시험
을 치르는 기술은 발전하고 아이들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게 된다.
시험보고 와서는 한 번은 막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중략) 시험지 받으면 처음부
터 끝까지 문제 보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써야하는가 그런 거 확인을 하고 시험을 풀어야
지 딱 이 정도하고 뒷 문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니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라
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났지 만약에 수능 때 이런 실수를 해 보았다고 생각해
봐라고. 그럼 1년을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한 게 다행이라고 계속 다신 이런 실수 하지
말라고 다독여주었죠. (안세정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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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앉아서 공부하는 양만큼 점수가 또 생각보다는 안 나와가지고 야단을 치기도 애매하
고 왜 본 거는 있으니까 뭐라 하기는 못 하더라고 예에 근데 아마 그때 공부방법을 자기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런가 보다 에에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 한 번 하더니 감이 조금 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조금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기말이 좀 더 잘
나왔더라고요. (김선예어머니, 2017)

점차 자신만의 시험대비 방법론을 갖게 된 아이들은 연구자에게 자신의 방법을 구체적
으로 설명했다. 여기에는 준비 기간, 준비 순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교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나태해질까봐 스스로를 채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게 된다.
장채연 :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연구자 : 준비 열심히 했어? 어떻게 했는데 준비를?
장채연 : 6주 전부터 해서 2주 전에 끝냈어요.
연구자 : 시험공부를?
장채연 : 네.
연구자 : 6주전에 하면 거의 그냥 시작하자마자
장채연 : 같이, 그냥 학교하고 같이 나와서, 집 오고 나서 그런 거 그냥 한 번 교과서 읽고
노트에 정리하고 마지막 주에 그거 다시 읽어보고 문제 풀었어요.
(장채연, 2017년 겨울)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냥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봐지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요. 중간
고사는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하자, 이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중간고사랑 기말...1학기 때는, 제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명언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
잖아요. 그거를 칠판에 적어놓고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요. 그니까 ,그걸 보면 책 내용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냥 멍 때릴 때도 칠판을 보다가, 책을 보면은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김선예, 2017년 겨울)

아이들이 시험을 대비하는 동안은 어머니들도 보통 때와 다른 시간표로 살아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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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시험 기간과 시험에 포함된 과목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녀들의 시험 대비 공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직접적으로 내용을 가르치고 문제를
같이 푸는 경우가 여러 가정에서 발견되었다면 2학년이 되자 그보다는 계획서를 점검한다
거나 늦게까지 자지 않고 같이 있어준다거나 깨워달라는 시간에 맞추어 깨워주는 식의 다
소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새벽 3시에 깨워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삼일을 힘들었거든요. (중략) 내가 자려면 엄마 잘
거야? 어 초롱이가 안 자고 있길 바라면 엄마가 있고 그러면 아 나 혼자 하면 무서운데 초롱
이는 혼자 공부하고 저는 그냥 거실에서 혼자 앉아서 저도 이제 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 작업
하고 초롱아 너무 늦게 자면 머리 멍해서 다음날 시험 보기 힘들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찍
잘 테니까 그때 한 열두시 반이죠 3시에 깨워달래요. (전초롱 어머니, 2017)

시험을 몇 차례 치르면서 아이들 중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사례도 있고 시험
을 잘 보는 방법을 찾아가는 경우도 생겼다. 예를 들면 전초롱은 수학같은 과목은 벼락치
기가 잘 안 통하고 꼬아 놓은 문제까지 잘 풀기 위해서는 심화문제 연습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장채연도 수학 같은 과목은 시험대비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결
과가 해당 시험 성적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체계적인 공부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성적이라는 결과로까지 나온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해 본 거로는 수학은 꾸준히 해야 돼요. 벼락치기로는 안돼요. 수학은. 영어나
국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것은 그냥 수업시간에 잘 들으면 돼요. 진짜 수업시간에 잘 들으니
까 반 이상은 갔어요. 그래서 벼락치기 해도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수학만. (중략) 수업을
잘 들으면 개념은 조금 정리가 되겠지만, 심화 과정은 안 알려주잖아요. 심화 과정은 안 알려
주고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는 거예요. (전초롱, 2017년 겨울)
수학은 한 번 막히면...아 그런 게 있어요. 수학의 흐름 같은 게 있어요. 막 열심히 풀다가
어떤 꼬아 놓은 문제에서 딱 막혀요. 그러면 이제부터 풀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이제 밖에
좀 나가서 시간 좀 끌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문제를 다시 풀고. (전초롱, 2017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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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특징: 주요과목과 버리는 과목, 평가 부담으로 하기 어려운 모둠활동 수업
앞에서 중학교 2학년 수업과 시험을 대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느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서는 나나중학교에서의 수업의 특징을 교사의 눈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학교와 다른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발견된다.
첫째, 학생들 사이에 문화적 균질성이 있고 크게 뒤처지는 학생이 거의 없기에 수업안을
구성할 때 용이한 측면이 있다. 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예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
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중 다소 어렵거나 도전적인 것을 다룰 때에도 아이
들이 흥미를 갖는 내용이라면 집중력을 발휘한다.

잘하는 애들은 잘하거든요. 근데 너무 쳐지는 애들도 별로 없고요. 예. 그래서 괜찮은 거 같
아요. (김용준어머니, 2017)
이런 책 읽어 봤니 라고 말했을 때 이런 최신영화 보았니? 라고 하면 이미. 어, 선생님 저
세 번 봤어요.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약간 문화적인. 균질함이 수업도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 있죠. (교사 나1, 2017)
뒤쳐지는 애들이 많이 없는 것 같네. 그니까 신기한 게 이게 학원빨이란 게 있어요. (교사 나3)
부모들의 어휘 수준이 가정에서도 굉장히 고등학력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
보나 이해도가 여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어떤 집중력? 내가 어떤 새로운 것
을 한다든가 할 땐 아주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런 부분. (교사 나1, 2017)

둘째, 그런데 아이들의 선행학습 수준이나 교과목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과목별로 편
차가 존재한다. 중학생이지만 대입 경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소위 주요과목을 이미 구
분하고 있고 주요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도 쉬어가는 시간으로
취급하고 성적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도덕은 중요 과목이 아니라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평균이 안 나온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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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나3, 2017)

교사 나1: 제가 처음이 학교에서 수업했을 땐 자괴감을 느낀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자: 근데 그것도 내신 들어가잖아요.
교사 나1: 그러나. 그러나 자기네들 사이에서는 중요치 않은 과목인 거예요. 국영수를 뺀
나머지 과목은. 2학년도 그래요. 2학년도 수업을 해보면 진짜 영어, 수학에 치중되
어있는 애들이. 그리고 한문은 거의 뭐 수업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서
처음으로.
연구자: 네
교사 나1: 애들이 그냥 부모가 이미 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버려. 이렇게 이미 돼버린
거예요.
연구자: 아 네. 부모가.
교사 나1: 네네. 그래서 엎드려 자는 애 너무 많고. 3학년 영어 수학 풀고. 제가 그냥 정중하
게 제 시간인데 이거 하시면 제가 벌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서야 욕을 하
면서 집어 넣어요. (교사 나1, 2017)

셋째,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거나 친밀감을 크게 느끼지 않기에 교과
서에서 다뤄지는 수업 내용 외에는 별로 호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사의 개인적인 경
험 등 수업에서 잠시 양념처럼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처럼 학생과 교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에서는 수업이 건조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재밌는, 정말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예를 들면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 이런
거 재밌잖아요? (중략) 20년 넘게 환호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딱 했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거
예요. (웃음) 너무 놀랐어요. 아 이야기 하지 말아야겠다, 얘들한테는. (중략) 퀴즈를 준비한
사람이 머쓱한. 별로 환호하지 않는, 크게. 그래서 이제 냉소적이란 말이 나오고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사들한테. (교사 나2, 2017)

넷째,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모둠활동을 하기 어렵고 수행평가가 복잡해진다.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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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활동을 고려하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다. 모둠활동이 성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학
생들이 불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성적으로 연결되면 과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점수화
하게 되면 ‘공평함’, ‘공정함’에 대한 요구로 인해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며 세분화되
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커서 결국은 모둠활동을 접은 경우도
발견된다. 결국 평가에의 부담이 교사가 선택하는 교수학습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처음에는 시도를 했어요. 모둠활동, 모둠 칠판을 가지고 점수를 준다면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점수에 목을 매고, 하. 참. (중략) 잘한 모둠을 뽑아요. 이 모둠 이 모둠. 이러면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점수에 반영되는지 너무 관심이 큰 거예요. 그거에 제가 부담을 확 느
끼면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고 굉장히 철저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뒀어요. (교사 나2, 2017)
후폭풍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왜 나는 이 점수를 받았느냐에 대한 후폭풍. 그리고 굉장히
기준을 잘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개별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좌절감. 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업방식이 점수와 연결된다면 많이 달라지고 자유
롭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해요 점수에 대해서 너무. (교사 나2, 2017)
심지어는 수행평가를 하는데 열 몇 가지를 해요. 한 아이 것을 정말 2점짜리, 3점짜리 세
번씩 읽어요. (중략) 왜냐면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 수 있죠. 그걸 대비하는 거죠. 들어오진
않는데 그거 그냥 대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읽혀지니까. (교사 나2, 2017)

수업과 시험은 별개: 쉬운 수업, 어려운 시험, 그 사이에 들어온 학원
아이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일로 “학원 숙제”를 들었다. 이것은 학교생활에서도 마
찬가지다. 아침에 등교해서 1교시 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7교
시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은 학원 숙제를 펼치고 있다.
연구자: 채연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뭘까?
장채연: 시간 날 때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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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응
장채연 시간 날 때마다 숙제해요. (장채연, 2017 여름)
아침에 보면 우리 반애들은 조용히 학원 숙제해요. (중략) 7교시 수업을 하면 여기 애들의
특징은 다 학원 숙제를 하고 있어요. (교사 나1, 2017)

그런데 이렇게 학원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학교생활까지 침범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쉬운 수업, 어려운 시험”에서 찾고 있다. 아이들은 시험이 어렵다
고 느낀다. 그리고 학교 수업만으로 그 시험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업은 크
게 부담가지 않을 정도로 쉽게 진행하는데 시험 문제 중에는 어렵게 꼬아 낸 것들이 포함
되기 때문이다.
쌤들이 수업할 때는 어렵게 안하면서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건데, 학원 숙제 하면 뭐라 그러고, 애초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수업을 들어서
풀 수 있는 정도로 내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막 수업만 들어서 공부 잘한다고,
그래도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 학원을 다니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그런 거 같아
요. (허나영, 2017년 겨울)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국어를 제가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국어 문제를 확 꼬아서
내서 1학기 때 국어가 조금 망했어요. (전초롱, 2017년 겨울)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르면서 변별력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많은 아이들이 학원
을 다니면서 심화 내용까지 섭렵한 상황이므로 기본 수준에서 문제를 내면 변별력을 확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몇 문제라도 어렵게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그런데 학생
들 입장에서는 학원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기에 최고 수준의 성적을 받고 싶다. 그래
서 어려운 문제까지 맞추고 싶기에 더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상황이 돌고 돈다. 이미 학원을 통해서 심화 수준까지 도달한 학생들이 많은 것
이 출발인지 시험문제가 어려워서 학원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인지 그 선후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169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런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처
럼 수업 시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게 되면 “배신감을
느낀다”.
수업시간에 완전히 뭐 태도 엉망진창인데 시험 치면 잘 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꽤 있어요. 배신감 느끼죠, 우리는 정말. 수업시간 맨날 자고 이러면서 정말 저래가 시험 치
겠나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전혀 수업에 너무 관심도 없는 인간들 있는데 시험 치면 잘
나오는 애들 있거든요. (교사 나3, 2017)

학교 폭력과 극적인 행동
나나중학교 연구참여자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동안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이하 학폭
위)’와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된 가해자 측이었던 경우가 각각 1명씩 있다. 유상호는 두 차
례나 가해자로 학폭위에 섰다. 남학생 간 성적 희롱, 그리고 갈취 건이었다. 이 중 한 사례
만 살펴본다.
OO도 늘 상호가 경계의 대상이었지. 두려움이 있어요, 상호에 대한. 약자라는 걸 알아 얘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중략) 지갑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장면 보고 정말 진
짜 깡패 같은 거예요. (중략) 그 지갑을 벽에다 던졌고 이러니까 ▣▣이가 또 그걸 지꺼니까
찾으러 갔다가 이제 그러는 과정에 또 OO한테 발로 툭툭 차기도 하더라고요. (중략) 가면서
보니까 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중략) 근데 그 때 상호가 그냥 그랬다고
조용히 시인했으면 댔을 텐데 딱 잡아떼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다. (중략) CCTV를
봤지 담당선생님하고 가 가지고. (중략) 만원 주고 그만 할 문제를 이제는 이게 애를 막 때리
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폭자위까지 넘어가면서 30일을 추가로 받았어요, 가중처벌 돼가지고
(교사 나3, 2017)

유상호는 1학년 때는 피해자로 학폭위에 선 경험이 있다. 상호는 당시에 자신을 괴롭히
는 상대가 가해자로 학폭위에 서서 결국은 전학을 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본인은
대응하여 때리지 않고 맞고만 있으면서 오롯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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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1학년 때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보다 더 약한 아이를 가해하는
거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 지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 그런.
(교사 나3, 2017)

상호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는데 OO한테만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은 상호가 OO를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상호와 OO의 관계는 OO가 대안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종결되었다. 그 이후로 상호
가 친구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
상호 부모님은 이 일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상호 편에 섰다가 나중에 CCTV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도 많이 나고 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곧 정학
을 당해서 집에 머무르게 된 상호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가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애썼다. 담임선생님도 상호를 불러 잘못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조언하고 타이르고 다독거렸다.

연구자 : 응 당연히 안 좋겠지. 좋은 일은 아니잖아. 너 마음이 어땠어.
유상호 : 그냥 안 좋았죠.
연구자 : 그냥 안 좋았어? 집에서는 어땠어. 부모님 반응이.
유상호 : 다음부터 잘 하고, 교육, 좀 그니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연구자 : 아 대화를 많이 했어?
유상호 : 네.
연구자 : 화내지 않으셨어?
유상호 : 아니요.
연구자 : 아빠 화 안 내셨어?
유상호 : 네.
연구자 : 어. 엄마 아빠랑 대화를 많이 했어?
유상호 : 아빠랑.
연구자 : 아빠랑. 무슨 얘기 나눴어?
유상호 : 그냥 그런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약한 애들이니까 그냥 냅두라고.
연구자 : 응. 담임 선생님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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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 네?
연구자 :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하고는 어떤 얘기했어? 담임 선생님한테 야단맞았어?
유상호 : 처음에 야단맞았는데 그 뒤로는 선생님 잘 해주셨어요.
연구자 : 잘 해주셨어? 응.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는 무슨 얘기 나눴어?
유상호 : 그냥 앞으로 잘 하면 된다고. (유상호, 2017년 겨울)

한편 권지환은 걷기 대회 중에 달려오는 트럭 앞에 뛰어 들어갔다가 부딪치기 직전에
피하는 모험을 감행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지환이는 면담 과정에서 그 때
일에 대해서 당시에는 “오로지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만 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권지환 : 트럭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거기로 뛰쳐나가서 올 때 확 피했어요.
연구자 : 왜 그랬어?
권지환 : 그냥 재밌어서.
연구자 : 재밌어서?
권지환 : 네, 짜릿하잖아요.
연구자 : 겁은 안 났어?
권지환 :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애라서.
연구자 : 근데 만약에 네가 그것 가지고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나? 그런 행동을 다른 애들은
보통 잘 안 하잖아.
권지환 : 그렇죠. 안 하죠. 목숨을 거는 거니까.
연구자 : 근데 그게 목숨을 걸 만큼 짜릿한, 재미는, 스릴은 있겠지만 그게 목숨 걸 만큼
그게 중요해? 그 스릴이?
권지환 : 그건 아니죠. 이걸 제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걸 하면 죽겠다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이걸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
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거든요 그
때가. (권지환, 2017년 겨울)

담임교사는 지환이의 행동에 대해서 일종의 ‘과시욕’이라고 해석한다. 특이한 행동을 해서
친구들의 주목을 끌고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웃어주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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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앞에 좀 과시하고 싶은, 주목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뭐랄까 인정
받고 싶다거나 이런..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아, 대범하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있어서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보고 막 웃거든
요. (교사 나5, 207)

그런데 지환이는 당시에 담임선생님이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
하지 못했다. 지환이는 당시 선생님의 반응에 대해서 “선생님은 내가 진짜로 죽을까 봐 걱
정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선생님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 같은 게 귀찮
아서 나를 죽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해석했다. 지환이는 선생님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친
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진심으로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환이가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죽어도 제가 죽는데 왜 선생님 집에 연
락을 하시고 왜 저를 지도를 하시나요. 이렇게. 선생님 혹시 사고가 나면 선생님이 서류로
뭐 작성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교사 나5, 2017)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면담을 할 당시(2017년 겨울)에는 돌이켜볼 때 자신이 잘못한 일
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사춘기가 절정이었던 시기여서 생각을 엉뚱한 방향으로 했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혼내고 걱정하신 일이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당
시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다고도 덧붙였다.

진짜 제가 엄청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한테도 그때는 선생님한테도 어떤 말을 했냐
면, 선생님이 뭔데 내 인생을 이래라저래라 하냐.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진짜 사춘기 절정이
었거든요. 반항하고 싶고 막 그런 성격이라서. 선생님이 뭔데 내가 죽겠다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냐. 선생님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선생님이 무슨 권리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냐고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래야 된다.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중략)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말리는

173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게 좀 고마운 일이죠. (권지환, 2017년 겨울)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교사-학생은 업무적 관계, 학교는 민원소
29. 선생님은 주로
“나를 좋게 생각한다.”(황승규)
“나를 모범생으로 생각하신다.”(전초롱)
“나를 칭찬하신다.”(장채연)
“여자애들을 좋아한다.”(김용준)
“나를 혼낸다.”(권지환)
“자기 할 말만 하신다.”(안세정)
“짜증난다.”(유상호)
“온화하시지만 자칫 잘못했다가 크게 잘못된다.”(김선예)
“수업을 한다.”(허나영)
“수업을 못 가르치신다.”(오희진)

위 표의 내용은 연구참여 학생들에게 면담 전에 문장완성을 요청하여 선생님에 대해서
작성한 문구들을 모아본 것이다.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표현, 일
방적이거나 야단을 친다는 표현, 수업과 관련된 표현 등이 나타났다.
나나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학교의 학생-교사 관계는 친근하다
거나 정이 넘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거리감”, “사무적” 등이 대표하는 단
어로 떠오르고 학교는 민원소와 마찬가지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우선 교사들이 학생-교사
간의 관계,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OO구의 OO중학교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보거나 바깥에서 담임을 보면 와서 안겨요. 선생

님~ 이러면서 와서 안기고 팔짱끼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은 좀 뚝. 뚝 해요. (중략)
솔직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지 않아요. 뭐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피해나 야단맞지 않을까? 이게 이제 벌점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
게 하면 농담이라고 화내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 같아요. (교사 나2,
2017)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적어지고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죠. 그니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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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 선생님 우리 아이 영재원 가니까 이거 이거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거
체험학습 가는데 이거 기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런 부분들 그리고 업무적으로 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회사 다니는
느낌이 나요. 네. (교사 나7, 2017)
좀 정이 없다. 이런, 서로 정이 없다. 이런..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보통 OO{이전 학교}
아이들은 등하교를 할 때 모르는 선생님이여도 학교에서 만나는 어른을 보면 누구나 다 인사
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나가도 모른 척 이렇게 지나가는 거
죠. (교사 나5, 2017)
그쪽이 계통이 여기 생활 소득보다 좀 못했죠. 애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조금 더 친밀감이 있
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교사 나4)

교사들은 “손해보는 일”에 예민하고 손해를 참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다.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사소한 것들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개인주의가 상당해요.자기
의, 자기가 얻어야 될 거는 백 프로. 남에게 좀 배려를 한다든가 아,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애들이. (교사 나4, 2017)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좀 잘못했으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했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수긍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단은 버텨버리는. 버티고 보는. (중략) 부모가 와도 아
잘못했어요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빨리빨리 끝낼 것을 그게 아니죠. 그런 계통이.
당연히 애들도 보니까 아 그래? 우리 부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할 필요 없, 그렇게 나간
다고요. 그런 거.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모도 있다라는 거. (교사 나4, 2017)
정말 이 동네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동네가. 그러고
뭐 이렇게 결정이 나면 승복을 안 해요. 항소. 재신청. 내 항소 재심 청구한다하고. 선도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 폭자위 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잘못을 해놓으니까 이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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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상호 부모님은 큰 사건이니까 이제 인정을 한 건데 막 선도위원회 막 열고 이러면
하여튼 승복을 안 하더라고. 학교의 어떤 처분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 교육
부에 뭐 하튼 교육청에 민원 넣고 재심 청구하고. (교사 나3, 2017)
성적에 치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더 받는 거에 특히 그러셔요. 그리고 어.. 본인
의 자녀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교사 나5, 2017)
보통 잘못을 먼저 시인을 하시잖아요. 부모님들 모셔서 잘못을 시인을 먼저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이제 학습문제가 있을 때 그런 회의를 할 때 시인을 안 하시고 따지고 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교사 나5, 2017)
학교생활이 살얼음판이에요. 이 말. 슬프죠. 현실이. 이 학교가 그렇더라고. 민원도 많고. 하.
100번을 잘못을 했는데 1번을 자기한테 원칙대로 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어

떤 학부모가 벌점을 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 어머니 제가 여러 번 참았는
데 오늘도 화장이 너무 진해서 한 번 준겁니다 하고 제가 끊었죠. 그래서 (교사 나1, 2017)

이렇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하루하루 별 문제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
리고 본인이 문제가 될 상황에 관련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오히려 다른 민원의 소지, 예를 들어 “A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
는데 왜 B 선생님은 지적하느냐?”는 문제제기를 받을까 싶어서 교내 원칙과 규율대로 학생
들을 대하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밀고 나가고 싶지만 그것이 표준
화된 방식과 조금 다르다면 잠시 접어두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탈 없이 아이
들을 잘 데리고 있다가 올려 보내야겠다”고 수동적인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

다른 선생님은 깐깐하게 안 해주겠다고 그전에 안 했으니까. 이러면 저는 그냥 그럼 이 엄마
는 내년에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이거 어떡하
나. 작년 선생님은 다 이렇게 봐 주셨는데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하. 그래서 교육철학대로
할 수도 없어요. (교사 나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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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들과의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굳건한 자기의 교육철학을 여기에 실현하기에는 조
금 어려운 부분이. (소근) 학교에. 못하고. 그래서 그냥 급급한. 왜냐면 여기 너무나 상처를
선생님들이 많이 받았고. 제가 느끼는 교육철학은 정말 그냥 좋은 애들과의 관계. 그런 분위
기가 방어적인 걸로 될 수가 있더라고요. (교사 나1, 2017)
일단 안전하게 별 크게 탈 없이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다가 올려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크고. (교사 나2, 2017)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학부모의 권리 의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교권을 유지할 방도는
별로 없다고 인식하면서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방어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가
는데 반해 학부모들은 학교, 그리고 교사들에게 관심과 소통, 그리고 사명감을 기대한다.

선생님들께서 옛날처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애들을 끝까지, 그 낙오하는 애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힘들면 다른 학교 보내면 되고 이런
식 있죠. 말 안 들으면 벌점 주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한참 사춘기인 애들은 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게는 보여요.
(김용준 어머니, 2017)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사고치고 그러니까 벌점도 되게 많이 주시고, 뭐, 너무 강압적으로 하
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좀 학교에 선생님들이 자기고민을, 상담을 들어
주는 선생님들하고는 되게 관계가 좋더라구요. (권지환 어머니, 2017)
학교에서 물론 공부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랑도 좀 소통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선생
님이.. 자기네 쪽 편이 있다는 것 좀 많이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권지환 어머니, 2017)
어떤 아이들은 보면 정말 선생님 한 명 잘 만나거나 누구 하나 잘 만나면 그게 잘 이끌어지
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참 없을까? 이케 보고 아이들이 이케 보고 이케 많이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좀 끌어주는 선생님 있음 참 좋겠
다. (최재섭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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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이후 한참 동안의 “뭘 하는지 모르게 놀기만 하는 학교생활”
1학년 자유학기 때는 기말고사가 없었기에 시험 이후 방학 때까지가 다른 때와 다른 특

별한 기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 눈에 띄게 드러나는 현상은 기말고사 이후
방학식 때까지 모든 수업이 멈춰지고 영화를 보거나 노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시험을
중심으로 수업이 달려왔기에 시험이 치러진 순간 이후에는 더 이상 수업이 의미가 없다.
아이들은 2학년 생활 중에서 별로 기억에 남는 일이 없다고들 대답했는데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재미있게 지냈던 것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연구자 : 용준아 지난학기 2학년 2학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야?
김용준 : 기억에 남는 일은 없고 그냥 시험 끝나고 한 달 동안 학교에서 놀길래 좋았어요.
연구자 : 응 그게 좋았어? 하이고, 놀면 좋고. 근데 뭐하고 놀았는데?
김용준 : 그냥 하루 종일 선생님들이 영화 보여주고. 애들이랑 떠들고. 게임도 하고(웃음).
(김용준, 2017년 겨울)

기말고사가 끝나고, 어, 선생님들도 다 서류 처리를 하시고, 영화를 틀어 주니까 그냥 정말
그, 방학식 전 아예 2주? 3주 전부터는 자보기도 했고(웃음). 네, 그때가 가장 학교에서 가장
학교에서 편하게 있었던 거 같아요. 통틀어서. (김선예, 2017년 겨울)

3) 지역 및 기타 생활
사교육: 주로 영어･수학 학원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사교육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난다.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째, 부족한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이다. 학생
들과 학부모들은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데 대학 입시는 점점 다가온다고 느낀다. 한정된 시
간이기에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주요교과 외 활동들은 줄여나간다. 단, 예외적으로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력이나 정신집중,
그리고 다이어트를 목표로 방학 등에 지속하는 경향도 있다. 일부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은 방학 때 필라테스(장채연), 수영(김선예), 주짓수(유상호) 등을 했으나 개학하고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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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면 중단하기도 했다.
둘째, 이과 쪽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수학에 몰입하는 현상이 심화
된다. 이 지역 부모들은 미래사회에서 이과 쪽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수
학과 과학 등 이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이과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미리 선행학습을 해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기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수학
학원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다른 학원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 학교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학습 계획이 좀 되어있는 아이들, 준비되어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과학 쪽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교사 나2, 2017)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거의 전원이
학원을 다닌다는 점이다. 학원을 다니는 것이 선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제 2의 학교처럼
되어 있다. 학원에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학원을 어느 정도 다닐 것인지만 선택
지로 남겨져 있다. 연구참여 학생들 중에서 특별하게 부모의 철학에 의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례가 한 명 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다.

여기는 거의 꼴등도 학원을 다니는 입장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있겠죠, 한두 명. 간혹 몇 명은 있지만 손꼽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교사 나4, 2017)

둘째,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학원이 일상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아
이들은 학원에 대한 믿음이 큰 편이다. 학원이 성적을 올려주는 데 큰 역할을 해준다고
믿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상의 시간표에서 학원이 빠지거나 늦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를 맡거나 담임교사가 상담을 하자고 해도 학
원 시간과 겹치면 다른 날로 옮겨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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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채연 : 원래는 1학년 때는 40점이었는데 지금은, 2학년 1학기 때는 80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90점.
연구자 : 와, 수직 상승인데?
장채연 : 네.
연구자 :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
장채연 : 수학 학원이요.
연구자 : 수학 학원 덕분이야? 왜 수학 학원, 애들 다 학원 다니잖아.
장채연 : 네.
연구자 : 근데 왜 이거 뭐가 특별해? 수학 학원이?
장채연 : 질문하면 그 걸 제대로 알게 되니까. 원래 혼자서 집에서 1학년 때 혼자서 집에서
할 때는 모르는 것도 그냥 답지 보고 대충 이해했는데 수학 학원은 더 잘 알려주니
까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 수학이 소수 학원이니? 몇 명이니?
장채연 : 4명이요.
연구자 : 그래서 너 수학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해?
장채연 : 네. (장채연, 2017년 겨울)
그렇게 학원에 목을 매서 학원 시간에 맞추느라고 청소를 안 하고 가요. (웃음) 너무 네, 참.
좀 놀랬죠. 학원 시간 때문에 학원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오늘 못하면 내일 제가 혼자
서 다 할 게요 이런 제안을 하고. 학원시간에 아주 절절매는 느낌을 받으면서. (교사 나2)
학교 공부보다 학원에 더 이제 정성을 쏟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니까 학교 와서는 대충 놀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학원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 이제 보통 학원
에 안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공부에 소홀히 하고, 학원 공부 뭐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안타깝죠. (교사 나6, 2017)

그러다보니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 중에서 학원에서의 공부를 학교 수업보다 우선
시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안타까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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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것(잠, 게임, 축구, 여행, 콘서트, 먹기...)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
일상의 많은 시간을 공부나 성적에 할애하고 여기에 정신적으로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이 사실이지만 이밖에도 아이들의 관심사는 다양하다. ○○ 콘서트, 배우 ○○○ 팬미팅,
스스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게임, 비트코인, 팝송, 여행, 영화, 유튜브, 외식 등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졌다.
[○○] 콘서트에 갈 예정이고요,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웃음) (김선예, 2017년 여름)

지금 영어 단어 외우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중략) 제가 생각해 냈어요. 원래 생활 속
불편함을 없애주고, 인간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그 본질에 맞게. (중략) 단어를 너무 오래
외워서 제가 방법을 고민하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황승규, 2017년 겨울)
내일도 [친구들을 PC방에서] 만나서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중략) 여섯시간을 해요. (중략)
[PC방에] 밥이랑 햄버거랑 다 있어요. 떡볶이랑. 거기가 진짜로 맛이 있어요. (김용준, 2017

년 겨울)
갑자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중략)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보고 뉴스도 보고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그래요. 비트코인에 빠져서, 근데 저희 가족이 부자가 될 수 있었
거든요. 그런데 아빠 때문에 안 됐어요. (권지환, 2017년 겨울)
놀러가고 싶어요. (전초롱, 2017년 여름)
영화관에서, 하루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좀, 세 편? 네 편? 이렇게 상영관 돌아가면서 보고
싶어요. (안세정, 2017년 여름)
제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느꼈어요. (김선예, 2017년 겨울)

하지만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시간이 없다. 하루 일과가 그만큼 꽉 짜여 있다. 아이들의
소원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일을 해볼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성적 상위권인 황

181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승규는 시간이 조금 주어지면 농구도 하고 잠도 자고 싶다. 하지만 숙제를 할 시간도 없기
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찾기는 어렵다. 승규는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 오히려 학기
중에는 점심시간에 할 수 있었지만 방학 때는 그마저도 시간이 없어 거의 하지 못했다.
방학이라고 학기 중에 꿈꾸지 못했던 여행도 꿈꿨지만 여행은커녕 방학 스케줄이 더 빡빡
했다.
황승규: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연구자: 뭐하게? 멈춰서 뭐하게?
황승규: 자게요. 숙제하고 자고, 놀러가고.
연구자: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황승규: 스페인, 유럽 쪽에 (황승규, 2017 여름)

그런데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사를 찾아보라고 쉽게 말한다. 예를 들어 유상호가
요리사가 되어볼까 생각도 하고 자신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상호가
정말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인터넷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직접 재료를 사
서 만들어 보기도 할텐데 이런 경우가 없다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의심한다. 이에 대
해서 유상호의 답변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야, 그 시간에 요리도 하고 하겠지만은 학교 끝나고도 할
일이 많아요. (유상호어머니, 2017)
중간에 또 어디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잠깐 간식거
리 자기들끼리 먹으러 다니다가 편의점이나 어디 가서 먹고 학원을 바로 가야되고 학원을
끝나면 바로 와서 뭐 운동을 가거나 집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짬이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짬이 (장채연어머니, 2017)
정해진 일과는 한 10시쯤에나 끝나는 걸로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문제집 풀고 (장채연어머
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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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선생님이 볼 때 이렇게 빡빡한 시간표가 아이들을 옭아매면서 아이들은 학교
에 와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탈출구를 찾게 된다.
부모님께서 아이를 너무 쪼고 얘한테 지금 자유시간이 없잖아요. 운동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점심시간에 틈만 나면 나가서 운동을 하는 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학교에 와서
제가 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사 나5, 2017)
여기 아이들은 시간에 쫓겨요. 끝나기가 바쁘게 학원 가느라고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
가. 아침에 와서도 항상 학원에서 준 그런 문제지, 숙제하고 있고, 근데 포기하는 아이들은
떠들고 있고. (교사 나5, 2017)

틈나는 대로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가로서의 스마트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도 학교와 학원 스케쥴, 그리고 숙제에 매달리는 시간에 쫓겨서
틈새 시간에만 비로소 자유시간을 누리게 된다. 이럴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다.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을 한다는 말은 별 정보가 없는 말이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하는 것들은 유튜브 보
기, 드라마 보기, 트위터 하기, 웹툰 보기, 애니메이션 보기, 소설 읽기, SNS 하기, 패션
스타일 공유하기, 음악 듣기 등이다.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취미생활은] 저 ‘핸드폰하기’요. 근데 ‘핸드폰하기’ 안에서 되게 할게 많다보니까, 그것들이

다 취미라고 할 수 있어요. (중략) 웹툰...유튜브 보기. 막 소셜(SNS) 읽기. (중략) [SNS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어... 트위터,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스타일셰어라고, 옷,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스타일 같은 거 패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놔갖고 그걸로 이렇게 정보
같은 거를 교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에서도 이렇게 옷 입, 사람들 옷 입은
것도 보면서, 옷도 사고, 그냥 그러면서 취미생활, 하고 있어요. (오희진, 2017년 여름)
그냥 자기 낙인 거 같아요 그게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 뭐 놀 친구도 없고 다 학원가고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놀 친구도 없고 혼자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오희진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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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함께 하는 시간을 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상을 죽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시간을 어떻게든 마련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원에 갈 때 엄마가 태워주면 몇 분 안에 도착하기에 일부러 셔틀버스를 타는 사례도 발
견된다. 셔틀버스를 타게 되면 좋아하는 콘텐츠를 즐길 20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항상 손 안에 있으면서 틈나는 대로 눌러보게 된다. 특히 방학이 되어
시간에 여유가 생길 때에는 끊임없이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

오희진: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 전날 밤에, 일찍 잤거든요. 갑자기 키 크고 싶어서. 열
시에 잤어요. 열 시에 잤는데, 다음날 열한 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열세 시간
잤잖아요. 열세 시간 잤는데 그날 오후에 또 엄청 많이 자갖고 잠이 안 와서 그냥
안 잤어요.
연구자: (놀람) 뭐 했어 그럼 밤새?
오희진: 근데 보냈어요. 아니 계속 핸드폰 했어요.
연구자: 계속 핸드폰 했어?
오희진: 네.
연구자: 핸드폰으로 뭐했는데? 이야~ 밤이 긴데?
오희진: 아니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연구자: 그러니까 뭐?
오희진: 어... 막 게임도 해보고, 웹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오희진, 2017년 여름)

친구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셔틀 타고 다니면 저희 같으면 20분 뭐 걸린다 그러면 친구하
고 막- 수다를 떨 거 같잖아요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도 그러면 니가 가기 전에
는 수업을 가기 전에는 웬만하면 핸드폰을 하지 말고 끝나고 오는 시간에는 해도 되는데 가
기 전에는 차라리 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갈 때도 하더라
고요 근데 그 시간에 보니까 친구하고 같은 게 아니라 가는 그 짧은 시간에 아껴놓은 데이터
로 그때 막- 동영상을 본다던가 뭐 하고 하시더라고. (허나영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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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콘텐츠 소비에 스마트폰이 활용되는 경향이지만 때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의 사
람들이 소통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권지환은 컴퓨터와
관련된 온라인 정보와 모임에 수시로 접속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
으며 황승규는 프로그래머들이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과 각 영상에 대한 전
문가들의 의견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특기인 프로그래밍에 도움도 받고 자극도 받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이요, 다른 유튜브 채널이랑 다른 게 이 약간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거의
다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영상보다 더 유익한 게 밑에
댓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분이 의견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져요. 그러니
까 이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요. 그러면 그것을 본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자
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의견
에 대해서도 답글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댓글 읽어 보는 것도 유익해요. 그래서 프로그래
머들이 소통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만한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올라올 때마다 봐요. 알림 설정해 놓고. (황승규, 2017년 겨울)

생활 시간표를 바꾼 지환이 사례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루 일과를 사용하는 시간표가 바뀌어 간다. 그런데 나나중학교 학
생들 중에는 비교적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일과를 보내기보다는 부모가 이끄는 시간표대로
지내온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어 가족들로부터 벗어난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을 또래들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또래 문화를
즐기려는 욕구가 생긴다. 그리고 그 맛을 알아가면서 그 욕구가 점점 더 커진다. 욕구는
표출되기 시작한다. 고분하던 아이는 부모의 말에 대꾸를 하고 늘 하던 일에 의문을 제기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을 요구한다. 나나중학교 학생의 부모들은 아
이들의 변화에 다소 놀라기는 하지만 몇 번의 유사한 경험 끝에 이를 억압하면 반작용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위한
일정의 균형을 찾아간다.
또래문화나 그 어렸을 때는 몰라서 못 놀던 그 놀이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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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거를 즐기고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을 수도 없고
(황승규어머니, 2017)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
는데 부모가 이를 억압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을 부모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저는 알은 게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거나 할 때, 그걸 못하게 하고, 공부 때문에 못하게
했을 경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들어가서 열내고 화내고 딴 짓을 하더
라구요. 그래서 아, 저걸 못하게 하면 오히려 나쁘구나. 그래서 차라리 서로 시간조정을 하든
가 갔으면 너가 남들만큼은 못 놀지만 어느 정도 놀고 그럼 몇 시쯤에 오겠느냐 라든가. 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요거를 잘해놓자. 라던가 아니면 그럴 상황이 안 되면 그렇
게 하고 갔다 와서 잘 하자라던가. 이제 그런 타협을 해서 이제 그 자율적으로 시키는 편이예
요. (황승규어머니, 2017)

그런데 또래문화의 즐거움을 맛볼 기회조차 없이 주어진 목표와 우선순위대로 생활해
왔던 학생 중에는 어느 날 그 목표에 대해 의문을 갖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주는
희열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시간표를 완전히 틀어버린 경우도 있다. 지환이는 2학년 4-5
월까지는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지냈다. 주로 학원 스케줄인데 월수금은 수
학 학원, 화목은 영어 학원, 토요일에는 영재원, 일요일에는 과학 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틈틈이 국어 논술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원 숙제를 했다.
공부가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공부에 몰입한 시간이 길었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
들이 누리는 일상적인 생활에 할애된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운동이나 예술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었다. 지환이 어머니는 지환이가 다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달
려오던 리듬을 지속해왔다. 결국 그 부작용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계에서
의 삐걱거림, 상황에 대한 비상식적인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담임선생님은 지
환이가 사람을 대하는 능력, 특히 공감 능력을 키워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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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아무래도 다른 애들은 같이 뭐, 생일파티도 하고 놀러가고 친구들끼리 뭐뭐 여자친구
도 사귀고 막 이럴 때 이 아이는 그걸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너무 이 시기에 해야 될 걸 못하고
넘어간 거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있더라구요. (권지환어머니, 2017)
공감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본인이 느끼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다음에 감정조절 어려움이 있어서 분노, 보통은 분노 표현을 너무 심하게 하거든
요. (교사 나5, 2017)

하지만 자기 생각이 생기고 또래 문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자 지환이는 자신이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까지 해오던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지환이는 공부, 그리고 어려운 과학 이론
등을 다룬 서적 등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해 있었다.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친구들과
공유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졌다. 자신이 친구
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도 깨달았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매너를 지키는 법,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 등에 스스로도 관심을 갖기 시작
했다. 또래문화 동조화가 시작된 것이다.
권지환: 네. 주위에서는 맨날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공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고.
연구자: 근데 왜 문제가 돼?
권지환: 공부가 싫어서요.
연구자: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권지환: 네. 그게 되게 싫거든요 그 부분이. 왜냐면 저는 하기 되게 싫은데. 자꾸 강요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연구자: 누가 그러는데?
권지환: 엄마 아빠 그리고 주위 선생님? (권지환, 2017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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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친구들 문제 엄청 얘기했는데.
권지환: 그쵸. 지금은 좋아요. 한결 바뀌었어요. 자기개발서 엄청 읽었어요. 방학 내내 친구
와의 관계 그런 책 많이 읽었어요.
연구자: 그게 도움이 돼?
권지환: 네.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기생각 1도 없이 거기서 하는 얘기 그냥
맞겠지 하는 생각으로 맹신하면서 맹목적으로..
연구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
권지환: 뭐였지? 그냥.. 남들을 다 이해하라고 그러고 너무 먼저 가지 마라? 그냥 맹목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참아야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죠.
연구자: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다 없어져?
권지환: 네. 그런 거 같아요. (권지환, 2017년 여름)

본인이 1학년 때는 좀 뭔가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자기의 그런 학구적인 뭐 이런 지식이라던
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걸로 다가갔는데 아이들이 다 싫어하죠.
뭐 컴퓨터얘기하고 뭐 역사얘기하고 그러면 아 ..너 뭐니? 가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아이들하
고 게임얘기 자기가 이제 게임도 막 하더라구요. 전혀 게임을 안 하던 아인데 게임을 해보고
게임 언어랑 용어를 막 배우면서 야 그거 뭐 어쩌구 저쩌구 얘기 하는데 너 해봤어? 뭐 이렇
게 이 아이들이 또 너 그거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되니까 야 너 또 그럼 해보자 같이 뭐
게임방 갈래? (권지환어머니, 2017)

이제 지환이는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는 게 좋아서 급
식을 거르기도 할 정도다. 지환이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면
서 예전에 나누지 못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 친구들도 지환이에 대해서 이질적이라고 생각
하지 않고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공부 중심으로 일상의 시간표를 짜고 삶의 목표를
공부와 성적에 두었다면 이제 그 축이 이동했다. 지환이는 다니던 학원을 대부분 그만두었
다. 엄마와 협의하여 수학은 완전히 놓을 수 없으니 다니기로 했다. 대신 수학도 예전에
다녔던 심화 혹은 선행학습용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는 쉬운
학원으로 옮겼다. 공부에 대한 관심과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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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지환이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하다. 공부를 뒷전에 두게 되는 게 마
음 쓰이면서도 지금까지 못해왔던 친구들과의 관계맺기를 지금이라도 하게 된 것이 다행
이라고 생각한다. 지환이 어머니는 자녀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 지환이가 하고 싶은 것
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지켜보기로 했다. 대신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집단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매너는 강조하기로 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해지는 게 제일 좋은걸 수도 있죠. 왜냐면은
특별하다는 거는 어떻게 사람이 다 특별할 수는 없잖아요. 한 분야에서는 특별하면 나머지는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가 예전에는 하나에 특별하게 잘해서 나머지가 많이 누락
이 됐다면 지금은 조금 조율이 돼서 비슷하게 평균치를 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반갑더라구요. (권지환어머니, 2017)
일단은 제가 한 발 뺐죠. 한 발 빼고 본인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거 놀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지켜라. 뭐 집에 몇 시까지 와야 되고 친구들하고
이상한 유흥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 들어라.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단체 생활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다.
(권지환어머니, 2017)

바라보는 게 바뀌고 일상의 시간표가 변하자 주변에서 지환이가 달라졌다고 보게 되었
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집단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고
익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에게 고칠 점을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어울려 살아가는 맛을 알게 된 지환이의 하루하루는 이제
행복해 보인다.
9월 말쯤부터는 이제 그 지환이가 조금 어, 1학기보다는 나아졌어요.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

도 보이고 있어요. (중략) 제제를 하면은 예전에는 계속 반발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수긍할
때도 있고 (교사 나5, 2017)
1학년 때는 아이들하고 좀 부딪혔는데 지금은 아이들하고는 되게 좋고, 이렇게 놀고, 요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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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막 공부보다는 사회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지내는 사회생활이. 들어
오면은 아 누구랑 누구랑 뭐 했는데, 그니까 아이들이랑 있었던 얘기를 주로 해줘요. 누구랑
누구랑 있었던 일들, 그 아이들이랑 같이 뭘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권지환어머니, 2017)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나아요. 아이가 행복해 보여요. (권지환어머니, 2017)

다. 자기 인식 차원에서의 정체성 특징
소속 집단 정체성
사람은 여러 집단에 속해 있지만 각 집단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을 묻고 그 중에서 중요한 순서, 그리고 각 집단이 없어진다면 어떠할지
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보았다.
아이들이 속한 집단으로 가족, 학교, 학원 등이 공통적으로 나왔고 학교 동아리, 동네
동아리, 스포츠센터, 인터넷 카페, 어릴 적 친구들 모임, SNS의 단톡방 등을 거론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은 단연코 가족이었다. 아이들은 가족이 없
다면 “다른 집단 모든 게 없을 것이고 제대로 살지 못할 것”(김선예, 2017년 겨울), “진짜
살기 힘들 것 같은 게 가족은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황승규,
2017년 겨울), “우울하고 외로워질 것”(오희진, 2017년 겨울),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김

용준, 2017년 겨울), “너무 슬프고 극복 안 될 것”(안세정, 2017년 겨울), “아무것도 못할
것”(최재섭), “집도 없고 잠도 못 자서 안 되고 슬플 것”(장채연, 2017년 겨울)이라고 말했
다. 예외적으로 학생 중 2명은 “엄마, 아빠가 없고 할머니가 있으면 자랄 수 있을 것”(유상
호, 2017년 겨울), “돈만 있다면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울 것”(전초롱, 2017년 겨울) 같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가족에 대해서는 소속감도 크고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족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짜 애초부터 없는 사람은
우리 엄마에 대한 사랑 그런 게 아빠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람
이 안 되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저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권지환, 2017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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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집단으로는 학교나 친구들을 들고 있다. 그런데 친구들도 대부분
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기에 이 두 집단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없으면 못 살 것 같음. 친구들도 없고, 사회생활 할 기회도 없어지니까. (황승규, 2017년 겨울)
중학교를 안 다니는 건 안 됨. 배우고 친구들과도 놀아야 하므로. (김용준, 2017년 겨울)
반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 없으면 안 됨. 혼자서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학을 가서 새로 사귈 것. (김용준, 2017년 겨울)
학교는 없고 싶지만 안 다니면 안 됨. 친구도 없고 대학도 못 가므로. (권지환, 2017년 겨울).
학교가 없으면 우울할 것 같음. 집에만 있으면 지루하고 새 학기의 설렘이 재밌어서. (오희진, 2017년 겨울)
학교는 없으면 안 됨. 안 다니면 사람과의 교류도 줄고 공부 말고 배우는 여러 가지를 못 배울 것 같음. (안세정, 2017년
겨울)
나나중학교가 없다면 완전 달라질 것 같음. 친구들도 없고 새로운 애들 만나야 하니까 별로 안 좋고 걱정됨. (최재섭, 2017년
겨울)
학교는 중심이라 없어지면 생활이 흐트러질 것 같음. (허나영, 2017년 겨울)
학교 안 다니면 아침 시간이 많아져서 과학 실험 할 수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음. 그런데 학교 다니면 애들 만나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음. (전초롱, 2017년 겨울)
학교가 없어도 상관 없음. 홈스쿨링 하면 됨. 2학년 ○반이 없어도 괜찮음. 다른 반 혹은 학교 밖에서 친구 만날 수 있으니까.
(장채연, 2017년 겨울)
학교 안 다녀도 상관 없을 것 같음. 그런데 검정고시 준비하려면 힘들 것 같음. (유상호, 2017년 겨울)
학교가 없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음. 의무라서 오긴 하는데 놀러오는지 공부하러 오는지 모르겠음. (김선예, 2017년 겨울)

상당수는 학교가 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은 자기 일상에서 학교가 없어진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반응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안 다니면 애들이랑 못 놀잖아요. 학교 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첫 번째 애들이랑 놀고,
두 번째가 점심이 맛있으니까. (전초롱, 2017년 겨울)
[학교에 안 다니면] 처음에는 좋을 거 같은데, 제가 방학때도 왜 뭐라 그래야 되지, 할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저랑 만날 애들은 이미 다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집에 간다거나 지루하
면 빨리 개학했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희진, 2017년 겨울)
학교 안 다니면 약간 친구,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줄여지고 되게 공부도
학교에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 다 못 배울 것 같아요. (안세정, 2017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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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빠져도 괜찮을거 같은데. (웃음) 왜냐면 저희 나라에서 지금도 학교가 그렇게 막. 지금
도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오는건 의무고, 그래서 학생들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는거고. 그리고 저는 학교가 공부하는 곳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보
니 노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놀러 오는지 공부를 하러 오는지도 잘 모르
겠고, 시험기간이 아니면. (김선예, 2017년 겨울)

친구 집단에 대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외로울 것”(오희진, 2017
년 겨울), “활력소를 잃고 너무 외로워져서 살고 싶지 않을 것”(김선예, 2017년 겨울), “씁
쓸할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것”(최재섭, 2017년 겨울), “재미가 없을 것”(허나영, 2017년
겨울) 같다는 게 응답이다.
학원도 매우 중요하게 소속된 집단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에 대해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학원이 없으면 공부를 하기 어렵고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원 중에서 특정 과목은 자신에게 덜 필요
하다고 인식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모든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학교만으로는 공부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학원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자신의 학업을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곳이고,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학원 없으면 좋긴 한데 없으면 안 됨. 성취도가 떨어져서 미래가 불안해짐. (황승규, 2017년 겨울)
수학 학원은 없으면 안 됨. 성적 올려 대학을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잘 못하므로. (권지환, 2017년 겨울).
학원도 없으면 안 됨. 공부를 억지로라도 해야 하고 정도 붙었음.(오희진, 2017년 겨울)
수학 학원이 없다면 엄청 지장은 아니지만 다른 애들에 비해 약간 어려울 것 같음. 영어 학원은 없으면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음. (안세정, 2017년 겨울).
수학 학원이 없으면 안 됨. 수학 성적 다시 떨어질 수 있음. 영어 학원은 없어도 됨. 영어는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나옴. (장채
연, 2017년 겨울)
학원이 없으면 아예 이해가 안 되어서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갈 정도임(오희진, 2017년 겨울)
학교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학원도 꼭 있어야 함. (허나영, 2017년 겨울)
영어, 수학 학원 없으면 안 됨. 재밌으니까. 다니는 학원들은 다 스스로 가고 싶어서 다니는 것. (김용준, 2017년 겨울)
학원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할 것 같음. (오희진, 2017년 겨울)
영어학원은 교육적으로 영향 많이 줌. 공부도 못 하고 학원 친구들이 없으면 안 좋을 것 같음. 수학 학원이 없으면 안 됨.
수학 못하게 되니까. (유상호, 2017년 겨울)
수학 학원은 없어져도 공부만 좀 못하고 괜찮을 것 같음. (허나영, 2017년 겨울)
논술학원이 없다면 좋을 것 같음. 지금은 다녀서 나쁠 것 없어서 다님. (유상호, 2017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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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못해요. 학원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하지, 돈이 없으면 아예 진도를 못 따라갈 정도?
(오희진, 2017년 겨울)

어쨌든 학교가 모든 기본이니까. 음, 제 생각에 일단 저한테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잖
아요. 그니까 거기에서 일단 필요한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랑 수학은 더 구체
적이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가는 건데. (허나영, 2017년 겨울)

나머지 소속 집단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없다면 재미가 없어지겠지만 어쩔 수 없다거나
감내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자신이 얻는 게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살 빼야 하니까 주짓수 도장이 없으면 안 되고”(유상호, 2017년
겨울), “좋아하는 게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서 팬클럽이 없으면 안 되고”(오희진, 2017년
겨울),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들 있고 서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된
다”(유상호, 2017년 겨울)라는 설명들이 있었다.

