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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학교폭력은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매개되고 결합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예방책 또한
그러한 복잡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시도되어야 한다.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한 비폭력적 문화의
창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가 당장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
한다.

오

늘날 학교폭력은 대표적인 사회병리 현상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은
날로 연소화,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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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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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결합하여 발생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우리의 시도 또
한 그러한 복잡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구조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얽혀져 있다. 특히 교육자로서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단순한 개인적 비행문
제로 여기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과 학교,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조리한 구조적∙제도적
폭력이 학생들의 폭력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
리는 학생들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성격 특성을 길러주는
것 못지않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한 비폭력적 문화의 창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
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가 지금 당장 수행해야만 할 당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폭력이 없는 도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학교장은 학교의 목표에 대한 명확
한 비전을 표명하면서 학교를 민주적∙윤리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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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학교가 당장 수행해야할 당위적인 과제로는, 폭력 없는 도덕적인 학교문화를 만
드는 일, 협동적인 교수 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비폭력적인 학급 환경을 조성하는
일, 자기효능감, 자아통제감, 자기존중감, 평화적 갈등 해결능력을 함양시키는 차
원의 교육을 보강하는 일들을 들 수 있다.

학교장의 명확한 비전이 없는 경우 학교는 대부분 이합집산의

협동에 장애가 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위험 요소이다. 협동학습

장소가 되기 십상이며, 그만큼 학교폭력에 취약해지게 된다. 또

을 통해 학교가 그것들을 줄이려고 노력할수록 폭력과 파괴적

한, 학교는 효과적인 규율을 제정하여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위는 덜 일어나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많은 시간

학교는 규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관되고 공정하게 규칙을 집

을 협동학습에 투자할수록, 학생들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만들

행하는 일, 학생들의 인격 함양을 촉진하는 방식에서 규율 문제

어내고 성취 수준과 심리적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를 다루는 일, 학교의 규칙과 가치들이 학교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해야 한다.

지지되는 것을 보장하고, 모욕적이고 가혹한 행위가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에 신경을 써

셋째, 학교폭력을 일삼는 학생, 불량서클 결성을 주도하거나 그

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형

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

성시켜 주어야 한다.

들은 학교 공부에 큰 관심이 없기에 이른바 인습적인 성공
(conventional success) 혹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마땅

둘째, 협동적인 교수 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비폭력적인 학급환

히 다른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별로 잃을 것이 없는 특징

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학교폭력의 기저에는 대부분 크고 작

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와 행동을 반

은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협동적인 환경은 갈등이 건설적으

영한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기존

로 해결되는데 도움을 준다. 협동적인 환경에서 모든 참여자들

에 학교에서 실시되어 왔던 인성교육의 틀 속에 자기효능감, 자

은 서로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헌신한다. 참여자들은 관련된

아통제감, 자기존중감, 평화적 갈등 해결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물을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있는 차원의 교육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전형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목적 달
성과 좋은 작업 관계 유지 둘 모두에 힘을 쏟는다. 학교는 대다
수의 학습 상황을 협동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협동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협동학습
이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그들의 갈등을 다룰 때 폭력을 쓰거
나 다른 파괴적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들을 줄여
준다. 형편없는 학업 성적, 급우로부터의 소외, 심리적 질병은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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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신고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학교폭력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NGO가 있다. 교
육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면서 대표적인 학교폭력 예방
NGO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문용린 선생님을 만나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재단의 활동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 khw@kedi.re.kr

