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급경 의원리

1. 비행에대한학교의통제밖에있는외부의 향을알게되면, 교사는비행을개인의무례한

행동으로보는부정적인기법대신긍정적인개입기법을사용하게된다. 

2. 음식, 안전, 소속, 보안에대한기본적인인간의욕구를만족시키는것이적절한교실행동의

선행조건이다. 

3. 의미감, 수행능력, 미덕, 권력에대한욕구가학생의행동에 향을미친다. 

4. 인지및도덕발달에따른변화로인한정상적인학생행동이종종학습환경을방해하는결

과를낳는다.

5. 수업능력은부정적인외부 향의효과를감소시킴과동시에무능한수업의결과로발생하

는비행도예방한다. 

반성적사고와기록을돕기위한예습문제

1. 일생동안보았던사회변화를고려해볼때, 적절한행동과부적절한행동에대한사회의관점

이어떻게변해왔는가? 이러한변화는긍정적인가, 아니면부정적인가? 그이유는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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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아동비행의원인이해

기본

훈육 문제의 성격

아동비행의 원인 이해
사회적 변화와 그것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향 이해·학생의 욕구 인지·발달에 따른 변화와

이에 따르는 행동 이해·수업 능력의 중요성 인지



2. 많은학생이한두번은학교에서방해행동을보인다. 어떤요인이학생들에게부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향을미치는가?

서론

“요즘애들은옛날같지않아. 내가학교다닐시절에, 애들은주제를알았거든. 교

사는가르치고싶어했고학생들은배우고싶어했어. 학생들은교사를존경했고,

요즘 애들처럼 학교 주변을 어슬 거리지 않았어.”어른들은‘예전’을 회상하며

이와같은말을하곤한다, 그러나과연그런가? 꼭그런것은아니다!

학생들의정상적인발달에따른변화때문에학교에는항상행동문제가있었

다. 아동들의욕구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하는가정과학교도있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회내에서의사람들의위치`─`특히아동의경우`─`에대한사회적신

념체계의급격한변화를포함한최근의급격한사회적변화는새로운행동문제의

촉매이며 기존의 문제와 얽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Levin & Shanken-Kaye,

2002). 가족구조에도중대한변화가있었으며, 미국내에서의부와지식의분배,

인구의문화적,인종적구성, 그리고세계경제는과학기술의진보와더불어수십

년전만해도생각하기힘들었던변화들이발생했다. 게다가언론은사회에서의

실제폭력보다훨씬더많은폭력에대한보도를내보낸다. 이러한변화는학생의

사고, 태도, 행동에도명백하게발생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생들은아직도근

본적으로기술습득과능력향상에대한동기를가지고있으며(Stipek, 2001), 교

사들은아직도가르치고싶어한다. 

만일교사가가르치는시간을최대화하고싶다면, 학생의행동에미치는사회

변화의효과를최소화해야한다. 교사는 (̀1) 학생들이수십년전의방식대로생각

하고행동하기를기대하면안되고, (̀2) 지위나위치만으로학생의존경을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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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말고, (̀3)오늘날의사회에서자신의위치를찾기위해젊은이들이취하는방법

과행동을이해해야하며, (̀4)지속되는사회의변화와이변화가학생들의삶에미

치는 향을이해해야한다. 교사가이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 이장은학생들

이변화하게하는데 향을미치는주요요소에대해설명하고지금의학생들이

왜이렇게행동하는지에대한설명을제공한다. 

사회적변화

지난 90년이상, 학교는사회의축소판이라는인식이있었다(Kindsvatter 1978;

Dewey, 1916). 따라서학교내의훈육문제는사회가당면한문제를반 한것이

다. 학교를둘러싸고있는공동체, 마을, 도시, 국가의사회적범죄는학생들의교

육가치에대한인식과학교내에서의행동에중대한 향을미친다(Menacker,

Weldon, & Hurwitz, 1989).