공부와 밀착되어 있는 정체성: “공부는 해야 함”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지겹고 하기 싫기도 하지만 결국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다. “취직하기 위해”(유상호, 2017년 여름),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가능하게 해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김용준, 2017년 여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공부를 못하면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게 정해질 때까지는 공부를 해 둬야 그 중에서 할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허나영, 2017년 여름), “심리학을 공부하면 심리학자, 천문학을 공부
하면 기상 관련 직업 가지게 되니까 공부가 내 미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전초롱,
2017년 여름),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해서 월급을 모아 게임기를 사기 위해”(장채연,
2017년 여름) 등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공부하는 이유를 대학 진학에 두든, 능력

개발에 두든, 취업에 두든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193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5. 공부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위한 것이다”(김용준)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안세정)
“내가 미래에 살게 될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다”(전초롱)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다”(유상호)
“평생 하는 것이다.”(오희진)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쌓는 일”(김선예)
“재미있다가도 지겨워지는 것이다”(황승규)
“싫다”(권지환)
“안 하면 다시 하기 힘들다”(허나영)
“결과가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장채연)
“왜 하는 걸까?”(최재섭)

허나영: 공부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연구자: 하기 싫잖아.
허나영: 그니까요.
연구자: 근데 결국 답은 공부를 해야 할 거 같아?
허나영: 네.
연구자: 왜?
허나영: 그니까 공부를 해야 하고 싶은걸 할 수 있으니까. (허나영, 2017년 겨울)
내가 공부를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음, 그래서?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 제가
나중에 그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안세정, 2017년 여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한 달에 월급 들어오면 얼마씩
모을 거예요. (장채연, 2017년 여름)

계급 정체성: 주로 ‘은수저’, 일부 ‘동수저’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소위 ‘은수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은수저는
경제적으로 중간이나 중상 정도이다. 나머지 한 명이 금수저, 세 명이 동수저라고 답했다.
금수저라고 답한 학생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
각할 때 가진 게 많다고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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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정: 저는...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금수저? 왜?
안세정: 그냥,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절 좋아해주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안세정, 2017년 여름)

은수저라고 대답한 이유는 특별히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필요한데 사지 못한 것도 별
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옆 친구들 중에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소비생활
을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중간 정도로 인식한다. 동수저라는 대
답은 하고 싶거나 사고 싶은데 비싸거나 돈이 들어서 참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하였다.

은수저요. 금수저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금수저들은.. 제 친구 중에 금수저가 있거든요?
근데 걔는 어떤 애냐면 그냥.. 머리를 앞머리를 자르러 청담동 가가지고 한 번에 10만원 짜
리 머리커트를 하고 와요. 와.. 대박이에요. 옷도 막.. 60만원 짜리 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 쓰고.. 사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애들이 금수저죠. 근데 전 가난하게 살지
않으니까 흙수저는 아니고 은수저.. 그정도.. (권지환, 2017년 여름)
연구자: 그래. 비싸거나 돈이 들어서 하고 싶은 걸 못 한 적이 있어?
김선예: 음, 네. 평소에 많이 참죠. 왜냐하면 가수를 좋아하면 경제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는
데, 이번에 나온 피규어만 해도 한 명당 백만원이어 가지고, 그런 걸 공식 숍에 뜰
때면 물건들을 보긴 하지만 사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보기도 했고, 제가 그 정도의
돈을 지불을 못하니까 아쉽게 포기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김선예, 2017년 여름)

은수저 이상의 위치에 대해서 아이들은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재벌가
자녀들의 행태를 뉴스에서 접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런 행태를 닮고 싶지는 않다고 표현
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지금 은수저? (중략) 저는 다이아몬드로 가고 싶어요. (장채연, 2017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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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들어본 얘기 들으면 금수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딱히 이름을 언급하
기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금수저가 그냥 뭔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금수저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나라면 잘할 것 같다, 대통령하
면 잘할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바뀌었어요. 뉴스나 밖에서 이런 걸로
접하는 것을 보면, 금수저나 재벌 그런 거 보면.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면 뭔가 좀 그렇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인가, 인간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황승
규, 2017년 여름)

자신에 대한 긍정: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나”
나나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도 인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볼 뿐 아니라 언어구사력, 노력을 기울이는
습관, 외국어 능력, 최선을 다 하는 모습, 경청하는 습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능력을 가지
고 있다고 인식했다. 자신의 두뇌에 대해서도 전원이 IQ가 보통이거나 보통 이상일 거 같
다고 대답했다.

48.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능력은
“높다”(김용준)
“있다”(허나영)
“말을 잘 하는 것”(권지환)
“외국어”(장채연)
“말하기?”(오희진)
“노력이다”(안세정)
“항상 꿈을 꾸는 것”(전초롱)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말 잘 하는 것,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김선예)
“미래를 예측한다”(황승규)

되게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어디 상담이나 이런 곳 가면 언어 쪽이 뛰어나다고 언어를 하라
고 했는데 영어하라고 했는데 제가 수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수학을 했던 건데 (김용준,
2017년 여름)

음, 캠프에서도 주제를 정할 때, 남의 의견을 수용한 다음에,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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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또 제 의견을 아예 안하는 건 아니고, 1:1로 그냥. 아예 무시하는 일이 없다는 거. (황승
규, 2017년 여름)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나는 점점 더 나아지거나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기대
하게 된다.

[제 미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밝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황승규, 2017 여름)
미래가 밝은 이유는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드럼 치는 것. (유상호, 2017년 여름)

성 정체성: 성별 차별 인식 거의 없지만 가정교육에서는 편차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크게 차별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미래
를 생각할 때에도 자신의 성별이 크게 고려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들이 성별에
대해서 차이를 인식하는 경우는 남자들만 군대에 가야 하는 점, 선생님들이 여학생들을 더
배려하는 점, 여학생들이 범죄 등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것 등이다.
아까운 거예요, 그 2년이. 2년이면 엄청나게 할 수 있을텐데, 저도 지금부터 2년 전이면 그
러니까 지금하고 2년 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2년 동안 군대에
서 있어야 한다니까 뭔가, 발전이 되게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군대에서는 약간 체력적인 것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식을 까먹을
지도 모르죠, 잊거나. 감이 사라지거나, 프로그램 쪽은 감이 중요한데, 또 그쪽이 또 외부와
도 인터넷 같은 게 잘 연결되지 않으니까, 외부의 정보 같은 것도 습득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야 여튼, 그런 게 좋은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사고 같은
게. (황승규, 2017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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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렇구나.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상호는 군
대는 어때?
유상호: 군대요? 그렇게 썩 가고 싶진 않아요.
연구자: 가고 싶진 않아?
유상호: 네. 군대 면제 됐으면 좋겠어요. (유상호, 2017년 여름)
연구자: 모르겠어? 근데 왜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가 더 나아?
최재섭: 어... 음, 그냥 군대도 가야 되고 요즘에는 여자를 아니 딸을 더 좋아하는 거 같아서
요. (최재섭, 2017년 여름)
연구자: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자들이 운이 좋아?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
김용준: 맨날 뭐 레이디퍼스트하고 그러니까
연구자: 아 어떨 때 레이디퍼스트해줘?
김용준: 그냥 뭐 할 때마다 먼저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뭔가 잘해주는 것 같아요.
연구자: 여자애들한테 왜?
김용준: 남자애들이 장난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김용준, 2017년 여름)
남자가 더 좋을 거 같아요. 범죄에서부터 좀 더, 아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범죄위험이
줄어드니까, 막 요즘 되게 흉흉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남자들이 더 편한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희진, 2017년 여름)

하지만 부모들에게서는 여러 가치관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학생 어머니는 예전과 달
리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남학생 어머니
는 아들에게 아버지 모습에 빗대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여
자들을 보살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네가 힘듦은 엄마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울고 싶으면 울고 다 좋아.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
된다. 왜냐면 아빠가 회사 다니면서 윗 상사 땜에 괴롭고 힘들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냐. 그런데 아빠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엄마는 어때?
다니다가 싫으면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래.. 여자는 그래.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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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나마 남자랑은 엄마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 거죠. (김용준어머니, 2017)
남자는 그래도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힘들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되니까 좀 힘듦이 있지만 좀, 여자보다는 좀 잘 참고 견딜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책임감을 많이 주죠. 다르다고. 넌 아들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저에 대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다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김용준어머니,
2017)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대우도 받고 나중에 자기 삶에 있어서도 당당할 수 있다
고. 그래서 그 힘을 기르는 건 너네 몫이라고. (오희진어머니, 2017)

사춘기 혹은 중2병
사회적으로 ‘중2병’이라는 말이 회자되기에 학생들도 자신들이 그 나이가 되었음을 인식
하고 부모들도 마음의 각오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 2가 되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뭔가 큰 일이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견딜 만 하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자신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리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부모님의 잔소리에 짜증이 나
며 감정에 기복이 생긴다고 표현한다.
김용준: 그냥 계속 졸리고 집중도 안돼요.
연구자: 엣날에는 안 그랬는데?
김용준: 작년에도 안 그랬어요.
연구자: 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왜 그런 것 같아?
김용준: 그냥 사춘기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졸린 게 가장 문제예요. (김용준, 2017년 여름)
권지환: 요즘 살기 싫어서..
연구자: 왜 살기 싫어?
권지환: 그냥.. 중2병이 제대로 온 거죠. (권지환, 2017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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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보기에는 본인은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논리성이 떨어지게 자
기 주장을 하고, 무엇인가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하지 않으며 별 일 아닌데도 짜증을 내고
부모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자신이 아는 것이 더 옳다고 믿으며 어른들의 권위적인 모습을
못 참아하며 벌점 등 규칙에 대해서 반항하고 방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고 혼자 있는
모습 등에서 이전과 다른 ‘사춘기적 특성’이 찾아진다.
본인은 논리적이라고 말하는데 앞뒷말은 좀 안 맞는데 자기 딴에는 논리적이라고 이러쿵저
러쿵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세졌고. (허나영어머니, 2017)
말 안 하는거. 물어봐도 말 안하는 거. 그리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거. 문자하면 문자로만
답하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거. 그래서 그 전화, 전화는 전화 안 받는 거 때문에 (최재섭
어머니, 2017)
순간순간 짜증을 막~ 냈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막 화를 막 내요. (중략) 건들지
말라 그러고 말을 하지 말래요, 나한테. 짜증난다고. (유상호 어머니, 2017)
예전에는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수렴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그니까 우리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엄마는 그런
거를 이해 못 한다라는 식으로 (권지환어머니, 2017)
방에서 안 나와요. (중략) 핸드폰 갖고 살더라고요. (오희진어머니, 2017)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의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면서 부드럽게 다
가가면 아이들의 반응도 부드러워진다. 최재섭어머니의 경우에는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겪을 일들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대하면서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

졌다고 말했다. 장채연어머니도 자녀가 자기주장이 조금 더 세진 것은 있지만 주변에서 듣
던 심한 ‘사춘기 증세’를 느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허나영 어머니는 아이가 짜증을 내다
가도 푹 자거나 쉬고 나면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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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때 보다는 2학년 때가 좀 더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게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중략)

좀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조금 편하게 놔주고 이해하고 그냥. 푸시안하고 그랬더니
그냥. (웃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최재섭어머니, 2017)
그렇게 심하게 남들이 얘기할 정도의 변화 이런 거 느낄 정도 체감할 정도론 못 느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은 자기주장이 조금씩 더 초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생긴 건 있는데 (장채
연어머니, 2017)

존재감이 큰 아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존재감이 큰’ 친구도 있고 ‘존재감이 없는’ 친구도 있다. 그런데 존
재감이 없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지만 존재감이 크다는 것이 늘 긍정적인 것만
은 아니다. 존재감이 큰 이유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이다.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말수가 없어서 조용하고 소심하거나 때로는 지저분한
아이들은 또래들 가운데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콤플렉스에 대해
자기만의 편견에 갇혀 있는” 경우라는 설명도 있었다(김선예, 2017년 여름).
말을 적게 하면, 그 친구랑은 말을 같이 안하게 되고, 그래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중략) 행동도, 너무 조심조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세정, 2017년 여름)

존재감이 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다가가고 말
많고 활동적이고 밝고 재밌는 애들”(허나영, 2017년 여름), “말썽을 피워서 관심이 가게
하는 경우”(장채연, 2017년 여름), “힘 있고 빽 있으면 생기는데 말보다는 손 쓰고, 뒤에
무서운 형들이 많은 애들, 길거리 돌아다니는 애들”(유상호, 2017년 여름), “말을 좀 해야
하고 행동도 너무 조심조심하면 안 됨”(안세정, 2017년 여름), “잘 나서서 하고 여러 애들
과 잘 어울리면”(김용준, 2017년 여름), “리더십 좋은 애들”(김선예, 2017년 여름)
존재감은 우선 성격적 측면에서 좌우된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면서 리더십도 있는 아
이들이 또래 가운데 존재감이 클 수 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요인이 말썽을 피우거나
눈치 없이 나서기 좋아해서일 경우에는 존재감은 클 수 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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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나대는” 아이로 통한다.
존재감은 눈길과 관심, 영향력과 관련된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적과는 무관하다. 성적
이 좋으면서 존재감이 큰 아이도 있고 존재감이 바닥인 아이도 있다. 때로는 존재감이 집
단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아이들은 존재감 있는 애들과 친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존재감
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존재감 있는 애들은] 공부 안하고요, 물론, 좀 약간 키 크고 얼굴 작고 잘생긴 애들. 그런

애들은 진짜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 옆에 달라붙어서 같이 노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또 하나, SNS 열심히 하는 애들. (황승규, 2017년 여름)
연구자: 그럼 존재감이 없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유상호: 진짜 그냥, 그냥 그런 애들. 어, 그냥 빽도 없고, 힘없고,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
연구자: 싫어하는 애들? 어떤 애들을 싫어해?
유상호: 그냥 말 싸가지 없게 하고, 좀 행동도 이상한 애들. (유상호, 2017년 여름)
존재감 있으려면 뭐 공부를 잘하고 발표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나쁜 막 일진 무리 애들,
막 담배피고 막 이런 애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요. 아니면 그냥 존재감이 없어요.
(오희진, 2017년 여름)

연구참여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중간 정도라고 대답했는데 3명(김용
준, 권지환, 전초롱)은 존재감이 크다고 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 그리고
자신이 “시끄럽게 많이 떠든다”고 생각한 경우에 이렇게 대답했다.
한편 존재감이 있는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주변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된 사례도 있다. 오희진은 친구가 학생회 동아리 면접을 보러 갈 때 따라 갔다가 선정되어
학생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로 친구들이 “너 학생회냐”면서 알아봐주기 시작했다.
기존 학생회 선배들이 이미 여러 면에서 뛰어나면서 활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희
진이가 그 멤버인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선배들이 이제 또 빵빵하고 뭐 공부도 잘 하고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분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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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쓸.. 분위기를 많이 타는 애라 거기에서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반에 딱 친해지기 전에
그걸 뽑고 오니까 애들이 희진이 주위에 이렇게 몰리더래요. 그래서 엄마 애들이 나 공부
되게 잘하고 뭐든지 잘 하는 애로 아나봐요 (오희진어머니, 2017)
학생회 들어가니까 애들이, 좀 약간 ‘오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추켜세우고 이러고, 좀
약간 인식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중략) 막 수업시간에 막 ‘나 학생회야’
이러면서 나갈 때가 있어요, (중략) 근데 그 때 나가서 하는 일이 진짜 별거 없는데, 약간
위대한 거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애들이 약간 부러워하고 막, 막 ‘너 학생회라며?’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기분은 좋죠. (오희진, 2017년 여름)

교사 나2는 희진이가 학생회라는 “디딤돌을 잘 디뎌서 탄력을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주변에서 기대가 달라지니 희진이의 성격도 활발해지고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적극적
으로 바뀌었다, 또한 공부를 잘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느껴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희진이 개인의 경우를 사례를 놓고 본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그 학생회활동 한
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부분도 그렇고 성격도 활발해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걔가
알게 된 거죠.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고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데 성적이 평균 10점 이상 오른 거예요. (교사 나2, 2017)

사회의 요구에 대한 인식
나나중학교 학생들에게 사회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 거 같은지
질문하자 다수의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이라는 뜻의 답변을 했다. “나라를 이끌
어갈 수 있는 능력”(안세정, 2017년 겨울), “미래를 이어갈 사람”(장채연, 2017년 겨울),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라는 것”(최재섭, 2017년 겨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안세정, 2017년 겨울), “앞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유상호, 2017년 겨울),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전초롱, 2017년 겨울) 등의 대답이 나왔다.
또 몇몇은 공부에 대한 요구를 말했다. “공부 잘하는 것”(김선예, 2017년 겨울), “공부만
잘하는 것”(김용준, 2017년 겨울)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사고 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자라는 것” (오희진, 2017년 겨울), “대학 잘 보내서 취업하게 만드는 것”(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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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 2017년 겨울)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아이들은 사회에서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요구하는 기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현재 제
대로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사회가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공부로 한정된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응하면 성공이고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저희한테 조금 다양한 면으로서 인재를 원할 것 같아요. (중략)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전초롱, 2017년 겨울)

연구자 : 응. 보통 이제 사회에서 중학교 2학년, 용준이를 포함한 중학교 2학년생들한테 기
대하거나 바라는 게 무엇인 거 같아?
김용준 : 그냥 공부만 잘 하는 거.
연구자 : 공부만 잘해라. 그러면 그런 기대에 용준이는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
김용준 : 제 생각만큼은 아닌거 같아요.(김용준, 2017년 겨울)

제 생각에는 대학교나 취업을 잘 하면 부응하는 것이고, 못하면 부응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교육이 너는 공부를 잘해, 못하면
낙오자야, 공부를 못하면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못하면 너는 실패자야 대학교를 못가면 넌 낙오자야 이렇게 만드는 세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
요.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부응한다. 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최종적인 목표에는 가지 못했고. (권지환, 2017년 겨울)

라. 나오며
이상 나나중학교 연구참여 학생들의 중학교 2학년 시기 생활과 자기 인식의 측면을 살
펴보았다. 중학교 2학년이 성장과정에서 전후 경험하는 세상을 단절시키는 관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기 있고 의욕도 있던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빡빡하지만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적응을 하고 있다. 가정생활은 여전히 대화와 신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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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만 아이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부모의 잔소리나 선생님의 잔소리를 괴롭게 받아
들이는 모습도 보인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을 준비하는 리듬으로 살다보면
한 학기가 어느새 끝나 있다고 하였다. 재미없는 수업과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도 시험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터득하는 가운데 학교와 학원을 주생활공간으로 삼아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익숙한 학교생활과 친해진 친구들로, 그리고 틈나는 대로 들여다보는 스마트
폰과의 시간 속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대부분 중상류 정도의 경제적 상황
에 있다고 인식한다. 가족, 학교, 학원이 본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고 여기면서
사회가 미래시대를 자신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3

다다중학교

가. 들어가며
다다중학교는 대도시 고소득층 밀집지역인, 서울시 C구 소재 중학교로 고소득층 중학생
의 성장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선정된 학교이다. 다다중학교의 연구참여 학생들은 총 13명
이며 경제적으로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1학년 때 생활과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들이 나타난 바 있
다(김경애 외, 2017). 이들은 가정의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 가운데 부모를 장래 모델로 삼
으면서 학교생활에 있어서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이들에게 학원은 제2의 학교처럼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자신의 필요
에 맞는 선행학습이나 내신 등 프로그램을 선별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세세하고 구체적인 조언과 관여를 받아
들이는 편이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었다. 이들은 교사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평가자인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
하려고 하였으며 학원 선생님들과는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서비스 기관인
학원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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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2학년의 삶을 들여다보는 3차년도 연구이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동안 어떤 생활과 경험을 하는지를 풍부하게 담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이 1학년의 그것과 어떤 점이 다른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중학교 1학년 시절의 핵심 주제가 ‘관계’였다면, 이번 중학교 2학년의 핵심
탐구 주제는 ‘정체성’이다. 연구자는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2학년 생활을 들여다보
면서 특히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나. 중학교 2학년 생활 및 학습경험의 특징
1) 가정생활
한결같은 쉼터 VS 더 이상 편하지만은 않은 집
여름방학에 이루어진 학생 면담에서는 연구자와의 면담에 앞서 학생들에게 빈칸을 채우
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빈칸문항 중 가정에 관한 인식을 묻는 빈칸문항이 있었다. 다
음은 관련된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가정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비교해서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화목하다. (김다정)
화목하다. (정우석)
평화로운 편이다. (손태민)
평화롭다. (민준기)
행복한 것 같다. (한은서)
행복하다. (김채영)
조용하다. (강원우)
서로서로 친구 같이 편하다. (박보나)
자유롭다. (노준수)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다. (양은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최선아)
뒤로 미룬다. (박민혁)
화목해 보이지만 갈등이 숨어 있다. (차소미)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정이란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편안한 곳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까지의 성장과정에서도 가정이라는 존재는 화수분처럼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곳으로 특징지어져 나타난 바 있다(김경애 외, 2016).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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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가 된 후에도 가정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쉼터로 여겨지고 있었다. 한편, 최선아
는 본인의 가정이 각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였고, 박민혁은 다른
가정보다 본인의 가정은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차소미는 화목해 보이
지만 갈등도 내재해 있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
로 나타났고, 그러한 경향 속에서 일부 학생의 다양한 인식과 해석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높은 기대와 관리가 부담이 되어 집이 더 이상 편하지 않은 공간이 된 경우
도 있다. 정우석은 중2가 되고 집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학교와 학원이 끝난 후 독
서실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있을 때는 자기는 정상이고 괜찮은 아이인데, 집에만 오면
너무 문제아고 형편없는 아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집에 안 오고 싶다고 했어요. 독서실을 끊
어달라고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2학년에 와서 있었던 일이에요.
2학년 돼서 사춘기를 되게 혹독하게 겪고 있는 거 같아요. 집이 편하지 않대요. 집에 오면

방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정우석 어머니, 2017)

그동안의 연구과정을 살펴보면 정우석의 경우, 정우석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강하게 자
녀를 훈육하지는 않지만 공부를 하면서 방문을 열어놓게 한다든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 그는 어머니의 관심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다. 그리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버겁게 느꼈다.

감정 롤러코스터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중학교 1학년 시기
에도 부모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지만, ‘부모에게 반항하는 작은 일탈’
을 보이는 소극적인 수준이었다(김경애 외, 2017).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된 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부 학생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큰 감정 기복을 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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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중2병이 오셔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자기도 왜 자기가 지금 막 이렇게 화가
나는지도 모르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핸드폰이 생겨서 거기에 정신을 팔리고 그러니까 학업
적인 것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머릿속이 마음이랑.
(정우석 어머니, 2017)

정우석: 중2가 되고 엄마, 아빠랑 더 자주 싸우는 것 같아요.
연구자: 이유는 왜인 것 같아요?
정우석: 제가 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정우석, 2017 여름)
제가 느끼기에는 사춘기에요. 무슨 말 하면 예민해지고,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여자 친구를
사귀어요. (중략) 엄마는 정말 싫다. 저 좀 지독하게 말했거든요. 진짜 싫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좋은 결과가 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걔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마를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도 사귀어요. 있어요. (손태민 어머니, 2017)

위 사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중2가 된 후 학생의 감정 기복이 매우 커졌다고 밝히면
서, 이러한 현상을 ‘사춘기’, ‘중2병’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중2가
된 후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중2병’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중2병의 구
체적인 증상은 학생 스스로 감정 조절이 안 되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러한 감정 기복이
여과 없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학생들이 2학
년이 되면서 감정의 진동 폭이 커졌고, 마음 속 감정, 특히 화를 어머니에게 드러내는 모습
이 두드러졌다.

오히려 엄마와 덜 싸우는 2학년
하지만 중2가 되었다고 모두가 중2병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1보다 중2
가 된 후 부모님께 혼나거나 싸우는 현상이 줄어드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1학년 때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랑 싸우는 건 줄어들었어요. 이제 거의 안 싸워

요. 엄마랑 원래 친했는데 더 친해져서 이제 제가 뭘 잘못해도 저한테 화를 안 내세요.
(김채영, 201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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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되고) 엄마, 아빠한테 혼난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김채영, 2017 겨울)

위의 사례처럼 모두가 일률적으로 큰 감정 기복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고, 심리적, 감정
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는 사례도 나타났다. 김채영의 경우 중1보다 중2가 된 후 부모와
학생 모두 ‘중학생’에 적응하여 다툼이 줄어들었다. 이어지는 김다정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중2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그때 중학교 때 조금 해보는 일탈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또
엄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공부도 성적도 잘 했음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중략) 제가 곁에서 느끼기에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일단 이사도 왔고 그리고 새로운 애들이고 많이 불안해하고 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오히
려 2학년 되고) 조금 차분해 졌다는 느낌? 안정감을 보여준다는 느낌은 있어요. (김다정 어
머니, 2017)

김다정 어머니는 오히려 다정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보여준
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2가 되어 학생들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등의 변화가 두드러졌지
만, 오히려 중2가 되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공존하고 있었다. 즉, 일명 중2병
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은 학생의 개인적으로 내재된 성장과정의 특징과 환경에 대한 영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점점 줄어드는 가족과의 시간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보다 학업에 대한 부담, 그에 따른 학원 수강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차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었다.
동생들이랑은 사실 딱히 같이 보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8월에 휴가는 외할머니댁
으로 가고 그러는데 저는 학원 때문에 안 가요. 학원 한 번 빠지면 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
서 그냥 안 가기로 했어요. (김다정, 201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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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방학이니까) 화목에는 좀 같이 놀아주는데, 사실 학원 때문에 잘 못 만나요. (김다정,
2017 겨울)

위 사례에서 김다정은 동생이 2명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고는 동생들과 보내는 시
간이 줄었고, 가족들이 외할머니댁에 방문하는 할 때에도 학원 스케줄로 본인만 빠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강해지는 내 생각, 내 주장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들도 나타났다. 가정에서
본인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참고 듣기보다는 자신의 다른 생각을 적극적
으로 표현하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처음 접하는 이런 모습에 당혹스러워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조금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기도 해요.(2
학년 되니)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 주장이 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풀어지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리고. (최선아 어머니, 2017)
(2학년 되고) 엄마한테 말하는 말투나 그런 게 틱틱 거리고 그런 게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엄마가 혼내거나 이럴 때 본인 의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내세워요. 엄마 뚜껑 열리게 많이
하죠. (박보나 어머니, 2017)
멍 때리고 그냥 밥 먹어요. 학원 늦었는데 불구하고. 지각이라는 거 용납 안 했던 아인데,
학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뜨거운 밥에서 김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와” 이러고 있어요.
(중략) 인생 들어서 올해 실내화 놓고, 준비물 안 가져간 게, 다른 애들에 비하면 감사한 일이

지만, 처음으로 이번 학기에 세 번이나 엄마를 콜 했어요. 안 갖다 준 거까지 하면 다섯 번이
구나. 일부러 보란 듯이 전화도 안 했더라고요. 전화도 안 하고 맨발로 한 번 살았더라고요.
(양은솔 어머니, 2017)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2가 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해졌고, 자
신의 생각과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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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생각과 주장이 가정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라고 단정하
여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한 학생의 변화 모습 자체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면일 수 있으며, 부모 차원에서도 ‘어른으로서의 자녀’를 마주하고 적응하며 이해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어보인다.

엄마가 챙겨주는 부모 주도 자율동아리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중1 생활에서 ‘엄마는 학습코치’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김경애 외,
2017). 이러한 현상은 중2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학부모가 자율동아리의 운영을

주도하며 학생들을 챙겨주는 ‘부모 주도 동아리’가 2학년이 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작년에 자율동아리로 독서동아리 했던 친구들이랑 올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
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중략) 안 하면 모이라고 그러는 건 제가 하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
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같지도 않고 독서토론 하라고 모아놓으면 그냥 수다 떨고 잡담
떨다가 작성하라는 거 겨우 하고 가고.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지쳐서 그런지 이 시간을 노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기도 해요. 우리만(엄마들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우
석 어머니, 2017)
(자율동아리는) 독서동아리 하나 하고, 수학동아리 하나 하고. (중략) 독서동아리는 제가 엄

마들하고 챙겼고요. 수학동아리는 과고, 영재고 가려고 준비하는 애가 주도적인데, 그 애랑
아는 바가 있어서. 거기 들어갔어요. (손태민 어머니, 2017)
연구자: 자율동아리는 뭐 하고 있어요?
민준기: 자율동아리는 코딩 동아리 했어요.
연구자: 작년에 재미없다고 한 거 아니예요?
민준기: 네. 그런데 엄마가 계속 하라고 하셔 가지고. (민준기, 2017 여름)

엄마와 공동학습, 수행평가는 가족의 숙제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중1 생활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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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제공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었는데(김경애 외, 2017), 학교의
내신 성적이 고입에 반영되는 중2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한층 강화되고 있었다. 다다중
학교가 소속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에 자유학기가 적용되고 있
었지만, 고입에서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모두 교과 점수를 제외하고 2, 3학년의
교과점수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7: 1). 학생 차원에서 교과 내
신 성적이 진로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학년 1학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학생들은 2학년이 된 후 맞닥뜨린 지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시험기간에 학생들과 함께 시험 공부를 해주는 현상
이 부각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뒤통수만 봐도 알겠어요. 쟤가 그냥 앉아 있는 건지 공부 하는 건지. 자세가 뒤에서 보면
이렇게 [바르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만 그냥 때우면서. 불안했나 봐
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잠 못 자고. 애가 안 자니까 저도 못 자고. (민준기 어머니, 2017)
[중간고사 때] 역사는 제가 정리를 해 봤고요. 과학은 제가 들춰서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렇

게 공부 했었어요. 다는 못 해주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쪼았어요. 애가 많이 졸더라고요.
조는 걸 앞에 두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랬더니, 애가 시험 첫날 아팠어요. 오한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중간고사를] 망했어요. (손태민 어머니, 2017)

한편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1학년 자유학기에도 자유학기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사례들이 일부 나타났다(김경애 외, 2017). 이번 연구에서는
외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의 수행평가에 대해 학부모들이 관여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어우, 너무 많았어요. 보고서 쓰고. 과목당 수행이 한 3~4개? (중략) 우리 애가 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아빠도 봐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데드라인은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자기 능력껏 하는 애도 있는데. [저는] 사실 보고서는 봐줬
어요. 발표 자료는 애가 다 했고. (손태민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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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아버지의 관심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어머니와의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중학교 1
학년 때 총 13명의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서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3명(교수
1명, 의사 1명, 약사 1명)이었는데 2학년 때는 어머니 1명(교수 1명)만이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2명(의사 1명, 약사 1명)은 전문직을 그만두고 가사에 집중하고 있었다. 즉, 다다
중학교 학생들의 가정에서는 대부분 아버지가 경제 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가사를 돌보며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익숙한 학생들은 아버지
는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였다. 그런데 고입 성적 반영이 본격화되는 2학년이 되자 성적이
나 학교생활에 대해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아빠가] 아들이랑 붙으면 계속 사이만 안 좋아지고 서로 부딪히니까. 저한테만 계속 아들

좀 공부를 좀 하게 시켜라 그러다가 이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공부 하는 걸 보더니
쟤 공부 안 하겠다 그냥 놔둬라. (중략) 아빠가 엄한 편이에요. 애들이 느끼기에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야 되나. (정우석 어머니, 2017)
저희 남편이 좀 무서워요. [애를] 꽉 잡고 있고, 그렇다고 애한테 계속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내 위에 아빠가 있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이상한 게임이었대요. 야한 게
임이었다는데? 자기는 오버워치만 보고 돌아섰는데, 새 화면이 바뀐 건 못 봤대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중략) 반성문 쓰고 남아서 청소하고, 선생님이 편지를 쓰셔가지고 부모님한테
사인 받아와라, 선생님이랑 통화도 하고. (중략) 너는 아니었다고 하지? 친구들인데 어떻게
나만 아니었다고 빠지냐고 그냥 거기다 사인만 해주래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아닌 거 얘기를 못하고 앞가림을 못 했냐고 [아빠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
다는 거예요.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민준기 어머니, 2017)
원우는 아빠와 교류를 안 해요. 연락 오면 혼날까봐 무서우니까. 먼저 하고 싶어하지 않고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 이것들이 말이야 아빠한테 한 번 연락도 잘 안 하고. (강원우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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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빈도는 늘었지만 여전히 관리 받는 스마트폰 사용량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점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음 사례에서 김다정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전화, SNS, 웹툰 구독 등을 하며, 중학교 1학
년 때에 비해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스마트폰은 1학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써요. 그냥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전화하
고, 페북하고, 웹툰도 보고. 그렇게 세 개 정도?
(중략)

웹툰을 먼저 본 다음에 웹툰 볼 게 없으면, 그런데 제가 ○○○만 보는 게 아니라 △△△도
보고 □□도 봐요. 웹툰 다 보고 이제 숙제를 시작하는데, 숙제하기 싫으면 유튜브로 가가지
고 연관된 (추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예능을 봐요. 그냥 요즘에 보는 게 신서유기인가.
신서유기 옛날에 했던 거 보다가 그 다음에 쭉 하다가 할 거 없으면 이제 페북 들어가 가지
고 애들 밀린 답장만 해주고. 네 그렇게만 해요.(김다정, 2017 여름)

특히 본 연구 사례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다는 진술들이
발견되었다. 여학생인 김다정과 최선아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 보다는 SNS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온라인에서의 만남과 소통이 인간관계에 중요하
다고 여기고 있었다.
스마트폰은 거의 중독에 가까운 거 같아요. 손에서 거의 그 떨어뜨리질 않아요. 항상 잡고
있죠. (중략) 보면 카카오톡도 안 해요. 메신저도 페메(페이스북 메신저)라고 그냥 그것만 하
더라고요. 하여튼 인터넷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같아요. (최선아 어머니, 2017)
여자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대인관계가 한참 중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놓지 않
아요. (중략) 터치하면 숨어서 할까봐 봐도 못 본 척 해줘요. 대신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하면
한 마디 잔소리는 하지만 코너로 몰고 가진 않아요. (김다정 어머니, 2017)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어머니에게 관리 받고 있었다. 학생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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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명의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서 2명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2명은 인터넷이
되지 않은 2G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학생들도 스마트폰의 데이터 제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마트폰은 아예 없고요. 게임은 간혹 제 핸드폰 빌려 가지고 해요. 저도 지문(암호를) 걸어
놨으니까 ‘화장실 갈 때 잠깐만 할께’ 이런 식으로 하고. (중략) 바닷가에 한 번 풍덩풍덩
하고 수영장에 풍덩풍덩 했어요. [핸드폰 있었는데] 자기 잘못이니까 잘 됐다 해서 (핸드폰
없는 것이) 지금 1년 지났어요. (민준기 어머니, 2017)
연구자: 작년에는 핸드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민준기: [연구자를] 처음에 뵈었을 때는 핸드폰 있었는데, 작년에 여행 갔다가 물에 빠뜨려가
지고 [잃어버렸어요]. (중략) 이제 엄마가 핸드폰 안 사줄 것 같아요.
(민준기, 2017 여름)

작년에 스마트폰을 처음 사줬어요. 게임은 안 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에 빠졌는데 도가 지
나쳐가지고. 두 달 정도 아빠한테 압수를 아빠한테 당했어요. 12월에 돌려줬는데 여지없이
또 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걸려서 봄에 없앴어요. 그래도 스마트폰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컴퓨터로 알아서 접속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양은솔 어머니, 2017)

위 사례의 민준기는 2016년에 물에 핸드폰을 빠뜨린 후, 학부모 면담이 진행된 7월까지
약 1년 정도 핸드폰 없이 생활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은솔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가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 스마트폰
을 없앴고 중학교 2학년 현재에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핸드폰이 있더라도 인터
넷이 잘 되지 않는 2G폰을 가진 사례들도 나타났다.
게임은 집에서 오빠가 게임을 할 때, 그 때만 집에서 하고요. 그러고 핸드폰은 2G폰이라
게임은 안 돼요. 아이팟은 가지고 있어요. 아이팟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는, 와이파이가 잡
혀야지만 하는 거니까 집에서밖에 못 해요. (중략) 조금 애들은 다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라서 갖고 싶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는 좀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215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그냥 ‘안 쓰는 게 맞나보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구요.
(차소미 어머니, 2017)

핸드폰은 여전히 2G 쓰고요. (손태민 어머니, 2017)

위 사례의 차소미와 손태민은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형 2G폰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가 핸드폰을 사주지 않거나 2G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은 아니었으며, 자녀가 스마트폰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이유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다수였지만 대부분 어
머니의 관리 하에서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3가지? 전화는 별로 안 하고요. 문자도 안 하고요. 친구들이랑
페이스북 메신저, 웹툰. 2개네요. 카톡은 엄마가 지웠어요. (김채영, 2017 여름)
제가 사실은 핸드폰 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야단을 치지 않아요. 너무 과하다 싶을 때만 좀
제지를 하니까 애가 그냥 마음 편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밤에 잘 때 핸드폰
(엄마에게) 반납하는 거는 계속 지키고 있어요. (김채영 어머니, 2017)

스마트폰은 거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 애들은 학원 가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동시간 정도나 가능하거든요. 나머지는 자야 되고. 음악은 들어요. 공부할 때 주로 스피커
처럼 노래 듣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못 막겠어가지고.
(박민혁 어머니, 2017)

데이터가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바깥에서는 핸드폰은 잘 안 하고 항상 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는 많이 주지는 않는데 항상 남고요. 집에서는 많이 해요. 밖에서는 핸드폰
들고 가는데 할 시간이 안 돼요. 학원 가고, 학원 수업 듣고 바로 집에 오니까. 바깥에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 사용하는 걸 보면 아니까. (박보나 어머니, 2017)

216

Ⅳ. 중학교 2학년의 생활과 자기 인식

위 사례를 살펴보면, 김채영은 낮에는 크게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지 않지만 잠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어머니에게 반납한다고 하였고, 박민혁과 박보나 역시 데이터 제한과 사
용 가능한 시간 자체가 적은 편이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량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 시간 역시 부모의 관리
를 받고 있다.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특히 남학생
들은 유행하는 게임에 대해 잘 모르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만큼
학생들의 삶 속에서 게임은 일상화되어 있었다. 다만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컴
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어머니에게 관리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컴퓨터 게임은 집에서 하는데, 제가 노트북은 평상시에 못 하게 다 뺏어 두고요. 동생 것도
따로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갖고 있고. 간혹 가다가 ‘한 번 하면 안 돼?’. (민준기 어머니,
2017)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약속해서 일주일에 한 시간, 한 시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
서 토요일 날 새벽에 한 시간, 일요일 날 한 시간으로 해서 두 시간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더
라고요. (박민혁 어머니, 2017)

민준기 어머니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을 평소 어머니가 보관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었고, 박민혁 어머니는 컴퓨터 게임 시간을 일
주일에 두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만 하도록 관리하였다.

자녀 성적표가 엄마 성적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점수화된 성적이 산출되고, 그 성적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기록
으로 남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성적표에 대한 부담감을 부쩍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적표에 대한 부담감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학생보다 어머니들이
성적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여기 엄마들은 아이가 벌점을 받으면 자기가 벌점 받은 것 같고, 아이가 학원 레벨 테스트가

217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안 좋으면 자기가 레벨이 낮은 사람이 돼 버리고. (중략) 엄마들이 병들어 있어요. 엄마들도
본성은 다 좋은 여자들이고, 머리도 좋고 성실해요. 다 괜찮은데 불안해요. 엄마들이 일단
[이 동네] 학교경력이 한 8, 9년씩 되는 거잖아요. 불안증 누적으로 히스테리컬 하고,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걸 흡수해요. 여기는
◇◇(지역 명) 다른 동네랑 또 다르대요. 여기는 공부 열심히 한 걸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에
요. (교사 다2, 2017)

위 사례에서 교사 다2는 다다중학교의 어머니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맞벌이를 하지 않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기 때문에, 자녀의 벌점을 본인의 벌점으
로 여기고 자녀의 성적을 본인의 성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얘가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했던 게 수학이고. 과학은 좋아하고. 수학이 이제 중간고사는
다 맞았어요. 근데 기말은 하나 틀렸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하나 틀렸다
다 맞으면 잘 한 거고, 다 맞았는데 하나 틀리면 그게 작은 차이래도 여기서는 큰 차이니까.
“왜 그랬어? 왜 실수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인상을 팍 쓰면서 “잘 한 건데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그러면서 너무 기분 나빠 하고 그러더라고요. (손태민 어머니, 2017)

손태민 어머니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던 과목이 수학이며, 2
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에서 수학은 100점을 맞았는데 기말고사에서는 한 문제를 틀렸다
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하였고, 그러한 점을 지적했다가 자녀와 갈등이 있었다고 밝히기
도 했다.