파

워

인

터

뷰

POWER INTERVIEW

Q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특히 불안
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으로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로서 우리나라 학
교폭력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A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빈도수도 문제입니다만, 폭력의 질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폭력이
점차‘저연령화’
되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학교폭력이나 왕따, 집단따돌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상당히 잔인하다’
는 점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는 도망갈 수도 있고, 같이 맞서 싸우기도 하는
데, 이와는 달리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폭력에서는 볼 수 없는 장시간에 걸친 구타, 예컨대 폭력이 시작됐다하면, 일방적
인 가해가 5분내지 10분이 지속되고, 피해학생은 그저 몸을 웅크린 채, 맞기만 하는 잔인성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이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른들 사이의
폭력은 가해자를 체포하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잘잘못이 가려지기 마련인데요. 청소년 가해자를 보면
얼굴에 죄의식의 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이 건방져서 까불기에 혼내준 거라고 말하면서,“좀 때린 게 뭐가 문
제냐?”
는 식의 발언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미 폭력이 맹목적인 증오까지 겹쳐진 것이죠.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빈도수, 저연령화, 맹목성, 잔인성 문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조직화되어 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시기에 폭력을 그저 낭만적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어릴 때는 치고 박고 싸우면서 크는 것 아닙니까?”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치고 박고 때리는 그런 아이들 사이에 두목과 부하가 있고, 돈을 뺏기 위
해 아이들을 때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일진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요, 일진회는 조직화된 폭력집단으로, 어른들 세계에서의 조직폭력배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학교가 지난 20�30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무관심한 사이에 학교폭력은 조직화의 단계를 넘어 직업화된 폭력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직업화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두목과 부하가 결집이 되어 돈이 생기는 아
이를 가해하는 유형의 폭력집단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심각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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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PC방
하고 노래방뿐인데, 한 번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아이들이
자기 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편이죠.
외국의 경우는 공원도 있고, 낚시터도 있고, 야외활동이 꽤 많
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대도시의 경우에는 여유 공간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삭막한 아파트 공간이 전부인 거죠. 그러니
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고, 결
국 돈을 얻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거죠. 무작정 돈을 요
구하면, 안주니까 무조건 폭력을 휘두르고 보는 거죠. 이렇게 구
조적으로 아이들끼리 돈을 뺏고, 돈을 뺏기는 폭력이 중∙고등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도수, 저연령화, 맹목성, 잔인성의 문제 대두

Q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단기적인 방법으로 학
교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을 밝혀 책임을 엄히 물고, 처벌을 해야

Q 학교폭력 실태를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빈도라든지 잔인성, 맹목성, 조직화 등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
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학교폭력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학
생들의 스트레스를 돈이 들지 않고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을

A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10~20년에 걸쳐 마련해주어야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

나라나 청소년 시기의 폭력이 존재합니다만, 외국의 경우는 폭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그 가

력의 유형이 증오형과 우발형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

해자를 찾아 가해자가 더 이상의 가해를 못하도록 일벌백계의

리나라의 경우, 유형화된 학교의 부적응 아이들이 대부분 폭력

모범을 보이고,“학교폭력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

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우발형도 증오형도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즉, 어느 학교에서나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그룹이 있기 마련
이고, 이 아이들은 학교 자체에도 불만이 많고, 학교에서 폭력을

Q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는 것이 사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학교의 모습을 돌아보면, 학교에서는 공부

A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를 잘 하는 아이, 이른바 모범생과 그렇지 않은 아이의 양극화

학생이 드러나고, 폭력에 대한 실랑이가 오가는 사이에 학부모

현상이 일어났고, 그 양극화 사이에 냉기류가 작용하고 있거든

도 오게 되고, 여러모로 학교가 시끄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은 무

언론보도도 나갈 수 있고, 담임선생님과 학교의 문책까지 이어

엇인가 재미를 찾잖아요. 그러다보니 폭력의 기본적인 배경이

질 수 있기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시 가급적이면 조용히

그 그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그룹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쌓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수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피해 학생

인 에너지를 어딘가에 해소할 데가 있다면 다행일 텐데, 우리나

이 전학가는 겁니다. 일단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버리면, 굳이

라는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대만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언제 그런 사건이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있었냐는 듯 없었던 일처럼 그저 묻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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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학교로

