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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만들어가는 학교
폭력적 언어전달 체계를 보유한 기존 교육공간에 대한 시각과 청각으로 예방 가능 프로토콜 공간 제안

The School we Mak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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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교내 언어폭력 상

“야 이 병x아”, “왜 개x기야!!”. “왜 친구에게 욕을하

니?”, “재 어서..”

등학교 교실의 쉬는시간. 일상 인 학생들 간 화입

니다. 최근 언어폭력 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여러 언어폭력 응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

년 0.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는 어들지 않는 언어폭력 상을 기존의 학교의 

교육방식과 교육공간을 분석함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언

어폭력은 왜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정답을 듣고 그 정답을 외워 시

험을 칩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요하지도 않습니다.(공감능력부제) 한 학생들은 같은 

교실공간속에서 같은 규범과 생활양식을, ‘정해진 정답’

로 행동하기를 요구 받습니다. 학생 개인의 독특한 개성

은 억제되어야하고 집단의 일부가 되기를 교육받습니다.

(집단주의  사고방식) 그 결과 친구의 감정과 생각에 공

감하지 못하며, 나와 다른 친구를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간 언어폭력

은 획일  교육공간과 교육방식이 낳은 표  상입니다.

2. 언어폭력 상에 한 방 로토콜공간 제안

① 교사 층화, 분  : 기존의 학교공간은 외부공간과의 

근성이 낮아 학생들은 교실내부에 머물게 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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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발생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거리가 멉니다. 그에 

응하여 교사를 층화 시킴과 동시에 외부공간의 근성

을 높 , 교실 속 학생들의 도를 낮춰주고 사고발생시 

선생님이 지할 수 있는 거리를 좁힙니다.

② BUFFER ZONE(선생님공간) : 학생들의 교실공간 

주변에 선생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학생

들과의 물리 거리를 감소시켜주며, 청각 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며, 학생들이 선생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

게끔 합니다.

③ 기존 교실벽면은 불투명 유리와 3면의 벽으로 이루

어져, 학교폭력의 사각지 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통

제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선생님의 동선 속 시야

각을 활용한 교실벽면 디자인으로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감시(시각 , 청각 )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 주변 주택가 시선을 활용한 사각지  감소

기존학교 지는 주변주택가로부터 단차가 심하여 담장

이 제거되어도 물리  이동이 불가능 합니다. 때문에 담장

을 해체하여 주택가로부터의 시야를 열어두면 주택가로 부

터의 시선을 활용하여 사각지 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교육공간 방향성 제안 : 언어폭력

상의 근본원인 해결

① 이해와 존  : 서로의 생각교류가 심이 되는 교육

공간에 한 제안입니다. 기존 선생님만을 바라보던 책상

과 공간사용을 벋어나, 6각의 책상과, 가구는 생각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로그램의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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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성, 다원화(창의  교육의 방향성) : 학교가, 선생

님이 정보의 주체가 되던 시 는 지났습니다. 인터넷의 발

달로 인해 이제, 정보의 주체는 ‘각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육공간과 교육방향성은 바 어야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탐구,발 ’ 시키며 ‘다양한 시

각의 생각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합

니다. 층화된 각 교사동의 2층은 다양한 방식의 탐구공

간으로, 학 별 앙 외부공간과 교실은 학생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교육공간 제안입니다.

③ VARIETY PROGRAMS : 언어폭력에 비한 교육

로그램과 공간제안입니다. 모의제 은 언어폭력 발생 시 

상시 열리며, 학생 들 만의 원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

육 로그램입니다.

언어폭력 뿐 아니라 학  간, 학년 간, 학교 체가 교류

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공간은 학생들 스스로 원칙을 만

들어나가는 학교로 발 합니다.

수상 소감

스턴 처칠은 “인간이 건축을 만들지만, 건축이 다시 

인간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정신이 

건축공간속에 담기며, 그 건축공간은 다시 인간 삶에 향

을 다.’ 는 말일 것입니다.

희는 기존 학교건축을 효율  통제를 한 집단주의, 

생각의 교류와 발 을 막는 주입식 교육, 획일  공간구

성, 계  인간 계 등의 체주의  사고방식이 바탕이 

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속 학생들의 삶

을 ‘언어폭력’이라는 상으로 압축, 해석해 로젝트를 시

작하 습니다.

그 때문에 희의 로젝트는 ‘교육이란 어때야 하는 것

일까?’ 하는 희로써는 다소 버거운 질문에 착했습니

다. 실체 인 공간을 생각하기 이 에 그 공간에 담길 삶

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정 에 동료들로부터 

실체  공간없이 무많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핀잔을 

듣기도 하 습니다. 하지만 와 상은이는 학생들의 삶을 

상상하는 일을,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일을 재 고 즐

겁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의 교육에 한 생각이, 그리고 그 공간제안이 확

했는지는 불확실 합니다. 오히려 더욱이 자유로워야할 아

이들에게, 부족한 희의 생각으로 다른 방식의 장애물을 

만들어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때문에 희는 상이라는 결과를 더 성장하기 한 발

으로 삼기로 하 습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한 원 상은이 

고생많았고 고맙다. 공모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

신 황덕  교수님과 이상묵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애

정 어린 독설과 채 으로 로와 심, 사랑으로 지도해주

신 김민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