계속되는 부모와의 비교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전까지 내 부모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내 목표는 내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품었고(김경애 외, 2016), 중학교 1학년의 진로탐색 과정에서는 ‘나
의 장래 희망직업은 나의 부모직업’ 현상을 보여주었다(김경애 외, 2017). 학생들은 2학년
삶 속에서도 성적이나 학교생활 등을 자신의 부모와 비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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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학생일 때는 다 인지도가 있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
들이 이름대면 누구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크시고 그랬는데. 저희 딸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인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멘붕에 빠졌어요. 얘는 왜 인지도
가 없지? 그만큼 못 하나? 학생은 결국은 성적 가지고도 하지만 성적 말고도 자기만의 색깔
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적이 더 크긴 크죠.
(김다정 어머니, 2017)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하고 오빠하고 굉장히 엘리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아가 거기
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실은 빈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는 많이 놓치고. 그게 오늘이에요? 까먹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선
아한테 마이너스가 되요. 그래도 수업태도도 좋고, 능력도 돼요. 지필평가로만 따지만 반에
서 1등 2등도 하거든요. 수행평가 때문에 많이 무너지죠. (교사 다1, 2017)

오피스텔 잡아서 개인 공부방으로 쓰기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장소는 학교, 학원 뿐 아니라 독서실로 확장되는데,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근 독서실들은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 넓은 개별 책상, 커피와 다과
를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공간, 그룹스터디 공간 등을 가진 ‘프리미엄 독서
실’이었다(김경애 외, 2017). 그런데 연구 참여 학생들 중 강원우는 공부를 위해 독서실보
다 개별화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원가 인근에 별도의 오피스텔을 빌려 공부방
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원우는 지금 학원 때문에 오피스텔을 잡아서 어머니가 교육시킨다고 하세요. 그런 거보면
아주 노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과제물 제출은 신경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거든요. 조회시간이나 이럴 때 계속 물어보고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뭐든 열의
를 갖고 하면 터질 스타일 같아요. 중학교에서는 무탈하게만 지나갔으면,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사 다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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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우: [겨울방학 중] 저는 [새벽] 1시쯤 자서 9시, 10시쯤에 일어나서 오피스텔 가서 공
부해요. 토요일은 10시부터 농구 수업 있고, 일요일은 국어 학원 있어요. (중략)
[오피스텔을] 2학년 초부터 잡았어요. 집 바로 옆이에요. 집에 있는 책상을 거기로

옮겼어요.
연구자: 집보다 공부 잘 되는 것 같아요?
강원우: 그런 것 같아요. 집보다는. (강원우, 2017 겨울)

2) 학교생활
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식: 나와 친밀한 선생님, 관리자로서의 선생님, 수업하는 선생님,
여성이 대다수인 선생님
교사에 대한 인식을 묻는 빈칸문항에 대해 총 13명의 연구 참여 학생들 중 2명의 학생들
은 해당 문항을 기입하지 않았으며, 11명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나를 좋아해 주신다. (박보나)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양은솔)
나와 사이 좋으시다. (정우석)
착하시고 나를 이해하신다. (차소미)
상냥하다. (박민혁)
원칙적이다. (김다정)
교칙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김채영)
수업시간에 유난히 목소리가 졸음을 유발하게 들린다. (한은서)
열정적이다. (손태민)
여자다. (노준수)
여자다. (강원우)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응답을 구분하면 크게 4가
지 영역으로 정리된다. 먼저 박보나 학생 등은 자신과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었다.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사를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
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처
럼 응답한 학생들은 그 동안의 학교생활 모습으로 미루어볼 때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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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에 잘 따르는 모범적 성향을 보여주는 학생들이었다. 다음으로 김다정과 김채영은
원칙과 교칙을 중요시하는 ‘관리자’로서 교사를 인식하고 있었다. 김다정은 학급 부회장으
로 학급운영에 관해 담임교사와의 교류가 많은 편이었고, 김채영은 개성이 강한 편으로 연
구과정에서 교사와의 갈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학생의 경험이 교사에 대한 인
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은서와 손태민은 수업을 하시는 선생
님 모습을 답변하였다. 노준수와 강원우는 학교 선생님이 주로 여자라는 데 초점을 둔 응
답을 보였다. 연구자는 이 두 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각각 축구와 농구라는
운동을 즐겨하는 남학생임을 고려할 때,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사로 여교사보
다 남교사를 선호하는 성향이 응답에 나타난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나마 놀고 말썽도 피울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는 용어는 다다중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익숙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중2병이라
는 용어는 생물학, 사회학 등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다다중
학교에서 나타난 중2병은 우리나라의 학교 체제의 특징에 기인한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사이에 낀 중학교, 중1과 중3 사이에 낀 중2의 학교 구조
적 문제인 것이다.
중2병, 중2병 하긴 하는데,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담임선생님 한 분이 모든 걸 지도
하는 익숙한 생활을 하다가, 학교 급이 바뀌고 중학생이 되면 교과 선생님들이 오시고 애들
이 여러 가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적응기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적응
하면 1학년 1학기가 다 지나가고요. 1학년 2학기에는 자유학기 하면서 그런 (나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게 되고요. 2학년이 되면 이제 1년이 적응이 되죠. 적응이 되면
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성향?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중2병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3이 되면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도 많고, 고입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약간 그게 줄어드는
거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어차피 중학교랑 교육
시스템은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
년 때는 적응기, 2학년 활동기, 3학년 때는 이제 다시 고등학교 ‘준비기’ 그런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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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다8, 2017)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2학년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세
요. 특히 지금 2학년. 1학년 1학기 때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조금씩
돌발적인 행동이나 기본적인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쭉 이어왔어요. 2학년 되면서 1년
내내 굉장히 모든 담임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교과 선생님들도 2학년 들어가기
굉장히 싫어하세요. (중략) 학기 초에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내년에 3학년을 맡아야 되나?
얘네들을 그래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3학년을 가는 게 나으려나? 그리고 3학년이 되면
나아진다니까.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3학년이 되면 자제하는 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노는 거 총량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사 다4, 2017)

위 사례들에서 교사들은 중학생에게는 ‘중학교 노는 거 총량제’가 있는데, 중1은 ‘중학교
적응기’이고 중3은 ‘고등학교 준비기’이므로, 중학생이 놀고 말썽을 부리는 것은 중2인 ‘중
학교 활동기’에 집중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학생 사례는 중2병의 배경에 대한 학
생의 설명이다.
2학년 되니까 친구 관계가 좀 편해졌어요. (중략) 안 좋은 점은 2학년 때부터는 성적이 들어

가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깐깐해졌다고 그래야 할까요? 작년 1학년 때는 처음 중학교
왔으니까 친구 관계에서 저의 모습을 바꾸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1년 지났으니까.
(김다정, 2017 여름)

김다정은 중학교 1학년에는 낯선 친구들을 의식해서 본인의 모습을 바꾸었지만 2학년이
되니 친구 관계가 편해져서 학교생활에서 거리낌이 없어진 측면이 있고, 자유학기제로 점
수화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1학년을 지나 지필고사 성적이 점수화되는 2학년이 되어 점
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언급하였다.

필터링이 없는 말과 행동
중2병이 무엇인지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다다중학교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중2병
현상의 일면은 순화되지 않은 학생들의 말과 행동이었다. 학생들이 말이나 행동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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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만 충실하다는 것이다.

필터링이 없이 나가다 보니 부딪히거든요. 무조건 본인의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지금 2학년
애들이 어떻게 보면 중2병이 너무 심한 상황이에요. 중2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성 부분이
현저하게 낮아요. 남을 좀 인식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학교생활적인 면에서 친구랑 부딪치게 되고, 선생님 하고
도 부딪치게 되는데 대처방식이 많이 서툴러요. 애들이라서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나 반성하거나 하면 다 넘어갈텐데 오
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해요. (2학년) 선생님들이.
(교사 다3, 2017)

특히 남학생들 2차 성징이 중2 때 정도 되면 오잖아요. 아무래도 힘을 막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툭툭 치는 경우가 생겼다 없어지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학생들은 방황했다가 다시 자리를 잡아들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너무 많이 뛰어다니고 심하게 장난쳐서 누군가 다친다거나 하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심한 장난들이 많이 생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교사 다6, 2017)

교사 다3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 또는 선생님과 소통하고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만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중2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교사 다6은 남학생들의
경우, 중2가 되면 힘을 분출하고 싶은 욕구에 충실해서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심한 장난이
늘어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모습은 솔직하고 생기 넘치는 것으로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다음 사례에서 교사 다5는 생활교육이 어렵지만 중2 아이들이 ‘살아있
다’고 평하는 선생님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학기말이고 (라포) 형성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말을 하면은 잘 고치고 따라오고 하는
편이예요. 다른 선생님들 평으로 보면 아이들이 되게 살아있대요. 많이 살아있고 그런데 일
단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바로 따라주지는 않고 각자의 생각을 다 얘기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게 힘들기도 해요. (교사 다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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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노는 곳, 쉬는 곳, 스트레스 푸는 곳
1차년도 연구에서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쉬거나 평가받는 곳’으로 의미화 되었

고(김경애 외, 2016),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학원 선생님은 나를 공부를 시키고 학교 선생님
은 나를 평가한다는 학생의 인식이 특징으로 나타났다(김경애 외, 2017). 전반적으로 다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쉬거나 평가를 받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편, 이번 3차년도 연구에서 학교는 노는 곳, 쉬는 곳, 스트
레스를 푸는 곳이라는 특징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연구자: 집, 학교, 학원 중에서 어디가 좋고 싫어요?
김다정: 저는 집이 제일 좋아요. 학원보다는 학원이 낫고, 학원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연구자: 학교에서는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김다정: 저는 체육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은 기말고사 끝나고는 진도 나갈
게 없어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2학기 진도를 나가기도 하고. 체육 선생님이랑 무용
실 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에어컨 틀로 아무 것도 안 해요. (중략) 체육 시간에는
무용실에서 에어컨 틀고 그냥 누워있어요. (김다정, 2017 여름)
민준기: 학원은 공부하러 가고, 학교는 친구 만나러 가요.
연구자: 학교는 친구 만나러 가요?
민준기: 네. (민준기, 2017 여름)

위 사례에서 김다정은 학원보다 학교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원보다 학교가 체육
수업 등처럼 여유를 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었다. 민준기는 학원은 공부하러 가고, 학교
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지는 교사의 사례들을 보자.
원인은 애들이 공부로 억압되고 눌려있는 게 너무 큰 건데, 그거를 부모님이 포기하질 못하
시고 계속 누를 거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시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원인제거가 안
돼요. 학원에서는 오히려 꼼짝 못 하고 공부를 한대요. 애들도 풀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데, 다른 데서 못 푸니까 학교 와서 푸는 거죠.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내버려 두고, 그래 학교
에서 스트레스 풀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게 답답한 면이자 여기의 특징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에 따른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학습의욕은 넘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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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다4, 2017)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 선택에 의해서, 학교 수업 끝나고 노는 애들이 별로 없어
요. 부모님들이 차 세워서 스케줄 맞게 학원 돌리고. (중략) 심지어는 주말도 학원 가고. 애들
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죠. 학원 숙제는 너무 과다하고. (중략) 애들이 학업에 피로
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학교를 오면 그걸 다 해소하고 푸는 공간? 그렇게 애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교사 다8, 2017)

교사 다4와 교사 다8은 다다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 수업 후에 빡빡한 스케줄로
학원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교는 스트레스는 푸는 곳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교사 사례를 보면, 연구 참여자인 손태민은 학교의 쉬는 시간이나 조회,
종례 시간에 MP3로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는 것을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도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 공부를 통해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는 집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태민이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흥얼거리는 걸 좋아해요. 휘파람 불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혼냈거든요. 조회 시간에 제가 들어와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휘이 휘파람 계속 불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mp3 꽂고 있는데, 사실은 규정상 학교에 오자마자 mp3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
데 음악을 너무 듣고 싶으니까 5분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귀에 꽂고 흥얼거리고
휘파람 불고. 그래서 휘파람 불 때마다 이제 너는 청소다 했는데도, 청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걸 못 멈추더라고요. 감정표현이 과도한 편이에요. (중략) 한번은 수업 태도가 기분이 나빠
서, “이렇게 하면 성적 안 나올 거 같은데?”라고 말하면 “걱정 마세요. 저 학원 다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여기 애들이 학원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학교에서는 학원 숙제하고
많이 그러긴 해요. (교사 다5, 2017)

생활지도를 안 해주는 교사, 못 해주는 교사
다다중학교 학부모들은 30명이 넘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
지는 수업보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해주는 학원의 수업이 지식 교육에는 적
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에서는 지식 교육보다 인성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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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주기를 기대하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아이들 인성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든 어디든 그걸 해주시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어디 체험하는 것은 (가정에서) 할 수 있으니까, 갔다만 오는 거니까. (정우석 어머니, 2017)

교사의 업무에서 교육영역은 교과와 관련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로 구분된다(김병찬,
2015). 하지만 다다중학교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특히 어려워하고 있었다. 학

부모들은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고, 교사들은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먼저 다음은 학부모의 사례이다.
아무래도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애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좀 다독이는 게 있을
법도 한데. [다다중학교 선생님들은] 크게 사고를 치지 않는 한, 학교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말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학교 자체가 학부모님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긴 하는데,
시험만 봐도 바로 전화 온대잖아요. 학원에서도 전화 오고. 학원이라고 얘기 안하고 학부모
라고 하면서 또 전화한대요.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냈냐고. 수업시간에도 보면 그렇게 떠들
고 자고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뭘 하든지 그냥 본인 말만
하고 가신대요. (차소미 어머니, 2017)
원우가 축제준비로 라인 댄스 춤을 추라고 그랬는데 반 애들이 다 도망가고, 계속 열 받았던
중이죠. 걔가 탁 하니까(치니까), 자기도 한번 탁 했는데(쳤는데) 그걸 담임선생님이 바로 [학
폭위로] 올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반성문을 쓴다든지 훈계조치가 이루어지면 모
르겠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러시더라구요.
(강원우 어머니, 2017)

위에서 차소미 어머니는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은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다다중학교 선
생님들이 이러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고를 치기 전까지 생활지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 했다. 또한 강원우 어머니는 2학년 1학기에 원우가 학급회장 역할을 맡고 축제 준비를
하는 와중에 한 친구와 다툼이 발생했었는데, 당시 담임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훈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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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학폭위를 열었다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불
만을 표출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이 담긴 면담 내용
이다.
밖에서는 다다중이 생활지도 굉장히 잘 되어있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하고 여기를 온 건데
학교에서 생활지도, 케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들이 눌리지 않는? 그게 정말 어
떨 때는 밉고 욕이 나오게 하긴 해요. (중략) 애들이 엄청 피로하죠. 피로. 눈에도 너무 보이
고. 애들의 정신, 정신적인 문제, 교내에서의 비행, 이런 거에서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교사 다4, 2017)

인성적인 부분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학교 애들은 그래도 지적하면 자기
잘못을 대부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형성된 동네 분위기가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이가 잘못해서 전화를 드리면 일단 우
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교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엄마가 “이렇게
[잘 못 했다고] 말하지 말랬어요” 이래요. 네가 솔직하게 너 잘못한 거 말해 봐. 그럼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왜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엄마가 무조건 그럴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라고. 여기 2학년 애들. (교사 다5, 2017)

위의 교사들은 외부에서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다다중학교이니만큼
생활지도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학부모들도 교사를 불신하고 자녀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생활지도 측면
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다음의 사례에서 교사 다5는 학교에서 생활
지도부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을 하고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 학부모
가 교사를 지지하며 함께 학생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편을 들며 교
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생활지도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가 또 생활지도부이다 보니까 생활지도부 교사 역할이 규정 잘 지키게 하는 건데, 저희
반 애들부터 제가 안 잡으면 생활지도부 교사로서 딴 반애들까지 다 못 잡잖아요. 저희 반에
맨날 티셔츠 입는 애한테 너 빨리 교복으로 갈아입어라 했더니 알겠어요 했는데 또 다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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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농구를 하고 와서 더워서 그랬대요. 또 안 입으면 벌점 줄 거야.
다음 시간에 갔는데 안 입고 있어서 벌점이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엄마한테 문자
가 딱 온 거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좀 공손하게 오면 저도 좋게 나갔을 텐데 대뜸
저희 아이가 왜 벌점을 받았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다고 딱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
엄마입니다. 이런 말도 없이. 답장을 했어요. 누구 어머니 저 누구 담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차례 사복을 입지 말고 교복을 입으라고 지도하였으나 아이가 잘 듣지 않아서 경고 후
에 용의 복장 불량으로 벌점 1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 아이를
찍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교사라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잘 고치도록 지도를 해야지 왜 벌점을 주냐는 거예요. (중략) 저희 반 다른
애가 다른 애들 꼬셔서 무단으로 수업을 빠지게 한 적이 있었어요. 무단으로 수업 빠진 애
엄마하고 통화할 때 아이를 혼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 편을 들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엄마가 허락해 주면 애를 불러서 혼내거나 달래거나 지적을 해서 고치고 싶은데 엄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 감싸기 바쁘고 우리 애들 잘 못 보셨다고 그러고,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럼 저희도 학생 지도 안 하는 거죠. (교사 다5, 2017)

앞서 2차년도 연구에서도 다다중 1학년 학생들의 가정생활에서 ‘내 편에서 선생님과 싸
워주는 엄마’ 현상이 나타난 바 있는데(김경애 외, 2017), 이러한 특징적인 현상이 중학교
2학년으로도 이어져서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교사

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어려워하는 원인은 학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학생에 대한 유별난 관심과 사랑에 있다고 보여진다.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자
녀의 문제를 발견 및 치유하는 기회로 삼고, 교사와 함께 자녀를 바르게 키워나간다는 가
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2학년 반 중심으로 바뀐 친구들

학생들의 친구 관계는 학교의 반 배치에 따라 달라졌다.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라도 다른
반이 되면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만나기가 어렵고, 방과후에는 각자 학원 스케줄에 따라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울리는 친구들은 2학년의 반 안에서 새롭게 구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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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민준기: 1학년 때랑 다른 친구들이예요. 지금 같은 반. (민준기, 2017 여름)
김채영: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학년 반에서] 붙은 남자애들은 저랑
안 친한 애들이었어요.
연구자: 2학년 되고 적응하느라 애 먹었겠네요?
김채영: 그런데 [남자애들은] 친한 애들은 없었는데, 1학년 때 친했던 여자애들 같은 반 돼서
처음부터 잘 어울렸어요. (김채영, 2017 여름)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만나고 어울리는 친구들은 현재 2학년 같은 반 학생들
이었다. 도시에 위치한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수백 명이 넘는 같은 학년 학생들 간의 관
계 형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긴 학교생활 대부분을 함께 하는 반 안에서 친구를 만들지
못하면 고립되고 외로운 학교생활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바뀌면 소속된 새로운 반 안에서 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었다.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노는 애 따로 안 노는 애 따로
다다중학교는 대도시 대규모 학교로 학급 중심으로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 경향성이 크
다. 그리고 각 반 안에서의 그룹 형성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지고, 성별 안에서도
노는 학생과 안 노는 학생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1학년 때는 골고루 놀았는데, 2학년 올라오니까 남자애들이랑만 주로 노는 것 같아요.
(정우석, 2017 여름)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여학생, 남학생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별 따로따로는 잘 어울
리거든요. 민혁이는 적극적으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자기성향은 아니다 보니까 혼자 보
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고요. 부모님하고 상담하거나, 저하고 상담 통해서 이야기해보면 자기
하고 아이들의 성향이 다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사 다6, 2017)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친하죠. 남자애들과 얘기는 하지만. (중략) 남녀가 따로 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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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짝도 따로 따로 생기고. (교사 다7, 2017)

위 사례처럼 중2가 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데 어울리기보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분
리되어 어울리는 경향이 한층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연장선에 놓인 중1은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초등학교의 경향이 어느 정도 이어졌지만, 학생들이 성장하고 비교
적 남녀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각 성별끼리 어울리
는 그룹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들은 얌전하고 샌님 같은 아이들이 있고 욕도 잘 하고 공 차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이 있어요. 여학생들은 부류가 나눠지는 게 화장하고 꾸미고 연예인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애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겠지만 화장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부류도 있어요. (교사 다4, 2017)

중2 교실 안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된 그룹 안에서 비교적 잘 노는 학생
들과 놀지 않는 학생으로 그룹이 세분화되었다. 교사 다4의 설명에서 노는 학생이란, 남학
생의 경우 욕을 잘 하고 운동을 잘 하는 학생을 가리키며, 여학생의 경우는 색조 화장을
잘 하는 것으로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학생 무리 안에 못 들어가면 따돌림 받기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2학년이 되었고, 새로운 2학년의 반 안에서 친구 관계 형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처럼 반에서의 친구 관계에 힘을 쓰게 되는 배경에는 학기 초
에 어울리는 ‘무리’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은근한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다다중학교 연구에서 따돌림 현상은 주로 여학생들에게서 부각되어 나타났다.

여학생 한 명이 못 어울리는 상황이 됐었는데, 제가 반 임원들하고 몇 명 불렀어요. 학교에서
하는 학급 캠프를 했거든요. 날짜를 정해서 저녁에 모여서 이제 밥도 같이 해 먹고 영화도
보고 노는 게 있는데요. 조를 짜는데 그 여학생 한 명만 못 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한
테 지금 혼자가 된 친구 뭐가 문젠지도 물어보고 너희가 해결책을 찾아봐라 했어요. 그 때

230

Ⅳ. 중학교 2학년의 생활과 자기 인식

다정이가 연락을 그 친구한테 해줬어요. 다정이가 우리랑 같이 좀 하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되게 잘 넘어갔었거든요. 다정이가 친구관계를 이렇게 가꿔가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친구하는 대상이 공부랑 상관없이 친구를 사귀는 폭이 여기저기 넓어요. (중략)
그 사건 때 다정이가 도와준 게 저는 참 고마웠어요. (교사 다1, 2017)
지금 은서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반에 2학년 올라오면서 전학 온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애가
화장하는 여자애들 무리에서 튀어나왔을 때 보나가 이렇게 보듬어줬어요. 그게 문제가 되면
서 얌전한 무리에 있었던 은서가 얘가 들어오면서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 같아요. 교실에서 발붙일 곳을 못 찾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 상황을 엄마도 아시
면 안 되고, 자기는 그냥 잘 버티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년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
본인은 그러는데. 저도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겨지지 않
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교사 다4, 2017)

위 사례에서 교사 다1은 반 안에서 모둠을 짤 때마다 제외되는 학생이 발견되었고, 연구
참여 학생이고 학급 부회장인 김다정이 소외된 학생을 모둠에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진
행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또한 교사 다4의 사례를 보면, 여학생들은 화장을 하는 무리, 화
장을 안 하는 무리로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 평소 화장을 안 하는 비교적 얌전한 무리에
속해있던 은서가 노는 무리에서 이탈한 친구를 받아주는 행위를 했다가 교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따돌림을 받을 경우, 학생의 대책은 학년이 바뀔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다. 대규모 학교의 특성상 새로운 학년이 되면 반의 구성이 대부분 바뀌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 중 차소미의 경우, 따돌림의 괴로움 때문에 심리센터를 찾기도 했으며
해외로의 유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소미: (2학년 시기 동안) 가족들한테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했던 날이 젤 힘들었던 거
같아요. 가족들한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연구자: 가족들한테 소미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차소미: 네, 제가 심리 상담을 부모님 몰래 알아보다가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찾은 상태였거
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을 내고 해야하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렸었어요.
연구자: 언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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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소미: 한 달 전쯤
연구자: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차소미: 일단은 두 분 다 놀라셨고 부모님은 당황스러우셨을 거 같아요. 오빠도 재수 결정된
지 별로 안 된 날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빠는 그 얘기 듣고 나서 바로 해외 발령을
내달라고 신청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차소미, 2017 겨울)

차소미는 2학년 2학기에 반의 여학생들이 어울려주지 않아서 혼자서 외롭게 학교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이 반에서 따돌림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주기 어려워하였
다. 차소미는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반의 여학생들에
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별도의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말
하였다.

선생님보다 중요한 친구들
중학교 시기에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과의 관계보다 친구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과 학교생활 대부분을 함께 하는 데 비해, 중학교에서의 담임선
생님은 조회와 종례 시간에 잠시 만날 뿐이고 매 수업마다 다른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에
특정 선생님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하더라도 학교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은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 거의 모든 학교에서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반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의 실패는 일상적 학교생활에 큰 위협
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찍히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찍히
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선생님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욱 중
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다다중학교 학생들 역시 선생님보다 친구를 더욱 중요한 존재로 여
기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적응기라고 할 수 있는 중1 시기를 지나 중2가 되면서,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에게 어느 정도 적응하였고 친구와 친구 관계에 대한 몰입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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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눈치는 별로 안 보는데 친구들 눈치는 봐요. 저는 애들을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어디
서 화난 건지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랑 있을 때가 눈치 보여요. 제일 친한
애들이 잘 삐져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걔네랑 많이 다녀야 되는데 뭐만
하면 기분 안 좋아지니 눈치를 보게 됐어요. (정우석, 2017 겨울)
1학년, 2학년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여자애잖아요. 2학년이 되니까, 여자애잖아요. 좀 더

이제 화장하는 데 관심이 생기고. (중략) 저한테 살짝살짝 얘기를 해요. ‘저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고, ‘애들은 귀도 뚫었는데 저는 귀도 못 뚫고’, ‘애들은 화장 다 하는데, 체육대
회 때 저 화장해도 돼요?’ ‘그래, 해도 돼’. 그럼 ‘애들은 귀걸이 하는데, 엄마 그럼 저 귀찌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물어봐요. (중략) 애들이 이제 렌즈, 색깔 렌즈를 끼잖아요. (중략)
그런 거가 바뀐 것 같더라구요. (차소미 어머니, 2017)

위 사례에서 차소미에게 학교 교칙보다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행동이었다. 친구들이 귀
를 뚫고 화장을 하면 학교의 교칙에 위반되더라도 그것은 ‘해도 되는 행동’이었다. 또한
정우석 역시 어른들, 즉 학교에서는 교사보다 친구들을 더욱 의식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
는 자녀가 학교의 노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공부를 하기를 바라지만
학생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생활에서 친구 관계는 변수가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상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날라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너 중심을 잘 지키라고. 이제 알겠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엄마는 내가 우리 반에서 찐따처럼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는 아이였으면 좋겠어?”라

고. 내가 거기서 [노는 애들이랑] 안 어울리면 찐따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그랬으면 좋겠
어?’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왜 나 이 학교로 보냈냐고, 왜 내 친구 다 끊어내면서 이 학교
보냈냐고. (민준기 어머니, 2017)

민준기 어머니는 준기가 반에서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기를 바라
지만, 실제로 하루의 긴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는 준기에게 존재감이 큰 친구들과의 관계는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준거집단의 가치에 한층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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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학교 교칙, 가차없는 벌점 적용
학생들에게 다다중학교의 학교 교칙은 지나치게 엄격했고, 교칙에 따른 벌점의 적용은
가차없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면담 자료의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김채영: 2학년 되고, 처음에 [담임선생님이] 딱 들어왔을 때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다 싶었거
든요. 그렇게 호감이었는데 갈수록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중략) 젊은 여자분이신데
뭐랄까? 틀 안에 갇혀 사는 분인 것 같아요. 규칙을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한 발자국만 넘어가도 되게 화내시고 불안해하고 그러세요.
연구자: 예를 들면?
김채영: 솔직히 지각 같은 거는 1초 늦은 거, 종 치고 바로 들어갔을 때는 봐주시잖아요.
그런데 종 치는 거 끝나고 들어오면 무조건 지각, 무조건 벌점. 교문에서 걸렸어도
또 벌점.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연구자: 담임선생님만 그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김채영: 다 이상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너무 보수적이세요. 조선시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김채영, 2017 여름)

김채영은 2학년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다다중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교칙이라는 틀을 무
엇보다 중요시하며, 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일체의 가치판단이나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면서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이 답답하다고 토로하였다.
선생님은 주로 원칙적이다. (김다정, 빈칸설문, 2017 여름)
선생님은 주로 교칙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김채영, 빈칸설문, 2017 여름)

위의 사례와 같이 선생님에 대한 인식을 묻는 빈칸설문에 김다정과 김채영은 선생님들
이 원칙적이고 교칙을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적기도 했다.

학교 갈 때는 선생님이 걷어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가끔 애들이 안 내는 것 같아요. (중략)
핸드폰 걸리면 벌점 5점이고, 제가 알기로는 25점에서 30점 사이면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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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어요. 5점이면 임원을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벌점이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임원하던
애들도 5점까지는 괜찮은데 6점 되면 임원직에서 바로 짤려요. (김채영 어머니, 2017)
저는 벌점 되게 많아요. 화장이 원래 벌점 1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점으로 올린 거예
요. 그래서 17점? 그렇게 쌓였어요. 화장 2번 걸렸고, 한번은 제가 자리를 바꿨는데 선생님한
테 안 들키려고 제가 그 자리 이름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혼나고 교사기만이라고 벌점 5점. 나머지는 두발 어깨 위요. (중략) 엄마가 벌점을 되
게 싫어하세요. 이게 30점 되면 선도위원회 가거든요. 엄마도 부르고. (김채영, 2017 여름)
[2학년 1학기 동안] 벌점을 22점 많이 받았어요. 선도부 갈 뻔 했는데, 도서관 청소 같은

거 하고 심부름 해서 상점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11점으로 줄였어요. 30점 넘으면 받아요.
(민준기, 2017 여름)

다다중학교 교칙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점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벌점이 6점이 되면 임원에서 해임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
고 있는 학생들 중 두 명은 벌점으로 인해 학급임원에서 해임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잠깐 보다가 벌점 5점. 이제 회장은 6점부터 잘리거든요. 지각 한 번
했어요. (중략) 그래서 [학급회장을] 짤렸어요. 한 6월 20일 경에, 얼마 안 됐어요.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얘를 회장으로 [알아요]. 아이들이 뽑은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중략) [다른 회장] 어머니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말이 되는 거야?”
(강원우 어머니, 2017)

우리 아들이 학급 부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임됐어요. 허, 참 나. 여기는 벌점이 6점이
차면, 임원 자격이 없어져요. 하던 것도 내려놔야 되고, 다음 학기는 나가지 못해요. (중략)
3월 달 과학 시간에 알콜 램프를 늦게 껐대요. 지적받은 거예요. 자기는 끄려고 했다고 그러

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2점 깎으셨어요. 그러고 체육시간에 공을 잡아서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한 번 굴렸죠. 그래서 2점. (중략) 수업 중에 옆에
친구가 불렀나 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뭐라고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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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벌점 2점 (중략) 그리고 다른 부회장이 또 뽑혔어요. (중략) 준비물 빼먹어서 갖다 주러
왔는데, 학교 들어오는데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놈의 학교. 남자애들이잖아요. 다른 엄
마도 공을 한 번 굴렸더니 벌점 2점 이랬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데 친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선생님 수업을 뒤집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 너무 위축되지 않을
까요?
(손태민 어머니, 2017)

다다중학교는 학급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강원우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 소지로 벌점 5점
을 받은 후 지각을 하게 되어 추가 벌점을 받았고 교칙에 따라 즉시 학급 회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학급에서 부회장 역할을 수행하던 손태민은 과학 및 체육 수
업 등에서 3차례에 걸쳐 각 벌점 2점씩을 받아서 학급 부회장에서 해임되었다.
원우가 1학년 저희가 2학년 올라와서 1학기 학급회장을 뽑거든요. 1학기 회장이었어요. 그래
서 1학기 회장을 하다가 중간에 잘렸어요. 저희 학교가 가벌점이 누적이 되면, 6점 이상이
되면 잘리게 되어있거든요. (중략) 제가 생각했을 때도 크게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평소
생활에서 지키지 못한 그 준법, 크게는 핸드폰 소지하다 걸린 거. (중략) 색조화장은 안돼요.
그러니까 선크림용도 무던한 색깔만 되지 색깔 있는 거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잡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2학년 1학기 내내 했던 건데 안 되고 있죠. 채영이도
속눈썹도 막 새까만 편인데, 자기 안 했는데 했다고 지적된 걸 가지고 기분 나빴다고 그래요.
(교사 다4, 2017)

태민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회장을 많이 했대요. 2학년 1학기 때 학급 부회장을 했거든요.
1학기 부회장을 잘 했는데 저희 학교가 벌점을 받으면 부회장에서 잘려요. 그래서 태민이가
5월쯤인가? 벌점을 6점을 받은 순간부터 부회장에서 해임 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애가

삐딱해진 건지 부회장 잘린 이후로 좀 많이 툭툭 거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봉사정신이
강했어요. 제가 좀 감동받았던 거는 외부행사 때문에 밖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체육대회 나
갔거든요. 아이들이 쓰레기랑 먹던 거 다 버리고 갔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데 태민이가 혼자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봉투에 담는 걸 봤어요. 봉사정신이 강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봉사했을 때 딱 제가 보고 칭찬해주면 되게 뿌듯해하고 그런 건 있고요. (교사 다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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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담임교사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사 다4와 교사 다5는 강원우와 손태민이 학급 임원
에서 해임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칙에 위
반되는 행동에 대해 벌점을 받았고, 역시 교칙에 근거하여 해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칙의 적용 자체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모든 연구 참여 학생들이 벌점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교칙을 준수하면 다음 김다정의 사례처럼 당
연히 벌점을 받지 않는다.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벌점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김다정, 2017 여름)
저는 벌점 없이 상점만 받았어요. (정우석, 2017 여름)

다다중학교는 융통성을 발휘하며 각 학생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대규모 학교이다. 또한 학부모의 목소리가 유독 큰 학교이기 때문에 특정 학생의 잘못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면 이것이 사례가 되어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학교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법원이나 경찰
서가 아니며, 벌점 제도는 학생을 ‘처벌’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학
생에 대한 교육적 처치가 없는 기계적인 벌점 적용은 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학부모에게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나 자사고 희망하기
중2가 되면 고입을 위한 내신 성적이 산출되고 기록된다. 학생들의 고입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도 부각되어 나타나기 시작했
다. 먼저 외고를 희망하는 학생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엄마는 ○○외고 출신이거든요. 저도 ○○외고 보내고 싶어 하세요. 일단 영어만 올 A면 (지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거든요. 영어는 다 A니까. (김채영, 2017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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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먼저 생각하게 하거든요. 얘는 외고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외고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살짝 고민이 되기는 해요. (중략)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인권 변호사니까. 본인이 영어를 좀 잘 하니까 외고에 가서 영어로 자기는 수업을 하고 싶다
고. (차소미 어머니, 2017)
외고를 보내려고 해요. [교육정책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외고가 남아있다 그러면 보내고 싶
어요. 대학 가는 데 유리해서 보내려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 그냥 언어 쪽으로 특출한
아이고 불어를 오래 했거든요. (한은서 어머니, 2017)

위 사례에서 김채영은 어머니 모교인 ○○외고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고, 2학년 1, 2학기
의 영어 성적은 A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외고
폐지 논의가 회자되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지만, 차소미와 한은서는 명문대학 진학의 목
적보다 영어 및 불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외고에 진학해서 외고의 수업을 받고 싶어
했다. 다음은 영재고를 준비하는 사례이다.

정우석: 과학 학원만 다니다가 지금은 영재고 대비 종합반 준비하고 있어요.
연구자: 여름방학에 시작한 거예요?
정우석: 네. 지난 주에 물리 올림피아드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는 안 다니고
과학을 일주일에 5일 다니고, 수학 이틀 다녀요. (정우석, 2017 여름)
영재성이 있는 아이는 아닌데, 영재고에서의 수업이나 활동 이런 게 아이의 성향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하려고 올해 1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많이
늦었더라고요.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됐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작년에 했던 학원
하고 틀리게 경시대회 학원, 물리하고 화학 학원 다녔어요. (중략) 영재고는 국립이니까 나라
에서 지원을 받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만 있으면 아주 질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보나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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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사례의 정우석은 2학년 여름방학부터 영재고 대비 학원에 다니고 올림피아드
시험을 치르는 등 본격적인 영재고 준비에 돌입하고 있었다. 영재고는 수학, 과학 관련된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 주5일의 과학 학원도 병행하고 있었다. 박보나 어머니
는 영재고를 염두에 두고 2017년 1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준비 시점이 늦은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한편, 다음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사례들이다.
처음에는 P(전국단위 자사고)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P는 풀 퍼펙트 해야 되거
든요. 음미체까지 다 A.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니에요. 주요 과목도 B를 받은 게 있으니까.
(손태민 어머니, 2017)

영재고 과고처럼 가서 오로지 수학, 과학 위주로만 하는 학교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사고 이과가 낫겠다 해서 그쪽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예능 쪽을 좋아하니까 하나
고 같은 데가 갈 수만 있다면 정말 학교를 재밌게 다닐 거 같다고 했는데, 벌써 B가 하나
있어요. P고는 정말 퍼펙트 하게 A여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최선아 어머니, 2017)

손태민과 최선아는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P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P고는 모
든 과목이 A여야 하는데 일부 과목에서 B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진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들의 고교
진학 현황은 어떤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김다정: 과고를 먼저 가보려는 애들이 반에서 10%는 되는 거 같아요.
연구자: 한 반에 두 세명은 되는 거네요?
김다정: 네, 걔네들 말고도 외고나 자사고 알게 모르게 준비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자사고까
지 합하면 15%?
김다정: 특성화고는 뭐 없어요. 잘해봐야 1%?
(김다정, 2017 여름)

한 3명 정도 영재고 준비하는 것 같고, 외고는 못 봤어요. 자사고 생각하는 애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랑 친한 친구들 중에서는 없어요. 자사고 준비하는 애들은 비밀리에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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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쪽이 대부분인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자사고 준비하는 애들 많은데 좀 그걸 알려주는
애들은 더 적어요. 영재고 준비하는 애는 남자애들이 더 많아요. (중략) 과고랑 영재고 애들
이 그 카이스트를 많이 가는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영어를 본다고 그랬대요. 과고 나온 애들
이 과학이랑 수학만 잘하다 보니까 카이스트가 말하기를 애들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과고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졌어요. 사실 영재고 애들이 좀 더 잘하니까.
과고가 확 이미지 평판이 확 꺾여버려 가지고 과고보다 영재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다정, 2017 겨울)

저희 반에서는 [전국단위] 자사고 가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 5명 정도 있어요. 저희반에
공부하는 애들이 좀 몰렸어요. (중략) 영재고는 학교 다른 반에는 많았는데, 저희 반에는 저
밖에 없었어요. (중략) 영재고 학원은 프로그램 자체가 빵빵해요. 소수는 아닌데 영재고 책임
지고 보내줄 테니까 돈을 많이 내라는 느낌이에요. (정우석, 2017 겨울)

김다정의 여름방학 진술에 따르면, 특목고 및 전국단위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5% 정도 된다고 하였다. 2학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겨울방학 면담에서 김다정은 반에서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이 3명 정도 있으며,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다. 정우석은 자신의 반에서는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은
자신뿐이며, 전국단위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5명 정도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각 반마다 상이하겠지만 각 반마다 5명 이상은 특목고 및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가서 내신 잡기 전략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는 인근의 일반고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주된
이유는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저희 반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많긴 한데 걔네들 여자애들은 일반고 가가지고 1등을
먹을 생각으로 다니고 있어요. (중략) 2학년 1학기 때는, 1학년 기말 때, 그러니까 못 본
과목이 있는데, 잘 본 과목도 있어요. (중략) 2학년 됐어도 별로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고등
학교는 뺑뺑이로 일반고 갈 것 같고요. (김다정, 201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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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은 반에서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도 일반고 가서 1등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
으며 본인 역시 인근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단위 자
사고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인근 일반고를 진학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례이다.
저는 그냥 일반고 보내려고요. 자사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입시가 계속 바뀌어서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니, 아마 3학년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얘가 안정권이다 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까지도 보고 있지만. (중략) 성적 받기 괜찮으면 R고? 보자. G고? L고? (정우석
어머니, 2017)
민준기: 얼마 전에 과학고 조기 입학 한 애가 한 명 있어요.
연구자: 2학년인데 벌써 입학했어요? 조기 입학이면 3학년 때 고등학교 가나봐요?
민준기: 네. [다다중학교에서] 이번에 여러 명 시험 보고 그랬다는데, 한 명만 통과했대요.
(중략) 친구랑 같이 자사고 중에서 HL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엄마들도 동의하고

그랬었는데, 둘 다 (2학년 1학기) 시험을 못 봐가지고 못 가요. (중략) 저는 그냥
일반고 갈 것 같아요.
(민준기, 2017 여름)

이성교제를 막기 위해, 내신 성적을 위해 남자는 남고 선호
남학생 어머니들 중 정우석, 손태민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남녀 공학
고등학교를 보낼 경우, 대학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내신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우수한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 가면 남
학생들이 내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도 남고 선호의 이유 중 하나였다.
고등학교는 남자학교를 가야될 거 같아요. 여자친구를 항상 사귀어서요. (중략) 내신받기에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같이 있어서 [남학생에게] 유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상위권은 여자애
들이 싸움하는 거고. 깔아주는 남자애들이 등급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우석 어머니,
2017)

남녀공학을 가게 되면, 다시 빼서 전학을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저는 진짜 심각해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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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얘는 남녀공학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얘는 (여자 만나서) 안 돼요.
(손태민 어머니, 2017)

칠판 수업, 잠자는 교실
자유학기가 편성되고 있고 내신성적이 고입에 반영되지 않는 1학년은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2학년이 된 후로는 대부분의 수업이 ‘칠판 수업’으로 진행되
었고, 자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1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PPT 많이 썼는데, 2학년 돼서는 PPT 쓰는 선생님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 하세요. (김다정, 2017 여름)
연구자: 2학년 수업에서 많이 자요?
김다정: 가장 많이 자는 건 도덕 수업이었어요. 도덕이 제일 많이 자요.
연구자: 그런 수업하는 이렇게 고개 들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김다정: 애들이 고개 들고 있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고개 들어봤자 자기 숙제하는 애들 밖에
없어요.
(김다정, 2017 겨울)

위 사례들에서 김다정은 1학년 때에는 교사들이 PP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학
년에는 PPT를 사용하는 수업이 없었으며 교과서를 중심으로 칠판에 판서하는 수업이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하였다.
연구자: 선생님들이 보는 나는 어떤 학생일 것 같아요?
김채영: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애? (중략) 활동적인 수업 하면 재미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냥 이렇게 (강의 수업)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적인 수업은
저도 어떻게든 참여를 해야 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김채영, 2017 겨울)

김채영은 스스로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자는 편이라고 하면서도, 학생 중심 수업을 하
면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므로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본인은 잠을 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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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황을 선호하고 있었다. 다음 사례의 민준기는 본인은 잠을 안 자는 편이지만 한 반에
서 3분의 1 정도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자: 학교 수업에서 잠자는 친구들이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민준기: 3분의 1 정도는 자는 것 같아요.
연구자: 10명 이상은 엎드려 있는구나.
민준기: 네. 저는 안 자고 깨 있는 편이예요. (민준기, 2017 여름)
연구자: 수업 태도는 어떤 편이에요?
정우석: 평소에는 안 자는데. 2학기 들어서서 애들이 정신을 놨는지 자는 애들이 많아졌어
요. 저는 기말고사 끝나고 잤죠. 3주 동안.
연구자: 솔직히 그때는 다 자는 기간이죠?
정우석: 쌤들은 영화 틀어주고 수업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교장쌤이 학교에서 영화 보는
거 아니라고 하셔서 별로 못 보게 됐어요.
연구자: 그럼 학생들은 다 누워있는데 선생님은 칠판에 수업하셔야 돼요?
정우석: 네. (정우석, 2017 겨울)
공개수업 갔을 때 항상 이렇게 기운이 없이 이런 자세로 졸린 거 같기도 하고,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본 모습은 계속 그랬어요. (중략)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떠들다가 대충 졸다
가 그러고 있는 거 같아요. (정우석 어머니, 2017)

정우석은 스스로는 안 자는 편이라고 했지만 정우석 어머니는 공개수업에서 조는 모습
을 보았다고 말해주었으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 3주 동안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을
자고 선생님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의 풍선 효과, 2학년 성적표의 압박
다다중학교는 자유학기에는 국영수사과 5개 과목은 형성평가라고 이름 붙인 일제식 지
필고사를 치르고 그 성적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었다(김경애 외, 2017). 그러나 자유학기
에 치른 시험과 자유학기가 아닌 1학년 2학기에 치른 지필고사의 결과, 즉 중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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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적은 고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일견하기에 중학교의 내신 성적 부담이 완화된 것으
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고입에 1~3학년의 성적이
반영되었다면 현재는 1학년을 제외한 2~3학년의 성적만 반영되므로, 2~3학년 동안 한 번
이라도 시험을 잘 못 보았을 때는 이를 만회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학년
1학기는 ‘진짜 내신’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수행평가와 지

필고사 성적에 매우 민감해했다.

2학년 때는 너 나랑 수행 점수 잘 챙기자. 그랬더니 2학년 와서는 여태까지 수행은 빵꾸

난 건 없대요. (중략) 지금은 “엄마 내일까지 뭐 해야 된대” 그러면서 지가 준비 다 하고.
그래서 [2학년 돼서] 이게 조금 바뀌나보다 했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처음 학교 성적
이 내신 들어가는 거니까. 특목고 갈 것도 아니면서. “첫 내신이야, 정말 잘 해야 돼” 새벽
세 시까지 안 자더라구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기보다 불안해서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
예요. (민준기 어머니, 2017)

민준기는 2학년 1학기 동안 수행평가를 철저히 챙기고, 중간고사는 새벽 3시까지 불안
해하며 책상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필고사 결과
에 따른 등수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선생님께 문의해서 알게 되기도
한다.
연구자: 2학년 때 등수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나요?
차소미 어머니: 선생님이 궁금한 사람은 나와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나가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물어보고 알게 되면 자기들끼리 공
유를 해요. 그래서 결국 다 알아요. 내가 몇 등, 쟤가 몇 등.
(차소미 어머니, 2017)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 입학, 즉 중학생됨의 의미는 ‘미리 가보는 고등학
교; 고등학교 6년 과정에 돌입’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경애 외, 2017). 하지만 시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중2 시기가 진정한 ‘중학생됨’ 일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다다중 학생들은 진짜
중학생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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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중요한 과목 버리기, 한문은 주요 과목에 포함
중2가 된 후, 학생들의 교과 공부는 일명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으로 집중되었다. 어느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집중하는 대상 이외의 것은 포
기한다는 의미이다.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에 집중함에 따라 덜 중요한 과목은 아예 공부
를 안 하고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연구자: 모든 과목 고르게 공부했어요? 아니면 국영수사과, 이런 쪽으로 시험 때 집중해요?
김다정: 국영수사과 주로 공부하고, 한문은 외워야 하는 거니까 가끔씩. (김다정, 2017 여름)
시험을 치는데 “그건 버리고 갈 과목이야”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국영수사과
빼고 음미체는 다 버리는 거야” 라면서 엄마 바보라고. 애들이 참 영악하구나. 그러니까 1학
년 기말고사 때도 성적에 안 들어가는 걸 아니까 애들이 그냥 대충대충 쓰고 시험 본대요.
우리 때보다 애들이 너무 팍팍한 삶을 사는구나 애들이 다 계산하고 하는 거 보니. 그런 건
영악한데 오히려 책을 읽거나 시간을 두고 자기 내면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더 투자를
안 하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김다정 어머니, 2017)

위 사례를 살펴보면, 김다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문 교과를 주로 공부하고,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다음 사례를 보면
손태민 역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한문만 내신 시험 준비를 하고, 그 외 과목은 공부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한문이 주요 과목으로 꼽히는 것은 ▣▣대학교(학교
명)에서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이 필수이고, 정시에서 한문이 사탐 과목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말고사는 국, 영, 수, 한문만 내신을 하고. 그럼 다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사, 과학,
도덕, 이런 건 안 한 거죠. 음미체는 당연히 안 했고. (손태민 어머니, 2017)

이어지는 사례에서 정우석은 버린 과목 없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진술하였지만,
담임인 교사 다1은 정우석이 주요 과목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외 과목은 신경쓰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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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하였다.