다. 이들이 어떤

부터 사라져요. 결국 또 한 번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피해자가

역할을 하고 어떻

떠나니까 학교에서는 더 조사해서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가

게 서로 유기적인

해 학생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지내다가 또 다시 다른 학

관계를 맺어야 되

생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Q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A 학교폭력이
A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문

근절될 수 있는 제

제를 사회정의 차원에서, 범죄행위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입니

일 중요한 메커니

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교의

즘은 학교폭력 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가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

생시 신고가 되어

라, 사회정의와 양심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야 합니다. 학교폭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력은 신고율이 강도, 살인사건보다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그저 쉬쉬하고 가라앉히려고

추산하는 바로는 신고율은 30%도 안돼요. 100건이 일어났다고

노력하거든요. 가라앉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못한 학생은 응

하면, 70%는 묻혀 있고, 30%만 확인되는 겁니다. 신고 자체가

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학교 선생님들은 피해자도 내

안 됐는데,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위협을 받겠어요? 제일 중요한

학생이고 가해자도 내 학생이다. 피해자 하나면 됐지, 가해자까

것은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신고만 해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연히 가해 학생은 범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폭력을 당한 초∙중∙고 학생이 아버지,

법자인데, 사회정의 차원에서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고, 다만 처

어머니에게 얘기하거나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경찰, 검찰에 얘기

벌하는 과정에서 학생에 대해 이러저러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가 되고, 그로 인해 사건이 커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가해자가

아무리 선생님이고, 부모라고 해도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

그 애를 또 못 때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100 건 중에 30 건은 신

을 받게 하는 것이 도리이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도리를 안

고가 되고 70 건은 신고가 안 되기에, 70%의 대부분이 언제나 또

지키고 있는 겁니다.

폭력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

통계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들통이 나서 적절한 처벌을

합니다.

받지 않으면, 조만간 또 폭력을 일으킵니다. 24살이 되기까지 거
의 100%가 재범을 일으켜요. 그 중에 30~40% 정도는 두 번 내

Q 그렇다면 신고가 왜 안 되는 걸까요?

지 세 번의 재범을 일으켜요. 학교폭력을 일으켰을 때 적절한 처
벌을 받은 아이는 그 이후에 폭력을 안 하는 데, 그냥 덮어둔 아
이는 재범을 일으킵니다.

A 학생들이 친구의 폭력현장에 있었어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
를 물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35%는“사건
이 커질 것 같아서”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신고해도 소용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은 재범률 높아

없어서”
라는 답변이 30%가 되었습니다. 거의 65-70% 정도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해도 가
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Q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교육부,

가해 학생에게 계속 위협을 받게 됩니다. 처벌 내리는 몇 달 동

법무부, 경찰청 등)와 지역사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

안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피해 학생은 이중 삼중으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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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곤란을 겪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머니, 아버지들이‘우리 학교에서는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
는

겁니다.

강한 메시지를 주고,“만약 그런 사건이 생기면 우리에게 말해라.

학교폭력을 막는 단기적인 방법은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인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기성세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합

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도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

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주민들이 나서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 우

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

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는 폭력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고, 이를 지역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이 조직화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도와야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정부 5개 부처가 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으

서서 신고를 유도하고, 대통령, 장관들이 나서서 보호해 준다고

로 개연성을 높게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부모로서, 주민으로서

하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인식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왔

폭력에 대한 예민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민성을 높이는 일은 시

습니다. 가해 학생들도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민단체의 몫입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된 신고시스템, 신고가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등하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신고와 동시에“가해자는 피해자

교길에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켓을 들어야 합니다. 어

를 더 괴롭힐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합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 예방 대표 NGO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1995년 학교폭력으로 외아
들을 잃은 아버지(설립자 김종기, 현 명예이사장)가 다시는 이 땅
에 자신과 같은 불행한 아버지가 없기를 소망하면서, 직장도 그
만 두고 사재를 내어 설립한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영
리공익단체이다.
청예단은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 받는 청소년과 그 가정을 위해
봉사함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청소년지킴이 운동, 상담, 연구 및
출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폭력 예방
NGO이다.
특히, 2004년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폭력 치료예
방 사업,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장학금 사업, 학교폭력 예방 교사
직무 연수,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사례 공모를 통한 학교폭력 대처방안 마련과
2005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와 상담사례집 발간, 학교 방문 및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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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도록 환경을 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그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청소년폭력예