많은사람들이우리사회가마약과알코올중독, 범죄와폭력, 실업, 아동학대,

청소년자살,십대임신등의문제로신음하고있다고생각한다. 이들문제가존재

함과함께학교의훈육문제가있는것은우연이아니다. 사회적문제와학교의훈

육문제사이에뚜렷한관계가있다는것은훈육문제에기여하는많은요소가학

교의통제밖에있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Bayh, 1978).

사회적문제가없다고할지라도, 학교는비행을조장하는조건을많이갖춘기

관이므로학교내에방해행위는있을수밖에없다. 학교는사회적으로용인되는

행동을배우고있는, 그리고학교외의다른곳에있기를바라는많은젊은이들이

매우오랜기간동안한장소에집단으로모여있는곳이다. 이젊은이들은폭넓은

배경, 서로다른민족,인종, 부모의교육에대한태도와기대수준을가지고있다.

학교에서모든학생들은규범을어기는행동, 실수를저지르는경험을한다(̀Elli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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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ss, 1974; Feldhusen, 1978).

아동은더이상그들에게일정하고지속적인지침과기대수준을제시하는사회

내에서자라고있지못하다. 지난 20년간언론매체의급격하고빠른기술진보에

따라젊은이들은폭력과서로다른많은관점, 아이디어, 철학에노출되게되었다.

이노출과함께부모, 공동체, 학교의직접적 향은사라지기시작했다. 역할모델

도바뀌었다. 학교는과거보다좀더다양한유형의정보에노출된아동을다루어

야한다. 결과적으로이들아동들은다르게생각하고행동한다. 

지식의폭발적인증가와권위에대한존경심의침식

1950년대에구소련이첫번째인공위성인스푸트니크호를발사한이래, 과학지

식과기술의진보에는폭발적인발전이있었다. 이러한발전은이전에는꿈에서나

볼수있었던제품을가능하게했다. 오늘날디지털위성전화기, DVD, 위성신호

수신접시안테나, CD-ROM, PC, 팩스, 인터넷, 이메일과기타통신수단을사용

하여즉각적인전지구적개인통신과계속늘어가는데이터베이스에의접속이

일상화되고있다.

이러한지식의폭발이얼마나거대한것인지이해하기위해다음을생각해보

자. 스푸트니크호의발사후채 20년이되지않은 1970년대초반에는 1980년에

태어난아동이 50세가되었을때세계의지식은 32배로증가할것이고, 97%의지

식은태어난이후에배울것이라고예측하 다(̀Toffler, 1970). 지난 35년에걸친

진보의결과, 이와같은예측은아마지나치게낮은것일것이다. 인터넷의등장은

이를가장잘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정보의급격한확장은세대간의격차를단순한차이가아닌불연속

적인것으로만들고있다. 초등학교를졸업할때즈음이면많은아동들이부모들

이막연하게이해하고있는지식을이미가지게된다. 이현상은컴퓨터사용, 정

보검색, 환경, 생명기술, 천문학과같은 역에서는지나칠정도로뚜렷하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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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거의즉각적인국내또는국제사건의통신전달로인해아동들이현재세계

의상황에대해예민하게알고있다. 그들은기아, 테러리스트의공격, 정치적부

패,마약현장급습, 거리폭력, 화학제품유출등을일상적으로보고있다. 

많은젊은이들이이와같은정보의 향으로어른들이세계를제대로경 하고

있지않다고생각한다. 이들은인생문제에대한과거의해법은그들이살고있는

세계와는무관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성인들이가지고있던세계관과전문성때

문에부여되었던성인에대한존경심은침식되었고, 성인들은젊은이들에게과거

보다적은 향력을가지고있다. 청소년과이야기할때, “우리부모님은이해못

해요.”, “왜계산기를가지고할수있는것을손으로해야되나요?”, “정부관료들

은항상거짓말을하는데왜우리들은정직해야하나요?”와같은말을듣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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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일상화되었다. 