정우석: 저는 버린 과목은 없는데, 버린 과목 없이 그냥 다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역사,
수학은 괜찮게 봤고, 음미체도 그냥 봤고, 국어랑 영어는 괜찮게 봤어요. 나머지 암
기 과목은 다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과학, 도덕 한문 이런 암기과목을 못 봤어요.
연구자: 중간, 기말 모두?
정우석: 중간고사는 전체적으로 되게 잘 봤는데, 기말고사에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연구자: 이유가 있다면? 내가 기말고사를 망친 이유.
정우석: 기말 때는 시험공부는 일찍 시작했어요. 그런데 딴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공부하다
가 게임도 했다가 친구들이랑 연락도 했다가, 시간 낭비가 심했던 것 같아요.
(정우석, 2017 여름)

우석이는 국영수사과 같은, 쉽게 얘기해서 주요 과목이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성적도 잘 나오는데, 그 외 과목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주요 과목 제외하고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교사 다1, 2017)

이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체능 교과 등 중학교 내신에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는 전략적으로 버리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교사 다4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다중학교에는 모든 과목을 다 소화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내신점수로 환산되는 과목? 예체능 제외한 과목에는 엄청
난 열의를 보이고 잘 관리를 하죠. 다른 건 다 버리고 그냥 국영수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 과목은 상에 속하는데 나머지는 하에 속하고.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보다는
띠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소화하려고 하는 애들의 띠가 더 넓은 편이죠. (교사
다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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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학폭위, 교육적이지만 않지만 폭력 자체에는 효과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다다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흔히 ‘학폭위’의 흔
적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연구를 위해 처음 학교를 방문한 2016년 당시에도
복도에 붙어 있는 학폭위 징계에 대한 알림 대자보 2장이 붙어있던 기억이 떠오른다. 특히
중2 학생들의 삶에 천착한 올해 3년차 연구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폭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희 반에서 관련한 건이 2건 정도 학폭위가 있었는데 한번은 원우가 같이 들어있긴 했어요.
무리로 있었거든요? 무리로 같이 걸려서 올라갔었던 건데 조치없음이 나왔어요. 원우가 가해
자 편 무리에 있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크게 한 건 없어서, 나중에 신고한 피해학생
같은 경우도 원우는 막아주려고 노력했었다고 이렇게 변호해주더라고요. (교사 다4, 2017)
학교폭력위원회도 열렸어요. (중략) 체육시간 끝나고 이제 배구공 남아 돌아다니고 그런 상
황에서 전학 온 여자애가, 적극적이고 아이들하고 잘 친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애들이 막
놀리고 그랬나 봐요. 되게 적극적인 애라서 얘도 막 남자애들 때리고. 그래서 한 명이 탁
치니까 얘도 치고 그런 거예요. (중략) 훈계 조치를 체육 시간에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애에 의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넘어오고 바로 학폭위에 넘어간 거예요. (강원우 어머니,
2017)

강원우가 속한 반에서 2학년 동안 2차례의 학폭위가 열었었고, 그 중 한건은 강원우가
가해자 무리의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조치없음’ 처분이 나와서 강원우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강원우와 강원우 어머니에게는 2학년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다. 또한 다음 사례에서 노준수는 2학년이 된 후 친구들과 함께 건방져 보이
는 1학년 후배들과 다툼이 생겨서 학폭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준수가 2학년 1학기 때, 1학년 아이를 때려가지고 학폭이 열렸었어요. (중략) 밖에서는 학폭
이 열렸다 그러면 되게 사납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나운 아이는 아니에요. (교사 다7, 2017)

위의 연구 참여 학생 2명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된 사례들이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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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됨은 자명하다. 그런데 다다중학교에서 나타난
사례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학폭위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잦은 학폭위에 대해서 교육적인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 여러 생각
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학폭위가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싸움에 ‘브레이크’로 작동
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시험을 못 봐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걔는 자기가 잘 본 것 같대요. 걔는 저랑은 별로
안 친했고, 저랑 같이 가고 있던 애랑 친했거든요. 걔가 시험 잘 봤다고 놀리는 투로 말해서
제가 그런 말 안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걔는 시비거는 걸로 생각하고 화를 내 가지고 싸웠어
요. (중략) 서로 세게 한 대씩만 치고 쌤들이 오실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정우석, 2017 여름)

위 사례에서 정우석이 친구와의 싸움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는데, 화가 나서 싸움을 하였
지만 서로 공평하게 한 번씩 때리고는 헤어졌다고 하였다. 다다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교사가 인지하면 반자동적으로 학폭위를 열곤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작더라도 싸움이
일어날 경우 ‘무섭지 않은 선생님의 훈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짜증나는 학
폭위’가 발생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싸움이 자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학교가 안 맞으니 해외로 유학 준비하기
2학년 말미의 겨울방학에 이루어진 학생 면담에서 연구 참여 13명 중에서 2명의 학생이

해외 유학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노준수는 다다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성적
경쟁이 시작되는 2학년 1학기를 경험하면서 다다중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자신감을 잃어
버렸다고 하였다.
노준수: 작년에는 진짜 못 보겠어도 시험공부 노력은 했는데, 2학년에는 아예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연구자: 손을 약간 놔버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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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수: 네. 선생님도 부모님도 뭐라 안하시고 그래서 안했어요. 약간 포기하신 것 같아요.
(노준수, 2016 여름)

얘는 본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시험 때 벼락치기도 안 했어요.
세상에 평소 공부를 안 하면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벼락치기 안 해놓고 자기 생각보다
는 성적이 잘 나왔대요. (중략) 책상에 앉아 있지를 않아요. 수행평가는 알아서 하니까 모르
겠어요. 제대로 했냐? 그러면 다 했대요. (노준수 어머니, 2017)

위 사례처럼 노준수는 2학년 동안 완전히 공부를 놓고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준수
어머니는 겨울방학 동안 영어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보냈는데, 준
수는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부모님에게 다다중학교를 그만두고 뉴질랜드에서 중･고등학교
를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구자: (겨울방학에) 어학연수 갔다가 아예 유학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깐 어머니, 아버지
는 뭐라고 하셨어요?
노준수: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서 겨울방학에 놀 바에 뉴질랜드에 두 달 어학연수 다녀오면
핸드폰 사준다고 하셔서 그래서 갔어요. 거기서 유학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
다가 가려고 결심했어요.
연구자: 뉴질랜드에서 생활해보면서 어떤 점 때문에 유학을 가야지 하게 됐어요?
노준수: 필요성을 느꼈어요. 엄마랑 아빠는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니] 대학도 미국 같은 데
대학 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한국 대학교 가고 싶어요. (중략) 뉴질랜드는 8개 정도
대학교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능처럼 3년에 걸쳐서 보는 거래요. (중략) 한국
은 학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나이인데 수학 과
정을 보면 제가 1, 2년 전에 배웠던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략) 홈스테이 같이
한 한국인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은 한국에서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잠도 안 자고
게임하고 그래서 간 형이예요. 그런데 거기(뉴질랜드) 살면서는 완전 학교 우등생이
된 거예요. (노준수, 2017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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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수가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하다가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전략적인 선
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2 현재 상황에서 노준수는 다다중학교에서 매우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경우 고교 입시,
대학 입시에 긍정적인 전망을 갖기 어려웠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생활해보니, 다다중학
교에서는 학업이 뒤떨어졌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우등생이 되어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뉴질랜드 또는 미국, 한국의 명
문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준수가 선뜻 유학을 선
택한 배경에는 다다중학교에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는 점도
존재했다.

연구자: 주변에 유학 간 친구 있어요?
노준수: 남자4명, 여자 3명 있어요. (중략) 다 미국 갔고, 한 명은 중국 갔다가.
연구자: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때 갔었어요?
노준수: 네.
연구자: 그 친구들도 준수처럼 혼자 갔어요?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갔어요?
노준수: 3명은 엄마랑 갔고요.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나머지는 혼자 갔어요. 그런데 공부
차원에서 간 것도 있는데, 여자애 한 명은 엄마가 교수님이신데 따라갔다고.
(노준수, 2017 겨울)

노준수의 설명에 따르면, 다다중학교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
고, 노준수의 주변에서 유학을 간 친구들은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떠난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시기를 거친 후, 중학교
2학년에 유학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노준수처럼 한국 학교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이 부족함을 확인한 후,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준수: 저희는 고3만 수능을 보잖아요. 거기(뉴질랜드)는 수능 같은 거를 1, 2, 3학년 꾸준
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체 학년이 중요하고 [중학교에서] 적응을 하
고 올라가야 되니까, (유학을) 지금 가야돼요.
연구자: 언제 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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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수: 뉴질랜드는 학년이 1월에 시작해요. 저는 (준비하고) 4월에 가요.
연구자: 중간에 가는 거네요?
노준수: 텀이 4로 나뉘는데 두 번 시작에 가는 거예요. (노준수, 2017 겨울)

노준수는 2~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4월, 뉴질랜드의 두 번째 학기(Quarter)
에 출국할 예정이었다. 다음으로 차소미는 미국으로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술한 것
처럼 차소미는 2학년 2학기에 학급 내 따돌림으로 학교생활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또한
차소미의 오빠 역시 대학입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재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부딪힌 차소미 아버지는 회사에 미국 지점으로의 전근을 요청하였고, 미국으로의
발령이 최종 결정되어 온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차소미: 중학교 3학년 1학기 끝나고 가려고요. 미국으로.
연구자: 언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차소미: 결정된 건 사실, 일주일 전에 여행 가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됐어요. 지금 가족들 다
비상이 걸려서 급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연구자: 다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차소미: 네, 아빠가 일단 먼저 미국 발령이 나서 아빠가 2월 정도에 먼저 가시고 가족들은
6개월 후에 가야된다고 해서 7, 8월 정도에 가요. (중략) 오빠가 SAT 준비를 먼저

좀 해야 해서. 거기 가면 많이 못하니까. 여기서 준비를 좀 하고 가고. 저도 내신
쪽 따고 가고 해야 해서.
(차소미, 2017 겨울)

학교는 평가 기관, 학교수업만으로 풀 수 없는 시험문제
다다중학교들에게 초등학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었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
었다(김경애 외, 2016). 또한 중학교 1학년 연구에서 학생들은 학원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
우고, 그에 대한 평가는 학교 선생님에게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경애 외, 2017). 이
러한 맥락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다다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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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어려운 시험문제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원에서는 다다중이 훨씬 어렵다 해요. 어려운 정도를 어떻게 아냐 하면, 학원 수업이 딱
끝나면 [다른 중학교] 애들은 세 시간 정규 수업 하고 가요. 근데 다다중학교 애들은 그거
외에 내신 때는 두 번을 가야 돼요. 꼬고 꼬고 다섯 번을 꼬고, 막판에 시험보기 전에 변형된
문제를 1, 2, 3을 다 풀어요. 푼 문제집을 제가 다 버리거든요. 채점 다 된 건 버리는데도
이만큼이에요. (민준기 어머니, 2017)
제가 느끼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야 되나? 어렵게 내는 것도 내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
략) 학교는 평가기관인 거죠. 평가. 어쨌든 너희가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와서, 문제를 다 맞
으면 탑이 되는 것이고, 못하면 말고. (중략) 얘는 워낙에 외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은 110점 맞는데 학교 시험은 100점을 못 맞아요. 100점이 뭐야, A 나오는 것
도 힘들어요. (중략) 애가 그냥 아는 영어로 쓰면 틀리대요. 빈칸을 딱 채워야 되니까 그걸(교
과서나 유인물에 나온 것) 외워야 돼요.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은서 어머니,
2017)

위 사례들에서 학부모들은 다다중학교 시험문제는 C구의 학원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어려운 편인데, 시험문제가 어려운 것 자체보다 그 시험문제를 풀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
지 않았다는 점, 진짜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문제라는 점을 문제
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시험문제가 이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존재하고 있었다.
반에서 얘가 1등을 하지만 10등 하는 애하고 성적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학교 시험이 워낙 어렵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다중 출신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한단 얘기는 계속 듣거든요. [다다중을 졸업한] 저희 큰
애를 봐도, 큰 애 친구들을 봐도, 고등학교 가서 심한 사춘기를 겪지만 않으면, 공부가 유지
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가서 확실히 성적이 월등하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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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차소미 어머니, 2017)

차소미 어머니는 다다중학교 시험문제가 워낙 어렵다는 평을 듣는데, 이처럼 어려운 시
험문제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다다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전반적으로 좋은
시험성적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들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이 높
기 때문에 교과서에 기반한 평이한 시험문제만 출제할 경우 거의 모든 학생들이 높은 점수
를 받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 다3은
영어 교과에서 시험문제 출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 반 30명 중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20명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유치원 다닌 애들
이 전부고. 지금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는 영어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쉬운 거
예요. 그것만 나가면 수업을 안 듣거든요.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들은 이거 외에 프린트를
이제 항상 만드시거든요. (중략) 교과서로만 시험문제 내면 다 백점을 받으니까 외부 거를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중학교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작년 시험문제는 이미 학원가에 싹 뿌려지니까
매년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죠. 애들 자체도 학원을 많이 다녀서 수업에 대한 기대
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중략) 그렇게 시험문제를 내도 부모님들이 다들 교육 수준도 높으시
니까 부모님들이 또 영어문제를 풀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내가 어디 대학교
영문과 교수인데 이 문장이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어요. (교사 다3, 2017)

교사 다3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할
수도 없고, 교과서에 한정해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별도의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번 시험에 출제한 내용
은 인근 학원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매해 새로운 수업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어려움
을 토로하였다.

진짜 경쟁의 시작, 뒤로 밀리는 내신 성적
전술한 것처럼 2학년부터의 내신 성적은 고입에 반영되므로 학교생활에서 본격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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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민혁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당시에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나
타내고 있었는데, 2학년이 된 후에는 성적이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혁: 시험은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연구자: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잘 했는데 민혁이가 조금 덜
나온 거예요?
박민혁: 다른 친구들보다 덜 나왔어요. (박민혁, 2017 여름)

이러한 현상을 박민혁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다다중학교에서는 올림피아
드 시험이나 토플 등을 준비하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상당수 있으며, 그러한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고입에 포함되지 않는 중학교 1학년 동안 내신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반 2등을 했는데, 2등이 진짜 2등은 아니에요. 여기는 5월 달에
KMO(Korean Mathematical Olympiad,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애들, 8월 달에
MCHO(Korean Chemistry Olympiad,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애들, 토플 준비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중학교 1학년 성적은 안 들어가니까 시험 자체를 제껴 버리는 아
이들이 있어요. 애가 시험을 봐도 제껴 버리고 KMO가서 금상타려고 그 공부를 시켜요. 그러
니까 우리 애가 당연히 잘 나오죠. 그런데 2학년이 되면 갈라져요. 정말 영재고 갈 애들은
KMO쪽으로 다시 붙고 가지 않을 애들은 여기 있고. 선행 심화만 하겠다는 엄마들은 또 다

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반에서 2등을 하든 10등을 하든 이 등수보다
7, 8등은 뒤에 가있다고 생각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박민혁 어머니, 2017)

또한 다다중학교의 학원은 중학교 ‘내신용’, 상급 학교 대비 ‘선행학습용’, 수상실적을
위한 ‘경시대회용’으로 구분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내신 부담이 적은 중학교 1학년에는 ‘선
행학습용’ 학원을 다니기도 했다(김경애 외, 2017). 이에 따라, 박민혁이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내신 성적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록되는 내신 성적은 학교
교실의 풍토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연구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에는 모둠을 바탕으로
다양한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 간 교류와 공동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애 외, 2017). 그러나 본격적으로 내신 경쟁이 진행되면서 학생들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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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부에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풍토가 나타나기도 했다.

수업을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전학을 왔다. 그런데 시험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 학생이
노트 정리된 거를 빌려 달라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했는데, 애들이어서 분위
기 상 그랬을 수도 있는데, 경쟁적으로 안 좋은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시험 범위를
알려준다”, “시험 범위 아닌 부분만 준다”, “경쟁자니까 줄 필요 없다”, “엄마가 줄 필요 없다
고 얘기한다”. 물론 분위기 상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을 말을 서로 경쟁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교사 다8, 2017)

위 사례에서 교사 다8은 학생들에게 정리된 노트를 전학생에게 빌려줄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전학생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응답을 하여
놀랐다고 했다.

A만 넘으면 성공, A 미만은 못 본 과목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았는지, 잘 못 보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A였다. 실질적으로
성적표에 표시되는 것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문자 A, B, C, D, E이므로, 원점수가 몇
점인지는 크게 중요시 하지 않았다.
정우석: 잘 했는데 하나씩 B가 나왔어요. 1학기 때는 과학이 1점 차이로 B가 나왔고, 2학기
때도 과학이 1점 차이로 또 B.
연구자: 그 과목 빼면 전반적으로 A가 많이 나온 거네요. 잘 한 거 아니에요?
정우석: [부모님은] 주요 과목은 올 A를 기대하시는데. (정우석, 2017 겨울)
부모님이 성적을 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기대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학생이
기도 하고 제가 첫째이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감? 있는 것 같아요. (중
략) A만. A만 넘어라. (김다정, 2017 겨울)

정우석은 부모님들은 전 과목 A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1학기와 2학기 모두 과학점수가
89점을 맞아서 원점수 1점 차이로 B라는 성적을 받게 되었다며 아쉬워하였다. 또한 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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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모님 역시 A를 넘는 것을 바람으로 갖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김채영은 1학기
에 국어 과목의 경우 89점으로 B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아깝게 여기고 있었으며, 2학기에
는 C가 없었고, 90점을 받아서 ‘턱걸이A’가 많다며 노력 대비 성적 결과가 좋다고 언급하
기도 했다.

예체능은 다 A예요. 그런데 국어는 89점이라서 B. 아까워요. (김채영, 2017 여름)
김채영: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때는 항상 C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B 이상인
데 C가 하나씩 있었는데 2학년 2학기에는 C가 없었어요. A, B로만 됐어요.
연구자: 무슨 과목이 C였어요?
김채영: 1학년 때는 기･가(기술･가정), 2학년 1학기 때는 도덕인가.
연구자: 2학년 2학기에는 골고루 잘 나온 거네요.
김채영: 턱걸이 A인 게 많아요. 다 90점. 노력대비 잘 나온 거죠. (중략) [같이 다니는] 그룹
에서 예민한 친구는 B 하나 나왔다고 울었어요. 다 A인데 하나가 B였거든요. 울었
어요. (김채영, 2017 겨울)

개인별, 정형화된 기준에 따른 빡빡한 수행평가
자유학기가 편성되어 있고 고입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중1에는 모둠별 수행평
가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본격적인 내신 성적 산출이 필요한 2학년에는 개인별 수행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점수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
졌다.
최선아: 1학년 때 수행은 팀이었는데 2학년 때는 다 개인. (중략) 이번에 국어가 정말 헬,
헬이었어요. 애들이 수행 만점이 반에, 많아봤자 5명 정도고. (중략) 수행도 점수를,
선생님이 10점 만점인데 저희 반 평균이 4.5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연구자: 어떤 수행평가였어요?
최선아: 정말 단순하게, 시 쓰기, 듣기, 말하기였거든요? 듣기보다는 그것도 쓰기였어요. 시
쓰기, 보고서쓰기, 발표하긴데, 발표하기 점수를요. 다행히 저는 만점을 받았는데.
너무 짜게 주셔가지고. 바로 애들 발표 끝나고 8점, 7점, 5점 이렇게 말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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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너무 단호하게 점수를 자르셔 가지고. (최선아, 2017 여름)

이번에도 PPT 발표 준비하는 데서 내가 준비해 온 PPT 자료를, 화면을 세 번 이상 쳐다보면
안 되고, 점수 깎이고 아웃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안 된대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2분
이 있는데 이게 오버해도 감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자기 생각을 나누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거잖아요. (중략) 수행은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를 하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한다든지. “잘 되고 있어?”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지. 이건 학생이 할
일이다 라고 그냥 툭 던져 놓고, 수행이 점수에 40점짜리도 있어요. 상당히 큰 거잖아요.
계속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마무리 될 때까지 던져놓고 애들은 벼락치
기로 하는 거예요. (강원우 어머니, 2017)

위 사례에서 최선아는 2학년 1학기의 수행평가는 모두 개인별 평가였으며, 국어 교과의
수행평가는 교사가 점수를 단호하게 주어서 평균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
한 강원우 어머니는 수행평가로 이루어진 PPT발표의 경우 PPT를 보면 감점, 2분의 시간
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 등 정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된 엄격한 수행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강원우 어머니는 학생이 실제로 훌륭한 발표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평가가 아니라
평점을 통해 점수화되는 데만 치중한 수행평가라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한편, 교사들은 학생들이 내신 점수에 들어가는 수행만 열심히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순수하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수행평가는 실행이 어렵다고 토
로하였다.
책 읽고 감상문 쓰는 거를 하는데, 작년에는 성적에 넣었었는데 올해는 성적에 안 넣고 잘
쓴 친구들은 선별해서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적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하면 점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안 해요. 아이들 거의 절반은 그렇다고 보면 되요. 작년하
고 올해 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작년은 성적이 들어가니까 열심히 썼거든요. 사실
여기 상당수 친구들의 문제인 거죠. 점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한다. (교사 다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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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및 기타 생활
학원 백화점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연구한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필요성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전문 단과 학원을 다니는 ‘모듈형 사교육 활용하기’ 현상을 발견하였고(김경애 외,
2016), 중1의 삶을 분석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다다중학교 인근에 다양한 학원들이 있고

학생들은 각자의 필요 목적에 따라 학원을 빈번하게 바꾸며 ‘쇼핑’을 하는 현상을 분석하
였다(김경애 외, 2017). 이러한 맥락은 학생들이 중2가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
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 외, 지역 및 기타 생활은 실질적으로 학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거지로서의 지역사회의 경쟁력 역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품질의 학
원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이쪽으로 원정 오는 학생들의 엄마들한테 이렇게 듣는 얘기는 아이들
이 선생님 질이 너무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멀리서 오는 애들은
그 지역에서는 아주 우수한 애들이고 영재고나 과고나 특목고나 그런 쪽을 생각해서 선행을
하려는 애들이 주로 와요. (정우석 어머니, 2017)

정우석 어머니는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의 학원으로 ‘원정’을 오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
유는 유사한 학원이더라도 학원 선생님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뛰어난 영재고 및 특목고 대비 학원들이 위치해있고, 그러한 학
원들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수학을 못 해도 다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어때서 못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
동(지역명)이 가능한 게, 그거에 맞게 다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리딩이 안 되면 리딩이
강한 학원이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요. 토플에서도 토플 중에서 안 되는 부분, 그런 요구에
맞는. (중략) 원장 직강은 ◇◇동(지역명)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라이드를 하게 되는,
그런 차별성은 있어요. 그리고 공부 못 하는 애들은 못 하는 거에 맞는 학원이 또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못 하는 애는 ◇◇동(지역명)이 의미가 없어요. (한은서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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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사례에서 한은서 어머니는 수학을 못 하는 학생들도 일률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이유, 못 하는 영역 등이 다양할 수 있는데, C구 지역의 학원가에는
이러한 미세한 수요를 채워주는 학원들이 백화점처럼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학원 측면에서
지역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이 하나의 특정 매장보다 백화점에서
보다 많은 소비를 하게 되듯이, ‘학원 백화점’과 같은 이 지역은 학생들에게 다수의 학원
수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방학이 되면 하루에 학원에서 16시간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시에 갔다가 새벽 2시에 오고
그러는데, 아빠가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다고 학원 조금 다니고 운동하고 자고 그러라고 하
셔가지고 얼마 전에 끊었어요. 수학, 과학은 조만간 학원을 갈 건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
요. (정우석, 2017 겨울)
(여름방학인데) 요즘 되게 늦게 자요. 사실 학원이 [밤] 10시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가꿈씩
1시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살짝 과외식이라고 해야 하나? (박보나, 2017 여름)

변화한 거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학원이 많아요. 학원이 아주 많아졌어요. 아주 많이.
(김다정, 2017 여름)

정우석은 방학이 되면 학원에서 16시간 동안 있기도 하였으며, 박보나는 방학이 되면
밤 10시 또는 새벽 1시까지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하나의 종합학원은 아니지만, 이 지역
학원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종합학원처럼 학원시간표를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김다정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학원이 더욱 늘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유명한 데 들여다보면 이상한 학원
이 지역에 좋은 학원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하기 어려운 내면을 가진 학원도 존재했다. 김채영은 어머니의 권유로 2년 동안 영어 명문
학원이라는 P학원을 억지로 다녔는데, 퀴즈를 풀지 못하면 물총을 맞거나 벌금을 내야 하
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견디기 어려워서 최근에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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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 2학년에 다닌 학원들은 영어만 빼면 다 괜찮았어요. 영어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P학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은 진짜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기는

엄청 가기 싫어했는데, 얼마 전에 싸우고 드디어 엄마가 끊어줬어요.
연구자: 거긴 어떤대요?
김채영: 거기 원장님은 vocabulary(어휘)를 시험 보면 보통 이렇게 (단어를) 써써 내는 거잖
아요. 거기는 vocabulary를 다 사용해서 영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돼요. 랜덤카
드로 단어를 주고 그걸 못하면 (영어 이야기를 못 만들면) 등에 물총을 쏴요. 그리고
물총 맞기 싫으면 천원씩 내라고 해요.
연구자: 독특한 교육 방식을 갖고 있네요.
김채영: 그런 학원을 2년 동안 참고 다녔는데, 솔직히 2년 참고 다녔으면 끊어줘야죠.
(김채영, 2017 겨울)

선행학습용 학원 감소, 내신용 학원 증가
전술한 것처럼 다다중학교 인근의 학원은 ‘내신용’, ‘선행학습용’, ‘경시대회용’으로 구분
되어 진다(김경애 외, 2017). 본격적인 내신 성적 경쟁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
원도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가 포착되었다. 중학교 1학년에 다니던 학원들은 내신보다 선행
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면, 2학년에 다니는 학원들은 내신의 비중이 컸다.

영어는 팀 수업해요. 저희 학교 다섯, 여섯 명 모여서 해요. (중략) 어차피 중등 내신은 다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내신 하는 거예요. 수학은 진도 빼는 학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자기 꺼(가지고 가서), 자기가 문제 푸는 거예요. (중략) 과학은 학원을 다녔거든요. 내
신 보는 것 때문에 다녔다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떠먹여주는 걸 네가 공부했다고 착각하더
라. 어차피 이번에 지구과학이랑 생물이랑 다 외우는 거야. 학원에서 들은 풍월로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책을 보고 암기를 해라. 너 착각하는 게 있어” 그랬는데 불안해서 학원 못
끊겠대요.
(민준기 어머니, 2017)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위주로. 다정이가 영어는 계속
했었어요. 어학원 하고 미국 교과서로 시키고 했는데 막상 중학교 오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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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아니 왜 그 책(미국 교과서) 계속 보면 문법이 저절로 될 텐데? 그런데 문법 안
돼서 내가 쓸데없는 짓을 시켰구나. (중략) 내신 영어로 돌리고. 수학도 이제 와서 보니까
중학교 꺼 분명히 다 끝내고 수1 들어가는데, 중학교 문제 푸는 걸 보니 개판인 거예요.
(중략) 학교 성적이 뭐가 나와야 특목고든 자사고든 욕심을 내볼 텐데 성적이 안 나오니

엄마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내신으로 바꿨어요. (중략) 요즘 여기 엄마들을
보면 결국 수학도 2개 영어도 2개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내신은 내
신대로 따로 돌리고 수1, 수2 선행 나가는 건 또 따로 돌리고.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니까 따로 돌리고 학교 내신 잘 하는 데 돌리고 이런 식으로. (김다정
어머니, 2017)
지금은 영어, 국어, 과학 학원 다녀요. 영어랑 국어는 내신이고, 과학은 심화예요.
(강원우 어머니, 2017)

위 사례를 살펴보면, 민준기는 영어는 내신에 관한 팀 수업, 즉 과외를 하고 있으며, 수
학은 선행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고 이를 도와주는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과학은 내
신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정은 국어, 영어, 수학 학원 모두 내신 위주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우 역시 과학 학원 외에 영어와 국어는 내신을 위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내신용과 선행학습용 학원을 구분하지만 선행학습용 학원이라도 내신을 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사례들처럼 선행학습용 학원들 역시 지필고사를 앞둔 일정 시기가
되면 내신 위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중간고사 전 4, 5주 정도 되면, 이 동네에서 선행하던 학원들이 그냥 다 올 스톱이예요. 내신
반으로 싹 전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신을 했는데도, 사실은 그다지 점수가. 초등학교 때처
럼 100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둥바둥 하는데도 결과가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중학생이 고시생들처럼 하긴 했거든요.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한은서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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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지금 다니는 학원은 선행이랑 현행을 같이 하는 학원이구요. 영어는 시험 보기 전에
는 기본적으로 내신 영어 공부하고, 그렇지만 보조적으로 외국인이 스피킹에 들어가는 거고.
내신하는 거죠. (중략) 국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진데 수학은 선행을 좀 하는 패턴이
고. 한문은 예전 초등학교 때 했던 거 베이스에 내신대비 하는 거예요.
(손태민 어머니, 2017)

국어 학원은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하긴 해요. 그 외는 신문 사설, 토론, 독서 쪽이고요. 영어
는 토론 학원을 다니다가, 얼마 전부터 영어는 내신 문법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죠. 그리고
수학은 제가 봤을 때 살짝 선행이 있고요. 과학은 선행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학습 하는 거,
내신. (중략) 1학년 때는 복싱을 다녔었어요. 반년 정도? 여름방학 하면 헬스장을 다니겠다고
해서, 아파트 헬스장을 해주려고요. (차소미 어머니, 2017)

하지만 선행학습을 하다가 시험 기간에 내신반으로 전환되는 학원과, 인근의 특정 중학
교들의 내신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운영되는 학원은 내신에 대한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
을 것이라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의 양은속의 사례처럼 학생들이
선호하는 내신 학원을 찾아서 학원을 바꾼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동안 했던 영어 학원의 방식과 학교의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영어에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학원을 안 다녔다가 이번에 스스로 “엄마, 내신 대비 학원을 보내줘. 애들
은 어디 어디 학원을 다닌대” (중략) 뭐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깨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어른들이 정리해놓은 최선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
이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양은솔 어머니, 2017)
연구자: 2학년 돼서 학원이 뭐가 바뀌었어요?
양은솔: 영어 학원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문법 학원으로.
연구자: 그 전에 다니던 학원은 어떤 곳이었어요?
양은솔: 토론 하는 학원이요. (양은솔, 201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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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우석은 선행학습용 학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내신 학원이 강조되면서 공부
량이 대폭 늘어났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공부량이 다섯 배 늘었어요. 선행진도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고, 내신은 1학년보
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두 개 다 해야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우석, 2017 여름)

전반적으로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내신만’ 또는 ‘선행만’ 하지는 않았으며,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쫓고 있었다. 당장의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지만 대입에 직결되는 고등학교의 성적
을 위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간 선행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웠으며, 선
행을 하더라도 시험 기간에 선행 진도를 나가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두 가지의 비중을 조절하고 있었으며, 중학교 2학년의 특성상 내신용
학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학교 시험
중학교 1학년의 성장과정을 다룬 지난해 연구에서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학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주시고, 학교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김경애 외,
2017). 또한 전술한 2학년의 학교생활 부분에서 ‘학교는 평가 기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기도 했다. 학원에 관한 진술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현상이 부각되었다. 학생들은 중요한
2학년의 학교 시험 공부를 학원에서 주로 하고 있었다.

민준기: 기말고사는 예체능 같은 거는 잘 못 봤고, 그리고 주요 과목들은 두 개? 그 정도
밖에 안 틀렸어요.
연구자: 예체능 빼면 상위권이네요?
민준기: 네. 주요 과목은 평소대로 학원 다녔고, 예체능은 따로 공부해야 하는데, 집에서 따
로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연구자: 중간고사는?
민준기: 중간고사는 그냥 학원 다니다가 1주일 정도 전부터 예체능, 역사, 도덕 공부를 했는
데 혼자 공부한 것들은 잘 못 봤고, 학원 다니는 건 잘 봤어요. (민준기, 201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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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정 평가가 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정 평가는 평소에 열심히
해야지 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말고사 같은 시험은 학원 비싼데 다니거나 벼락치
기 공부하면 잘 볼 수 있잖아요. (김채영, 2017 여름)

민준기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동안 학원을 다닌 과목들은 성적이 잘 나왔
고, 집에서 따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은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채영은 일
제식 지필고사는 학원을 비싼 곳 다니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교사의 설명을 들어 보자.
태민이가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 안 하고 딴 짓을 좀 많이 하거든요. 떠들고 주변에 있는 애들
말 많이 시키고. (중략) 한문 수업 중에 제가 봤을 때 집중을 잘 안 하고 만지고 뭐 딴 짓하
고, 지적당하면 그때서 졸기 시작하거나 자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성적은 또 나쁘지 않아요.
한문 학원을 다닌대요. (중략) ◇◇(지역 명) 지역이고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학교라고 그래
서 처음 와서는 제가 어려운 거 얘기해주면 애들이 쏙쏙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멍 때리고
있고 수업도 안 듣고 졸고 자고 이래서 저는 좀 충격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초에는 좀 마음을 닫았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좀 차갑게 대하고 수업할 것만 하고 그랬는데
제가 2학기 때부터는 좀 마음을 놨어요. (교사 다5, 2017)

위 사례에서 교사 다5는 손태민의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는데, 담당교과인 한문 수업 시간
에 손태민은 딴 짓을 하거나 잠을 자지만 학원을 다녀서 시험성적을 잘 받는 편이라고 하
였다. 교사 다5는 다다중학교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태도가 좋을 것
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수업 태도는 좋지 못했으며, 그 원인 중 하나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원 수업을 통해 시험공부를 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다. 자기 인식 차원에서의 정체성 특징
학생 정체성: 나는 선생님에게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
다다중학교 2학년의 학교생활 모습을 살펴보면,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 역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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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현상들이 발견된다. 다음 사례에서 김채
영은 스스로 선생님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반항기 있는 학생들
로 생각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채영 어머니는 채영의 동생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제학교 문화는 교사가 어린 학생도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 따라 학
생 역시 교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채영: 선생님들은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왜 싫어해요?
김채영: 저는 선생님이 막 혼을 내면 주눅이 드는 성격이 아니라서 “저는 안 했는데요” 이런
성격이라서요. 원래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인정하기 전에는 죽어도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항기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채영, 2017 여름)
저희는 둘째를 다른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다중학교
랑 비교를 해 보면, 참 한국 학교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중이 없어요. 존중이 없는 공간이
에요. (김채영 어머니, 2017)

이처럼 김채영과 그 어머니는 교사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지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
라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그러나 다다중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 사례에서 박민혁 어머니는 이와 같은 갈등은 일차적으
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 배려, 존중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 면에서는 [10점 만점에] 9점이에요. (중략) 수학이나 영어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가리키실 때 최상위 난이도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을 아이들이 여기서 일부러 툭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풀어주신다는 거
보면 학습적인 면에서도 좀 탑이신 선생님들이 계신 거 같아요. (중략) [하지만] 아이들 배려
해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면에서는 4점이요. (중략)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날카롭지
만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좋게 넘어갈 것도 막 뭐라 하시고, 점심시간에도 애들 들어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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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어서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팔짱 끼시고 어느 놈이 오늘 걸리나 보자 이러고
계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때에 와서 한 번씩 보거든요. (박민혁 어머니, 2017)

박민혁 어머니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최상위 난이도 문제를 물어봐도 잘 대답해주는
것을 보면 교과 학습 측면에서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로 생각되지만, 학생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차소미 어머니는 선생님들
이 학생들의 잘못에 ‘감정껏’ 대응하고 말다툼하는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언급
하였다.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욕하고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들이 힘든 건 알지만, 어른으로서 좀
자제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를 감정껏 애들한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략)
저희(학부모들)가 뒤에 있는데도 감정껏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없을 때는 오죽
하겠어요. 제가 아이한테 들어봐도 수업 시간에 애하고 같이 싸운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
긴 하지만 애하고 선생님이 같이 막 그래요. (차소미 어머니, 2017)

위 사례에서 차소미 어머니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운다’ 는 불
만을 토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어지는 사례를 보자.
학교가 팍팍해서 선생님들도 과로해요. 애들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엄마들 전
화해서 난리 쳐요. 담임한테 전화 못하니까 애한테 전화해서, 사실 담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다니려면 필요한 거는 강력한 멘탈. (교사 다2, 2017)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사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따라주면 참 좋을 텐데 따
르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앞에서는 “네” 하고 가서
바로 돌아서서 잘못을 또 해요. “잘못했어요”는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선생님
보내 주는 걸 아니까. 아니면 앞에서조차 불손하게 행동하고 가서 다시 반복한다든가. 아니
면 불손한 정도가 더 강해서 선생님한테 언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 반복이 되면 교사로서는 가장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교사 다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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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의 변화인지, 이 학교의 특징인지, 제가 휴직을 오래하다 나와서 세상이 변한 건지 정확
히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너무나 눈을 보면서 잘해요. 자신의 잘
못이 드러나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고, 드러난 이후에도 핑계를 대요. (중략) 저는 그래도 다
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적게 경험했어요. 거짓말을 두 번 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좀 충격
이었어요. 눈을 마주 보면 원래 티가 나거든요? 티가 나지 않아요. (중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그런 것을 습득하지 못하고 자란 게 아닐까요? 아이들 보면 성품이 나
쁜 아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벌을
받고 넘어가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고 그때를 모면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큰 거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교사 다7, 2017)

교사 다2는 다다중학교의 교사로 지내기 위해서는 팍팍한 업무, 엄마와 학생들의 존중
부족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멘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사 다6은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따라주지 않고 불손하게 행동하는 사례가 많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
사 다7은 학생들이 눈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중2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석해보면, 근본적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 사회에서의 학생정체성과 교사정체성 간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다중학교 교사들은 당연히 학교사회 안에서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자
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학
생들은 자신들이 교사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아랫사람’으로서의 학생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지능(IQ)은 평균 이상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지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
생들은 보통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했던 지능검사를 떠올리곤 했는데, 다음의 학생들
은 130~150 정도의 높은 IQ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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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솔: 초등학교 때 검사했었어요.
연구자: 얼마 나왔었어요?
양은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30 점도? (양은솔, 2017 겨울)
차소미: 초등학교 4, 5학년 때 검사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얼마였는지 기억나요?
차소미: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143. (차소미, 2017 겨울)
한은서: 초등학교 때 점수를 보고, 저희 엄마가 완전 말도 안 된다고.
연구자: 엄청 높게 나왔나봐요.
한은서: 150. 신뢰도가 낮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 받고 나니까 IQ검사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 하면 약간 낮게 나올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믿고 살래.
(한은서, 2017 겨울)

위 학생들처럼 구체적인 점수를 떠올리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도 주변 친구들과 비교
하면 높았던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IQ검사 전에 한 거 봤을 때, 언제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이 했던 애들에 비해서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정우석, 2017 겨울)
[점수는] 모르겠어요. 좀 높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풀 수 있다는 문제들

다 풀고 그래요. (민준기, 2017 겨울)
정우석: 검사는 한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연구자: 그럼 반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 나는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우석: 전에 했던 것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이 했던 애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정우석, 2017 겨울)

김채영: 얼마 전에, 작년 10월? 그때 엄마가 정신검사 하는 곳 데려가서 4시간 동안 그걸
하고 앉아 있었는데, 결과는 측정 불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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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측정불가? 그거 뭐예요?
김채영: 몰라요. 그렇게 나왔대요. 그런데 저는 남들보다 공부 노력을 안 하는데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김채영, 2017 겨울)

한편,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균 IQ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강원우는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IQ검사를 하면 평균보다 낮게 나올 것 같다고 말하
였다. 김다정은 실제로 지난해 가족들과 검사를 해보았고 112점이 나왔는데 그 점수는 높
은 편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동생의 IQ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연구자: IQ검사 해본 적 있어요.
강원우: 아뇨.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만약 반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 나는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강원우: 살짝 낮을 것 같아요. [이유는 공부를] 잘 못해요. (강원우, 2017 겨울)
김다정: 중1 때쯤 엄마랑 해봤어요.
연구자: 몇 점 나왔어요?
김다정: 112? 그런데 동생이 더 높게 나왔어요. (김다정, 2017 겨울)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2학년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교과별 학업성취도로 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학교가 된 후 본
격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고, 나의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라는 인식이 비로소 생겨나
게 된다. 자유학기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자신의 성적 수준을
알게 되는 ‘성적 정체성’이 생겨나는데, 자유학기제로 인해 1학년의 일제식 지필고사가 축
소되고 고입에서 미반영되면서 ‘성적 정체성’의 형성이 2학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갈 때 1학년 성적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1학년 때는 시험도 딱히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수행평가도 대충대충 넘기고 놀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별로 상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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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됐어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2학년 때도 수행평가 있는 거를
하루 전에 알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어요. (중략) 수행평가를 잘 봤어야 되는데 수행평가를
다 날려먹어서 독이 됐죠. (김채영, 2017 여름)
중1 때는 아직 자신의 위치를 잘 몰라요. 자유학기제 하고 다들 꿈을 보고 나가다가, 2학년
때쯤 돼서 [1학기에] 시험을 두 번 보면 위치가 확인되잖아요. (중략) 3학년이 되면 자기 위
치를 확인했으니 갈 아이는 가고 이런 게 생기는 데, 2학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리면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 다7, 2017)

김채영은 중1 성적은 고입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행평가와 시험공부 모두 적당히 했고
부모님도 학교 성적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하였으며, 교사 다7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성적 측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2학년 1학기에 두 번의 지필고사(중
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정우석의
사례를 보자.

아빠가 시험결과에 약간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빠 말씀으로는 아빠가 자기 학창시절에
는 공부 1등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공부 못 하는 거 보면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
어요. 처음에는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냥 위로해주셨어요.
(정우석, 2017 여름)

성적이 되면 자사고나 특목고나 그런 쪽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중간고사(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너무 못 봐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나름 좀 똑똑하고 학업

적인 면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해 와서 중학교 오면 공부를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정우석 어머니, 2017)

정우석과 그의 어머니는 2학년 1학기 시험 결과를 통해 본인과 가족들이 정우석의 기대
보다 낮은 성적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고입에 대한 전략도 다시 세우게 되었다고 하였
다. 김다정과 권도혁 어머니 역시 학생의 성적을 확인하게 되는 2학년 1학기를 기점으로
성적 정체성이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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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계획을
정해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숙제를 다 하고 자고, 숙제는 안 밀리고 그날그날 미리 하고,
정해진 거 아무리 있어도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이었는데. 2학년 겨울방학이 되고 나서 휴대폰
에 빠져가지고 숙제를 거의 (새벽) 1시에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졌고 아침에도
11시, 12시에 (일어나요). 이렇게까지 잠이 많아진 건 처음이에요. (김다정, 2017 겨울)

사실 자사고 ○○외고에 보낼 생각으로 여기 (다다중학교) 온 거였거든요. 공립학교를 못 믿
어서 이런 것보다 자사고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립이잖
아요. (중략) 그런데 제가 생각한 만큼 안 올라오니까 얘가 정말로 이렇게 꽂혀가지고 파는
성격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욕심을 접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자식이라 그런가 봐요. (김다정 어머니, 2017)

김다정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다다중학교 입학을 위해 C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된 후 ○○외고 등에 보낼 성적이 아님을 깨닫고 욕심을 접었으며, 일반고
에 가려는 생각을 굳힌 후로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는 중학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긴장을 했었어요. 애는 원래 6학년 때 애가 그냥 한 달
지나서 중학생이 된 거고 바뀌지 않는데, 저 혼자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애를 다그쳤었어
요. 그런데 2학년 돼서 시험도 보고 애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이제 들어보면 “아, 얘가
어느 정도 하겠구나” 이런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애를 조금 덜 쪼는 거 같아
요. 오히려 민혁이하고 저는 편해졌어요. (중략) 이제 이 긴장도가 많이 풀어졌어요. [자유학
기에] 성적을 안 매기다가 지금 성적을 매기니까 어떻게든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2학년
성적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무뎌져서 무난히 가는 거 같아요. (중략) 탑 언저리 애들 군에 속
해있으니까 그냥 무뎌지는 거 같아요. (박민혁 어머니, 2017).

부모님보다 덜 성공할 것 같은 나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성장과정을 분석한 1차년도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하는 다
다중학교 학생 13명의 학부모들은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특히 아
버지의 경우 대부분 의료 및 연구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공부를 잘 한 학창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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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냈을 것으로 짐작된다(김경애 외, 2016). 또한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목격해왔기 때문에 부모만큼 성공하고 싶어하는 ‘내 목표는 내 부모님’ 현
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김경애 외, 2016).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는 부모처럼 성
공하고 싶다는 모호한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부모와 유사한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나의 장
래 희망 직업은 나의 부모직업’ 현상으로 이어졌다(김경애 외, 2017). 그러나 학교 성적이
본격적으로 산출되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마주하게 되었고,
내가 부모만큼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 크면 부모님보다 성공해서 잘 살 것 같아요?
김다정: 아니요. 엄마, 아빠는 좋은 곳(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엄마, 아빠만큼은 안 될 것 같
아요. 두 분 다 ○○대학교 약대 나왔어요. (김다정, 2017 여름)
연구자: 나중에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나는 엄마, 아빠보다 잘 살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요?
김채영: 엄마, 아빠보다 잘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연구자: 왜요?
김채영: 엄마는 원래 공부를 잘 했대요. 그리고 아빠는 진짜 완전 노력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연구자: 앞으로는 창의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김채영: 창의성이 있어도 창의성으로는 수능을 못 보잖아요. (중략) 아빠는 재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붙고 했거든요. 엄마도 의사니까 너도 공부 잘 했을 것 아니에요.
(김채영, 2017 여름)

엄마는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것 같아요. 엄청 예쁘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머리고 엄청 좋고,
그런데 성격은 좀. 아빠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눈치가 좀 없어요. (김채영, 2017 겨울)

위 사례들에서 학생들은 내 부모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보다 성공했을 것 같느
냐는 연구자의 물음에 자신감 없는 대답을 하였다. 김다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약사였고,
김채영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모두 학창시절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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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데 비해 자신들은 그만큼의 성적을 거둘 자신이 없기 때문에
훗날 부모님만큼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사실 부모님보다 잘 살 자신이 없어요. 부모님보다 못 살 것 같아요. 아빠는 공부를 잘 하셔
서 의사 되가지고 의사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제가 꿈꾸는 직업은 경제, 경영 쪽이어서
성공하려면 고시 준비해서 공무원 붙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밑에 사원부터 해야 하는 아빠가
의사하시는 것보다 돈 벌고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우석, 2017 여름)

위에서 정우석은 본인의 꿈은 아버지와 같은 의사가 아니며,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될
계획이므로 아버지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C구 기준에서 중산층, ‘C구 중산층’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C구의 이미지는 특권, 지배계급, 전문직 고소득층 및 부유
층, 명품 소비 등을 표상한다(지주형, 2016: 307-330). 다다중학교는 C구에 위치해 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C구에 사는 중학생’인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라는 5단계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본인이 양끝인 다이아몬드 수저 또는 동수저, 흙수저라
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고, 금수저, 금수저와 은수저 사이, 은수저, 은수저와 동수저 사이라
는 응답들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먼저 금수저라는 응답 사례들이다.
다이아몬드까지는 안 되고, 금수저는 되는 것 같아요. (민준기, 2017 여름)
금수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가 학원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금수저 되는
것 같아요. (손태민, 2017 여름)
정우석: 제가 평소에는 은수저 레벨인 줄 알았는데, 기사 보면은 이 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금수저라는 얘기가 많아서 금수저인 것 같기도 해요.
연구자: 학교 친구들도 금수저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정우석: 다이아도 있어요. 생일 때 부모님한테 200만원짜리 선물 받는 애도 있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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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나오면 무조건 최신형으로 바꾸는 애도 있고. (정우석, 2017 여름)

민준기, 손태민, 정우석은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
적 삶을 영위하고 사는 것을 고려하면 금수저는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금수
저는 아니지만 금수저와 은수저 사이에 위치한다는 응답도 여럿 나타났다.