세계가점점더복잡하고무서운곳이되어가고젊은이들이부모와교사가문

제에대한해법을찾을수있는출처로생각하지않게됨에따라, 그들의미래는

멀고,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하게되고, “오늘만때우자.”라는태도를만들어냈

다. 40년보다더이전에, Stinchcombe(1964)는청소년의미래에대한이미지와

그들의태도와행동사이에는직접적인관련이있음을보 다. 학교에다님으로써

미래에대해얻을것이거의없다고생각하는청소년들은반항적이며, 소외적인

행동을보일가능성이높다. 불행하게도, 이와같은미래에대한이미지를가지고

있는젊은이는 1964년보다지금이더많다. 분명히, 학생의성공을최대화하고학

습자료가현재와미래에유용할것이라는것을보여줄수있는교사의능력은학

생이교육에대해가지고있는가치관에중요한역할을한다. 

지식폭발, 교사와학생의좌절감및학교의의미

학생들만이좌절감을느끼는것은아니다. 교사역시학교내의많은과목이요즘

의세상과는무관하다고생각한다. 교사들이좌절하는이유는지식과새로운기

술의확장을따라잡는일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매일벌어지는정보의증

가와기술의진보에비한다면학교교과과정은달팽이의속도정도로변화하고

있다.

많은교사들이교과내용의발전과많은경우신기술을사용해야하는급격히

확장되고있는새로운교수모델을따라잡는일이거의불가능하다고느낀다. 게

다가이미과부하상태인교과과정에새로운내용을추가하는일은매우어렵다고

느낀다. 그들은진정으로교과과정을의미있게재구성하고교수방법에정보통신

기술을통합하고싶어하는반면, 근무하는학교는첨단기술, 훈련, 교과과정개

발을위한교사의여유시간에투자하는데필요한자원을가지고있지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좌절감은직무불만족과사기저하로이어지며, 교실에서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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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교사-학생사이의의사소통이아닌형태로나타나게된다. 그러나학교가

신기술과교사에게이를훈련시키는데투자할능력이있다면사례 3.1에서볼수

있는것처럼교사와학생모두에게긍정적인변화가일어날수있다. 

학생들이자신들의욕구를만족시키는현대적이고혁신적인교육프로그램에

긍정적으로 향을받을수있듯이, 그렇지않은경우에는부정적인 향을받는

다. 좌절감은교수방법은변하지않고학생들이짧은기간동안더많은것을배

우기를기대했을때발생하는자연적인현상이다. 전통적인교육방법은부모들이

자라온것과는근본적으로다른세계에서자라난젊은이들이의미없고지루하다

고느끼는낡은내용을전달하고있다. 교사들이동기부족이라고이름붙이는경

우도사실은학생들이교실내에서벌어지고있는것에아무런애착을느끼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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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전전국교육학회에서, 저자중한명은 20년경력의고등학교지구과학교사인

이선생님을만났다. 이선생님은공부에관심이사라진학생들에게다가갈수없다고느

끼고있었다. 그의의견으로는매일매일이끝없는전투 다. 그는내년에도다시교실로

돌아갈지자신이없었다.

수년이지난후, 놀랍게도이선생님은또다른전국교육학회에나타났다. 그는교실로

다시돌아갔을뿐아니라교직에대한열정이이전보다훨씬높아졌다고말했다. 이선생

님은우리를만난후최신의지구과학을반 하게자신의교과과정을재구성하도록스스

로에게과제를부여했다.

그는자신에게주어지는인터넷연결비용을사용하여과학자들이실제로이용하는실

시간기상-해양학데이터베이스에학생들을접속시켰다. 이것이그가사용한최선의전

략이었다. 수년이래처음으로학교방문일에는자신들의자녀가과학시간에어떤것을

배우는지알고싶어하는부모들로북적거렸다. 많은부모들이자신의자녀들이집에돌

아와서처음으로과학시간에접해본멋진것들에대해이야기한다고말했다. 

“내교직 20년경력에서생긴가장좋은일”

3.1



하는경우이다(Gabay, 1991). 애착의부족은지루함, 딴짓하기, 수업방해행동으

로이어진다.