다이아몬드든 수저는 ‘그사세’ 잖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 여기 사는 정도면 금수저, 은수저
사이는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옛날 아파트인데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다 학
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한은서, 2017 여름)
김채영: 은수저? 금수저?
연구자: 은수저, 금수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김채영: 네, 그리고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연구자: 흙수저는 있어요?
김채영: 아니요. (김채영, 2017 겨울)

한은서와 김채영은 C구에서 평범한 수준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금수저와 은수저 사이의
어디쯤에 본인 가정이 놓여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서 5단계의 중간인 은수저라는 응답
들이다.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은에서 약간 금? (박민혁, 2017 여름)

은수저? 엄청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고. (양은솔, 2017 여름)

강원우: 은이요.
연구자: 주변에 흙수저는 있어요?
강원우: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원우, 2017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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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저? 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동이랑 흙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도 아닌 것
같고. (최선아, 2017 여름)

은수저인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이 동네에 오게 해주신 것 자체가 동은 아닌 것 같고. 그렇
다고 이 동네에서 집 넓은데서 살고 과외를 다섯 개씩 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금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적당히 학원 다닐 수 있고, 원하는 옷 살 수 있으니까 은이 맞는 것 같아요.
(차소미, 2017 여름)

저는 은일 것 같아요. 중간. 금수저들 되게 많아요. 은수저들도 있고, 흙수저는 여기 없어요.
(중략) 되게 잘 사는 친구 있어요. 공부 안 해서 미국 갔어요. (박보나, 2017 여름)

위 사례들에서 학생들은 이 지역을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평균’을 은수저라고 표현
하고 있었다. 은수저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은수저와 동수저라는
응답들이 나타났으며, 동수저라는 응답은 없었다.
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은이랑 동 사이? 저는 저희 집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지역명)이라고 해서 모두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애들이 좀 더 많은 것 뿐인
것 같아요. (노준수, 2017 겨울)
저는 은이랑 동 사이? 이 동네에서 딱히 잘 사는 건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니까.
(김다정, 2017 여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응답의 산술적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 동네, 즉 ‘C구’를 우선 기준으로 본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한 학생들 모두 C구에 산다는 것 자체를 고려하여 동수저나
흙수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응답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는 않았다. 이어지는 학부모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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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동네에 산다?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여기 C구에 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오히려 힘들게 느끼는 것 같아요. (박보나 어머니, 2017)
힘든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쉽게 접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걸 모르고 자라니까. 여기
서 사니까 자기가 못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요. (노준수 어머니, 2017)

학부모들은 다다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지역이 C구 중에서도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이
므로 가정 형편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주변에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부자 동네에 사는 고소득층이라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약하게 나타나는 ‘온라인 정체성’
우리는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인간관계를 위해 온라인의 ‘나’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
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온라인 상에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다중학교 학생들은 전술한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 등에서
제한이 컸으며, 공부 이외의 활동을 자유롭게 시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정체성’은 약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컴퓨터 게임은 잘 안 하고, 스마트폰을 주로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페이스북
메신저 주고 받는다고. (노준수 어머니, 2017)
저는 글은 잘 안 올려요. 페북은 그냥 보고 누가 프사 바꾸면 괜찮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놀러가고 싶을 때 시간 되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고. 인스타는 잘 하진
않아요. 연예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올린 거 보고 그 정도. (김채영, 2017 겨울)

노준수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학생들과 통화하고, 김채영은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의
소식을 살펴본다고 하였다. 올해 연구에서 온라인상에서의 활발한 활동, 온라인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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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를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꽤 운이 좋은 사람, 이유는 만족스러운 가족
학생들 대부분은 스스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운이 좋다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스스로 태어난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화목하는 것이었다.
저는 운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딱히 공부를 못하거나 머리도 안 좋은 게 아닌 애로 태어
났고, 제가 딱히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족도 다른 애들에 비해 엄격하지는
않고. (김다정, 2017 여름)
아빠가 돈을 잘 벌기도 하고, 가족들고 착하고 그래서요. (민준기, 2017 여름)

위 사례에서 김다정은 자신이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며,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집안 분위
기도 자유로운 편이라는 점에서 운이 좋다고 여기고 있었다. 민준기는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고, 가족들이 착하다는 점을 운이 좋은 이유로 꼽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집이 다이아몬
드 수저로 대표되는 최상위층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놓여
있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생활 만족도
학생들의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 성적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학교에서의 시험 점수의 종속 변수가 되어,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만족스럽고 나쁜 성적을 받았으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연구자: 2학년을 돌아보면서, 내 점수는 몇 점인 것 같아요?
김다정: 최대한 주면 70점이요.
연구자: 중3이 되면 점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김다정: 아무래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 자신에 대한 평가는 사실 성적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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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크잖아요. 성적 영향이 제일 큰데, 아마 중3이 되면 성적 때문에 충격을 먹겠
죠? (김다정, 2017 여름)

친구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학교의 점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또래 관계,
즉 친구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반 학생들과의 관계에 따라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도, ‘가기 싫은 학교’가 될 수도 있었다.

연구자: 2학년 1학기 다녀보니까 학교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김다정: 80점? 아, 8점요.
연구자: 이유는?
김다정: 2학년 1학기 때는 친구 관계가 좀 편했어요. (김다정, 2017 여름)
2학년 친구들이 1학년 때 비해서, 좀 신경전하는 스타일을 가진 여자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

지고 학교 가는 게 좀 재밌었어요. 수업은 뭐 평상시처럼 그냥 그랬는데 친구들이 재밌어가
지고. 1학년 친구들도 만나보면, “우리가 왜 1학년 때 그런 걸로 싸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1학년 땐 좀 힘들었어요. (김다정, 2017 겨울)

위 사례에서 김다정은 학교 수업이나 교사 요인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같은 반의
여학생 친구들이 편하고 털털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학교 만족도를 높게 주고 있었다. 한
편, 다음 사례에서 김채영은 같은 반에서 어울리는 6명의 그룹에서 한 명이 빠지게 되어
학교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 학교생활 만족도는?
김채영: 70점?
연구자: 왜 70점인지 설명해주면?
김채영: 2학년 올라와서 원래 저랑 노는 애들이 5명 있었어요. 저 포함 6명. 3월부터 계속
같이 놀았던 애들인데 중간고사 지나고 기말고사 전에 저랑 제일 친한 애가 잘못을
해서 반 애들한테 찍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걔랑 안 놀고 5명이서 놀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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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6명이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끼리도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김채영, 2017 여름)

나는 명문중학교로 알려진 다다중학교 학생
연구 참여 학생들의 중요한 정체성은 ‘공부하는 사람’, 즉 ‘학생’이었다. 그리고 현재 다
니고 있는 다다중학교의 일원으로서 소속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다중학교는 C구의
명문중학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다니는 학생으로서는 그러한 평판에 걸맞는 내실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가족 모임에 가면, 고모 다섯 명이고 아빠가 혼자 아들이에요. 다다중학교 다닌다고 하면
명문이래요. (중략) 사회적으로 다다중 다닌다고 하면 “오” 그러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
아요. 착할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할 거고 학원도 엄청 많이 다닐 거라는
생각? (김채영, 2017 겨울)
저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다다중학교 다닐 쯤이면 공부도 잘 하고 그렇대요. 학원선생님
들도 다다중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1등 한다고 말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김다정, 2017 여름)
다다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특별한 것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다중
다녀요” 그러면은 반응이 있어요. 다다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 굉장히 힘들죠?”,
“엄청 교육열이 높죠?”, “우수한 애들 많이 모여 있죠?”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

져 있는 거는 같아요. (최선아 어머니, 2017)

김채영은 친척들과의 모임에 가서 다다중학교가 명문이고 공부를 잘한다는 친척 어른들
의 이야기를 들었고, 김다정은 학원 선생님들에게서 주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다다중학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한 주위의 인식
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학하고 있는 학생 차원에서는 명문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의 기대만큼 모든 학생들이 모범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한편, 위의 내용이 외부에서 다다중학교를 바라보는 모호한 인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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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가 생각하는 다다중학교의 실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라인이 있겠죠. 실제로 다다중학교 졸업장을 원해서 오는 사
람들도 있고요. 여기 인근 고등학교도 다 괜찮은 고등학교이고, 다다중이 민사고, 과고, 아니
면 외고 진학비율이 높은 것도 있고. 라인이죠. 서울대, 카이스트 등 여러 대학에 가는 과정
중간에는 외고나 자사고가 있고, 그 전에는 다다중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맥을 쌓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려 드는 거겠죠.
(교사 다1, 2017)

교사 다1은 중학교의 평준화가 자리잡은지 오래 되었음에도 지역성에 기반한 학교의 우
열은 존재하며, 다다중학교 여기 C구 지역의 유명한 중학교로 오랜 기간 자리하고 있어서
졸업생들과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와 소속감이 있다고 말하였다. 다음의 학부모들의 사례
들이다.
딱 거기 아파트까지. 여기 학교 오는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 C구 다른 지역이랑 달리,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이에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임금과 어느 정도 학력이
되요. (중략) [아파트값은] 20억 이상이 되고,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엄마들도 의사,
판사, 우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은서 어머니, 2017)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다중학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다다중이 공부를 아주 잘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다중은 다다중이라고. 다다중에서 100등 안에 들면 일반
고등학교 갔을 때는 전교권에 든다. 그 얘기는 계속 있거든요. 실제로 제 큰 애를 보내 보니
까 그 얘기는 맞는 거 같아요. 학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애들이 워낙 학원을 많이 다녀
서 그랬던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학교 안에서 애들이 굉장히 치열
하게 학습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차소미 어머니, 2017)
“만약에 누가 시험이 어렵대?” 그러면 “그 학교는 다다중이잖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중학

교는 뺑뺑이로 오는 거긴 하지만, 분위기상 학원이나 어디나 전부 “다다중은 시험이 어렵대”,
“내신이 힘들대” 이런 얘기들 듣고. 여기서 잘 하면 어떻게 되는 거래라고 들은 게 있어가지

280

Ⅳ. 중학교 2학년의 생활과 자기 인식

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입을 하시더
라고요. “다다중학교의 교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소까지 옮겨서 보냈으니, 대단한 학교 왔나보다 [생각해요]. 동생한테도 영향
을 미쳐요. “나도 다다중 갈 거야” 이러더라구요. (중략) 엄마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곳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이유는) 유전자의 힘이래요. 이 근처에 전문직
엄마, 아빠들이 거의 70%라고 하더라고요. (민준기 어머니, 2017)
다다중? 거기서 못 해도 딴 학교 오면 잘 하는 거야. 전국 어디 고등학교를 가도 너네들이
탑 먹더라 그런 얘기를 듣죠. 예를 들어, 용인외고 같은 데 붙어도 거기 전교 1등은 당연히
다다중. 몇 해가 됐든 계속 그렇게 하고. 전국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서는 그런가보다 해요. 은서도 힘들다고는 하기는 하는데, 또 그 프라이드는 있는 것 같아요.
(한은서 어머니, 2017)

위의 학부모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다중학교가 명문이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균질성’과 ‘학부모의 균질성’에 근거한다. 여기서 ‘학생의 균질성’이란 다다중학교에 다니
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 다다중학교 학생들
안에서도 편차는 있지만 다다중학교 밖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설사 다다중학교에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도 다른 중학교에 가면 상위권에 놓일 실력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다
음으로 ‘학부모의 균질성’이란 다다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학부모는 C구의 중
심지역인 이곳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다수의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제력을 뒷받침할 직
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문’이라는 인식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학교의 교육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학교의 수업의 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매우 어려운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옛날에는 다다중학교 하면 이미지가 좋았죠. 이미지가 순수하게 좋다라기 보다는, 저 학교에
가면 공부도 잘 하고, 애들 백그라운드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더 강했어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약해진 면이 많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도 그만큼 좋았던 적이 있으니까 반대급부
로 얘기하는 거죠. (손태민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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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기: 다다중학교 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는 거하고, 시험 보는
시험 난이도가 좀 안 맞아요.
연구자: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민준기: 네. (민준기, 2017 여름)
누나를 보낼 땐 첫아이고 그러니까 다다중학교 그때까지는 굉장히 명문으로 이름이 나있었
고 좀 기대를 하고 보내봤는데 뭐 다니다보니 그냥 뭐 아이들 다 똑같은 거 같고 요새는
다다중학교 별로 안 좋다는 소문도 많고. 뭐 학교에 대한 그렇게 큰 자부심 그런 건 별로
없어요 학교가 오히려 아이들을 너무 벌점을 많이 주고 억누르고 그런 경향이 이 동네 학교
에서 제일 심해요. (정우석 어머니, 2017)

종합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교육의 질 또한 학교 시설 측면에서
명문중학교의 요소는 거의 없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파묻혀 그 여파로 힘든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 모두 알고 있었다. 시설을 보더라도 화장실은 매
우 낡았고 학교 매점도 없으며 주차장은 좁고, 운동장은 규모도 작고 모래가 날리는 상황
이다. 다다중학교가 명문이라는 근거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가정의
경제력,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실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가정에서의 역할, 지역사
회에서의 역할 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부만이 학생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정체
성의 핵심적 요소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빈칸설문의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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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라는
공부라는
공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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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라는
공부라는
공부라는
공부라는
공부라는
공부라는
공부라는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것은

학생의 권력이다. (김다정)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박보나)
부담스럽다. (한은서)
끈기이다. (강원우)
열심히! (김채영)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이고 나의 성공의 길. (손태민)
지식을 쌓는 것이다. (양은솔)
꼭 필요한 것. (민준기)
잘 안 된다. (박민혁)
끝이 없다. (최선아)
재미없는 것이다. (노준수)
적절히 하여야 한다. (정우석)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
학생 중에서 공부를 포기한 학생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일상은 그러한 공부로 가득 차 있었고, 가
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거의 없었다.
엄마들이 다들 저랑 비슷하신 거 같아요. 아이한테 어떤 집안일을 분담한다든가 아니면 역할
분담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너 생활 잘해라 그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저는 집에서 특별한
거는 없지만 제가 항상 세뇌를 하는 게 넌 첫째다 엄마가 없을 때는 둘째를 건사를 해야된다
고. 그리고 아빠가 힘들게 돈 버니까 네가 나가서 방긋방긋 잘 해라. (김다정 어머니, 2017)
집안일 그런 건 안 하구요. 집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애교 부리기? 그거밖에 없어요.
(차소미 어머니, 2017)

집에서 하는 일은 딱히 없어요. 그냥 밥 먹을 때 식사 준비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자기 방 정리하고 이런 거? 특별히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박보나 어머니, 2017)

너무 당연한 건데 씻으러 들어갈 때, 당연히 네가 벗은 옷은 갖다 넣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은 우리 식구 꺼 깔아야 되고. 안 해요. 안 해요. 듣지도 않아요. 안 들려.
두 번 얘기하면은 언제 얘기했냐고 이러고 있어요. (양은솔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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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제가 없을 때는 채영이가 밥을 챙겨줘요.
(김채영 어머니, 2017)

애한테 주어진 임무라고는 동생이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동생이 불편하지 않게 네가 동생
돌봐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주어지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
까.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굉장히 들어가나 봐요. (박민혁 어머니, 2017)

위 사례들처럼 학생들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맡고 있는 역할은 별로 없었으며, 박민혁
처럼 부모님 부재시 동생을 챙겨줘야 한다거나 김채영처럼 고양이 밥을 주는 등의 지속적
이지 않은 일들이 조금 주어질 뿐이었다. 따라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일상에서 실제적으
로 주어진 역할은 오직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이면
에서는 공부를 보다 잘 하기 위해 전입한 학생이 많다는 다다중학교의 배경적 특성이 존재
했다. 연구 참여 학생 13명 중에서 유치원 시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한 학생은 7명이
었고, 6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명문학군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입한 학생
들이었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또는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들어온 학생
사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요소가 한층 강화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학교 애들이 여기에서 잘 했던 애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중간 유입된 인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렇긴 하고요. 중간에 유입된 인원들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 공부 잘한
다고 해가지고 오는 애들이 거의 100%이거든요. (차소미 어머니, 2017)

유학을 ‘선택’하는 아이들
앞서 학교 영역에서 연구 참여 학생들 중에서 해외 유학을 결정한 2명의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 다다중학교에 다녀본 후 한국 학교의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다다중학
교에서 공부해 본 후 스스로 공부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 외국으로의 유학
을 선택하고 있었다. 한국 내에서 다른 지역의 학교로 이동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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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요즘에 애들이 막 유학 간다고 말했어요. 싱가포르도 가고 미국 가고. 엄마가 싱가
포르 가면 진짜 부자래요. (중략) 싱가포르 간 애는 친구는 아닌데 저희 학교 애라서 페북에
서 봤어요. (김다정, 2017 여름)
[다다중학교에] 적응이 안 되면 [유학] 가더라고요. 아이가 적응을 못 하면. 꽤 있어요. 외국

을 가는 경우도 있고, 대안학교로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학습장애 문제보다도
친구 사이의 문제 때문에 간다거나 해요. (민준기 어머니, 2017)

라. 나오며
또한 2학년은 본격적으로 학교에서의 성적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로 2학년 동안 지필고사
를 치르면서 점차적으로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어 갔다. 가정과 학교에서 내 생각과 내 주
장 등 자기 표현이 강화되고 있었지만 연구 참여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소극적인 일
탈’ 수준이었고, 바쁜 일상과 피로를 감내하며 순응하고 있었다. 다다중학교 사례를 통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들의 부모가 얼마나 경제적･시간적 투자를 하는 동시에 다
른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중 2의 학업에 몰입하여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4

라라중학교

가. 들어가며
라라중학교는 1차, 2차년도 보고서에서도 기술된 바처럼, 전교생 수가 약 130여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읍면소재 소규모 중학교이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의 사례 중에서 유일하게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읍면지역
중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1차년도에 선정된 라라중학교 학생 12명을 대상으
로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의 1년 간 생활을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진 학생면담 자료와 그들
의 부모 및 담임교사와의 면담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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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중학교 학생들의 1학년 때 생활과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들이 나타난 바 있
다(김경애 외, 2017). 이들은 가정을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쉼터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심리
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족 밖 생활의 비중을 높였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부쩍 어려워진
교과목 공부를 하는 중심처로서의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
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방과 후에 학원이나 학교 내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들
은 부모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 조금씩 독립하여 자신의 일상
을 만들어갔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만나 온 소수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편안함
과 동시에 지루함도 느꼈다. 이들의 경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
하지는 않았는데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학원 선생님과는 오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밀감
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학교의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였다. 이하
에서는 라라중학교 연구참여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기간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각
각 어떻게 생활하였고 무엇을 학습했는지, 이러한 학습경험이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중학교 2학년 생활 및 학습경험의 특징
1) 가정생활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 그리고 친절한 엄마와 거리감있는 아빠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문장완성 질문지 문항 중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__________”
에 대해 총 12명의 학생 중에서 8명의 학생이 화목하거나 행복하지만 평범하다고 답하였
다. 또한 “나의 어머니는 ___________”과 “나의 아버지는 __________”에 대한 답변을 살
펴보면 어머니는 대부분은 착하고 친절하며 친구같고 자신을 도와주고 길러주는 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반면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학생마다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문장완성 질문에 대해 12명의 학생들의 답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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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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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다. (홍태하)
여행을 자주 간다. (박소혜)
화목한 편이다. (정대현)
화목하다. (차민정)
그냥 평범하다. (박경준)
화목한 편이다. (배유라)
자유롭다. (윤형구)
인원이 적다. (김예린)
평범하다. (주나래)
화목하고 행복하다. (송고은)
화목하고 행복하다. (남찬욱)
시끄러운 편이다. (이영배)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나를 낳고 길러주셨다. (홍태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신다. (박소혜)
자상하시다. (정대현)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차민정)
회사를 다니신다. (박경준)
친구처럼 편한 분이다. (배유라)
친절하시다. (윤형구)
친절하다. (김예린)
나를 이해해주신다. (주나래)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송고은)
착하시고 특히 나한테 잘해주신다. (남찬욱)
언제나 도와주신다. (이영배)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길러주셨다. (홍태하)
자상하시다. (박소혜)
강인하시다. (정대현)
나에게 친구처럼 친근한 사람이다. (차민정)
따로 살고 있다. (박경준)
착하시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다. (배유라)
무뚝뚝하시다. (윤형구)
이중인격. (김예린)
착하다. (주나래)
차분하시다. (송고은)
나한테 잘해줄때도 있고 못해줄때도 있다. (남찬욱)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다. (이영배)

소소한 사건에서 느껴지는 큰 변화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생활에서 큰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아버지의 직
장이나 어머니, 혹은 형제간에도 뚜렷한 사건, 사고 없이 유사한 생활패턴 속에서 삶이 이
어지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무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애완동물이 생기거나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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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공간을 나누어왔던 형이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줄었거나 반대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
진 것이 생활 패턴의 변화로 보고되었다. 컴퓨터와 같은 공유물을 혼자서 점유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를 가정에서의 변화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빠가 회사 근무 그런 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일정이 아니라 부서를 옮겼다고 했나. 음, 며
칠 일하고 쉬는 뭐 그런 게 달라졌어요. 3교대 하셨는데, 지금도 3교대이시긴 한데, 원래는
4일 일하고 하루 쉬고 4일 일하고 이틀 쉬고 하셨거든요. 근데 옮겼을 때는 평일에만 나가고

주말에 쉬는 거였는데 또 바뀌어서 이제 6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바뀌었대요. (중략)
가족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아요. (배유라, 2017 여름)
그거 해주고 앵무새를 샀어요. 앵무새. 산지 한 3, 4주 됐어요. 이후에,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하길래. 제가 막 늦게까지 있다 올 때도 있고 제가 잔업하면 9시, 10시까지 있고 그러다보니
까. (중략) 그래서 앵무새가 왔는데 앵무새는 누가..? 뭔가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관리도 하고.... (송고은 어머니, 2017)
[형이] 요번에는 엄청 바쁘죠. 수능 봐야 되고. 고3이에요. 건들면 안 돼요. 죽어요, 진짜.

그냥 숨죽이고 살아야 돼요. 그냥 형아가 쉴 때는 형아랑 놀거나 얘기하고 하긴 하는데 가끔
그냥 형아도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건들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형아랑 올해는 못 놀아요, 가끔 쉬기는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 생일 며칠 전부터 제 생일까지 계속 엄마가 놀게 해주고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랬
거든요. 제가 그래도 작년까지는 형아가 덜 하니까 그래도 놀러갈 수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건들지도 못하니까, 수능 때문에. (중략) 형아를 별로 못 봐요 잘. 왜냐하면 바쁘니까 맨날
고등학교 가면 10시 넘어서 오고, 학원가고 12시에 오고. (남찬욱, 2017 여름)
둘째형은 공고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똑같은 과요. 둘이 없어요. 그래서 방이 5일
동안은 형들 쓰는 방을 써요. 그리고 형들이 오면 쫓겨 나서 거실로 가야 해서 스트레스를
이틀 동안 엄청 받게 되요..그래서 제가 안방을 내주고 제가 인제 거실을 쓰는데 형들이 오면
밤새도록 둘이 게임을 하니까... (이영배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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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부터 독립된,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모습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때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 내에
서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었음을 보고하면서 학교나 학원에서 늦게 들어와 대부분 오후
8시~9시에 집에 들어오면 주중에 가족들과 대면하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주말의 경우 2학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시내에 나가거나 시험기간에 여학생들이
단체로 ◎◎(읍 지명) 시내 도서관에 오전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면서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보다 독립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라라중학교 학부모들 역시 자녀가 2학년이 되어 ‘나아졌다’, ‘어른스러워졌다’, ‘문제가
줄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오히려 사춘기적 특성이 1학년에 비해 줄었다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자녀를 대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고 하였다. 흔히들 부르는 ‘중2병’은 오히
려 1학년 때가 더욱 어려웠다고 하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된 자녀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네. 친구들이랑은 그냥 놀러 많이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쇼핑 하러 가고. ◎◎(읍 시명)
이나 아니면 □□(시 지명) 가요. 자주는 아닌데 그냥 가끔 나가요. 그냥 1시간이니까 점심
먹을 때 가서 저녁 먹을 때 오죠. 어제도 갔다 오고, 매일은 아니고,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화장품 많이 사요. (배유라, 2017 여름)
막 그런 전투적인 말투. 진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되게 안 하더라구요. 오히려. 그러
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작년에 또 힘들었... 지도 힘들고 막 그랬을 시기에, 그, 사춘기
좀 있고 막, 네. 작년이 저는 훨씬 심했다고 생각해요. 작년이 다루기도 훨씬 힘들었고. 근데
그 전투적인 말투, 그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타겟이 막내 여동생이었던 것 같거든
요. 근데 동생도 그러더라구요. 오빠가 요즘 자기한테 잘 해준다고. 그 때는 조금 더 예민하
게 그렇게 했었었는데 요즘엔 조금. 말투가 많이 완화가 됐죠. 그런 거 보고서도. 동생도 형
아가 요즘 잘 해준다고, 형아랑 오빠가 요즘 잘 해준다고 얘기 할 정도니까. (홍태하 어머니,
2017)

툭하면 다치고, 부딪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났었잖아요. 일학년 때는 그런 일이 진짜
많이, 한 다섯. 세네 번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1학기 때 살짝 접촉사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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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이 약간씩 줄어드는 느낌은 받아요. (2학년 올라와서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이 느껴
지시고.). 네. 경준이도 이제 중학교에 대한 생활을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경준 어머니, 2017 여름)

자기 스스로는 안 일어나요. 예린아 일어나자 하면은 눈 부비고 일어나고... 밥은 먹고, 밥은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어느 때는 근데 한참 앉아있죠 금방 일어나서
밥맛이 없지 자기도. 6시 반에 일어나요. 다른 애들은 7시 반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눈곱만 떼고 세수도 안 하고 오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여섯시 반에 항상 우리가
깨워서 셋이 같이 먹어요. 아빠가 항상 아침은 먹고 가는 편이거든요 나도 또 먹어야 하고
가서 회사 가서 힘들지 않게 하려면... (김예린 어머니, 2017)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부모님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 특히 몇 반이 되었
고, 담임교사는 누구이며, 학교 교사들은 어떤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보고하는 경우
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서 만나는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줄어들
고 있으며 자녀의 수업중 학습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거나 알고 있는 어머니가 거의 없었
다. 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한 자녀들의 모습에서 부모들도 한
숨 돌리는 모습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부모들의 변화는 학교교사들 면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회 참석 인원
수가 줄거나 학부모 면담을 전화로 대체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자녀와 학교생활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많았다.
선생님을 알아요.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해요. 미술선생님이셔요, 예예 그 선생님도 어려서
고생 많이 했고 욕심이 많았는데 애들한테 막 이런 것도 받고.. 아니 연세 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무서워하는 선생님인데 영배한테는 각별히 공정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
(중략)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연히 왔다가, 당신이 담임이라고

그래서 인제 얘기하시고 (중략) 영배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한 거 같은데 애들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이영배 어머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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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많이 못 챙겨줘서. 애기가 세 명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자기 혼자 일
어나서 내려가서 준비하고, 내려가서 밥먹고. 밥먹고 바로 나가죠. 방과후,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붓글.. 뭐지? 캘리그라피. 관악부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건 안 하고, 다른
애들은 거의 다 하는데 자긴 안 했대요. 남는데 집에 안 오죠. 친구들이랑 같이 있거나, 남의
집에 있다가, 뭐 같이 사먹고, 간단하게 사 먹고, 학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주위에 엄마들. 하루는 이 집 가서 먹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또 한 엄마가 되게 잘 해 주셔가지고. ○○ 어머니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음식도
막 해 주시고. (배유라 어머니, 2017)

2) 학교생활
중1에서 중2로 숫자만 바뀐 학교생활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큰 변화가 거의 없다
고들 했다. 이들에게는 교실이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간 것이 실감나는 변화 중 하나였다.
자신의 책상을 가지고 교실만 바꾸어 공부하게 된다. 학급이 두 개밖에 없는 것도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반에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한반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

들이 약간 치우쳐 몰리는 특성이 있어 학급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작년의 2반과
마찬가지로 올해 2반의 경우도 소위 “사고를 많이 치”거나 학급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학생들이 많아 2반 교사가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2학년 올라오면서] 그냥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거 같은데. 반은 바뀌었는데, 어차피 반 2개밖

에 없어서 그냥 바뀌나 마나.. (정대현, 2017 여름)
연구자 : 3층이 2학년이야?
남찬욱 : 네. 무조건 2학년은 3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연구자 : 그럼 너희 이제 3학년 되면 다시 내려가는 거야?
남찬욱 : 네. 2층으로 내려가요. 무조건 2학년은 3층이에요. 3층은 무조건 2학년만이에요.
연구자 : 3학년 내려갈 때는 그러면 의자는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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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욱 : 의자하고 책상하고 다 3년 동안 그거 제 거예요. 3년 동안 제 거니까 자기가 갖고
내려가야 돼요. 옮겨야 돼요. 1학년 때도 2학년 올라갈 때 그렇게 했어요. (남찬욱, 2017
겨울)
2학년 애들은, 지금은 저는 1반 담임인데, 저희 반은 그래도 여학생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차분하다 그럴까. 그래서 그런지, 남학생들을 좀 포용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남학생들이 가
끔 짖궂게 해도 짜증을 안 부리고, 그냥 웃어넘기고 받아 줘요. 미술 시간에도 남학생들이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잘 케어해 주고, 그거, 애들이, 남학생들이 좀 필요할 때 도와
주고, 그런 게 좀,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반 애들, 여자, 남자 애들은 사이
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2학년 2반은, 이혜진 선생님은 아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
르겠지만, 미술 시간에는 아주 뭐, 상극이에요. 저희 반은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중략) 저희
반은 그래도 남학생들이 잘 협조해요. 그 학생이 실장이면서 모범적인 게 아니고, 반항적인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애들이 그쪽으로, 남학생들이 다 몰려다녀는 거예요. 걔 하는 대로.
그러고 또, 여학생들이 2반 여학생들이 와일드해요. 저희 반보다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우
리 반은 차분하니까 남학생들이 좀 케어가 된 것 같고, 2반은 여학생들도 좀 와일드하니까.
(교사 라1, 2017)

시험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공간
2학년에 올라오면서 성적에 대한 관심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문장완성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가장 힘든
”에 대한 답변에서 공부나 시험과 관련된 어려움을 적은 학생이 전체

일은

12명 중에 7명이나 되었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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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힘든
힘든
힘든
힘든
힘든
힘든
힘든

일은
일은
일은
일은
일은
일은
일은

공부해야할 때 (홍태하)
시험기간에 시험준비할 때 (박소혜)
시험2주전 (정대현)
숙제 (배유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주나래)
마을공부방에서 늦게까지 안 졸고 공부할 때 (송고은)
공부 (남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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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중학교 모든 학생들은 성적(등수)을 높이고자 애쓰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성적이 1학년에 비해 떨
어진 친구들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고자 애를 쓰고, 현재 자신의 위치와 이후 진학할 고등
학교에 대해 전망하면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성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실
상 이들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느 정도 서로의 성적에 대한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자신의 위치가 정해져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성적경쟁의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시험과 성적이 고
교진학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2학년 1학기 생활하면서 가장 달라진게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

졌어요. 공부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2학년 딱 오자
마자... 아.. 2학년 첫 수업을 이제 듣고 내용이 어려웠다는게 확 느껴져서. 수업이.. 음.. 수
학인가? 딱 어려워진게 느껴져서. 1학년 때 배운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좀 이제 응용이
되어서, 어렵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차민정, 2017 여름)
음~ 그러면 지금 그.. 혹시, 그러니까, 지난 번에 경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어.. 그러니까, 공부 이제 좀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원에,
몇월달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원을 제가 보내주고 싶긴 해요. 근데 경준
이 말마따나 영어, 수학은 이제 따라가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거를 좀 보내
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내비치더라구요. (박경준 어머니, 2017)

수행 평가와 약간씩 변화되는 상위권 경쟁 구조
1학년 때부터 매 시험마다 순위를 바꿔가면서 경쟁하던 전교 1, 2, 3등의 경쟁은, 새롭

게 등장한 수행평가의 다크호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4파전이 시작되었다. 이중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시도한 차민정이 결국 등수가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학원
을 끊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학원을 다시 다녀야하나 불안해하기도 하
였다. 차민정은 학교 전체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축제에서 춤도 멋지게 추고 아이돌을
좋아하여 팬활동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성적 하락에 대해 담임교사가 매우 안타까운 마
음으로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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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2학년 2학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뭘까?
차민정: 음, 성적 떨어진 거. 그니까 평균은 올랐는데 등수가 떨어졌어요. 몇 등 떨어졌지?
1학기 때가 3등. 2학기 때가 6등인가.

연구자: 수행 평가 들어간 점수?
차민정: 학기말 그렇고 중간 기말도...
연구자: 부모님 반응은?
차민정: 제가 이것 때문에 원래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시험 되면 약간씩 부담을 줘서... 그냥
제가 일단은 풀고 있으면, 풀고 있다가 잠깐 쉬면 그걸, 이번에 시험 성적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러셔서...계속 이제 잘 봐야 한다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나서 막 그냥
풀면 오히려 더 부담되고 긴장돼서 성적 떨어진 거를 여기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선생님이 엄마한테 연락해서 그냥 잘 넘어갔어요. 엄마가 뭐라 안
하시게.
연구자: 뭐라 하셨어, 엄마가?
차민정: 네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라고.. 했는데...계속 이제 옆에서 부담을 주
고 그러니까 시험 때 더 긴장해서...
연구자: 어떤 과목이 가장 많이 하락?
차민정: 수학. 지금 수학이 떨어졌으니까 3학년 수학을 예습하고... 친구랑 지금 문제지를
사서 두 장 풀어오게 해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수학밖에 안 하고 있
어요 지금. (2017 겨울)

새로 오신 과목 교사에 대한 관심과 기존 교사들에 대한 무관심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교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좀더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학년 때는 교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던 남학생들도 ‘차
별’이나 ‘잔소리’와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서 교사의 권위나 책임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문장완성검사에서 “선생님은 주로

”에 대한 답변에서도

1학년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차별’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다만 여학생들의 경우는

아직 교사를 친절하게 도와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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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주로

미술실에 있다. (홍태하)
과자를 잘 주신다. (박소혜)
하는 것이 없다. (정대현)
나를 모범생으로 생각한다. (차민정)
청소를 하라 하신다. (박경준)
특정인물만 좋아하신다. (윤형구)
친절하시다. (배유라)
차별한다. (김예린)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송고은)
잘 웃으시고 착한 분이다.(남찬욱)
도움을 주신다. (이영배)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중국어나 역사와 같은 과목이 새롭게 생기고 몇몇 교과담당
교사들이 전출입을 통해 변경되었지만 대부분의 담당과목 교사들이 1학년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교과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새로 부임한 몇몇 교사가 가장 큰 변화의 이
슈가 된다. 2반 담임선생님으로 국어교사가 새로 전입하였고, 역사(도덕) 교사와 음악 교사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과담당 교사들 역시 1학년 때와 동일한 교사가 담당한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매우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이끄는 역사 교과 담당 남자
교사(학교폭력 전담 교사)나 2학년 담임이기도 한 국어교사 등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로 느
껴진다. 그렇지만 이외 다른 교과 담당교사들의 경우 작년과 거의 동일하여어 여전히 특별
히 동기화되지 않는 수업시간, 지루한 일상의 반복으로 느껴지는, 학교생활이 이어진다.

1반 됐어요. 1학년 때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옆 반 보다는. 옆 반에

는 사고 많이 치는 애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 하시고. 담임선생님도 착하신 것
같아요. [반 구성이 1학년과 달라진 점은] 여자 친구들은 많이 안 바뀌었고요. 별로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남자 친구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중략) 근데 수업에서 기다려지는 그런
수업은 없고. 그냥 수업할 때는 집중해서 많이 듣죠. (배유라, 2017 여름)
연구자: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때는 좀 어땠던 것 같아?
정대현: 음, 달라진 건 없어요. 성적도 변한 건 딱히 없어요. 네. 그냥 지극히 평범했어요.
만족해요.
연구자: 친구들은 어때, 새롭게 알게 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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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은 1학년 때에 비해서는 그냥, 좀 더 약간 엄격해진 느낌밖에
없어요. 약간, 혼내는 거라든가, 그런 걸 빼고는 변한 것도 없어요. 그것도 2학기되
면서 익숙해졌어요. 새로 교장선생님이 오셔도 변했다고 느껴지는 건 아무 것도 없
어요. (2017 겨울)
[학교에서] 어, 그냥, 잘 보는. 잘 듣고. 음. 너무 집중하지는 않는데. 제가 잘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고 못하는 거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감은 보통. (송고은,
2017 여름)

연구자: 수업 시간에 재밌는 수업이나 좀 덜 자는 수업이 있다면?
남찬욱: 역사하고 음악. 음악은 제일 좋아해요. 역사도 선생님이 재밌게 잘 해주시고, 재밌는
과목이고.
연구자: 다른 과목은 어때?
남찬욱: 거의 자요.
연구자: 선생님들이 안 깨우시나?
남찬욱: 깨우죠. 자지 말라고 하죠. 수행평가 점수. 담임선생님도 못 자게 하고, 뒤로 나가게
하고. (2017 여름)

개인의 특징적 삶이 드러나는 학교생활 스토리
교내에서 중학교 2학년 기간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큰 변화를 보고하는 학생
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방식의 변화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
었는데 이러한 개인적 학교생활의 변화는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 학급에서 학습을 따라가기 다소 어려움을 호소했던 남찬욱의 경우 2학년 2학기로
들어오면서 학습도움반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게 되었다. 남찬욱은 특수교육 교실인 학습
도움반으로 옮기게 되어 수학, 과학과 같은 특정 교과의 선수학습이 필요한 경우 도움반에
서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자신의 학급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특수 학급과 일반 학급과의
경계에서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일반학급에 머물렀던 남찬욱이는 특수반에 등록하면 이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획 속에서 부모의 의사에 따라 특수학
급으로 옮긴 것이라고 담임교사가 이야기해주었다. 국어, 수학과 같은 기초과목의 경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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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은 다른 2명의 학습도움반 친구들과 특수교사에게 개별적인 학습지도를 받게 되었다.
또한 카누부가 있는 라라중학교에서 유일한 2학년 운동선수인 이영배는 부족한 자신의
운동 실력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다. 카누부에 유일한 2학년이자 이제 곧 3학년 선배들이
나가면 라라중의 유일한 카누부원이 되어 내년에 들어오게 될 1학년과 함께 시합을 해야하
는 이영배는 전국 체전에서 자신 때문에 선배형이 2인 경기에서 금메달을 못 따고 2등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개인전에서 메달을 따보지 못했던 이영배는
현재 1학년 중에는 카누부가 한명도 없어 서운한 감이 있는데 내년에 들어올 1학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학교 성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몇몇 학생에 속하는 박소혜나 송고은은 자신의 성적이
향상된 사실을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로 이야기하였고, 새로운 여자 후배와 친해진 남
찬욱, 이성친구와 헤어진 김예린과 윤형구, 선배와 사귀고 있는 주나래, 동학년의 남자친구
와 ‘썸을 타고 있는’ 차민정 등은 자신의 연애사가 자신의 학교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하였다.
저번에, 제가 학습도움반 학교 다닐 때 학습도움반이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들어가고 싶다’ 해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것도 학습도움반 선생님이 알고 계셨어
요. 매일 쉬는 시간마다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친한 친구도 있으니까, ○○이 있으니까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11월 마지막
에 겨울방학 하기 좀 전에, 선생님이 우리 이제 선생님도 가시고 하니까 3월에 바로, 학습도
움반 선생님이 바로 저희 3학년 되자마자 3월에 바로 가셔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
고 하니까 놀러 간 거죠. 영화 보고 꼬막뷔페 가는 날이었어요. (남찬욱, 2017 겨울)
10월 달이요. 작년 2학기 때. 예선에서 3등 안에만 들어서 결승만 가자고 혼자 마음을 정말

열심히 잡고 갔어요. 다른 형들도 있었는데, 저 혼자 그 대회를 나갔어요. 저희 팀은 2조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1조에 있었는데 일단 1등은 포기했어야 됐어요. 예선1조에서 한명이
독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조에서는 제 옆에 제 또래의 잘 타는 애들 2명이 있고, 아무튼
탔는데 그래서 예선에서 4등을 했어요. 그래서 준결승을 갔거든요. 근데 옆에 다른 중학교
제 라이벌 이자 친구인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장난으로 내가 3등 안에 들면 패들 던지고
물에 빠진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5등을 했어요. 어이가 없게 졌거든요. 250m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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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을 했는데 남은 250m에서 졌어요. 형들이 말하는데 중간까지는 제가 1위였대요. 근데

금방 지치니까 그대로 뒤쪽 후반그룹으로 갔대요. 근데 다행히도 라라중학교가 준우승을 했
어요. 전체 2등을 해서 트로피까지 받았는데 정작 유명하진 않아요. (이영배, 2017 겨울)
연구자: 1학년에 비해 2학년 성적은 좀 어때요?
송고은: 올라왔어요 애들이 공부에 여자애들이 갑자기 공부에 막... 저도 분위기 타가지고
같이 막 하다가 5등 정도? 점수도 오르고 등수도 오르고.
(중략)

연구자: 미영이의 수업태도는 달라진 게 있을까?
송고은: 그냥 좀 더 열심히 들었죠.
연구자: 엄마도 아빠도 되게 뿌듯해 하셨겠네. 성적 올라서?
송고은: 엄마가 잘했다고 하시면서 좀 더 열심히 하래요. 막 엄마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라고. (송고은, 2017 여름)
아, 걔랑은 헤어진지가 언젠데요. 여름에 말한 애요. 걔랑요 한 달 하고 얼마 안 있어서 헤어
졌어요. 걔 싸가지 없어요 진짜. 걔가요.. 48일에서 헤어졌어요. 초등학교도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걍 완전 말도 안 해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완전 말도 안 해봤거
든요. 근데 어쩌다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되지도 않았어요. 걔랑 같은 반 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는데. 아, 고백도 그 쓰레기가...
제가 했어요 고백을. 걔 완전 답답하다니까요. 걔한테 제가 연락을 7개월인가 했어요. 7개월.
12월이잖아요. 그 중에 반을 걔랑 넘게 연락을 했는데 걔가 그래도 남자라는 얘가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아 짜증나 죽겠는데. 그리고 일단 자존심 상하네, 내가 고백한
것도. 헤어지자고도 제가 했어요. 짜증나서. (김예린, 2017 겨울)

꾸준히 발생하는 작은 학폭위 사건
2학년 내내 학교에서는 별다른 사건없이 무난하게 혹은 단조롭게 지나갔다. 그러나 1학

년부터 종종 친구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생이 친구와 주먹다짐을 하다가 학폭위가 열
리기도 하였으나 큰 문제로 발전하기보다는 작은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었다. 라
라중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작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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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전교생이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소문이 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대부분
큰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고 서로 합의하고 사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1학년 이후
로 계속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거. 저랑 친구랑. 올해 4월 달인가 5월 달쯤

야영을 갔어요. 근데 첫 번째 날 밤에 10시 좀 넘어서 일정이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
아 자자, 취침하자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10시에 자는 건 자는 건데 우리들이 10시에
안자니까 조금이라도 더 놀 수 있게 얘기할 수 있게 시간을 주잖아요. 그 때 쯤이었어요.
놀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중략) 그리고 저는 ○○이랑 얘기하다가 애들이 △△이 이름
가지고 놀렸나 봐요. 그런데 저는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이 웃겨서 웃었는데 그 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는 자기 이름 가지고 놀린 거 웃은 것같이 들었나 봐요. 그래
서 △△이가 화나가지고 제 얼굴 뺨 싸대기를 딱 때려가지고. 네. 저는 웃었는데 그거에 대해
서는 뭐가 들려서 웃었는데, 그 말이 뭔지는 몰랐는데 △△이는 놀린 줄 알고 생각이 들어서
때렸나 봐요. 저는 그걸 엄마하고 선생님들이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몇 번 있어가지고. (중
략) 담임선생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옆에 1반 담임선생님이. 네. △△이하고 다른 남자애들.
△△이가 조금 혼나긴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가고 하면서...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가 씨x 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열 받아서 야 너네 남자애들 다 일어나,
불 켜, 너네들 자지 마, 하면서 일어나라고 엄청 화내셔서 일어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략)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술서를 쓰라는 거예요. 쓰고 그 얘기하고, 근데 며칠 후에
학교 들어가서 학폭 담당 부장선생님. (남찬욱, 2017 여름)

자유학기제에 대한 각양각색의 평가
중학교 2학년이 된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아졌으나 부모
의 자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막연한 걱정은 자
녀의 성적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이 좋거나 오르고 있는 학
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자녀의 ‘생활습관, 친구문제’에 대해 막연히 걱정하고 있는데 반해,
반면에 성적이 나쁘거나 떨어진 학생들의 어머니는 모두 ‘학업성적, 공부, 고등학교 진학’
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2학년이 되어 1학년 때 실시되었던 자유학기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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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평가를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유학기제에서 자녀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는 어머니가 많았으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는
이후 자녀가 받아온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과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적이 1
학년 1학기에 비해 그대로거나 오른 경우 자유학기제가 ‘꿈과 끼를 탐색하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되고 시골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부모들이 해주기 어려운 유용한 기회를 제공
한다’고 평가하는데 반해, 성적이 떨어진 경우 ‘평가가 없어 학습동기가 떨어지고 자신의
실력을 피드백 받을 기회가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고하였다.

학원을 끊었었어요 자기가. (중략) 엄마 선행학습도 안하는데 학원을 뭐하러 다니녜... 학원
에서 하는 문제집을 하나 사주면은 지가 집에서,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테니까.
그것 좀 사 달라 하더라구. 그래서 ‘아니 이렇게도 공부를 안 하는데 그나마 한 시간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거 이것도 안하면 어떡할라고 임마’ 그랬더니 문제집 사주면 그렇게 할 테니
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문제집 사주고 인제 약속을 했잖아요. (중략) 이게 인제 ‘엄마 나 학원
다녀야 되겠네’. ‘야 임마 너 엄마가 끊었어? 네가 끊은 거야. 네가 약속도 안 지키고 네가
끊은 거지. 근데 왜 학원을 다닐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뭔 앞을 보니까 안 되겠대. (윤형구
어머니, 2017)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이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느낀다. 예
를 들어 지식 위주의 수업인 국어 같은 경우 학생들이 집중도가 높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
에 대해 토로하였고, 오히려 미술 수업처럼 활동이나 창의적 능력을 발휘해야하는 활동들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미있는 활동들의 시간이었다고 교과에 따라 다르게 의견을 제
시하고 있었다.

연구자: 작년에 2학기 자유학기제?
홍태하 어머니: 태하는 학원은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다녔고, 1학기 때. 기말고사. 1학기 기
말고사 한 번을 봤고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 번을 봤고요. 안 본 거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본 거죠. 중간고사. 그 와중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울고 싶어. 선생

님 여기서 서른일곱 명 중에 이십 등밖에 안 되는데 제가 울고 싶죠.
연구자: 그 전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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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하 어머니: 좀 더 높았죠. 그 와중에 떨어졌어(웃음).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1,2,3학년 중에서 2학년이 공부를 제일 잘 하긴 해요.. 특별히 또 여자
애들이. 여자애들은 되게 어른스럽고, 여자애들이 또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되게 많
고. 근데 여기 남자애들은 되게 애기같아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되게 동생 보듯
이 보더라구요. (2017)
1학기 때가 워낙, 자유학기 때는 이게 활동 중심이고 막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막..

막 진도를 안 나가고 배워야 할 핵심 개념 같은 걸 안 배우고 넘어가고 2학년 때 딱 왔는데,
이젠 당장 막 시험이 있고, 수행 평가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어 한다?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딱 엉덩이 앉아서 집중하는 걸 안 하다가 활동 중심으로 하다가 하려니까.
좀 어려워하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쪼금.. 교육과정이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1학년 걸 전제를 하고 2학년 때 수업이 심화가 되는데, 1학년 때 조금 느슨하게
하고 이걸 안 한 상태에서 2학년 수업을 나가야 하니까 기억이 당연히 안 나죠, 그래서 다시
1학년 걸 거치면서 진도를 나가니까 수업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고. 그거는 지금 2학기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들이 좀 있어서. 과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기본.. 특히 영, 수, 국어.. 뭐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저처
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학년 때 배우는 개념들을 전제로.. 네.. 하는 거라서. 보면
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체험을 하고, 그니까 수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되 시험이라는 걸
안 보게 되니까, 학생들도 그.. 수업을 듣긴 듣되 진짜 내가 집중을 하거나, 수행평가 따려고
노력하는 게 없는 것 같애요. 근데 2학년 때 돼서는 이제 진도에.. 시험이 있으니까 진도에
맞춰서 그 단원 단원 핵심개념 같은 걸 익혀야 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 같은 게...
(교사 라2, 2017)

3) 지역 및 기타 생활
우리 마을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라라지역은 주변 문화시설이나 충분한 놀이 시설이 없이 논과 밭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문화적 교육적 환경이 되지 못하는 마을에 대한 걱정과 미
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마을이 갖고 있는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는 학생들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서 이러한 마을의 특징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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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작아서 주변의 친구들을 잘 알고 있고, 편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나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작고
조용한 마을이라서 자신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공기도 좋고 유
흥시설이 없으며, 너무 많은 아이들 속에 치여 살거나 하지 않아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
우가 많다.

연구자: 마을은 어떤 곳이에요?
주나래: 그냥 촌이요 할 게 없어요. 특징 없어요. 그냥 큰 데에서 모르는 사람들 맨날 보고
그런 것 보다는 작은 곳에서 아는 사람 맨날 만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아는 사람
있으면 편안하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불편해져서.
(2017 여름)

학원에서 다시 학교(마을공부방, 방과후 학습)로
2학년 1학기에는 학원에 너무 학생들이 많고 특히 남학생들이 떠들어서 여학생 상당수

가 근방 유일한 보습학원인 M학원을 나왔다. 학기 초부터 나왔던 학생들은 마을공부방(방
과후심화학습)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말고사 결과에서 학원을 나온 친구들이 성적
이 다소 하락하여 다시 학원을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한다는 학생의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졸업을 앞둔 3학년 대다수가 마을공부방에서 빠지면서 2학기에 들어와 더욱
많은 학생들이 마을공부방으로 향하게 되었다.
라라중 2학년들의 대부분은 M학원이나 마을공부방을 이용하여 보충학습을 하였다. 1학
년 때까지는 특기신장을 위한 방과후활동(캘리그라프, 공예 등)이 다수 있었지만 2학년으
로 올라오면서 수학, 영어 등의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의 개념으로 방과후학습이 이
루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학년에 들어오면서 학원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학생들과
다수의 학생들이 마을공부방을 이용하면서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들 중
일부가 성적이 매우 향상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요새는, 저는 아닌데, 친구들이 학원을 많이 끊었어요. 원래 학원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시
험보기 전에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요. 시험 이틀 전에 다 끊었어요. 두 명 끊었는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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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여자 친구들이 4명 다니는데, 두 명이 끊었어요. 학교에서 마을공부방 같은 것도 하
니까, 많이 끊었어요. 마을공부방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성적순으로 뽑기는
하는데, 그냥 신청하면 들어가져요. 엄청 공부 못하지 않는 이상. 마을공부방에 들어간 애들
이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요새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교과수업
이런 걸 많이 들으려고 해요. 교과수업은 그냥 선생님이 방과 후처럼 심화로. (배유라, 2017
여름)
작년에는 학원을 다니다가 지금은 학원에를 안 다녀요. 봄, 여름 방학 때까지는 다녔었어요.
여기.. 학원을 다녔는데 다니다가 선생님하고 트러블도 있고 공부가 자기가 처지니까 애들하
고 비교가 되니까 본인 스스로 엄마 나 못 다닐거 같애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 좀 잡아달라고... 한 세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못 잡아주고 인제 잘하는 애들 위주로
하나보니까 학원은... 그래서 우리 딸은 인제 밑의 급이다 보니까 우리 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더라구요 그니까 우리 딸이 스스로 엄마 못 다니겠어 이러면서 안 다녀요 지금은 그래서
안 다니고 인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신청했는데도 간혹 되기도 하고 애들도 대기자
에 있다가 되기도 하고요. 안 되면은 그냥 자기가 방과후 하는 거에서 6시까지는 공부를 하
고 오더라구요. (김예린 어머니, 2017)

존경하는 유튜버, 읽지 않는 책
인상 깊었던 책이나 영화, 그리고 자신과 동질감이 느껴지는 인물이나 주인공을 질문한
결과, 유투튜 시청을 자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유튜버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동경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책을 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영화는 학기말 고사가 끝나고 수업시간에 영화를 주로 보여주
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경우는 없고 중간중간 끊기면서 보아서 내용을 기억 못 하
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주인공이 좋은 이유도 그래서 ‘멋있어서’나 누군가와 닮았기 때문
등 단순하게 설명되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웹툰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데 반해 남학
생들의 경우 먹방, 게임방과 관련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는 차이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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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관심매체

컨텐츠 내용

송고은

웹툰, 드라마

남찬욱

유튜브

먹방, 키즈, 게임

박경준

아프리카TV, 유튜브

LH, BJCG, TH(가명)

배유라

웹튠, 드라마

로맨틱 코메디

박소혜

유튜브, tv

먹방, 뷰티, 드라마

정대현

유튜브, 만화책, 애니, 게임

BJ

주나래

유튜브

메이크업 개그

김예린

웹튠, 유튜브, TV

예능, 만화, BJ, 먹방

차민정

유튜브

윤형구

유튜브

게임, 웹툰, 게임

홍태하

게임

배틀그라운드

이영배

웹소설, 게임

판타지, 스타크래프트

다. 자기 인식 차원에서의 정체성 특징
나는 평범한 시골 마을 학생이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1차년도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들은 자신을 ‘시골의 평범한 학
생’으로서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장완성검사에서 “나는 ~한 학생이다.”
에 대한 답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총 11명중 4명이 평범한 학생이라고 보고했고 3명
의 학생이 성실하다고 했으며, 2명이 활발한 학생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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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학생이다. (홍태하)
평범한 학생이다. (박소혜)
성실한 학생이다. (정대현)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이다. (차민정)
‘라라중’을 다니는 한 학생이다. (박경준)
활발할 학생이다. (윤형구)
평범한 학생이다. (배유라)
활발할 학생이다. (김예린)
평범한 학생이다. (주나래)
행복한 학생이다. (송고은)
성실하지만 이상한 학생이다. (이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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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드디어 선배가 되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선배들 중 3학년이 나가고 그냥 좀 친한 2학년들은 남아 있는 상태
에서 동생같은 중1이 들어오면서 이들은 저절로 기쁘게 선배가 된다. 학교에서 선배가 되
었다는 것은 이후 다양한 관계양상을 만들어낸다. 후배가 들어오면서 자신의 행실도 다소
편하게 하게 되고 하급생과 연애를 시작하고자 하는 남학생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학
교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이들은 점차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학교생활이 그래도 1학년 때보단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음, 그냥 생활하는 그런 면에서.
1학년 때는 그냥 선배들 무서워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2학년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배유라, 2017 여름)
그냥 학교 가서 1학년 후배들 생겼으니까 이제. 후배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제가, 저는 친구들이랑 잘 친해지지 않고 선배하고 후
배랑 더 잘 친해져요. 동생들하고 잘 놀았다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중학교 들어와서도
후배들이랑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애도 있고. 1학년 중에. 1학년
1반 애에요. 착해요, 되게. 그냥 제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고 잘해주다 보니까 친해졌어

요. (남찬욱, 2017 여름)

나는 몇 등짜리 학생 ; 성적이 나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
아이들은 중2가 되면서 “너무 공부가 어려워졌다고” 체감한다. 특히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과목을 어렵게 느꼈다. 국어의 경우 중간고사와 달리 기말고사에서 문법이 들어가고
시험문제가 어려웠기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졌지만 실제 등수에서는 차이가 많지 않았
다. 다만, 성적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나타내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
한 키워드가 된다. 학급별로 성적 오류 수정표를 반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렇
지 않아도 급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개 그 반 모두의 등수는 저절로 산출
된다. 자기정체성과 관련하여 라라중학생들은 공부에 있어서는 ‘공부를 잘하는’, ‘공부를
잘 못하는’ 등의 용어를 자기를 수식하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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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중학교 2학년생의 학업과 관련해서 점차 성적이 고정화됨에 따라 ‘해도 안 되
는데’라는 식의 패배적 생각을 갖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어린 시
절부터 함께 해 와서 특히 대부분이 성적을 알고 있고 이러한 성적이 실제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2는 여러모로 질풍노도의 시기이지만 성적과 진학에 대한 자기
인식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학업.. 학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아이들의, 그니까, 원하는
데를 가고 싶으면. 그래서 그런.. 학업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나,
뭐 고등학교를 떠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최소한의 능력이란 게 있고 학력이란
게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부에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학생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너무 힘들고, 싫고,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쓸데없는 거고. 경쟁하는 것도 싫고 힘들고.. 막.. 지치고.. (교사 라2, 2017)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직면하는 고교 입시생
라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달리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고교 입시
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커지고 성적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부모
와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시작하고 많이 하게 된다. 부모들은 실제 자녀의 학업,
성적, 진학 정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다소 보편적이고 막연한 조언을 하는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아이들은 비록 성적이 낮더라도 걱정에 머물 뿐,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연구자: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한 것과 더불어서 고등학교 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부모님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고 하던데..
박소혜: 고등학교 가서, 어떤 고등학교 가야할지 얘기 많이 하고, 주로 엄마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학원? 학원 얘기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 지금 학원 안 다니니까.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학원을 다녀야 할 거 같아서 그런 것도 얘기 (중략) 두 군데가
있는데, JN고등학교랑 SD고등학교 ....
연구자: JN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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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혜: 네, 저희가 그냥 그쪽으로 이사갈 수도 있고 아직 미정이니까... JN고등학교. 그냥
통학이 ◎◎(읍 지명)이다보니까, 기숙사도 있고. 기숙사 있고 통학도 SD고보다는
쉽고.
연구자: 엄마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혜: 음, JN를 더 가라고. (2017 여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아님 말고. 그리고,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데 뭐’ 자포자기 약간
이런.. 조금 쉽게 포기하는? 음.. 하고.. 그런 게 조금 있어서. (교사 라2, 2017)

주변 고등학교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OO(인근 도시)로 나
간다’는 것은 옛말이 되고 대부분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을 선호하다보니 JN고가 인기가
좋다. 주변 고등학교의 선호 순위는 일반계고의 경우 ‘JN고(일반고), SD고(일반고), KYT고
(일반고), OP고(일반고)’, 특성화고의 경우 ‘U마이스터고(의약, 상업),’ ‘W농업고’의 순이

다.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근처의 JN고를 가기로 마음먹은 경우가 많다. JN고
이외에 또 다른 옵션으로는 새로 생긴 ‘SD고’가 있다. 이 학교 인기도 올라가고 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점, 기숙사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며,
더불어 대학 입시에 ‘주력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학교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
중위권 학생들 중에 성적이 많이 오른 소혜의 경우 이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긴
반면 JN고를 가기에는 약간 성적이 모자라고 일반고를 원하는 경우는 KYT고를 가고자 마
음먹는다. 하위권 학생들은 여기에 가야 매우 거리가 먼 OP고를 피할 수 있는데 이마저
어려우면 걱정이 많아진다. 특성화고의 경우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U마
이스터고의 제약 파트에 들어가면 나중에 주변 공단에 취직이 잘 된다고 하여 가장 선호되
고 있으며 입학 경쟁도 치열하다.
그 다음에 학업적인 부분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2학년이지만 3학년 선생
님들 맨날 고입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성적이 안 돼서.. 여기가, 제가 있는 지역 같으면은
원래는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고입이 없어요. 그냥 다 쓰면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랬는데,
여기는 성적에 따라서 그걸,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데 못 갈 수도 있고. 결국 평준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가는 거죠. 그니까 거기다 원서를 쓰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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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나오면은, 그 내신에 따라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니까 학교마다 커트라인이 있어
요. 네. 그래서 성적이 높은 친구들만.. 내신이 뭐 300점 만점에 280점,90점 애들만 **고를
갈 수 있고. (교사 라2, 2017)

하지만 고입이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피상적인 걱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고교 입시
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다. 대부분
은 아직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겠다.’,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해봐야겠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겠다.’는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중 3 올라가서 잘 하면 되죠. 이대로만 잘하면 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는 광고
갔으면 좋겠다 하세요. (박경준, 2017 겨울)

라. 나오며
이상 우리나라 면 지역 소규모 학교에 재학중인 라라중학교 2학년생들의 생활을 크게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장에서 살펴보고, 특히 이번 3차년도 연구를 통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기 인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3차년도 라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생활 및 학습경험을 살펴본 결과, 학생 개개인에

따라 형제가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과 같은 소소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일반
적으로 큰 사건 없이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라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녀가 가정으로부터 조금더 독립적이 되고
어른스러워진 것에 대해 대견해하면서도 소위 ‘중2병’ 이라는 유행어에서 말하는 특성이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자녀의 성적에 대한 걱
정을 시작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1학년 때와 거의 동일한 교과담당 교사들의 수업에 재미
를 잃어가는 가운데 자유학기제 이후 갑작스레 다가온 시험으로 인해 성적에 대한 스트레
스가 점점 커지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속에서 마을 유일의 학원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원을 떠나 다시 학교 낸 공부방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늘어나
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 및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작은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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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평범한 중학생’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특히 1학년 신입생들
이 들어오면서 저절로 ‘선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형성된 ‘선배’로서의 자기 인식과
더불어 곧 다가올 중3시기 진학에 대한 두려움 역시 함께 자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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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연구 사례별로 나타난 특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 종합하고 사례에서 도출된 주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먼저 사례를 종합하는 차원에
서는 중학교 2학년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자기 인식 차원의 정체성에 있어서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이후 주제 논의 차원에서는 먼저 중학교 2학년 생활과 관련
하여 1) 학생-교사 관계에서 사무적인 거리감이 확대되는 경향에 대한 논의, 2) 전인적 발
달을 위한 교육이 침체된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문, 3) 사이버 공간의 역동 가운데
이른 정보 노화와 자발적 통제가 일어나는 현상, 4) 중학생의 엉뚱하거나 도발적 행동에
대한 하나의 설명방식으로서 뇌 발달적 이해, 5) 생기와 모험이 넘치는 중학교 2학년의 가
능성, 6) 국제 비교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중학교 2학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협소한 인간관계를 주제로 논의한다. 다음으로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는 1) 자기 인식에 있어 부모와 여가의 영향이 크다는 점, 2)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는 학생
정체성과 학생 정체성의 핵심인 학업성적 정체성의 형성이 갖는 의미, 3) 어려서부터 부모
의 관리 하에 “만들어진 모범생”들이 중학생 시기가 되어 겪는 갈등, 4) 면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주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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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사례에서 나타난 4개 집단별 양상 종합

가. 중학교 2학년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가정생활
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
가정에서의 생활은 1년이 지나고 학년이 바뀌었어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연구 참
여 학생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집에 대해서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였으며 가족
과의 관계도 중학교 1학년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어갔다. 점차적으로 가족과의 공유시간
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이 늘어나면서 휴일과 같은 여가시간에도 또래와
의 관계가 증가되는 경향은 중학교 이후 지속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와 비교할 때 부모와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치게 되는 것도 이어져 왔다. 다
만 어떤 학생은 1학년 때 조금 더 심하고 어떤 학생은 2학년 때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등 시기는 조금씩 달랐다. 아이들은 ‘내 생각, 내 감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되
었는데 이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갈등의 양상은 달라졌다. 부모들
은 자녀가 처음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당황해 하다가 ‘사춘기 자녀의 부모되기’에 대해서 나
름대로 학습하면서 방법을 찾아간다. 그래서 2학년 때 아이들의 자기주장이 조금 더 강해지
더라도 부모가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한 경우에는 부모-자녀 간 갈등이 오히려 약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되어 긴장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다.

나) 차이로 나타나는 점
가정에서의 생활 양상, 부모들의 자녀 교육과 일상에의 개입 양상에서 여전히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 측면은 중학교 1학년 시기를 살펴본 2차년도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자녀의 중학교 입학 즈음에서 지역의 학
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한 만큼 그 지역이나 학교 전반에서 나타나는 부모들의
가치와 문화가 학교별 가정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고 동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학교
별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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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중학교 학생들의 대다수는 가족을 가장 중요한 관계 또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부여는 부모, 형제를 포함해서 가족들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을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상호작용의 정도와 양상에 있
어서는 많은 편차가 나타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
들은 부모의 동의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족관계에 특별한 문제를 겪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에서도 가족관계는 대체로 원만
한 편이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가족으로부터 성적에 대해 심한 압박을 받지는 않는다.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자녀의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심은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양상을
보이며 자녀의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성적에 대한
압박이 덜해진 데에는 자녀의 학업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해
관대해진 측면도 있고, 성적이 실제로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즉 자녀의 학업성
적을 위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
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년도 보고서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이다. 학생으로서 공부에만 몰두하는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
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특별하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모든 학생들이 날마다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별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집안일에 정도
의 차는 있으나 일정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사에 참여하는 것은 라라중학
교의 여학생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나중학교와 다다중학교의 전체 학생,
그리고 라라중학교 남학생들에게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다.
나나중학교 학생들의 어머니와의 특별한 관계는 아이들의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중 1때
의 생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들에게 어머니는 일상을 투명하게 나누면서 그 어떤 것
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이 워낙 두드러져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드러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특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분위
기라는 점이다. 이는 아버지와의 친밀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아버지와 매우 가깝게 느끼는
경우부터 다소 소원하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지만 아버지의 사회에서의 역할, 가정 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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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여러 방면에서 박식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아이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아버지
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례들도 보인다는 점이다. 몇몇 학
생들의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게임 시간 지키기’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해주고
지키게 하거나 하루하루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지키도록 관리하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찾아가는 등 깊이 관여하는 것이 보이기도 했다.
다다중학교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학업에 대한 개입이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도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러 학생들이 자율동아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고입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특목고 및 자사고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에 따라 중학교임에도 학생부 비교과
를 관리하려는 의도 하에 자율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내신 성적이 고입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중2가 된 후 부모의 학교 성적에 대한 관여도도 매우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다
중학교에서는 엄마와 시험준비를 위한 공동학습, 시험공부 시간에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가족이 참여하는 수행평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1 생활에서 나
타났던 ‘엄마는 학습코치’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연구에 참여한 다다중학교 학생의 어머니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대체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가정에서 전반적인 부모의 역
할은 경제 활동은 아버지, 자녀 양육은 어머니로 구분된 상황이다. 그런데 중2가 되고 성적
산출이 본격화되면서, 비교적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녀의 학
교 성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아버지가 평소 학업생활에는 관여하지 않다가 갑자기 받아든 성적에만 관심을 가져서 맥
락없이 성적만으로 자녀와 얘기를 나누게 되는 현상에 대한 불편함은 일부 나나중학교 가
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서 다른 집단과 달리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여전히 부모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총 13명의 학생들 중에서 2명은 핸드폰이
없고, 2명은 인터넷을 쓸 수 없는 2G폰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도 데이터 제한,
여가 시간 제한 등으로 스마트폰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컴퓨터 게임 시간 등
에 있어서도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관리받는 현상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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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2학년이 되어 생활 전반에서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증가
됨에 따라 부모들 역시 자녀에 대해 다소 ‘놓는 마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발견된다. 학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고 느끼면서
크게 관여하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한 자녀들의 모습에서 부모들도 한숨 돌리는 모습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반면 자녀의 ‘중2병’이나 ‘학업성적’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적이 낮거나 떨어진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모두 ‘학업성적, 공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하지
만 전반적으로 볼 때, 라라중학교 학부모들은 “남한테 욕먹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의
높은 학력수준에 대한 기대나 강요 정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관은 ‘남에게 피
해 안 끼치고, 욕 안 먹고, 나중에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준비하도록 도와주
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양육목표로 이어지고 있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정 내에서 딸 또는 아들로서 주어지는 역할과 책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딸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비롯한 동생들의 생활을 챙기고 특히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며 아이들 역시 이러한 주
어진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 부모의 돌봄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실제 가사를 돕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가사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
황에 놓인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식사를 스스로 챙겨먹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받고 있다.

2) 학교생활
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
학교라는 곳은 여전히 청소년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여 사회적 관계의 폭을 넓히면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장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놀기도
하는 일상을 대체적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의 질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
도를 좌우하기도 한다.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인 라라중학교에서는 이미 알던 친구들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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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만나고 전교생을 거의 다 아는 상황이지만,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
로 1학년 때에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적응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친구 만들기’가 이루어졌
다면 2학년에 올라와서는 이미 익숙한 친구들을 확보한 후 새롭게 편성된 반의 급우들과
조금 여유 있게 친구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학교를 당연히 가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학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
서 부지런히 준비하여 등교해야 하는 곳으로서 일상을 관리하게 해주는 기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 시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낮은
편이다. 학교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수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거나 더 나
아가 이것이 수업에 대한 낙담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4개 학교마다 학생
들의 학업생활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알차고 재미있게 운영된다는 학생들
의 평가는 찾기 어려웠다. 우선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그나마 학생 참여 중심의
여러 방법들을 동원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2학년이 되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를 대비하는 성격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진도 나가기”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돌아
온 것은 공통적인 이유였다. 그 외에 각기 학교마다 수업이 부실하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
는 이유는 다양했다. 가가중학교에서는 중학교 교과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반해 학
생들 중에 추상적인 어휘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수업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있었다. 나나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적에 예민하다보니 개별 성적을 내
기 까다로운 모둠활동 등을 하기 어려웠으며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 외에는 학생들의 관심
도가 떨어지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에 대해서는 아예 “버리는” 학생들
도 존재했다. 다다중학교에서도 다시금 “칠판” 필기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이 등장하면
서 전날에도 사교육으로 인해 늦게까지 학원 수강과 학원 숙제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는 잠을 자는 현상이 심해졌다. 라라중학교는 작은 학교여서 소수 과목을 제외하
고는 1학년 때와 동일한 교과 담당 교사가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학생들은 수업
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 없이 지루하게 반복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업과 관련한 포부는 고등학교 진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많
은 학생들이 영재고,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별한 유형의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막연한
포부를 가졌던 것에 비해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는 등 현실적인
인식을 하면서 포부 수준이 수정된다.

318

Ⅴ. 논의

나) 차이로 나타나는 점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집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곳이다. 학교는 “내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친구들과 “만나” 함께 “수다”를 떨고, 그래서 “재미있는 곳”으로 여
겨지고 있다. 물론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용모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가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이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학교의 수업이나
학사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맺어지는 친구관계와 연관되는 측면이 크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놀이하는 일상을 즐겁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편이며, 특히 과
학고 등 특목고 등으로의 진학계획이 없는 평범한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과정에서 학업성
적에 대한 부담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족으로부터의 성적의 압박도 크지 않은 편이
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에게 내신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가가중학교 학생들
은 학업에 크게 열중하거나 관심을 두는 편이 아니며, 학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가가중학교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학교의 규범적 위상을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승인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규범적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다. 가가중학교의 학생들은 전반적
으로 교사에 대해 예의가 바르고,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수
업태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업시간의 참여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나나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것으로 친구와 시험이 있다.
이 중 친구 관계의 양상이나 중요도는 여러 학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시험과
성적에 대한 몰입과 집착은 나나중학교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며 이것이 생활에 대한 만족
도에 끼치는 영향 정도도 크게 나타난다. 보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한 달 전부터는 본격
적인 시험 주간으로 여겨져서 모든 일상이 시험준비를 위한 것으로 재편된다. 성적에 대한
본인과 부모의 기대가 크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시험 종료 후 성적표를 받아드는 순
간이 괴롭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 4차례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험에 대
비하는 나름의 방법과 전략을 갖게 된다. 성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
들도 있다. 예를 들면 시험 대비에서 주요 과목을 위한 선택적 ‘과목 버리기’, 공정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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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으로 인한 모둠수업 회피,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무관심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곧 수업 참여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에 매우
예민한 것이 다채롭고 활동적인 수업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또한 학생들 거의 전체가
학원수강을 하고 있기에 변별력을 위해서 시험 문제 중 고난이도 문항이 포함되는데 학생
들은 이러한 문항은 학교수업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원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진다. 학원과 학교 시험 간에는 이러한 선후를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형성되
어 있다.
“어려운 학교 시험문제”는 다다중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나중학

교와 다다중학교의 수업과 시험문제의 관계는 “수업은 쉽게, 시험 문제는 어렵게”라고 평
가되는데 비해서 가가중학교의 수업과 시험문제는 학생과 교사가 공통적으로 쉽다고 인정
한다. 가가중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공유된다. 단 이러한 이유로 가가중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성적 상위권 학생이라
도 난이도 높은 응용문제나 심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 상위권
학생과 차이가 클 것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라라중학교에서는 인근에 여러
학교들이 조밀하게 붙어있지 않아서 수업과 시험의 상대적인 난이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하
기 어렵지만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조차도 자신이 도시의 아이들과 경쟁할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등학교에서 이들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나나중학교와 다다중학교에서 교사들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 생활교육에 소극적이었
으며,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교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훈육하거나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
력하기보다 규정에 있는 공식적 절차를 밟는 분위기였다. 전반적으로 학교 교칙이 엄격하
게 적용되는 가운데 다다중학교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2명의 학생들이 벌점 6점을 받아 벌
칙 규정에 따라 학급 임원에서 해임되고 이후 학기 임원 출마가 제한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소극적인 생활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
모의 관심과 민원 때문에 적극적인 생활교육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민원소’가 된
학교의 현실을 아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가가중학교나 라라중학교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가가중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규범적 위상과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인
정하는 분위기이며 교사들 역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라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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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한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 사이뿐 아니라 학생 가족들 간에도 속속들이 서로
를 알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들도 전교생들을 빤히 지켜보면서 미세한 변화까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라중학교는 작은 공동체로서 이미 서로 가족들까지 알고 있는
관계이기에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의 초기 상황에서 이미 주변에서 눈치를 채고 개입이 이
루어지고 설사 갈등이 커지더라도 공식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이 대
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다. 또한 4개 학교 중 유일하게 학업의 장으로서의
학교의 위상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기에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존중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4개 학교 중에서 유독 나나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 사례가 자
주 나타났다. 이것이 이 학교 2학년들의 특성으로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혹은 중산
층 밀집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드러나
는 양상을 살펴보면 1) 학생과 학부모가 혹여나 손해를 입지 않을까 예민해져 있는 상태,
2) 학교에서 학생들의 갈등이나 싸움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관리 중심으로 접근하

는 상태, 3) 학생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지
머리를 쓰는 상태가 드러난다. 고소득층이 밀집한 다다중학교에서는 오히려 아이들 서로가
서로의 뒷배경에 대해 의식하면서 가족문제로까지 일이 커지기 전에 주의하는 태도를 취
한다면 나나중학교에서는 일은 일단 생기고 그 뒤에 부모들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처리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인다.
높은 성적이나 “특별한 고등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포부는 적어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는 가가, 나나, 다다중학교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영재고, 과학고, 외고,
전국형 자사고 등에 가고 싶다고 했으며 나나중학교나 다다중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
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에 들어서자 이러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신
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나중학교의
극소수, 그리고 다다중학교의 다수 학생들이 여전히 특별한 고등학교를 향한 경주에서 내
려오지 않고 뛰고 있다. 가가중학교의 다수 학생들, 그리고 나나중학교의 일부 학생들 사
이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비해 다다
중학교의 고등학교 입시를 향한 분위기는 특별하다. 나나중학교가 “그래도 기초를 소홀히
하면 안 되기에” 내신 공부를 하는 분위기라면 다다중학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소위 “풀 퍼펙트(full perfect)”한 성적을 향한 치열한 분위기이다. 대입 경쟁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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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예민한 가운데 다다중학교에서도 나나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2학년이 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목에 공부 역량을 결집하고, 예체능 등의
과목은 아예 “버리는” 학생들이 발견되었다.
한편 다다중학교에서 차별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한국 학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 13명의 학생 중에 2명의 학
생이 3학년 1학기에 각각 미국, 뉴질랜드로 유학 갈 계획이다. 유학을 가는 이유는 학교생
활에 대한 부적응, 해외 유학에 대한 갈망, 낮은 성적에 따른 전략적 선택 등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 학생들 이외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중2를 기점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학생들의 성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가족 안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중1에서 중2로 숫자만 바뀐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활상의 변화
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적은 학생수와 학급수로 인해 학년이 바뀌고 반이 재편성
되어도 기존에 이미 잘 아는 동일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작년에 해당 교과를 담당했던
동일 교사와 수업을 하기에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이러한 ‘생활상의 무변화’에 대한 학생
들의 인지는 결국 라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저해하고, 혼내
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을 ‘골라가면서’ 부정적인 수업태도를 지속해나가는 환경
적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른 학교들에 비해 여전히 교사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1학년
때 처음 가졌던 교사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에 비해 그 정도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사와의 형식적인 관계나 갈등 관
계는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싫은 선생님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잔잔하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미세한 생활로 들어가면 작은 이슈
들은 있다. 다른 학교였다면 매우 작은 일이겠지만 이곳에서는 큰 일로 회자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학년이 되어 전근을 가고 오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라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관심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남다르다. 특히 새로 오신 과목 교사에

대한 관심은 그 선생님 수업에 대한 호기심과 과목에 대한 흥미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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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중학교에 새로 부임한 역사 교과담당 교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학부모들 면담에서
조차 등장할 정도였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대하며 그래서
자신은 그 선생님이 좋은지 싫은지와 같은 다양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라라중학교 학생
들의 학교생활에서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
2학년이 되어서 가장 큰 변화는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시험 성적’이 부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마치고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중심으로 한 학습과 평가가 갑작스레 이어지면서 학습동기가 떨어진 학생들의 주
요 스트레스 원이 되기 시작한다. 게다가 2학년 전체 학생수가 35명 정도인 라라중학교에
서의 시험성적은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다. 성적은 결국 이후 고등
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이 되기 때문에 다소 의젓해진 자녀의 모습에 뿌듯해하던 부모들조
차도 자녀의 성적에 대한 모호한 불안에 터한 “잔소리”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 원이 되기도 했다.

3) 지역 및 기타 생활
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
학교 밖 생활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전보다 친구들과 이동하는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의 영향이 점점 더 커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행동반경이 매우 넓어지기도 하고 관심사를 파고드는 깊이도 매우 깊다. 어떤
학생들에게 학교 밖 생활이라는 건 주로 학원생활을 뜻하며 학교와 학원 다니는 시간이
과도하여 늘 시간에 쫓기는 기분으로 산다.
중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이전 세대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전화기, 책, 지도, 게임기,
만화책 등 다양한 매체들을 하나의 기기로 수렴해 놓은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잡담을 하고,
새소식을 접하며, 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며,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한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의 패턴이나 영향은 개개인의 자기조절 능력, 관심사, 성숙도의 차이,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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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로 나타나는 점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여가생활은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학업
에 심하게 얽매여 있지도 않고 부모가 일상적으로 학습에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아니
기 때문에 가가중학교 학생들은 여가생활 및 친구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가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 중
하나는 사교육의 성격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교육이라고 하면 입시나
학업에 관련된 학원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의
양상이 입시나 학업성적에 관련된 형태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다니는
공부방을 계속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사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도 있으며, 학업과 직
접적 연관이 없는 예체능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하는 학생도 있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때에 이어 여전히 사교육이 아이들을 ‘위탁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보육의 기능을 하기

도 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아주 일상적인 미디어이자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였
다. 활용방식은 매우 다양했는데, ‘먹방’ 시청에서 해외 유튜브 시청까지 다양하다. 아이들
의 일상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핸드폰은
지금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고 익숙한 미디어다.
나나중학교와 다다중학교에서는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있다가 2학년이 되어 본격적으
로 중간･기말고사가 학교생활의 큰 과업이 되면서 학원에서의 내신에 대한 대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1학년 때 선행학습에 집중해왔던 다다중학교에서는 2학년이 되자
선행학습용 학원 수강을 줄이면서 내신 대비용 학원수강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록
‘선행학습용 학원’이더라도 내신 준비 기간이 되면 강좌 내용을 내신 준비용으로 바꿔서

편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부모들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이러한 학원보다는 ‘내신 전문’
학원을 별도로 다니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었다.
나나중학교에서도 내신에 대한 학원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학과목에 한해서는 선
행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다중학교에서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도를 공
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두 학기 앞선 내용을 예습하는 정도이거나 해당 학기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나나중학교에서도 중간･기말고사 한 달 전부터 학원 스케쥴이 본격적인 해당
시험 범위를 다루는 것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모드도 시험기간 모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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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중학교 학생들도 가가중학교나 라라중학교에서처럼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 시간이
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관여하면서 학생과 적정 시간에
대해서 조율하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조정하는 학생도 있었다. 반면 방학이나 주말같은 경
우에 거의 밤새도록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웹툰, 쇼핑, 게임 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도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그 빈도도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밀착도가 낮았다.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관리하는 경
우가 많았으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2G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가가중학교 남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다다중학교 학
생들에게서는 게임을 즐기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라라중학교 학생들 중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IT 사용이 매우 늘어나고 휴일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것이 부모와의 갈등에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경우는 크
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발견된다. 사용하는 컨텐츠에 있어서도 여학생들
이 주로 웹툰이나 뷰티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반해 남학생들의 경우 게임과 먹방과 같은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라라중학교에서 남녀 학생들
간에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데 다른 학교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 중 하나로 언어 사
용, 특히 욕의 사용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욕설의 사용에 있어서
점점 격해지고 심해지면서 가족들에게까지 사용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반해 여
학생들의 경우 정서적 기복이 있거나 짜증을 표현하는 정도의 가벼운 욕 사용으로 한정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근처 유일한 보습학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았던 대부분의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보던 시
험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학원을 그만 두는 경우가 생겼고 이후 2학년에 들어와서는 아예
혼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이 생기거나 다시 학교의 마을공부방(방과후 학습)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렇게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게 되는 현상은 점차
입시나 내신을 위한 사교육이 늘어나는 다른 도시의 학생들과는 다른 라라중학교의 특성
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이유는 우선 동네 유일의 보습학원이 자기 수준에 안
맞다거나, 공부를 잘 하는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거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325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수업을 방해한다는 다소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습학원보다는 학교 선생님들
이 학교 교과 내용을 더 잘 가르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학년의
입시가 거의 끝나는 1학기 말부터는 2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마을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정원이 확보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들어
갈 수만 있다면 학교 밖의 사교육보다 학교에서의 방과후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기 인식 차원의 정체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
정체성을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서 다음의 공통적인 특
징들이 나타났다. 첫째,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이때 ‘학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업 혹은 직업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학생이
라면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의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녀야 하고, 공부
를 해야 하고, 교복을 입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외모와 행동에서 ‘학생다움’의
선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 학생들의 형제들 중에는 학교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지만 적어도 연구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현재 학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서 생각해보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취학률이 매우 높기에 학생이기를 거부
한다는 것은 매우 극소수의 독특한 사례에 해당한다. ‘학생’임을 버리는 길에는 학교에 적
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두게 되거나 독특한 재능이 있어서 아이돌 등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학생됨’을 받아들인다.
물론 큰 틀에서 학생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양상에는
집단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뒤에서 조금 더 논의한다.
둘째, 중학교 2학년에서 본격적으로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점수나 등급으로 내지 않기에, 중학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본인의 구
체적인 성적 수준을 알게 된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로 인해 중1의 성적 역시 의미가 줄어들
면서 중2에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었다.
셋째, 중학생 시기에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타자’로서 친구관계의 중요
성이 높아진다. ‘친구들’ 전반의 반응에 대해 상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행위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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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정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소속된 작은 친구집단 안에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도 매우 중요한 행위의 표준이 된다.
넷째, 청소년기의 자기 인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외모와 연관되는데, 네 학교 학생들에게
서 역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자존감과도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자기 외모에 대한
인식이 주위 사람들, 특히 친구들과 또래집단의 평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외모에 대한 자기 인식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타자’로서 친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정체성이 자신이 접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반경은 학교와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일상생
활이 닿는 곳은 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일부 공간으로 수렴된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교복
을 입고 급식을 먹기에 친구들과 함께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매식이나 간식 사기, 간단한
소품 구매 등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은 국가 및 사회 전반에서의 경제･사
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보다 주변 친구와 이웃을 준거 집단으로 스스로의 경제･사회적 정
체성을 가늠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친구들 안에서 크게 경제력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차이로 나타나는 점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자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대체
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가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걱정
이 많은데 무엇이 걱정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은 반면 자
아에 대한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인식,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확고한 사고를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었다.
아직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계급이나 경제적 수준 관련 인식을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중산층 이상인 나나중학교와 다다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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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에게 경제적 수준을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의 5단계로
물었을 때, 양끝인 다이아몬드와 흙수저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고, 중간 영역인 3가지 단
계로 응답이 수렴되었다. 다만 나나중학교에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금수저라고 대답한 학생
은 없었고 주로 은수저라고 대답했는데 다다중학교에서는 금수저라는 응답도 있었다.
다다중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고소득층에 속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평균
이상의 경제적 수준을 의미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친구와 이웃 등 유사집단과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별히 자신이 고소득층에 속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다.
나나중학교와 다다중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정체성 중 핵심이 ‘공
부하는 사람’에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잘 하든 못 하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부는 힘들고 어려운
극복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다다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공부에서 손을 놓은 학생은 없었다. 공부를 못 하고 안 한다고 보고한 일부 학생들 역시
다다중학교의 기준에서 안 한다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등 공부에 대한 투자
는 이어지고 있었다. 나나중학교에서는 한 두 명이 공부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
고 실제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으나 이들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잘 하고 싶어 했다.
‘공부’나 ‘성적’에 이처럼 예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됨’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한

다. 예를 들어 가가중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학생 정체성 즉 “학생” 또는 “평범한 학생”의
의미는 규범적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비슷
하게 살아가는 존재를 뜻한다. 이때 초점은 “학생”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자연스러운 존재양식으로서의 “평범한” 삶의 형태에 있다. “남들이랑 비슷하게 생활”하는
존재,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화장하고 싶으면 화장을 하기도 하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학생”이다.

이렇게 볼 때,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나중학교와 다다중학
교 학생들은 학교나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적이고 학업지향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학생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가중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나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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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문화적 감수성과 개성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청소년 정체성’(조용환, 1995; 김은
정 2009: 86에서 재인용)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다중학교 학생들에게서는 유독 부모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인식을 만들어가
는 경향이 보인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다다중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훗날 스스로가 부모님
보다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반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
이 자신의 학교 성적을 마주한 후, 실제로 의대에 진학하거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다다중 학생들에게서만 보이는 특징은 이들이
명문중학교에 다니고 잘 사는 동네에 산다는 소속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리고 자기 진로의 선택지 중 하나로 해외유학을 언제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정체성은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서
우리 시대 지방 읍면 소재 중산층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자기 개념을 보여주고 있
다. 이들은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 가정의 모습처럼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
서 친절한 어머니와 다소 거리감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주말이 되면 더 큰 도
시를 구경하고 올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부족한 문화적
자극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라라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도
시의 학생들과 다르게 순수하고 교사를 비롯한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모범적이라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선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두려움의 대상
이었던 3학년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친한 2학년 선배들이 3학년으로 진급하고, 중학교 1학
년 후배들이 입학하는 동시에 이들은 저절로 선배라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이들은 스스
로 ‘선배’라고 인식하면서 ‘선배’로서 요구되는 행동과 태도를 갖추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선배’로서의 정체성은 다른 학교에 비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도 전교생의 관심사로 부각

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행사에서 학년 간 연계를 강조하는 소규모 학교의 특
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소규모 학교 안에서 전교생들이 잘 알고 지내면서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는 집단 역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선
배’ 정체성은 라라중학교 2학년생의 자기 인식에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면 지역 소규모 학교가 특색사업을 하면서 이들 학생들에게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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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중 하나는 ‘관악부이다’라는 데 있다.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소규모
학교 지원을 통한 다양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무료로 학습했던 경험이 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라라중학교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2학년 학생 대부분이 입학 시부터 관악부에
소속되어 동아리원으로서 생활하였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악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몇몇 학생들은 다른 동아리에 비해 강제적이며 각종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관악부 소속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거나 그만두는 경우
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학교생활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관악부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그 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내용으로 인식하였다. “00는 관악부에서 호른하는 친구예요. 없으면 안 되죠”,
“저는 바순하는데요 정말 비싼 악기라 쉽게 배울 수 없는 악기예요”와 같이 관악부에 소속

되었는가 아닌가, 어떤 악기를 담당하는가의 문제가 라라중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을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2

주제 논의

가. 중학교 2학년 생활
1) 학생-교사 관계에서 사무적인 거리감의 확대 경향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은 대체로 어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
상의 시간표와 제도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까지는 부모와 일상을 함께 하
면서 대화도 많이 하지만 중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아이들은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
어지고 가정 밖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 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자녀의 일상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가정 밖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일일이 듣고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상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정 밖의 관계는 사무적이거나 경제
적인 계약 관계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학교생활 전반을 함께 하던 교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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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비해 교과담당제로 인해 담임교사와 접촉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연히 교사와
의 관계는 이전보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양상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
른 교사관계 인식의 변화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현철･정시영･최성보,
2015). 그런데 중산층 이상의 밀집학교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학교 교

사들은 이 아이들에게서 비집고 들어갈 틈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적정 거리를 유지
하려 한다. 그렇다고 사교육 시장에서 이를 대체해줄 수도 없다. 학원 강사들은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가정
생활 외 일상에서 이들 외에 다른 어른들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처럼 부모가 온전히 감당했
던 관계의 양과 질이 중학생 이후 생활 시공간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자리는 형식적이거나 사무적인, 혹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약한 관계로 대체되었다. 오
히려 중학교 이후 아이들이 성인과 맺는 관계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의 축이 가정에서 학교로 상당부분 옮겨온 만큼 이러한 빈 공간을 교사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시되고 학부모의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초등학교
때보다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세심하고 깊숙이 관여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소수정예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학
원 강사들이 아이들의 학습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입장에서는 아
이들의 생활과 학업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유
와 의미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정노동을 덜하게 되니
부담을 더는 측면도 있지만 학교생활의 재미나 보람은 떨어진다.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에서 한 발을 떼고 나니 학업 부분만 남는데 여기에서도 학원 강사와 비교되면서 밀리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중산층 이상이 밀집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생들만큼이나 ‘학
교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도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지나갔음에 감사하며 퇴근
을 하게 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사는 학급이라는 집단을 상대하는 분이다. 해당 수업시간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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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께 질문하면 되니 넘어간다. 부모
님 외의 여러 선생님들(학교 및 학원 선생님 포함)이 모두 자신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면
이를 다 귀담아 듣기는 어렵다. 학교 선생님의 “잔소리”에 대해서 몇몇 학생들이 매우 예민
하게 반응하면서 괴로워하는 상황은 이런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대체로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기에 어머니의 잔소리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자
신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비록 들을 때는 싫어도 나중에는 그 의미
를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무슨 조언을 하면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
니라 선생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혹은 내 행동으로 인해 담임인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믿
을 정도로 둘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실수나 잘못을 하면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학교생활기록
부에 적히면 불리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강력하게 변호하여 선생님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서 잘 기록해줄 수 있도록 나
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사들 간 학생부 작성 능력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생부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관계의 왜곡이 일어난다.
중산층 이상의 밀집학교를 중심으로 이처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거리감이
생기면서 교사로서의 교육적 역할, 학교로서의 전인교육을 못하게 되는 것은 구성원 모두
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학생 관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바 있다. 우선 학업성취 측면에서 교사-학생 관계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김근진･이현철, 2015; 김종백･김남희, 2014).). 그 교
사-학생 관계가 어떻게 학생들을 움직여서 그 결과로서 학업성취의 변화로까지 연결되는
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설명하고 있다. 교사의 기대는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
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끄는 힘을 발휘한다
(Noblit, Rogers & McCadden, 1995).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배려

함(caring)’이라고 볼 수 있다. ‘배려하는 교사’의 특성으로는 ‘이해와 존중’, ‘성장에 대한
믿음’, ‘몰두하는 수업’, ‘엄격함’ 등이 제시된 바 있다(김민성･엄채윤･박은정, 2009:
167-168). 특히 중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시간 대부분이 수업시간이라는 점, 그리고 기본

적으로 교사와 만나는 이유가 ‘교육적 관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배려하는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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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중에 수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사가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신뢰가 형성된 바탕 위에서 자신을 위한 엄격함마저 배려의 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러한 관계의 속성은 제도화된 학교체제의 경직된
구조 속에서 매우 유연한 인간의 학습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탕이 된다. 교육을
매개하는 핵심 끈이면서 교실생활을 의미있게 만드는 핵심이 된다. 하지만 가치로운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이 배려하는 교사와 학생이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외부적･객관적 평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그 어떤 방법론보다도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적 관계’에 대한 숙고와 인정이 필요하다.