사실만가르치는교육은충분하지않다. 우리의과거보다그들의미래에대해

준비하게하기위해서는학생들에게‘배우는방법을배울수있도록하는’교수

방법이사용되어야한다(제5장참조). 그러나이와같은교육적성과는중요한필

기시험으로측정된책무성을강조하는교육환경에서는심각하게방해받는다. 따

라서많은교사가“시험에대비하기위해가르친다.”사례 3.2는학생들이서로

다른유형의교육경험에대해, 그것이얼마나자신에게관련있는가느끼는정도

에따라어떻게반응하는가를보여주고있다. 물론세희는언니보다주도(州都)

에대해보다나은태도를가지고있다. 두자매모두주도가어딘지는몰랐으나,

세희는어떻게찾을수있는지알고있으며그방법대로하고자한다. 이들의태

도차이가두사람의교실에서사용하 던교수전략의차이때문인가? 상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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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이기는데필요한질문은너무간단해보 다`─`캔자스주의주도(州都)는어디

인가? 하지만게임을하고있는어른들중아무도주도를기억하는사람이없었다. 아버

지께서말 하셨다. “이런웃기는사실을어떻게외우고있을거라고생각해? 그래서나

는이게임이싫다니까.”그는자신의두딸을불러물었다. “5학년때주도에대해배웠

지? 캔자스의주도가어디지?”중학교 1학년인상미가대답했다. “난이런게싫어요. 50

개를다외우고, 웃기는시험을치고나면, 다시는사용할일이없어요. 누가주도따위에

관심이있담?”5학년을마치고있는세희가대답했다. “기억하지는못하지만찾는건어

렵지않아요. 내일학교컴퓨터에서찾아보면돼요. 컴퓨터에 CD-ROM이있거든요. 멋

있어요. 그게어떻게작동하는지는모르지만, 모든지도가다들어있는디스크가있어

요. 원하신다면도시지도도프린트할수있어요.”

누가정말로관심있는가?

3.2



달리세희는적절한교수기술을사용할기회를가졌으며자기주도로공부할수

있는기술을배웠다. 다시말해세희는“배우는방법을배웠다.”

TV와폭력

라디오를포함하여인간역사의초기에만들어진자극과는달리, TV는엄청난양

의정보를시청자에게전달하며시청자에게‘세계로의창’역할을한다. 미국가

정의 99%가 최소한 한 대의 TV를 가지고 있다(Kaiser Family Foundation,

1999). 미국의 아동은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TV를 보는 시간이 주당 평균

28~40시간이상많다(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et al., 2000; Kaiser Family Foundation, 1999). 분명히 TV는아동에게주요정

보원이되었으며주요 향력을발휘하고있다. 그러나 TV에등장하는사람들은

부모나교사의태도나행동과는뚜렷하게대비되는사고와행동을하곤한다. 

TV가아동에미치는 향에대한대부분의연구는폭력적인장면의분량과그

향에 집중되어 있다. 1993년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

ciation)에따르면, TV와다른매체시청에대한거의 40년에걸친연구는미국의

아동이높은수준의매체폭력에노출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1950년대초반

의 TV에대한연구는시간당평균 11개사례의위협또는폭력장면이있음을보

다(Congressional Quarterly, 1993). 그러나 2000년대초반의 TV 프로그램에

는아동을위한상업적 TV가성인을위한황금시간 TV에비해 50~60배더폭력

적인것으로나타났다. 평균적으로주말어린이프로그램에는시간당 26회의폭

력 장면이 있으며, 일부 만화 화는 시간당 80회의 폭력 장면이 있기도 하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2). 빠르게진행되는액션장면이짧게

이어지다가프로그램과무관한광고방송으로자주끊어지는대부분의TV 프로그

램의 편성을 고려하면, 아동은 18세가 되기 전에 평균 16,000장면의 살인과

200,000회의 폭력 장면을 본다고 예측되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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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2002).

폭력은 TV 드라마만의특성이아니다. ‘목격자’형식의지역뉴스도자주폭력

적인이야기를방송한다. 방송내용에대한분석에의하면국제적인폭력과범죄

이야기가전국방송을장악하고있는반면, 지역뉴스에는살인, 강간, 폭력에관

한이야기가지나치게많이다루어진다(̀Atkin, 1983). TV 뉴스는폭력을모아서

압축하여 내보내는‘사망자 수 언론(̀bodycount journalism)’이며(̀Simmons,

1994), ‘피 흘리는 장면을 앞세우라.’는 격언을 실천하고 있다(̀Kerbel, 2000).