2)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침체된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문
중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멀리 있을수록 좋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가슴이 내려앉
는다. 무슨 나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연락이 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
하면서 부모가 갖게 되는 소망은 아무 문제없이 조용히 학교를 졸업해 주는 것이다. 초등
학교 때처럼 아이들의 일상에 관여하는 것도 지쳤고 중학생이 되어 자녀들도 부모를 밀어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모로서 자녀의 일상에 대한 개입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찾게 된다. 그래야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무심한 것 같던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교우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해서 선도위나 학폭위가 열려야 하는
분위기로 가면 갑자기 동원할 수 있는 인맥과 경제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결집하여 위기를
헤쳐 나가는 태세를 갖춘다. 중산층 이상 가정이 밀집한 학교에서 교사들은 이미 부모들이
교사들의 권위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한다며 증언한다.
무엇이 시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학부모들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격
과 전문성으로 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것이
라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녀 교육에 대한 대리의 역할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존재하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 같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해오면서 학원에서 친절하게 맞춤형 교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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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받는 것과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성장해가는 것 간의 차이를 이해
할 수 없다. 단지 두 세팅이 비교대상이 될 뿐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수정예의 친절한
학원에서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 비해 학교에서
의 대규모 집단 수업은 부실하다고 느낀다. 학교가 수업과 교과 교육에서의 경쟁력마저 상
실한 것이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군사부일체’ 전통에서 ‘스승’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던 교육자
의 역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전문적 권위에 대한 경험이 한켠에 존재하는 가운데 일상에
서는 해외 경험이 많은 학부모로부터 외국의 친절했던 교사와 비교당하고 학생들로부터는
사교육 강사들의 수업방식 및 지식의 깊이와 비교 당하며 사회적으로는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부모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항의하거
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의 관행들에 대
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에 대한 요구가 이전과 현격하게 달라지는 과도
기에 있으면서 많은 교사들이 무관심과 거리두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이 제기된다. 본 종단연구
의 2차년도 보고서에서는 중학생됨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중학교 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
서 역사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학교 교육이 소수 중심의 엘리트교육
에서 다수 대상의 보통교육으로 변화해왔고 동시에 실업 교과를 포함한 종결 교육에서 인
문 교과 중심의 진학 준비 교육으로 변화해 오면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교육화 되었다는
점에서 전기 중등교육보다는 후기 초등교육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김
경애 외, 2017: 65). 김미진･홍후조(2016: 19)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시간, 교사의
구성을 유연하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하며 생활과의 혹은 간학문적 통합 가능성
을 열어야 하는데 이는 곧 학교 밖 교육과의 연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 담임 역
할의 확대 등을 뜻한다고 하였다25).
그런데 본 연구 결과, 이러한 종류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전에 현재 수준에서 중학교에
요청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학교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국가교
육과정(교육부, 2018: 5)에서 중학교 교육 목표는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25) 미국에서도 1950년대에 준고교가 아닌 중학교라는 호칭을 통해서 발달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하기 위해 동료와 경쟁적
이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유연한 학생집단구성, 시간구성, 간학문적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바 있다(김미진･홍후조, 20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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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자아존
중감, 다양한 지식과 경험, 적극적인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 도전정신, 창의적 사고력, 생활 경험, 다양한 문화 이해 및 공감, 공
동체 의식, 타인 존중, 소통,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 등이 주요어로 등장한다. 이러한 지
향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학교 안에서 충실하게 추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학교에
서 이러한 중학교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학교 교육
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탱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의 3주체,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의 교육생태계 안에서 함께 가야할 지역
주민의 입장이 공론화되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절차가 없는 채 무관심과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학교공동체라는 개념은 무색한 실정이다.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깨져 학생들이 전인
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학교 역할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미 학교와 학원의 기능
상의 차이는 없다. 이런 환경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지
학교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 사이버 공간의 역동에 의한 이른 정보 노화와 자발적 통제
아이들은 장난감을 적극적으로 갖고 놀기 전부터 이미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익숙해진다.
중학교 시절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학교와 학원 시간 사이사이에 틈나는 대로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된 여가라고 볼 수 있다. 이성회
외(2016: 66)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3-5학년 사이에 휴대폰을 갖게 되었으며 유
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때 갖게 된 경우도 20% 정도 된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된다.
첫째, 정보 노화 현상이 발견된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매우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
데, 때로는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성인문화, 성인용 컨텐츠까지 섭렵하게 되어 또래
문화를 발전시키기 이전에 이미 성인 문화를 접하게 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정보는 개인이
클릭하는대로 찾아가지기에 자연스럽게 흥미 중심의 컨텐츠를 소비하게 된다. 실제 학부모
나 교사들의 응답과 달리 학생들이 응답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주목적으로는 “재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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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38%)와 “휴식을 취하려고”(25%)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이성회 외, 2016: 71). 그런
데 이에 비하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상은 매우 단조롭고 재미없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도 해보기 전에
이미 아는 것 같으면서 시큰둥해지는 이른 정보 노화 현상이 발견된다.
둘째, 사이버세상의 정보를 감당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과 실제 접하는 정보의 수위에
차이가 생기면서 부조화가 만들어진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검색엔진을 통
한 것이든 SNS를 통한 것이든 편향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의
식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이성회 외, 2016: 196). 더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하여 혹은 다르게 취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한다. 온라
인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소비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데 반해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이버세상에서 어른들의 유흥과 성적 유
희에 관한 내용들까지 제약 없이 접했는데 이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전이
혹은 실현시킬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정보와 간접경험들
을 소화할 수 있는 사전 경험이나 잣대가 없는 상황이다.
셋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에 따른 후광이 개인이 맺는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드러난다. 즉 아이들은 일찍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후광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다. 본인이 맺고 있는 관계, 그 중에서 다수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을 소유한 대상과의 친분을 사이버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노
출되는 순간 이를 보는 이들에게 ‘나’의 위상마저 다르게 여겨진다. 아이들은 경험상 이러
한 원리를 알게 되고 때로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를 조정해간다.
넷째, 즉각적 피드백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자발적인 자기 통제
가 이루어진다. 일상에서 보이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사소한 것들도 온라인상에서 즉시
적인 반응으로 올 수 있기에 이를 의식하는 아이들은 매사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한다. 그래
서 자신만의 색깔, 개성, 취향 등을 마음 놓고 드러내지 못하고 또래들의 평가를 유의하면
서 평범함을 따라하는 경향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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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학생의 엉뚱하거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이해: 하나의 설명방식으로서의 뇌

발달적 접근26)
이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가 힘들어하는 장면들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갈등이라고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과격하
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고 어른들 입장에서 적절하게 해석할 방
법이 없을 경우, 해당 학생이 덜 성숙했거나 ‘분노조절장애’ 등 특별한 질병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니면 ‘중2병’을 보이는 것으로 삼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중2병’은 중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일종의 집단적인 증상으로

명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배경을 추적하는 데
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 시기의 특성으로는 흔히 심리적 불안정성, 소속의 욕구,
주관의 형성, 반항과 폭력 등이 묘사되는데 이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조건 속에서 분명한 목표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방황할 수 있다는 관
점, 이전 이후 시기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아 자유로운 시기라는 관점, 발달 특성상 단계라
는 관점, 신체 및 심리적 성장과 현실적으로 요구받는 역할 간의 괴리 때문에 생기는 부조
화라는 관점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과 성취 압
박, 억압적인 분위기, 자유시간의 부족, 수면 부족 등이 겹쳐져 있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
스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될 수도 있다. 이처럼 그동안 중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대해
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여기에 이 논의에서는 또 다른 이해방식
혹은 설명방식으로서 뇌과학적 접근을 보태고자 한다. 이는 뇌발달적 특성이 중학생의 특
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은 아니다. 그저 중학생들의 매우 복잡하고 역
동적인 발달 과정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삼고자 한다.
중학생 시기 뇌발달상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인간만이 보이는 뇌발달 패턴의 차이는
인간에게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시기적 특성들, 예컨대 사춘기와 같은 특성과 연관지어 생
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성적 선택이나 판단과 관련된 전전두 부위는 계속해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반면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변연계의 경우 이미 기능적 발달이 높은 수준으로
26) 중학생의 뇌 발달적 특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원고용역 형태로 작성된 박수원(2017)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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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이 가장 큰 시기가 중학생 시기가 된다(Mills et al., 2014).
이는 중학생 시기에 이성적 선택이나 판단보다는 정서적 반응이나 보상에 따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Chein et al., 2011).
청소년에 대한 뇌기능 발달 모델은 중학생 아이들이 보이는 일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중학생의 뇌는 성인과 매우 다른데 특히 화를 가라앉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일이 올바른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역할을 하는 전전두부위가 성인과
매우 다른 구조적 특성(시냅스의 정도)을 보인다. 선생님이나 학부모와 같은 성인들이 생각
하기에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행동들도 전전두엽의 기능이 미처 다 발달하지 않은 중학생에
게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능(변연계의 기능)은 발달되
어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상대
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미래의 큰 보상을 그리기보다는 현재의 즉각적인 만족을 택할 확
률이 높다. 또한 정서적으로 폭발되어 화를 내거나 펑펑 울고 있는 중학생에게 이성적으로
똑바로 생각하라는 지시나 조언을 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중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격앙되는 것은 인지작용을 저하시킨다(Dolcos & McCarthy,
2006). 격앙되어 있는 중학생의 정서반응이 낮아질 수 있게 그의 말을 들어주거나 지지해

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접근 방법일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는 성인과 같은 인지능력을 보이기 위해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에 성인
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한다. 중학생들은 전두엽을 포함한 뇌 피질과 편
도 및 도파민 신경세포가 위치한 피질하 구조에 있어 연결이 변화되는 등 구조와 기능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또한 아동기에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 확산적으로
나타나던 활성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보다 집약되고 과제 특수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성인들과는 다른 이들의 논리의 틀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생 시기는 보상에 대한 뇌반응이 아동이나 성인과는 다르고(Galvan et al.,
2006; Silverman, Jedd, & Luciana, 2015) 도파민 관련물질의 차이를 보이며(Jucaite,
Forssberg, Karlsson, Halldin, & Farde, 2010; Tunbridge et al., 2007) 친구가 위험행동

을 하는 자신을 보고 있을 때 더욱 보상회로가 활성화된다(Prinstein, Brechwald, &
Cohen, 2011; Steinberg, 2008). 이는 중학생 시기에는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친구들 앞에

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그 자체로 사회적 승인을 받고 보상받는다고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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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중학생의 위험 행동을 낮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위험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알려주는 것보다 사회적 기술이나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개념을 알려
주고, 친구들이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또한 교사나 학부모가 중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존재한다면 더욱
반항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친구들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정신장애 발병연령분포를 확인해 볼 때, 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불안장애, 기분
장애 및 조현병의 발병 시기가 만 14세에 겹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Kessler et al.,
2009).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기에 보이는 역동적인 뇌 변화나 호르몬의 변화와 연

관을 가질 것이라 추측된다(Paus, Keshavan, & Giedd, 2008). 따라서 특별히 이 시기에
여러 종류의 정신장애가 겹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 시기 해당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뇌 변화나 호르몬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중요한 신경의 재구조화 및 재구성이 청소년기에 이루
어진다는 것(Giedd et al., 1999)을 알게 된 후, 청소년기가 효과적인 변화와 발달을 야기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27). 뇌 역시 급성장하는 시기에 있기에 이 시기에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발달하고 강화되는 뇌의 영역도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경험, 깊은 사고가 필요한 이해,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진진한 탐구,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 등이 이끌어가는 방향과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지식 습득이 이끌어가는 방
향이 다를 것이다. 이상의 발달심리학 및 신경과학에서의 발견점들을 적극적으로 중학생의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생활교육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5) 생기와 모험이 넘치는 중학교 2학년의 가능성
우리나라의 치열한 대학입시 상황에서 고등학교 시기는 ‘수험생’이라는 정체성과 맞물려
그 시기를 희생해서라도 미래 대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몰두해야 한다고 인식된다. 따라
서 상당한 비율의 학생들이 이 시기에는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를 억누르고 자제해야 한다
27) 동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신경가시(spine)를 포함하는 뇌가소성(brain plasticity)이 성인 이전에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avelier, Levi, Li, Dan, & Hensch, 2010; Grutzendler, Kasthuri, & Gan, 2002;
Hensch, 2005; Knudsen, 2002; Trachtenberg et al., 2002; Yazaki-Sugiyama, Kang, Câteau, Fukai, &
Hens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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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동의하면서 살아간다. 한편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의 역할이 혼재된 초등학교는 학
업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고 아이들의 행동반경도 좁기에 담임교사의 생활교육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이행기이다. ‘어린이’로서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친절하고 따뜻
한 돌봄 속에서 지내다가 엄격하고 형식화된 중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긴장하며 적응하는
때이다. 최근에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심리적 여유를 가지면서 생활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등학생 되기’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일부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시 준비에
몰두하기도 한다.
중학교 2학년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 놓인 ‘중학
교’, 중학교 안에서도 중1과 중3 중간에 놓인 ‘중2’의 학교 체제 안에서의 특성을 먼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당면과제와 긴장이 존재하거나 연령에 따른 혹은 제도적 여유가 존재하
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중학교 2학년 시기는 일종의 분출구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시기로
해석된다. 학교 제도상으로 볼 때, 중2 시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고 고등학교 진학과
도 다소 거리가 있는 ‘자율’과 ‘실험’의 여지가 있는 시기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
로 자기 표현을 하고, 기성세대들이 볼 때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까지를 시도해볼
수 있는 해방구이자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지켜본 중학교 2학년생들 중 대부분의 삶은 ‘자율’과 ‘실험’보다는
‘타율’과 ‘암기’에 가까웠다. 학교 시간표도 선택의 여지없이 정해져 있는데 방과후나 주말,

방학 때도 학원 시간표가 빡빡하게 들어앉아 있다. 이 상황에서 이들은 말버릇처럼 ‘시간
이 없다’고 한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면서 그 사이 사이에는 숙제를 하기 바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현상이 ‘중2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중2병
이 중학생들 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진단도 등장하고 있다(중앙일
보, 2013.4.6.). 이러한 진단에서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탈출구 없는 사회를 원인으로 지목
한다(중앙일보, 2013.4.6.). 마찬가지로 ‘중2병’으로 명명되는 행동들은 가능성과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환경이 이를 억압하면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추병식(2005: 50)은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기를 향해 가는 청소년기의 고유하고 매력적
인 자질이 바로 “자율적이고 실험적인 삶의 의미”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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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삶의 시기 중에서도 풍요, 문화적 역동성, 희망과 결합된 시기로서 재조명 되어야 한
다. 중학교 2학년 시기를 가장 ‘자율’과 ‘실험’이 가능한 시기로 자리매김할 때 ‘중2병’에서
지칭하고자 했던 현상은 다른 세대들이 떠안고 중학교 2학년 시기는 가능성, 희망, 역동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시기로 재인식될 것이다.

6) 국제통계 비교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이해: 중학교 2학년의 학업스

트레스와 협소한 인간 관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국제 비교 데이터로부터 한국 청소년들의 특성을 도출
한 바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교육 성취도가 매우 높지만 주관적 행복감은 최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중학교 진학 이후 행복도의 추락 폭이 크다(이봉주 외, 2017: 256).
이 연구 참여 중학교 2학년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학교 교과 공부에 대한 부담
이 크고 성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큰 편으로 나타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불안감(0.10)은 OECD 평균(0.01)에 비해 높은 편인데 독특한
점은 다른 나라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도 학업불안감이 높다는 것이다(구자옥 외, 2017: 7). 본 연구의 중학교 2학년들생에서도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서,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학업과 성적에 대한 관심
과 초조함이 더 드러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성취 수준이 높다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 사례학교들 중에서 고소득층이 밀집한 다다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타 사례학교에 비해서 작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많
다.
본인이 교과 내용을 잘 따라가고 있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좋은 경우에 현 성적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기준 없이 늘 “더 잘하기를” 바라는 모습에서는 그 목표점이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특히 선발 과정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
려는 목적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 이러한 예민함과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은 초등학교에 비해 더 많은 통제와 간섭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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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유롭지 못하고, 더 비교당하며 선배와의 관계도 더 위계적이고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도 친밀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이봉주 외, 2017). 특히 중학교
2학년을 지켜본 이 연구에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간･기말고사’에 의

해서 구획되고 구성되는 학교 수업과 생활리듬 속에서 생기를 잃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을 버티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시민으로서의 지식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의 사회 관심과 참여에 있어서는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Schulz et al., 2010). 구체적으로 참여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고
(op.cit., 136), 합법적 저항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평균보다 훨씬 낮았으며(op.cit.,
141), 성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나 성인이 되어 정치적 행동에 참여할 것이

라는 기대도 국제평균보다 낮은 편이었고(op.cit., 144, 147),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
겠다는 학생 비율도 평균보다 낮았다(op.cit., 157). 또한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들
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인식(op.cit., 167), 교실 토론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 등도 국제평균
보다 뚜렷이 낮았다(op.cit., 176). 이 연구의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대다수 중학생들의 삶
이 학교, 학원, 집의 테두리에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해야 하는 일들이 주로 공부에 국한되
어 있어서 이들이 일상에서 시민의식을 발휘한다거나 사회적 이슈나 문재에 참여하는 계
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로 중학생들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은 교과에서
배운 지식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나. 자기 인식 차원의 정체성
1) 자기 인식에 있어 부모와 여가의 영향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특성 등 성향에 대
한 인식의 편차는 상당하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
고 통합적이며 안정적인 정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요인
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여가생활과 밀접하
게 관련이 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아동기에는 부모로 대변되는 사회적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며, 평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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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을 형성하기 시작하지만(Harter, 1988), 예컨대 학교 성적
등 자아개념의 주요 기준이 되는 가치 자체에 대한 의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는 않는다
(Rest, 1986).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치론

적인 질문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기에 부모의 의견을 거역하기 힘
든 경우에는 부모의 가치를 자신만의 질문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부모가 매
우 중요한 타자이기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와 독립된 자신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밀착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4개 중학교 사례에서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자와
관련해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에게 있어 친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부
모의 영향력 정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청소년기 ‘중요한 타자’로서
부모의 지위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김현철 외, 2006)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계층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인 나나중학교와 다다
중학교 학생들에게서 부모의 가치가 전수되고 인정되는 현상이 도드라지는데 비해 저소득
층과 면 지역인 가가중학교와 라라중학교 학생들에게서는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생들 중에서 보다 독립적
이고 자립적이며 스스로를 타자와 분리된 개인으로 자각하는 인식의 정도가 높은 학생들
이 많이 눈에 띄는 경향이 있었다.ﾠ물론 이 과정은 겉에서 볼 때 변덕스러움이나 불안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른의 입장에서는 논리
가 부족한 중학생들의 생각은 이러한 자신을 둘러싼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
안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가운데 정체성을 형성해 가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전
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아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 학업을
포함해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목할 부분은 학생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자기 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
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경우, 예를 들면 팬클럽 활동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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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를 살린 동아리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한 분야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비교
적 분명한 취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학생들의 경우 자기 자신을 타자와
구별되는 독립적 개인으로 자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들의 여가와
취향이 자아정체성과 자기 인식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 다른 정체성을 압도하는 학생 정체성과 학생 정체성의 핵심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
‘학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다. 학교에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규율을 지키는 ‘평범함’을 학생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공
부하는 사람’, 더 나아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생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국립국어원, 2018).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이 연구 사례들에서 부각되어 나타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
성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현상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공부’가 주요 교과 시험공부를 뜻한다는 점이다. 중
학생들은 대체로 이러한 ‘공부’ 때문에 또 다른 공부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교훈을 얻고, 이질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견해를 접하며,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활동 등과는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한다. 이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나나중학교와 다다중학교에서 ‘시험 공부’ 중심의 생활의 재편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
며 다다중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했는데 이는 특별한 종류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며 비록 일반계 고등학교에 갈 생각이라도 ‘높은 성적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일찍
부터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들이 또래관계 중심의 자생적 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와 교사, 그리고 사회의 중심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의 자아정체성
을 수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은정, 2009)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생 정체성’의 특징에 있어서 자녀의 일상에 대한 부모
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학력과 학벌로 향한 경쟁 속에 있는 자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우위
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추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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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부 어머니들은 학생의 정체성에 의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의 성적
에 자신을 대입하거나 자녀의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대체적으로 전업주부들의 경우 계층과 무관하게 아이들과 남편 및 시집으로부터 ‘자녀교육
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이은주, 2018: 115). 자녀의 학업성취 결과가 낮으
면 어머니인 자신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특히 고학력이며 전문직 경험이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는 어머니들이 전업주부
를 자처하면서 기존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쏟던 열정과 에너지를 자녀교육에 쏟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부모들 간의 네트워크, 가족 안에서 부부 간의 역할
분담, 사교육 기관과의 관계 가운데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자녀의 학습활동
일거수일투족에 세심하게 개입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녀의 시험 기간에 비
슷한 정도로 긴장하면서 억제된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공부하는 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며 수행평가를 같이 하거나 자율동아리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
상이 마치 자녀의 아바타와도 같은 정체성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2018)의 연구에 의하면 중산층 이상의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일종의 ‘커뮤니티’
에 소속되어 삶의 반경이 넓어질 경우에 비교적 사교육열이 낮게 나타났고, 자녀의 성적과
건강을 자신의 삶과 분리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유사한 관심과 가치관을 가진 폐쇄적 집단
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서 소통하는 공동체에서 활동을 할 때 다양한 계층 및 문화와의 만
남을 통해 자신을 다시 이해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은
주, 2018: 118).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자녀의 성적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 같은 어머니들
에게는 이러한 커뮤니티 참여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녀의 대입을 향한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활동들이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잠시 보류
된다. 일상생활 가운데 대부분의 만남도 핵심 주제는 자녀 교육으로 수렴되고, 교환되는
정보도 이를 위해 유용한 것 중심이 된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예민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자녀의 대입 성
공가도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일종의 치열한 전투
중인 전시와도 같은 분위기이다.
셋째, 성적 정체성이 주는 압도성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이 운영됨에 따라, 1학년 때 숫자로 성적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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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에만 이루어지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시기는 중학교 2학
년 시기가 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점수화 또는 문자화 된 성적을 처음으로 확인한 후 한
두 차례 지필고사를 치르고 나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머릿속에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
된 학생 개인별 ‘성적 수준’이 각인된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막연하게 공부를 잘 하는
편이라고 믿으며 특목고 혹은 명문대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학생과 학부모는 중2에 형성
된 ‘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후의 행보를 결정하게 된다. 2학년 성적을 바탕으로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을 포기하고 학교 내신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학생, 특목고 및 자사고를
가시권에 두고 본격적으로 달리는 학생들로 나뉘기도 한다. 또한 면 지역 학생들은 몇 개
안 되는 선택 가능한 고등학교 중에서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학업과 성적이 일상을 구성하는, 자기 인식을 지배하는 최우선의 요소가
되면서 다른 분야에서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활과 사고가 협소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가
정에서의 역할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언제든지 어디
에 있든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 부각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부와
시험이 중요시되면 될수록 학생들의 일상이 닿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모든 곳에서 오
롯이 ‘학생 정체성’만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지역에서 주
민으로, 각종 단체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병행할 때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3) “만들어진 모범생”들의 갈등 증폭
학교에는 “만들어진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성실하
고 그만큼 잘한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소위 “관리하면서” 시기에 맞추어 배워야 할 것들
을 배울 수 있게 학원을 보내고 체험활동이나 여행을 통해서 풍부한 문화적 자산도 쌓을
수 있게 한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모범생들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볼 때 “모범생”은 천성적으로 매사에 열심히 한다. 그 일이 공부이든 청소이든, 혹은 사람
을 대하는데 있어서도 상대가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모든 일이나 관계에 성심성의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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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만들어진 모범생”은 힘겹게 따라가는 길이기에 모든 분야에 에너지를 낼 수
는 없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분야, 정해놓은 범주에 집중한다. 정해진 목표를 위
해서 가야할 길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범생”들이 중학교에 와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그동안 “해
야 한다는 일”을 따르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 여전히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자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싶지만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도 무시할 수 없기에 이들의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다.
그동안 인정받던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학생들은 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부모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한다. 예를 들어 학급 청소를 빼
먹고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어머니께 전화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청소를
빼먹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끔 부모님과 협상을 하여 방학 때 친구들과 하루종일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동안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 살던 자신
의 가치관 전체를 부정하고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
고른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나나중학교 한 학생의
경우에서 어린 시절 지나친 학업 중심 몰입으로 인한 사회성 결핍,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
와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겪어내야 했던 과정이 드러난 바 있다.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짧
은 한 시기만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길게 보았을 때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다. 초등학
교 때부터 인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자극을 받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한 측면
만 과도하게 개발했을 때 나머지 부문에서는 해당 연령대에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
량을 갖추지 못해 부조화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는 일상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

4) 면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
본 연구에서 면 지역 소규모 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하지만 성실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도시 학생들과 비교했
을 때 자신의 역할을 조금 더 어른스러워야 한다고 보았으며 가족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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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 사례에서 면 지역 소규모 학교인 라라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에 관
해 긍정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지역민으로서 자신의 소속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
역이 작아서, 복잡하지 않아서, 조용해서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
한 특성은 자신에게 익숙함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단
조롭고 재미없는 것으로 느끼기도 한다.
둘째, 라라중학교의 경우 현지 토착 가정보다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외부 유입 가정
이 많은 편이다. 이들의 부모는 주로 주변 공단에서 3교대로 근무하거나 마을에서 자영업
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부모나 친척들이 주로 원거리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 대신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관계는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안에서 개별 학생들의 특성이 수식어로 따라 다닌다. 예
를 들어 “빵집 아들 00가 결석했다”, “식당집 00는 공부를 잘한다더라”, “전교 1등의 여동
생이 공부를 잘 못한다”와 같이 집안의 특성과 자신의 특성이 결합되어 이웃들 사이에서
회자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웃들의 인식은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훈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가족사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훤히 알고 있는 상황일 때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제약과 부담을 갖게 된다.
셋째, 다른 사례에 비해서 유독 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역할로 인해 어른스러
워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생활을 비롯한 생활관리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었다. 일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부모가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보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자녀들도 이러한 뉘앙스를 받아들이면서 “알아서
어른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여서 전교생이 알고 지내
다보니 선후배 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편이다. 다른 학교에 비해 경
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전교생이 모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이나 학교 행사에서 학년 간 연계가 강조되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으로서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 짓고자 하는 특성은 이런 작은 학교 학생들의 자기 인식에 있어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에 1학년 때 후배의 위치에서 1학년 후배를 둔 2학년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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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도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른스러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가족의 특수성과 이질성 역시 면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의 자기 인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가 질적 연구이기에 사례학교 학생들의 전체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4개교 중에서 면 지역 소규모학교인 라라중학교 가족 가운데 다문화 배경을 가졌거나 가정

폭력 등의 어려움을 가진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작은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실제
로 감추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 중 외모로 부각되지 않는 경우
에는 다문화 배경을 숨기면서 지내기도 한다. 다문화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관계에서 불이
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어머니의 국적을 숨기는 현상은 하나의 선택적 전략(박선웅･우현
정, 2013)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출신에 대해서 차별하고 사회진출을 제한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을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동기가 상실될 뿐 아니라 자아정체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박진우･장재홍, 2014: 149). 더 나아가 이들에게서는 이
중의 소수자로서의 어려움이 읽혀진다. 여러 가지 문화적 조건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자라
나는 배경 조건에 다문화 배경이 추가된 것이다. 더군다나 익명성과 사생활이 보장되기 어
려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처럼 드러내는 것과 숨기는 것이 다를 경우 더욱 더 정체성
형성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 다른 가족 상황으로 가정폭력의 가족사 속에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빈곤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적절한 돌봄이 부족했던 학생들의 경우도
발견된다. 이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 기본 생활 습관을 만들고 미래상을 가지기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데 외부의 낙인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주변 이웃들이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지내야 한다는 점, 주변에서의 시선과 건네는 말
속에 이러한 인식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대꾸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과거의 지우고 싶은 기억을 주변인들이 모두 기억하는 상황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의 입장과 이러한 배경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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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해 총 4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 종단연구
의 3차년도 연구이다. 3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2차년도 연구와의 연결선상
에서 중학교 2학년의 생활을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중학교 2학년
의 경험이 이전의 경험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
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인식을 하면서 정체성 형성 과정을 밟아가는지 양
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1, 2차년도 연구와 같이 가가, 나나, 다다, 라라중학교 4개
학교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 계층적,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각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제 비교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측면들이 이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 과정에
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장과정과 관련하여 추가하고 싶었던 의견을 덧붙인다.
첫째, 중학생들은 단기간 안에서도 매우 많이 변한다. 연구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아이
들을 만나지만 만날 때 우선 외모가 많이 바뀌어서 놀라는 경우도 있고 생각이나 활동,
학교에서의 위상, 관심사 등이 변해서 놀라기도 했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묘
사는 그야말로 지나가는 과정적 모습일 뿐이며 앞으로도 변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 몰두하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갈 지에 대해서도 잠재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중학생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며 설사 평가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이들의 삶은 어른들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학교 2학년은 우리나라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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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한 경쟁, 불안, 비능률성, 낮은 사회적 신뢰 등28)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으
로 보였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미래적 불안(연합뉴스,
2017.12.11.)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이들이 겪는 입시와 성적에 대한 불안은 이

후 “대학에서는 취업, 직장에서의 승진과 퇴직, 퇴직 후 노후와 건강”(연합뉴스,
2017.12.11.) 등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학업성

적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가운데 학업시간은 길지만 자신감은 떨
어지고 학업에 압도되어 취미나 여가, 기타 사회생활에의 참여 여지는 크지 않았다.
결국 중학교 2학년들의 삶을 지금보다 긍정적 성장이 가능한 시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을 틀어쥐기 시작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각자도생의 사회 시스템, 불신의 사
회 문화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 시스템과 문화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
다. 어른들의 삶이 바뀌면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조망하는 아이들의 삶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역동적이고 모험이 살아있는 시기’로 재개념하자고 제안
한다.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중2병’ 등으로 치부하면서 다루기 힘들고 이상
한 시기라고 낙인해 왔다. 하지만 본문과 논의에서도 다루었지만 중학교 2학년 시기는 제
도에 눌려서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자율의 여지, 활동의 여지, 확산
의 여지가 큰 ‘가능성의 시기’이다. 제도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달라진 학교급에서 요구
되는 것들로 긴장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긴장한다면 2학년 때는
이러한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체와 두뇌를 활용하면서 활동성을
높여 폭넓은 경험을 하고 지적 쾌감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가능성의 시기를 실현할 수
있는지는 교육 제도 안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여지를 줄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4차년도 연구를 남겨놓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학교 3학년 생활과 이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로 성장해온 과정을 광의의 진로라
28) 2014년 기준, 한국인 취업자는 1인당 평균 2천124시간을 일해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멕시코(2천228시간)
다음으로 긴데 이는 OECD 평균의 1.2배, 근로 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1.6배에 해당한다(연합뉴스, 2015.11.2.).
또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대인 신뢰 비율이 38%에서
27%로 하락했다(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각 연도. 김희삼(2018: 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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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을 축으로 종단적으로 살펴보면서 4년간의 연구를 종합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도출된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가 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라면 다른 한편에서 교사로서 성장과정을
분석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교대 또는 사대를 입학하면서부터 졸업 후 교사 입직까지,
또는 교사 입직 후 3~4년에 걸친 기간에 대해서 종단연구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교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교사임용과 양성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적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부모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 민주주의, 민간협력적 교육 거버
넌스, 지역교육공동체 논의 등은 모두 교육 주체의 한 축으로서 학부모 참여를 전제로 한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녀에 초점에 둔 것이 아닌 시민으로서 학부모의 관점과 참여가
중요하다. 학부모가 중요한 교육 주체라면 이들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이들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고 이들에 대해서 교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29)

‘중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본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일은 결국 ‘중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서 해답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
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그리고 중학생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적
으로 마련된 학교 체제를 위한 제언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옆 친구와 공감하
는 대화를 나누고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참여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거시적으로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원 배치 정책을 바꾸는 것에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실 사람의 성장은 다차원적인 환경의 영향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를 이루는 단편적인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크게 영
29) 정책적 시사점 도출 과정에서 몇 차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절에는 이 협의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아이디어
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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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를 바꿔내는 것, 예
를 들어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학생의 학습경험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
정을 하고 혁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관
리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것, 지역사회
에서 다양한 기관 및 주민들 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아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시민성, 성숙도, 공동체 문화가 우선인
것이다. 정책 수준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본원적인 모습을 찾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들
을 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혁신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학교별 또는 지역별 교육력의 편차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면서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공정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전제로 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과정 및 결과에서 도출된
중학교 2학년생들이 겪는 상황에 천착하여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개선점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도 포함되지만 당장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점들에 대한 단
기적인 접근도 포함한다.
아래 [그림 Ⅵ-1]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성장과정을
겪어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4년에 걸친 종단 연구를 개괄한다. 그 중 3차년도 연구에서
는 주요 주제로 중2 경험, 자기 인식의 측면에서의 정체성, 국제통계 비교를 통해서 본 특
징 등을 다루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특성들이 계층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1) 중학교 2학년 생활 지원
을 위한 정책, (2) 중학생의 정체성 발달을 고려한 정책, (3) 한국 중학생의 특수성을 고려
한 정책 (4) 집단별 특징을 고려한 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이 연구의 독특성이 중학생들의 생활을 밀착하여 살펴보았다는 데에 있기에 정
책적 시사점 도출에 있어서도 이들의 생활 과정에 녹아있는 문제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루는 내용으로 일상에 맞닿아 있는 측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각 시사점마다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현상을 간략하게 설명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점이나 고려해야 하는 접근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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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3차년도 연구 주제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주제

가. 중학교 2학년 생활 관련 시사점
[가-A]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생활교육
[가-A-1]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국가교육과정 교과 내용을 대폭 축소해가는 가운데 필

요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타 교과 내
용에 대해서도 시대적 요구와 필요의 눈으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학생들이 여러 이유와 모습으로 수업시간 학습을 거부하거나 학습으로부터 도망가고 있
다. 학교에 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요청
된다. 중학생들 중 일부는 실생활에서의 활용은 물론이고 입시에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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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과목들을 자체적으로 “버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개인
적으로 공부를 하지도 않는다.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목이나 어떤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설득되지 않은 채 과목이나 시수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서 입시에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교과목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나 전체 교육 시간을 고려할 때 교과의 양이 과다한 것도 여전히
지적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일례로 중2때 학생의 33%가 수학을 포기하며(SBS 뉴스,
2015.6.2.) 수포자가 20% 이상인 중학교가 전국의 87%로 고등학교보다도 2배 이상 많다
(한겨레, 2015.9.10.). 이렇게 3분의 1이 단순히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학생과 교육과정 간 불일치 문제가 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교사도 한편으로는 유연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체제 안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이 정해져서 하달되면 교사에게는 그
것을 촉박함 속에서라도 모두 다루는 것이 책임으로 주어진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어떠한 교과목이 일단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면 시대나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쉽게
교육과정에서 빼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들에 대해서 시대적 의미와 활용도를 따져서 필요성과 교육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눈높이와 학습속도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
는 양과 난이도의 교육과정으로의 조정이 시급하다.
또한 교육과정 대강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배워야 할 내용을 모두 담겠다
는 접근부터 재고려하고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수학 교육과정의 목표를 ‘50가지 질문’을
해결하는 것으로 잡는 등 전혀 다른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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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운영방식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상황]

중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마저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 이유는 학교스포츠클럽
이지만 전혀 몸을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
교에 따라 교사별 시수를 조정하는 가운데 운동이나 스포츠와 거리가 멀고 이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할 경우에 교실에서
독서 등의 정적인 활동을 한다. 활동을 좋아하고 기대하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시간
이 된다.

[접근방식 도는 전략]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2012년 2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
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에너지를 표출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학교폭력을 예
방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실제로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폭
력 예방의 효과성이 검증된 정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입
당시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부족, 강사 수급 및 수업 시간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
제점들은 도입 이후 6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중학교에
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왜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의미가 있고 필요한 시
간이라면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육 교과 또는 동아리 활동과 통합하
는 등 학생들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A-3] 중학교 교육과정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특히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

과 주도적 활동의 여지가 큰 중학교 2학년 시기가 학생들이 즐겁게 배움에 몰입하
고 교사들이 전문적 자율성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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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문제 상황]

본 연구의 계층별, 지역별 4개 학교 모두에서 현 수업 황폐화 정도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한 정도이다. 학생들은 재미없고 지루한 수업 시간에 앉아 있기 괴로워하고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을 앉혀놓고 좌절하며 시험 중심의 교육 가운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으면
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
수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사교육에 의존하는 분위기이다.
국가교육과정(교육부, 2018: 5)에서 중학교 교육 목표는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
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자아
존중감, 다양한 지식과 경험, 적극적인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 도전정신, 창의적 사고력, 생활 경험, 다양한 문화 이해 및 공감, 공
동체 의식, 타인 존중, 소통,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 등이 주요어로 등장한다. 현재 학교
에서 이러한 중학교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학교
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배움의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애
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시험이 간신히 끌고 가는 수업이 주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기말고사 이후의
파행적 수업 운영이다. 시험 중심의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을 하다 보니 기말고사가 끝나
면 학생들은 수업 혹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교사들도 이에 대해서 포기한다. 그럼에
도 방학 때까지 등교는 이어지고 이는 수업 시수로 산정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지적은 이루어졌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교사와 학생 모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교육적 의도가 없는 비디오 상영 등으로 열흘에서 2주일 넘게 시간을 보내
면서 어떤 아이들은 이 기간에 굳이 왜 학교에 와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만이고 어
떤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마냥 놀 수 있으니 즐겁다. 하지만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는 기말
고사 범위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학기나 학년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형식적
인 수업 시수만 맞추었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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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또는 전략]

교육 본연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전체 학년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첫째는 자유학
기를 운영한다고 저절로 충실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부
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둘째,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경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경쟁력을 위한 준비도에 있어서 계층별로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학교 수업
이 시험준비와 멀어지면서 교육과정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고소득층은 자체적으로 사교육
을 통해서 시험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면서 ‘시험 치르기’ 방법도 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 교실의 풍경을 살펴보면 중간고사
와 기말고사가 주축이 되어 끌고 가는 시험준비 중심의 수업이 얼마나 학생들의 의욕과
생기를 꺾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지 알 수 있기에 혁신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하
게 된다.
기말고사 이후의 파행적 수업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힘들다면
교과 연계 체험학습이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
학 바로 전에 기말고사를 치르고 학생들이 방학 때 잠깐 학교에 오거나 온라인상에서 오답
과 시험결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시험
중심의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A-4] 일제식 지필평가를 치른다면 학교 수업의 수준과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위해 시험 문제에 고난이
도 문제가 포함되게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고난이도 문항은 학교수업만으로 대비하기 어
렵다고 생각하여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수업은 쉬
운 내용으로 하지만, 시험은 어렵게 내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닐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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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말한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학교수업과 시험문항의 수준 간에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
는 커진다는 것이 드러난다. 교육관에 따라 학교 시험에서 변별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또는 일정 정도의 학습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에서 변별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교육관보다는 극소수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
학교 입시를 위해서이다. 현 고등학교 입시 중 일부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하며, 이에 따
라 시험에서 변별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학교수업의 수준과 시험문제의 난이도 간의 차이
는 내신의 절대평가(성취평가) 정책 및 중학교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현재의 고등학교 입
시 체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면서 나아가 중학교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 교육
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 정책, 입시 체제, 교육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적
정 수준의 평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 교육과정 본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려하게 되면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 수업의 수준과 동떨어지게 어려운 시험문
항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A-5] 중학생들의 뇌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두뇌를 쓰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작더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하고 적합한 생활교육 방식을 적용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중학교 시기에는 행동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
전두엽의 발달이 활성화되며, 효율적인 뇌의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백질의 부피가 커지게
된다. 물론 정서반응을 담당하는 변연계와 이 두 기능의 발달 수준 격차로 인해 분노조절
장애나 충동조절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논리적, 이성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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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변연계의 기능은 발달해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의 행
동을 통제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은 아직 발달 중에 있으므로 그 간극이 가장 큰 시기이다.
따라서 화를 가라앉히거나 무엇이 잘못이고 올바른 행동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의미있는 타자로서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또래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중학생 시기에는 친구가 위험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고
있을 때 보상회로가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 즉 친구들 앞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그 자체
로 사회적 승인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사례에서도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과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친구들을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용기 있어
보이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논리력이나 기억력 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중학교 시기에 두뇌를
쓰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향상된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을 수 있다. 뇌과학자들은
특히 논리력,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과 연관되는 백질의 부피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작더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뇌발
달적 특성을 교육과정과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에 비해 가정, 학교
등으로부터 보다 독립적, 논리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편차가 상당하다. 어떤 학생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변연계와 이성적, 논리적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거의 조화를 이루어 반응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지만, 어떤 학생은 정서자극에 즉각
적으로 반응하지만 이성적, 논리적 사고 기능이 떨어져 분노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도 한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폭발되어 화를 내거나 울고 있을 때 전전두엽의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전자의 학생들에게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는 조언이 유용할 수 있으나,
후자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조언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 오히려 후자의 학생들에
게는 격앙되어 있는 정서반응이 낮아질 수 있도록 경청해주고, 지지를 보내주거나 기다려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학생들의 뇌발달 수준에 따라 대인 관계, 생활 태도, 학습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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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극에 대한 반응, 조절 능력 등에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학생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것이 진정
한 교육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생성되고 있으니 교사 양성과정 및 재교육 과정에서 이에 대해 소개하면서 학생
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에게 맞는 접근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교육의 측면에서도 중학생의 위험 행동을 낮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위험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알려주는 것보다 사회적 기술이나 긍정적인 사회
적 자아개념을 알려주고, 친구들이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가 중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친
구들이 존재한다면 반항하는 행동을 더욱 할 수 있으므로 친구들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A-6] 중학교 성적 산출을 통한 고등학교 입시 전형을 줄여가는 가운데 영재고,

과학고, 기타 특목고나 일부 특성화고는 지역의 공공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축
소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영재고등학교(이하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이하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그리고 일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등을 염두에 둔 학생들은 중학교
3년 간 모든 내신과 교내외 활동에서 소위 “풀 퍼펙트(full perfect)”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단 한 번의 시험에서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친구가 경쟁
자가 되고 일상의 스트레스는 가중되며 학원 수강 시간은 늘어간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영재고나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는
방학 중에는 학원에 하루 16시간을 머무르기도 하고 학기 중에도 새벽 1시까지 학원에 있
기도 했다. 영재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에 가려면 고교 수학을 초등학교 5학년에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 중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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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행학습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주간동아
1135호, 2018.4.20) 영재고,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 등의 선발 방식이 지나친 선행학습

과 사교육을 구조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물론 기꺼이 이러한 노력을 감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청소년기에 필요한 수면시간과 식사시간, 휴식시간도 제대로
확보해주지 않는 사교육 시간표를 보면 일종의 청소년 학대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지나
치게 어릴 때부터 특정 과목의 교과공부에만 매달리게 될 때 전인적 성장에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들도 보인다.
그런데 특별한 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대다수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몇 년, 적게는 한 학기 정도의 선
행학습은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또한 적지 않은 학생
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실제로 학업에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행학습 없이 고등
학교에 들어갔을 때 뒤처질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대체 왜 선행학습이 이토록 일반화 되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지 규범
적으로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고등학
교, 대학교에 진학한 형제자매를 통해 선행학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스스로가 경험한 선행학습의 효과를 통해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
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선행학습이 강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반복학습이 가져다주는 학습자의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교
육 체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영재고나 과학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실제로 수 년 간의 선행학습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선발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ﾠ
또한 고입에서 학생부에 교내대회 수상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 과정에서 관련된 경험 내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각종 경시대회 수상을
대비하는 사교육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고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류상 기재가 금지되어 있는 스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사교육 기관에서 학원 운영 시간 등 규정을 어기면서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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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영재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나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를
지역의 공공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하든지간에 본인의 관심사를 발견하였거나 진로관련 목표가 생겼을 때 얼
마든지 학기 단위로 위탁교육을 받으러 공공형으로 바뀐 기존의 영재고, 과학고, 기타 특
목고와 특성화고 등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한번 고등학교 유형
을 선택한 이후에 갖게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언제든지 관심사를 발견하는 대로 집중
적으로 몰입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장차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과학 등 특정 분야 인재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가-A-7]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가거나 혹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사가 학생들의 모둠활동 등을 유심히 관찰
하여 이러한 징후를 초반에 알아채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따돌림이 심해지거
나 고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소득수준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따돌림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때로는 한 무리에서 이탈
한 친구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었다가 덩달아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심각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본 연구의 다다중학교에서는 따돌림 때문에 심리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받다가 결국에는 해외로 유학을 떠난 경우도 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따돌림 현상은 급식실 등 이동시나 모둠을 짤 때 제외되는 모습을 통해서 금방 발견할
수 있다. 교사가 초기에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면 집단상담이나 학부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역동적이고 세밀한 친구 관계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평소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적어도 학생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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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감당하지 않고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급 상황에 따라서는
친구들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부모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학생의 어
려움을 주변에서 이해하면서 같이 대처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A-8] 교실 안에서 돈독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더라도 또다른 종류의 관

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다각도의 관계 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대부분의 학교생활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에 학기 초에 교실 안에서 친밀한 친구 관계
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집단 행동을 하는 무리에 소속되지 못했을 때, 혹은 맺었던 친구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깨졌을 때, 학생들이 의지할 친구관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학
교에 등교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급속도로 떨어지
고 생활 전반에 대한 의욕도 저하된다. 하지만 학급 안에서 이미 형성된 관계의 틀들을
깨고 재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학교에서 학급 외에도 학급을 넘나드는 동아리, 프로젝트팀, 봉사활동팀 등이 있으면 비
록 한 곳에서 관계맺기에 어려움이 발생해도 다른 관계에 기대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
처럼 다른 관계가 튼튼해지면 이것이 또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여러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성 및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쩌다가 한 집단에서 관
계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울증에 빠지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등 극단적인 생각
을 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367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가-B] 학생의 배움 관계에서의 핵심인 교원
[가-B-1]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친밀

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더 이상 교사가 ‘의미 있는 타자’가 아니라는 점은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
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요소
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그 교사에 대해서 친밀함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한다. 더 나아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기울이
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교사여야 교사가 하는 조언이나 지도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
고 생각하여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게 된다.
연구의 사례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걱정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
님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인지”, 혹은 “선생님이 곤란에 처하게 되니 화가 나서 그런
것인지”라는 오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
았기에 교사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새로 전근 온 교사가 수업 중 분위기 전환과 학생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 경험
담을 이야기했으나 교사에게 무관심했던 학생들의 반응이 차가워서 향후 그러한 시도가
위축되고 딱딱하게 강의식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나타났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교사는 학생을 학급 집단으로 상대하기보다는 개별 학생으로 보면서 교사와 개별 학생
간의 일대일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과 일대일 상담 등 일대일
접촉을 늘린다. 또한 부모들과도 일대일 전화, 문자 등 접촉을 늘린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학생과의
관계 형성과 교육활동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교사가 담당했던 업무들 중에서 자동화하거나 생략해도 되는 것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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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행정업무 등을 덜어낸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 기획하여 학교가 운영하
도록 하는 단기적 사업 성격의 업무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과감하게 중단하며 학교 단위
에서 필요한 일들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B-2]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몰입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수업 연구를 증

진하고 수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재미있는 과목과 재미없는 과목을 물었을
때 개인적인 성향이나 선호를 떠나 놀라울 정도로 공통적으로 답하는 과목들이 있었다. 재
미있게 듣고 있는 수업, 좋아하는 과목의 경우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그 이유를 교사로 꼽았
다. 수업이 재미있으면서도 충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과목에 대한 흥미
도도 높이진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이 거의 듣지 않는 수업, 싫어하는 과목에 관한 설명
역시 공통적이었다. 교사의 수업방식이 지루하거나 수업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학생의 과목 선호
나 개별 특성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학교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별로
없으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 역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많아질수록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이미 많은 교사들이 동참하여 수업혁신을 이뤄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중학생들에게 인정
받는 수업, 충실하면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발굴과 이에 대한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해가면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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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B-3] 해외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교사에 대해 기대하고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교사

역할에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에서 재검토하면서 국제 표준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있는 역할 설정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친절한 교사’상에 대해
서 고민이 필요하다.