1990년대에실제살인사건수는점차적으로감소했지만주요언론사의살인사

건 보도는 반대로 450% 증가하 다(̀Grand Rapids Institute for Information

Democracy, 2000). 이는 실제 뉴스 방송 시간의 40~50%를 차지하는 것이다

(Klite, 1999).

폭력적인뉴스를시청하고난후아동들의즉각적인감정반응은“다음에는자

신들에게벌어질것이다.”라는것이다(Cantor, 1999; Rees, 2003). 아동들은 TV

뉴스와같이폭력이현실적일때이와같은공포에빠질가능성이특히높으며, 장

기적으로는감정적, 신체적, 행동문제가발생할수있다(Cantor, 2002).

1950년대일부심리학자들이 TV 폭력은카타르시스효과가있으며아동의공

격성향을줄여준다는주장을하기도했지만, 1980년대의실험실과현장연구결

과는 카타르시스 가설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 다(Pearl, Bou-

thilet, & Lazar, 1982). 1993년미국심리학회는“`TV에서폭력을시청하는것이

폭력행동의증가와폭력적인태도를수용하는태도의증가와관련이있다는데에

는어떤의심도존재하지않는다.”고말하 다(̀p̀. 33). 심리학자들은이제 TV 폭

력의 향이시청자가좀더폭력적인행동을보이는것을넘어서‘`방관자효과

(̀bystander effect)’, 즉타인에게행해지는폭력에대해둔감또는무신경해지는

것에이르 다고말한다(Congressional Quarterly, 1993). 또한미국심리학회는

“논쟁은끝났다. 지난 30년간대중매체에대한연구에서찾아낸압도적인발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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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폭력묘사에노출되면아동의공격적행동이증가한다는것이다”(Ameri-

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2, p. 1)라고 보도했다. 전국정신건강협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는“그크기에서, TV 폭력에대한노출은

측정된다른어떤행동변수보다공격적행동과 접한상관관계가있다.”고말했

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2, p. 1에서인용).

일부 연구자는 TV의 폭력이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주장하 다.

그들은아동이지나친폭력에너무오랫동안노출되면감정적혼란과불안감을일

으키며, 결과적으로정신이상행동으로이어진다고주장했다(Rice, 1981). 1984

년의연구는장시간의TV 시청은초등학교학생들의‘험난하고무서운세계’라는

믿음과관련이있으며, 학교못된행동(행동과다, 방해행동, 무관심, 공격성)은

가정의 TV 환경(̀TV 보유대수, 시청시간, 프로그램유형)과 접한상관관계가

있음을보 다(Singer, Singer, & Rapaczynski, 1984; Murray, 1995).

물론, TV 시청과아동의행동에대해서는많은이론이있다(Pearl, 1984). 개발

된지 30년이지난관찰모델이론(̀observational modeling theory)은이들중가

장널리받아들여지는것이다. 이이론에따르면, 공격성은TV에서묘사되는모델

과실생활의시뮬레이션으로부터배우게되며, 모방을통해실천된다(̀Bandura,

1973; Cantor, 2002). 학교 행동에 TV 시청이 미치는 향을 설명하기 위해

Rice, Huston과 Wright(1982)는음향효과, 흥분시키는음악, 빠른액션 상등

의자극은각성(arousal) 반응을일으키며, 이는학교라는실제세계의특징인장

시간대화, 설명, 지연등을참지못하는상태로이어진다는가설을세웠다. 

TV에서폭력을시청하는것에덧붙여, 아동은비디오게임을통해폭력에대리

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89%의 가정에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

(̀Federal Trade Commission, 2000). CQ Researcher에따르면, 최신비디오게

임의 80%가폭력적인내용을담고있으며이는초창기에비해상당히증가한것

이다(̀Congressional Quarterly, 1993). 십대들은하루에 4~5시간동안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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