[배경과 문제 상황]

학생과 학부모들은 선진국에서의 학교 경험, 국제학교 경험 등과의 비교를 통해 힉생들을
인격체로서 대등하게 대우하면서 존중과 격려를 하는 교사상을 원하고 있다. 아직도 학부모
들에게 교사는 대하기 어려운 대상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사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최근 학부모의 요구가 과다하거나 민원
제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를 대하게 되는 상황을 꺼려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인
식과 요구가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정당한 권위를 침범하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시대에 따라 교사상도 달라지기에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기대하는 덕목이 어
떤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사에 대해서도 환자들은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 주는 친절한 의사를 원하며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MBC 뉴스데스크, 2016.1.26; 동아일보, 2016.3.15; 중앙일보,
1999.8.11), 교사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는 미소 가운데 친절하게 격려해주는 모습을

원한다. 더 나아가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자상한 교사를 이야기한
다. 교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수행되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 어떤 태도로 임하면서 어떤 덕목을 중요시할 지에 대해서 논의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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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B-4] 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서 ‘관계맺기 전문가’로서의 교사 전문성을 강

조하여 다루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례
분석(case study)’ 접근을 확대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교사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타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이다. 생활교육이 어려운 것도,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
도, 교내 동료 간 갈등 문제도 기본적으로 관계맺기와 관련된다.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점점 더 학교 밖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대외
적인 관계맺음 속에서 해야 할 역할수행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또 하나, 학교에서 교사가 곤혹스러워하는 과제는 교실 역동,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문
제, 교사-학생 관계, 교사-학부모 관계 등 맥락적이면서 복잡한 문제들에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양성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기에 교직 경력이 쌓이면
서 생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교사 양상과정이나 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에서 ‘관계맺기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전문성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학생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지
만 그 외에도 ‘학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교육에서 교사가 왜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하고 지역사회와 어떤 종류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해석하면서 대응 혹은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사례분석 접근을 늘려서 간
접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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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C] 학습경험의 핵심 시공간으로서의 학교 및 지역 교육 체제
[가-C-1] 신체와 인지 능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학

습경험을 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교사 역시 ‘마을 교
사’로서 학교 밖에서 수업한 것을 시수 및 역할 수행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실험적 시도를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중학교 2학년이 신체 발달뿐 아니라 뇌발달도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
고 정형화된 시간표와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대체적으로
수동적 구조 속에서 지루하고 무료함을 견디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에게 다양한 자
극을 줄 수 있는 학습경험 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여러 시･도의 많은 학교에서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점
차 교육활동의 범위를 마을로 확대하는 시도를 해왔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가는 노력을 응원하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혁신학교, 자유학기,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흐름들을 연결시키면서 교육 주체들이 조금
더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막혀 있는 제도를 열어준다. 예를 들어 원하는 교사들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학교에서의 역할 50%, 마을에서의 역할 50%로 가져가면서 이에 따라
수업도 마을 안에서 타 학교 학생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사전보제도 유연하게 바꾸어 교사와 지역사회의 요청 시 해당 학
교나 지역에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 일종의 ‘마을교사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교사는 지역 안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라온 모습,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
고 고등학교 시기에 변해가는 모습까지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할 때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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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교사)가 가진 교육적 전문성을 마을 안에서 공유할
때 마을의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여러 사람들도 교육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될 것이다. 이는 마을의 교육력으로 포섭되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적극적인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을의 교육관련
책임과 역할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질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명기하고 마
을교육공동체 협의체에서 학교 밖 프로그램 인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한꺼번에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을 지역사회
에서 축적해온 곳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시도해보고자 할 때 제도적으로도 보장하는 방식
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공유되는 가운데 점차 정책을 보완하여 타 지
역에서도 도입하도록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C-2] 학교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발

생하는 사안에 대한 공동의 전문적 대처 기제로 ‘솔루션위원회(가칭)’를 만
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학교에서 학생들 간 갈등과 폭력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모들은 교사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임하기도 한다. 다양한 유형으로 제기되는 학부모의 민원
에 대해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방식은 교사에게 큰 부담과 상처를 준다.
한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고려할 것이 많은데 담임교
사 등 개별 교사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이 부가될 경우에 부작용이 많다. 학생과의 관계에
서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 교사가 개인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극복하는 방
식으로 종료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견된다. 이 연구 사례에서도 때로는 담임직을 그만두
거나 휴직을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상황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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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또는 전략]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교사가 개인 수준에서 상처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민원 접수 창구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에 따라서는 행정실에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이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학교장,
해당 사안별 부장교사, 담임교사가 함께 학부모를 만나서 듣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는 심각한 사안에 대한 민원이나, 교사에게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는 민원의 경우,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 학교 차원
에서 감당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접수하여 조정 및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학부모의 민원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학교-가정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상적
인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평소 학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솔
루션위원회(가칭)’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는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내부인만이 아니라 지
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열어놓고 해석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C-3] 학원이 이미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비교육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일부 학원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학부모로부터 학생 체벌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시작
한다. 본 연구의 학생들 중에서도 학원에서 일종의 시험인 퀴즈를 풀지 못하면 물총을 맞거
나 벌금을 내야 했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 비인격적 대우가 사라지
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여전히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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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또는 전략]

학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그에 걸맞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선
에서의 행동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지키도록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발견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

[가-D] 학생 성장 환경으로서의 가정과 전체 사회문화
[가-D-1] 부모 교육 등에서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대화에 바탕을 둔 신뢰관계를 쌓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자녀가 중학생이 되어 자기 주장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신을 찾아가려 할 때
이전보다는 부모-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때 그 바탕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갈등을 겪더라도 관계에 금이 가지 않으며 극복할 수 있음을 본 연구 사례들
에서 발견하였다. 그 신뢰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라고 믿는 데에서 출발한다. 어떤 부딪침 속에서도 설사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
는 행동을 했지만 그 밑에 자신에 대한 사랑과 위함이 뿌리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오해의
여지는 없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대화는 갑자기 되지 않는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습관으로 문화로 익숙해져야 한다. 대
화의 주제나 범위가 가족마다 매우 다른데 부모의 관심보다는 자녀의 관심을 따라가면서
대화를 해야 중학생이 되어서도 성적이나 시험, 문제행동 외에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 입장
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은 보통 대화의 주제가 부모가 중요시하는 것으로 한정
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
지만 학부모 교육 등에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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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D-2]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개입에 있어서 경쟁상황에서의 이익 여부를 떠나

교육적인 방법을 찾는데 우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중산층 이상이 밀집한 학교들은 작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일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개입
이나 민원이 발생하면서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라고 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 교사들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학교에서는 작은 일이라
도 발생하면 바로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이 열리고 더 나아가 학부모들 간, 그리
고 학부모가 학교를 고소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규정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의 다다중학교에서 연구참여 학생들 중에 벌점이 기준점 이상이 되어
학급임원에서 해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다른 학
부모나 학생들의 이의제기나 반발이 없기에 학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과연
벌점 6점이 학생들에 의해 선출된 임원을 해임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융통성 없는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벌을 내리는 것이 다시 역으로 학생과 학부모
를 경직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은 설령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라도 끝까
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학부모도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꺼리
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혹여나 자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할 때 불이익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오고 이후 고등학교 입시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자
리하고 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있을 때 후속대처의 중점이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반성하면서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벌점, 학폭위 등 형식적인
대처가 앞설 때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힘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다. 학교에서 방침을 ‘교육적 대응’에 두고 학생들의 입학 때부터 그러한 학교의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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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와 공유하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양보, 그리고 배려가 존중받는 학교 분위
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D-3] 부모는 중학생 자녀들이 일상이 빡빡하여 시간이 없는데 과연 그 시간이 효

율적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들이 시간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잠 잘 시간도, 친구들과 축구를
할 시간도, 여행을 갈 시간도 없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시간, 학원에서의 시간이 일상의
시간표에서 지나치게 많이 차지한다. 그 시간만큼은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 보내야 한다.
지나치게 긴 시간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압되어 앉아 있어야 하면서 스스로 관리하
면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긴 시간 공부를 위해 앉아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도 얻어야 할텐데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처럼 많이 앉아있는 것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나 학원 수업에서 집중하지 않
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이처럼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른 시간에서도 능동성이 떨어지고 일상에 대한 의욕치가 줄어든다는 문제까
지 이어지고 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지나친 학원수강 시간의 폐해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학생 및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 참여 정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면서 적정수준
을 찾도록 조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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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D-4]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과몰입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과몰입했을 때 이후 회복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본 연구 사례중 나나중학교의 한 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 등 학업에 지나치게 몰입
하면서 공부 중심의 가치관을 숭배하다가 사춘기가 되어 또래 관계와 문화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동안 지내왔던 생활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자신이 해오던 것들을 그만 두었다.
그동안 공부 외의 경험이 부족해서 관계형성의 방법이나 또래 문화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서 새로 익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확보된 자유시간에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친
구관계를 회복하고 또래들이 관심을 갖는 문화현상이나 주제에 대한 참여도 하면서 일상
의 균형을 찾았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기본적으로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교과공부에 과몰입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는 균형있는 성장에 방해
가 될 정도로 학업에 과몰입하는 학생이 발견되면 부모에게 피드백을 주어서 일상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언할 필요가 있다.

[가-D-5] 뇌발달 등 중학생 발달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중학생 자녀가 건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 성찰,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에
서 부모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보다 독
립적으로 행동하며, 부모들도 성적 이외에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또한, 신체,
정서상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중학생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증폭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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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또는 전략]

자아 정체성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이 시기에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 전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과 갈등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학교
와 지역사회에서는 중학생의 뇌발달 등 발달 전반에 대해 워크숍, 실습 위주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중학생의 정체성 발달을 고려한 시사점
[나-A]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생활교육
[나-A-1] 학생들이 ‘학생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학교,

가정,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중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성적과 등수에 대
한 인식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몇몇 예외적인 사례는 있지만 가정에서
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형제자매 관계에서 부여된 역할, 자녀로서 부여된 역할보다
학생으로서 공부에 집중할 것을 요구받는 분위기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학원 소비자로서의
역할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나이가 어려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시민으로서 참여해
야 하는 역할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내는 데 의견을 내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
육의 주체들이 모두 학생 시민, 교사 시민, 학부모 시민으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더 넓
혀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우선 교실에서의 학급자치부터 시작하
여 학교운영 참여,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문제와 글로벌 이슈에까지 참여하는 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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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A-2] 디지털 활동에 대해서 다각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아이들 간에 활발한 토

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많은 중학생들의 생활에 디지털 활동이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다. 중학생들의 하루 일과
를 살펴보면 쉬는 시간 또는 학교와 학원 시간 사이사이에 틈나는 대로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여가이다.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보내며, 일상생활의 관심사 대부분을 디지털 활동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다.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정보를 여과 없이 즉각적으로 접하고,
사이버 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오프라인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복잡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 세대라 할 수 있는 요즘의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디지털을 접하
고, 다루며,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디지털 활동이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아이들도 디지털 기기를 통한 세상
과의 접속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거나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
하고 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는 디지털 활동이 인간의 발달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이
걷기도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화면에 집중하는 모습
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이 아이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른
다. 기존의 발달심리학 이론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시대가 이미 도래했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혁명 시대의 중학생들이 기성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지
는 않을 것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정체성만큼 디지털 세상에서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 만큼 학생들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활용의 의미에 대한 분석이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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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 혁명 시대에 중학교 2학년들은 부모 세대의 경험과 전혀 다른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데 이미 아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디지털 문화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보다는 여과 없이 접하게 되는 층위와 연령대 고려 없는 정보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하
며 소화해 내야 하는지에 대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로 이는 디지털 혁명 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학생
들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사례가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학생들 간에 긍정적인
디지털 활동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B] 학생의 배움 관계에서의 핵심인 교원
[나-B-1] 중학교 시절,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타자로서의 어

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현재 중학생의 생활 반경이 매우 좁은데 그나마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른들의 폭은
더 좁다. 친척이나 이웃과 돈독한 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 만날 수 있는 어른은 부모, 교사,
학원 강사 정도로 압축된다.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선호, 기호, 행동, 가치관 등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어른이
매우 협소한 상황이다. 매일을 함께하는 교사의 전인격, 삶의 방식과 가치관 등이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는 매우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실제 다수의 학교에서 학생-교사 간 관
계가 점점 사무적으로 거리감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교사 집단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자로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사-학생 관계 증진
이 필요하다. 앞서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가 수업, 생활교육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
친다고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일대일의 개인적 관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 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도 사제멘토링 등 학생-교사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시공간
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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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C] 학습경험의 핵심 시공간으로서의 학교 및 지역 교육 체제
[나-C-1] 학생들이 다양한 ‘의미 있는 타자’를 만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

체 활동과 각종 기회 등을 활성화한다.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난 친
구 관계, 지역사회를 벗어난 생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배경과 문제 상황]

중학교의 겉포장은 평준화된 포장지에 덮여 있지만 그 알맹이는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 중학생들의 생
활과 경험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생활 반경은 매우 제한되어 있
다. 특히 면 지역의 학교 학생, 그리고 교과 공부에만 몰입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급 안으로 제한된 친구 관계, 학원 등 지역사회의 일부에만 제한된 생활경험을 갖고 살
아간다.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 즉 부
모, 또래집단 및 교사, 지역사회의 구성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 및 규범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김은정 2009: 93). 그런데 현재 중학생들에게 과연 ‘의미 있는 타자’로
서 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가족과 또래, 그리고 학교 교사와 학원 선생님 등으로
매우 한정된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다. 또한 중학생들의 생활 시간표에서 자주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중학생의 경우, 1학년 자유학기에 실시하는 외부 체험활동을 통해 이전보다는 다양한 경
험을 할 기회를 가졌지만 자유학기에 제공되는 외부 체험활동이 많은 경우 피상적이며 단
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학교 단위로 분절된 학생들이 서로 섞여서 관계를
맺고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져
왔던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안전제일주의나 안일한 외부 위탁 등으로 천편일률적인 외부활
동이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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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도 이러한 외부활동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다양성을 받아들여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더 많
은 이웃, 역할모델, 선후배들이 필요하다.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주체들이 학생들과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학생들이 주
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다
양한 학습동아리, 마을 축제와 결합한 청소년 축제 기획단과 발표 등 다양한 사례들이 참
조가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기관
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여성가족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
동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도성과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각
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학생 3명이 수업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면
한국장학재단이 여기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원을 받은 프로젝
트가 시작되면 신청 당시보다 참여하는 학생들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멘토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도 유사한 방식의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혁신학교 수업이나 자유학기 활동은 특히
수업 연계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
수업과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업 및 학교교육의 변화와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바꾸어 설명하면 교사들이 수업에서 그 프로젝트를 껴안으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위 예는 하나의 방식을 예시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형식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깊이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과를 수업에서 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깊게 공부해보는 경험을 하고 그 맛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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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C-2] 미래사회 ‘대체될 수 없는 개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 시절에서도 주체적인

문화적 감수성과 개성적인 자아를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일반적으로 “학생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해야 하는 존재”로서 학교나 사회가 요구하
는 순종적이고 학업지향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갖는 정체성이다(조용환,
1995; 김은정, 2009: 86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는 산업시대 패러다임에서 언제든지 누구

와도 대체될 수 있는 평범하고 표준적인 일꾼을 양성할 때 요구되던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
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할 미래사회에서 인간으로서 개별인의 의미는 타인과는 다른, 타인
과 대체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인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10대 청소년기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들이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넘는 청소년 정체성을 가질 때,
주체적인 문화적 감수성과 개성적인 자아를 추구(조용환, 1995; 김은정 2009: 86)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획일성과 평범함을 추구하면
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학생다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요청된다. 학생이란 다양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하면
서 모험하고 탐색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학습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다름을 축복하면서 상호 인정하면서 배울 수 있는 문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규율과 관련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사회 규율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자신의 개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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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D] 학생 성장 환경으로서의 가정과 전체 사회문화
[나-D-1]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달단계에 맞게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본 연구의 사례에서 몇몇은 어린 시절 과도한 목표지향과 경쟁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공부에 몰두하느라 놀이, 친구들과의 사귐 등 그 또래가 자연스럽게 해오는 것을 놓친 경
우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나 상황 인식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 결
국은 극단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놓아 버리고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에 몰두하면
서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고 또래와의 문화적 격차를 좁힐 수 있었던 사례를 확인하였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업성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학업성적 정체성’을 규
명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가치는 학업 성취
에 있으며, 교과 공부 이외의 활동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 중학생들의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 신체 발달, 그리고 모든 발달에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는 뇌발달 등 발달 단계에 맞게 성장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사
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나-D-2]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성숙도,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아개념을 갖추고 도덕적 사고를 발달시켜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인간과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사회, 즉 가정, 학교, 학원, 지역, 국가 등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모델과 안정감을 품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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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실정이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우리 사회,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각기 작은 집단들이 청소년들이 자아개념, 도덕적 사
고, 인간과 자신에 대한 신뢰 수준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숙도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작은 공동체부터 국가 수준까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분위기인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의식이나 논리적 비판을 얼마나 장려하는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할 때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
와 제도, 그리고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서 관계 및 사
회 시스템과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D-3] 학부모가 자녀의 보호자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성

장해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학부모 커뮤니티(‘아버지회(가칭)’ 포함)를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우선 중학생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와 비교할 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
한 일상적인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학교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
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특히 그것이
자녀의 유불리와 관련되는 문제일 때에는 개입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다. 적어도
이 연구의 사례가 된 대도시 학교들에서는 학부모들이 주민으로서 아이들 전체를 함께 키
우면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보다는 각 가족 단위로 힘을 결집하여 자녀를 돕
는 상황이었다.
한편 아버지들의 상황은 조금 더 달랐다. 연구참여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중학교 시절에 자녀와 크게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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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경우는 특정 시점에 간헐적인 개입과 관심을 보이는 경우였다. 자녀의 교육에 대
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단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반
응을 하면서 오히려 교육의 과정을 왜곡되게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녀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자습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 성적표만 받아든 경우에 전후 맥락없는 반응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나나
중학교 한 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이러한 간헐적인 반응 때문에 중간고사 성적표를 어머니
와 함께 “아빠에게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로 하였다. 과정에 대한 지켜봄과 개입 없이
결과만으로 자녀를 상대하게 되면 관계의 왜곡뿐 아니라 실효성 없는 처방이 나올 수 있
다. 만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던 아버지라면 예를 들어 자녀가 평소 수학과목에 대해
서 어려워하면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댈 수 있고 성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면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전망 가운데 이를 해석하면서 다음 과정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아버지들은 다수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더 나아가 아버지들이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아이들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이 연구에서 중학생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있지만 중학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장
주체이다. 중학생이 성찰적 시민으로서 사회적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
간다면 부모 역시 각자의 수준에서 더 잘 살아가기, 성찰하기, 참여하기 등을 배워가면서
산다. 학부모가 오롯이 자녀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자녀의 친구들, 자녀 학교
학생들, 지역의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통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와 대립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협력하여 아
이들의 교육 및 성장 과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함께 의견을 내고 책임도 지는 과정이 필요
하다.
특별히 아버지들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녀 교육에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이므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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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장에서 아버지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관된
양육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학교마다 어머니들의 조직 외에 ‘아버지
회(가칭)’ 등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학교 안전 관련 봉사, 체육대회,
지역 축제 등 활동이나 행사에의 참여 등 아버지들의 특성을 살린 학교 교육에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국제 통계로 드러나는 한국 중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사점30)
[다-A]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생활교육
[다-A-1] 중학생의 학업 불안감을 낮추고 학업 동기를 높이며 즐겁게 몰입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총괄평가 및 상급학교 선발기제와 연결시키는 것
을 최소화하여 배움의 본질에 충실한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간다.

[배경과 문제 상황]

한국 청소년들은 교육 성취도가 매우 높지만 학습 동기는 약하며 학업 불안감은 큰 편이
다.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들의 생활 속에서 학교 교과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성
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불안도 큰 편임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의 성적에 만
족하지 않았다. 부모들도 만족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위해서 여러 주 전부터 시험준비 공부에 돌입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이러한 불안감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노력의 과정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험을 볼 때마다 세부 점수와 등수로 결과
를 보여주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중학교는 현재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30) 국제 통계로 드러나는 한국 중학생의 특수성은 본 연구의 중학교 2학년 생활의 특성에서 드러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시사점도 공통된 것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다]에서는 [가]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시할
내용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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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현장에서 학생별 점수와 그에 따른 등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처럼 공공연
하게 공유되고 있다. 줄세우기를 통한 성취 확인 방식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반
적인 평가제도를 자유학기제처럼 질적인 체제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시험을 잘 준비했더
라도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나를 실제보다 덜 똑똑하게 생
각하시는 것 같다’에 동의할 확률이 46%(OECD 평균 29%)로 높은 편이었다(구자옥 외,
2017). 학교 안에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C] 학습경험의 핵심 시공간으로서의 학교 및 지역 교육 체제
[다-C-1] 중학생들을 학생이라는 관점에 국한하여 보지 않고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서 이들의 시민의식과 참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대다수 중학생들의 삶이 학교, 학원, 집의 테두리에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해야 하는 일
들이 주로 공부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들이 일상에서 시민의식을 발휘한다거나 사회적 이
슈나 일에 참여하는 계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히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교과
에서 배운 지식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시민으로서의 지
식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의 사회 관심과 참여에 있어서는 낮
은 수치를 보여준다(Schulz et al., 2010).

[접근방식 또는 전략]

출발은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활발하고 개방적인 교실 토론 등에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활동의 양적 시간보다 그 취지와 의미에 공감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질적 제고를
꾀한다. 시군구 단위에서도 청소년이 주체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정치 참여의 기회를 다각도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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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시사점
[라-A]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생활교육
[라-A-1] 면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특

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연구 사례 중 면 지역에 있는 라라중학교의 2학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 오케스
트라에 소속되어 적어도 악기 하나에 대해서는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아이들의
정체성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활동이며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에 다
니는 평범한 학생이라는 자기 인식 가운데 언젠가 대도시 아이들과 맞닥뜨리게 되면 자신
의 낮은 경쟁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라라중학교에서 큰 뜻을 품고 여러 가지 문화적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음악 향유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한 점은 인정받아야 한다. 이 기회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작은 시골 마을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과 달리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 아
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나 성인이 되어 직장에서 타 지역 사람을 만났을 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성장과정에서 갖지 못했을 자신만의 강점을 무엇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고민이 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도시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쉽게 누리지 못할
것들,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생태, 자연조건, 특산물, 지역 주민들과의 가족같은 관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자본 등이 이들에게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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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A-2]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 돌봄의 공백을 상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배경과 문제 상황]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교가 단지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육 및 돌봄의
기능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가중학교와 같이 저소득 밀집 지역의 학생
들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학생들처럼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이러
한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마을 공부방을 운
영하거나,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간식 및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등 보육 및
돌봄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A-3] 읍면소재 소규모 중학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인간관계와 학습 경험이 필요

하다.

[배경과 문제 상황]

라라 중학교와 같은 읍면소재 소규모 중학교의 경우, 적은 학생 수와 학급 수로 인해
교우관계가 다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의 인간관
계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소규모 학교들 간의 연합 동아리나 읍단위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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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A-4]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다양한 교수법 개발과 함께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적

극 활용하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배경과 문제 상황]

라라 중학교와 같은 읍면단위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사 수가 적어 한 교사가 담당교과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태도가 고착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전 학년을 아우르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자신의 교육법을 학년별로 차별화하거나
학생들의 발달단계 및 교과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한 교사가 전 학년을 아우르게 될 경우 특정 학년의 경우 1학년
부터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라-A-5] 고소득층 밀집학교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활동 전반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힘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배경과 문제 상황]

고소득층 밀집학교의 경우, 부모의 자녀 학업생활에 대한 관여 및 개입 정도가 매우 심
한 편이다. 특히 자율동아리조차도 학부모들이 먼저 카톡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주제와 활
동 범위, 활동계획까지 논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자율동아리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는 가족이 동원되어 도와주는 상황도 드러났
다. 수행평가 결과가 그대로 학생의 성적에 반영되기에 이는 일종의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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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또는 전략]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학교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행평가처럼 성적에 반영되는 활동은 수업 시간 안에 마쳐서 바로 평가에 들
어가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서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학부모의 개입과 관여를 피해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어렵겠지
만 입학시부터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하고 학부모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점차 학생
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문화를 만들어가 필요가 있다.

[라-C] 학습경험의 핵심 시공간으로서의 학교 및 지역 교육 체제
[라-C-1]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경쟁적 분위기가 과다한 경우에는 학교가 “노는 곳”,
“스트레스 푸는 곳”, “쉬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배경과 문제 상황]

아이들은 공부를 이미 학교뿐 아니라 학원이나 가정에서도 하고 있다. 학교는 아이들에
게 공부하는 곳뿐 아니라 놀고 쉬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
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경쟁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현실
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학교
이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학교 외 다른 기관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역으로 학교는 생활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책들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간 놀이시간
을 확보하거나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동아리 등 각종 학생참여 활동을 늘린 것들도 이러한
학교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교육정책 경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
정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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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라-C-2] 학원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배경과 문제 상황]

교육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서 사교육을 억제하거나 규제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삶에서 학원은 이미 학교만큼 당연한 학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학원이 어떤 시공간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교육 관련 연구는 거시적 현상 변화를 개관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 연구 또는 학교 교사의 목소리에 기대어 학원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교육 형태인
학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사교육 1번지라는 C구나 ▣▣(지역 명)의 학원들
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원 관계자들이 어떤 생각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학생
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지, 일반적인 도시 지역 학원들이 어떤 양상을 보여주
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학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의 학업 양상은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이들에게 불리하거나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국가 교육정책에서 사교육에 어
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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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D] 학생 성장 환경으로서의 가정과 전체 사회문화
[라-D-1] 학교 밖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모든 공공기

관이 고유 업무로 교육적 기능을 포함하도록 한다.

[배경과 문제 상황]

본 연구에서 면단위 소규모 학교에서 사교육, 진로체험 등 학교 밖 학습 인프라가 상대
적으로 적었다. 물론 이러한 인프라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마을 안에서 아
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교육적으로 접근할 때 양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다각
도의 자극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회의 확대는 여전히 의미 있다.

[접근방식 또는 전략]

모든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로 교육적 기능을 포함하도록 한다. 적어도 공공기관이라면
차세대 교육이라는 공공성이 큰 활동의 비중을 전체 업무의 10%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임직원 역시 본인 업무의 10%를 교육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들
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담당자를 둘 수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학생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키우면서 해당 조직의 특성과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
을 개발해갈 수 있을 것이다. 공적 기반의 시설들은 전국 어디에나 있기에 이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마을 교육활동들의 중심이 되면 이후 기업 등 민간 기관 및 단체들도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면서 온 사회가 교육적 기능을 작동하며 교육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을 압축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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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정책적 시사점 종합

구분

[가] 중학교 2학년 생활 관련

[다] 국제 통계로
[나] 중학생의 정체성 드러나는 한국 [라] 집단별 특성
발달 고려
고려
중학생의 특수성
고려

[A] 학생의 학 [가-A-1]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국가교육과 [나-A-1] 학생들이 ‘학 [다-A-1] 중학생 [라-A-1] 면 지역
교생활 전반을
정 교과 내용을 대폭 축소해가는 가운데
생 시민’으로서의
의 학업 불안
에서 학생들에
아우르는 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감을 낮추고
게 강점이 될
과정, 수업, 그
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타 교과 내용에
있도록 일상생활에
학업 동기를
수 있는 특화
리고 생활교육
대해서도 시대적 요구와 필요의 눈으로 점
서 학교, 가정, 사
높이며 즐겁
된 프로그램으
검하여 지속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
회에 참여할 수 있
게 몰입하여
로 지역의 특
정한다.
는 기회를 확대한
학습할 수 있
성을 살린 프
[가-A-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다.
도록 학습과
로그램들을 개
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운영방 [나-A-2] 디지털 활동
정을 총괄평
발할 필요가
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에 대해서 다각도의
가 및 상급학
있다.
[가-A-3] 중학교 교육과정 본연에 집중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아
교 선발기제 [라-A-2] 저소득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특히 학생들의
이들 간에 활발한 토
와 연결시키
층 밀집 지역
성장 가능성과 주도적 활동의 여지가 큰
론이 이루어지도록 할
는 것을 최소
에서는 돌봄의
중학교 2학년 시기가 학생들이 즐겁게
필요가 있다.
화하여 배움
공백을 상쇄할
배움에 몰입하고 교사들이 전문적 자율
의 본질에 충
수 있는 프로
성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실한 중학교
그램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2
교육과정으로
다.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만들어 간다. [라-A-3] 읍면소
가 있다.
재 소규모 중
[가-A-4] 일제식 지필평가를 치른다면 학교
학교의 경우
수업의 수준과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맞
보다 다양한
출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와 학
[가-A-5] 중학생들의 뇌발달 수준을 고려하
습 경험이 필
여 학생들이 두뇌를 쓰면서 다양한 문제
요하다.
를 해결하는 등 작더라도 성취감을 느낄
[라-A-4] 소규모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의 경우,
확대하고 적합한 생활교육 방식을 적용
다양한 교수법
한다.
개발과 함께
[가-A-6] 중학교 성적 산출을 통한 고등학
소규모 학교의
교 입시 전형을 줄여가는 가운데 영재
장점을 적극
고, 과학고, 기타 특목고나 일부 특성화
활용하는 교육
고는 지역의 공공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
적 방안이 필
록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
요하다.
행학습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축소한
[라-A-5] 고소득
다.
층 밀집학교의
[가-A-7]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를 그만두거
경우, 학교를
나 전학을 가거나 혹은 외국으로 유학을
중심으로 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사가 학
활동 전반이
생들의 모둠활동 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학교 안에서
이러한 징후를 초반에 알아채고 학부모
학생들의 힘으
와 연계하여 따돌림이 심해지거나 고착
로 끝날 수 있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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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 중학교 2학년 생활 관련

[다] 국제 통계로
[나] 중학생의 정체성 드러나는 한국 [라] 집단별 특성
발달 고려
고려
중학생의 특수성
고려

[가-A-8] 교실 안에서 돈독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더라도 또다른 종류의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학교 안에 다각도의 관계 형성의 기
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있다.

[B] 학생의 배 [가-B-1]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 등 본연 [나-B-1] 중학교 시절,
움 관계에서의
의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친
학생들의 정체성 형
핵심인 교원
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
성에 영향을 주는
어야 한다.
의미있는 타자로서
[가-B-2]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몰
의 어른이 부족한
입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수업 연구를
상황에서 교사가 중
증진하고 수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
요한 역할을 할 수
다.
있어야 한다.
[가-B-3] 해외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교사에
대해 기대하고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교사
역할에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에서 재검토
하면서 국제 표준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있는 역할 설정이 필요한데 우선적으
로 ‘친절한 교사’상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
하다.
[가-B-4] 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서
‘관계맺기 전문가’로서의 교사 전문성을
강조하여 다루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례 분
석(case study)’ 접근을 확대한다.
[C] 학습경험의 [가-C-1] 신체와 인지 능력이 급속도로 성 [나-C-1] 학생들이 다 [다-C-1] 중학생 [라-C-1] 사교육
장하는 중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
핵심 시공간으
양한 ‘의미 있는 타
들을 학생이
이 활성화되고
한 학습경험을 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로서의 학교
자’를 만나고 주도
라는 관점에
경쟁적 분위기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교사 역시 ‘마을
및 지역 교육
적으로 활동할 수
국한하여 보
가 과다한 경
교사’로서 학교 밖에서 수업한 것을 시
체제
있는 단체 활동과
지 않고 시민
우에는 학교가
수 및 역할 수행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각종 기회 등을 활
으로 성장하
“노는 곳”, “스
실험적 시도를 한다.
성화한다. 중학교
고 있는 과정
트레스 푸는
[가-C-2] 학교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대처할
학생들이 학교를 벗
으로 보면서
곳”, “쉬는 곳”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발
어난 친구 관계, 지
이들의 시민
으로서의 역할
생하는 사안에 대한 공동의 전문적 대처
역사회를 벗어난 생
의식과 참여
을 어떻게 수
기제로 ‘솔루션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대
활 경험을 할 수 있
를 증진할 필
행할 수 있을
응할 필요가 있다.
는 교육정책이 필요
요가 있다.
지 고민이 필
[가-C-3] 학원이 이미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
하다.
요하다.
로 자리를 잡은 만큼 비교육적 행위들이 [나-C-2] 미래사회 ‘대
[라-C-2] 학원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
체될 수 없는 개인’
유형과 사례에
대한 정책연구
다.
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 필요하다.
학생 시절에서도 주
체적인 문화적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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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 중학교 2학년 생활 관련

[다] 국제 통계로
[나] 중학생의 정체성 드러나는 한국 [라] 집단별 특성
발달 고려
고려
중학생의 특수성
고려
성과 개성적인 자아
를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D] 학생 성장 [가-D-1] 부모 교육 등에서 자녀가 어린 시 [나-D-1] 다양한 경험
환경으로서의
절부터 대화에 바탕을 둔 신뢰관계를 쌓
을 통해 발달단계에
가정과 전체
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는 중요성을
맞게 전인적으로 성
사회문화
강조한다.
장하는 과정의 중요
[가-D-2]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개입에
성을 사례를 통해서
있어서 경쟁상황에서의 이익 여부를 떠
사회적으로 공유할
나 교육적인 방법을 찾는데 우선하도록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나-D-2] 청소년들의
[가-D-3] 부모는 중학생 자녀들이 일상이
정체성 형성을 지원
빡빡하여 시간이 없는데 과연 그 시간이
하는 사회적 성숙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자율적
도, 분위기를 조성
으로 관리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야 한다.
해야 한다.
[나-D-3] 학부모가 자
[가-D-4]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과
녀의 보호자로서만
몰입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균
이 아니라 지역사회
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한다.
시민으로서 활동하
[가-D-4] 뇌발달 등 중학생 발달 전반에 대
고 성장해갈 수 있
한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는 공동체로서의 학
부모 커뮤니티(‘아
버지회(가칭)’ 포함)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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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D-1] 학교 밖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확보
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모
든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로
교육적 기능을
포함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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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Growing Proc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schools, families, and communities(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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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3rd year study among total 4 years of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tracing and embodying the story of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Core contents
are overall life, learning experience, and identity in terms of self recogni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became 2nd grade. Also, it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data. The questions of
the study are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2nd grade life,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2nd grade learning experiences, 3)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in terms of
self recognition and what influence it has on life as a learner, 4) what are the
causes of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life of middle school 2nd grade student
and 5)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shown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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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international statistics.
Considering family economic situation and regional conditions, study case
groups are selected as 1) ‘students at schools in urban low income family
concentrated region (AA middle school, tentative name)’, 2) ‘students at schools
in urban middle income family concentrated region (BB middle school, tentative
name)’, 3) ‘students at schools in urban high income family concentrated region
(CC middle school, tentative name)’ and 4) ‘students at schools in rural region (DD
middle school, tentative)’. For each case study group, things shown many students
or in terms of tendency were observed and compared. Study method for entire
4 years is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and main study method of this 3rd year
report is qualitative case study. For each school, at least 6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selected, interview was carried out 2 times in summer and winter
with total of 51 students, and as the reference data, 1 time interview with one
parent each and 1 time interview with home room teacher were carri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1) since consent of students and parents were
required due to study ethics,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d to be
relatively earnest and in the situation growing with attention of the parents, 2)
this study rather tried to find out about ‘growth’ shown in the path of life of the
students through comprehensive concept network than proposing precise analysis,
when this study searched ‘growth proces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3) this
study mainly depended on interview for data collection and 4) considering the
independence and differentiation of the yearly published report, yearly report is
centered on cross-sectional analysis and analysis with longitudinal flow is
concentrated in the last year, 4th year report.
When you look at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of each of 4 groups, first,
commonly in the family life, they recognize home as comfortable space, but the
trend of absolute gradual decrease of time sharing with family continues starting
from middle school. Cases of conflict with parents continuously show up, b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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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of solving the conflict is different in each family. When you look at the
differences, with AA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are interested in grades, but
show abstract aspect, and since there is no specific intervention, pressure is less,
and it is normal to participate in housework at home. With BB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close tie with mother continues, they relatively respect role of
father in society, role of the head of the family and knowledge, and compared
to other cases, father’s intervention in child education is relatively high. With CC
middle school, intervention of mother in child’s learning shows very specific and
detail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test preparation, voluntary group activity, etc.,
and control on smartphone usage by parents continues. With DD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securing independence from parents, they are required for
“capability to live without being reviled by others”, and daughters, unlike sons, are
also required for housework.
When you look at the common points in school life, school is the place with
bigger meaning to meet friends while expanding the range of social relationship
and living daily life. They are full of dissatisfaction of class, which takes the most
of the time, or even furthermore, it leads to discourage and indifference on class.
It was the common reason that, as they had free semester program in 1st grade,
as they become 2nd grade students, it returned to ‘progress’ centered class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preparing for mid term test and final test. When you
look at the differences, AA middle school students, in overall, relatively has no
burden for high school entrance exam, so they do not give special meaning to
grades, and students, in overall, approve and acknowledge normative position of
school. BB middle school students are deeply immersed into test and grades, so
each student has one’s own ways and strategies to prepare for test, and to
prepare for “difficult test” rather than “easy class”, becoming more dependent on
academy, and excessive complaints by parents and passive life education by
teachers make vicious circle. Also, with CC middle school’s case, difficul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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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t and strict school rules are shared with BB middle school, and while
fierce atmosphere for higher grade is deepening, there are also cases of choosing
strategic overseas study. DD middle schools are small size schools, so friends and
teachers are almost the same as the grade changes, so it is somewhat depressed,
but when they become 2nd grade and number marked grade and ranking fully
become ‘secret known to everybody’ and becomes source of stress. Students
acknowledge the authority of teachers in some level.
In regional and other lives, commonly, moving and activity boundary with
friends become wider and smart phone influence gets bigger than before. When
you look at the differences, AA middle school students are not heavily tied to
learning, parents do not normally intervene or control the learning, so it shows
relatively higher autonomy in spare time life and friend relationship, etc., and
also with regard to private education, it shows various aspects such as art, sports,
technology improvement or childcare, etc. BB middle school students have high
dependency on academy for school grade, and the smartphone usage trend shows
variously from coordinating with parents to securing many hours very freely. Also
at CC middle school, unlike 1st grade, which was centered on prerequisite
learning, ‘school grade specialized academy’ class learning increases, and by the
control of mothers, compared to other schools, students’ close tie with
smartphone shows to be less. DD middle school male students have a lot of
smartphone and computer usage, and due to this, conflict with parents is big, but
female students’ cases do not stand out as such. Trend of class after regular hours
at school or self learning becomes bigger due to the reason such as
disappointment in the only academy in the village, etc.
Common points in ‘self recognition (identity)’ are 1) sharing identity as a
student, 2) ‘school grade identity’ is fully formed from middle school 2nd grade,
3) importance of friend relationship as ‘meaningful other’ increases which
influences identify forming in middle school student age, 4) interest on l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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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in overall and it seems that there is certain relation between subjective
assessment on looks and self-esteem, and 5) since economic identity is formed
based on the average of the school one attends and the regional society, one
recognizes economic level as ‘medium level’ in overall. When you look at the
differences, recognition on oneself by AA middle school students shows relatively
bigger deviation, but in overall, one recognizes that one is living ordinary life
similar to the same age group with positive emotion, and BB middle school
students have strong identity as ‘studying person’ by themselves and think that
they shall receive good grade. CC middle school students also have core identity
of ‘studying person’ and think that they shall study well, and they make self
recognition while comparing the present of parents and their future. DD middle
school students have strong recognition that they are ‘elderly’ to lower level grade
students and belongs to school activity group (musical instrument band) based on
the basic recognition as ‘ordinary but earnest student in small country village’.
Discussion agendas derived from middle school 2nd grade life are 1) discussion
on the trend of expanding businesslike distance in student-teacher relationship,
2) question on role and function of school that gave up education for
well-rounded personal development, 3) phenomenon of early information aging
and voluntary control amongst dynamics of cyber space, 4) brain development
derived understanding as one explanation for extraordinary or provocative 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5) possibility of middle school 2nd graders with full of
vitality and adventure, 6) learning stress and narrow human relationship of middle
school 2nd graders which matches the result show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In the dimension of self recognition, identity related discussion
agendas are 1) influences of parents and leisure time are big in self recognition,
2) identity as student which overwhelms other identities and meaning of school
grade identity forming which is the core of identity as student, 3) conflict suffered
by “model students made by” control of parents from when they were young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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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become middle school students, and 4)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ith
influence on the identity of country side small size school students.
Lastly, political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lives of middle school 2nd grade
students are as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Overall political implications
Classific [A] Middle school 2nd
ation
grade life related

[B] Middle school
student’s identity
development
consideration

[C] Consideration of
[D] Consideration of
speci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each
of middle school
group
students in Korea
revealed by
international
comparison

[A]
[B-A-1] Expand
[A-A-1] Drastic
[C-A-1] Overall
[D-A-1] Regionally
Education reduction of national
opportunity for
assessment of
specialized program
courses,
students to be able to curriculum,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class,
participate in school,
daring deletion of
minimization of
[D-A-2] Prepare
and
home and society
some subjects,
connection to higher
program that can
student
[B-A-2] Review multi
rearrangement of
school entrance exam, offset empty space of
guidance remaining curriculum
angle cases on digital and forming of middle caring
in overall [A-A-2] Middle school
activities and prepare
school curriculum
[D-A-3] Prepare
school
opportunity for active
sports club operation
faithful to original
various human
life of the status monitoring and discussion among
quality of learning
relationships and
student
students
operation method
learning experience
enhancement
opportunities for small
[A-A-3] Focus on
size school students
original middle school
[D-A-4] Develop
curriculum, expand
various teaching
free semester system
methods at small size
to middle school 2nd
school and prepare
grade so that
plan to utilize
students can joyfully
advantages of small
immerse into learning
size school.
and teachers can
[D-A-5] Take action for
teach with specialized
education activity to
autonomy
end inside school by
[A-A-4] If Japanese
the student at high
style written tests are
income family
carried out, match the
concentrated region
level of school class
school
and difficulty of the
test questions
[A-A-5]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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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 [A] Middle school 2nd
ation
grade life related

[B] Middle school
student’s identity
development
consideration

[C] Consideration of
[D] Consideration of
speci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each
of middle school
group
students in Korea
revealed by
international
comparison

challenging and
feeling of
achievement possible
various problem
solving opportunities
considering brain
development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apply
adequate life guidance
method
[A-A-6] Prepare high
school entrance exam
not requiring middle
school grade and
utilize special purpose
schools as regional
public schools.
Reduce general high
school curriculum to
the level not requiring
prerequisite learning.
[A-A-7] Teachers find
out sign of problem
early in the student
relationship and take
in-advance action
together with parents
[A-A-8] Prepare multi
angle relationship
forming opportunities
by forming various
types of friend
relationships inside
and outside classroom
in school life
[B]
[A-B-1] Teachers form [B-B-1] Teachers play
School
close trust
the role as meaningful
faculty,
relationship with
other
which is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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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 [A] Middle school 2nd
ation
grade life related

[B] Middle school
student’s identity
development
consideration

[C] Consideration of
[D] Consideration of
speci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each
of middle school
group
students in Korea
revealed by
international
comparison

core of [A-B-2] Increase class
the
study of teachers and
learning
improve teaching
relationsh ability
ip of the [A-B-3] Set balanced
student
teacher role
considering
international standard
and situation in Korea
and in-depth thinking
of ‘friendly teacher
figure
[A-B-4] Emphasize
expertise of teachers
as ‘relationship
making specialist’ in
teacher fostering and
capacity building
education and expand
‘case study’
approaches
[C]
[A-C-1] Expand various [B-C-1] Vitalize group [C-C-1] Prepare multi [D-C-1] If private
School
learning experiences
activities and various
education is vitalized
angle opportunities
and
inside and outside
opportunities that
and there is excessive
inside and outside
regional
school and prepare
students can meet
climate for
school for middle
education system to acknowledge various ‘meaningful
school students to
competition, have
system
it. Teachers play the
others’ and lead the
participate as citizens in-depth thinking on
as core
role as ‘village
activities
role playing method
time
teacher’ such as class [B-C-2] Compose
for school as place to
space of
outside school, etc.
atmosphere to be able
be able to find
learning [A-C-2] Prepare
to pursue subjective
balance of life
experience system for school to
cultural sensitivity and
[D-C-2] Policy study on
respond to complaints individual identity
academy types and
of the parents.
cases is required
Prepare joint system
for specialized
response for the
issues of school
(tentative name,
‘Solution Committee’)

418

ABSTRACT

Classific [A] Middle school 2nd
ation
grade life related

[B] Middle school
student’s identity
development
consideration

[C] Consideration of
[D] Consideration of
speci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each
of middle school
group
students in Korea
revealed by
international
comparison

[A-C-3] Regulate
actions of academy
that are not
educational
[D]
[A-D-1] Emphasize
[B-D-1] Socially share
Family
trust relationship
importance of
and
between
well-rounded growth
entire
parents-children
process suitable for
social
based on conversation development stage
culture
and happy memories [B-D-2] Compose
as
in parents education
social maturity and
growth [A-D-2] Lead parents
climate supporting the
environm to have first priority in youth’s identity
ent of
finding educational
forming
the
method for
[B-D-3] Parents
student
intervention in
operate parents
children’s school
community (including
education
‘Fathers Meeting
[A-D-3] Support
(tentative name)’) as
parents to secure
community to act and
time for autonomic
grow as regional
control of middle
society citizen
school students
[A-D-4] Support
children to be able to
have balanced growth
through various
experiences without
excessive immersion
into study from when
they are young
[A-D-4] Carry out
parents education
with practicality for
overall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such as
brain development

[D-D-1] Educational
function included in all
public organizations as
its origin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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