아이와 멀어지는 거예요. 거의 80% 아이들은 같이 두려워서 나

방재단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수호천사 운동을 펼

도 그러면 어쩌나하는 마음에 그 친구와 친하지 않았다는 듯이

쳐 아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신고하는 즉시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폭력은 없다는 안심을 주고, 보디가드도 붙여

요즘 아이들에게는 호연지기와 정의감, 의협심이 필요합니다.

주어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원하면 다른 학

학교에서 폭력예방 교육을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합니다.

교로 전학가는 것도 도와줍니다.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고백을 하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
모르게 제3자(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려주라고 얘기를 합

Q 어느 학생이든 폭력을 당할 개연성은 있는데요. 혹시 아이
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니다.
40명이 있는 한 반에서 3명이 1명을 때리고 있는데, 나머지 대
다수의 아이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
이 정의의 세력으로 그것을 막아야 하죠. 물론 그게 그렇게 쉽지

A 맞습니다. 이 문

가 않지만, 그런 힘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는 대단히 중요합

그래서 우리 재단은, 전국에 300개 가량 있는 용인 대학과 8월

니다. 학교폭력을 당

에 계약을 체결하여 결성식을 했습니다. 전국의 유도 도장, 태권

한 아이들의 35%는

도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들과 도장의 교육생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

폭력에 피해당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를 해요. 학교폭력은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에

어른폭력하고 다르게

게 두려움을 주고,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주는 지역사회 시스템

비밀스럽게 일어나지

을 만들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않습니다. 학교폭력
은 언제나 목격자가
있어요. 어른폭력의

피해 학생 본인이나 친구 모두 신고 꺼려

경우는 대부분 목격
자가 신고를 해줍니

Q 자연스럽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 예

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폭력은 70% 이상이 신고를 안 합니

방과 대책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

다. 학교폭력의 70% 이상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화장실과

개해 주시지요.

교실 안에서 일어납니다. 나머지 30%가 학교 밖에 있는 공원이
나 으슥한 곳에서 일어나고요. 대다수의 폭력이 학교 내에서 일
어나기에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압니다. 누가 누구를 때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폭력이 신고가 안
됩니다. 제3자가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 애는 더 무서워서 떨
어요.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친구처럼 당하면 안 된다
는 두려움이 더 앞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요. 사
춘기적 아이들의 중요한 특성이예요. 설사, 아무도 몰래 화장실
에서 맞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자기와 친한 친구에게 이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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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해서 경호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등하
교길이나 토요일에 교회에 갈 때, 보디가
드가 그 아이의 수호천사가 되어 보디가드
를 해주는 겁니다. 현재 6명의 아이들이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휴무인 전문경호요원들이
자원봉사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상담을 기본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상담은 사이버상에
서도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신고를 받고 심
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팀이 직
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 팀이 비행
A 국민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제일 먼저

기나 차를 타고 그 곳에 직접 갑니다. 1박 2일 동안 조사를 하고,

추진한 것이 원격연수원을 개설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필요하다 싶거나 부모가 요구를 하면 정신과 의사, 변호사, 전문

대책을 위한 원격연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식 인가를 받아,

상담가 등의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도움을 주게 하죠.

강좌를 20개 이상 개설하였습니다. 올해 7월 22일부터 전국 140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모임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한

여 명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60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

학부모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니다.

하면 좋을지 상담도 받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학교폭력

전국 학교로 연결되는 전화망을 통해 6월 한달동안 텔레마케팅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딛고 꿋꿋하게 생활 할 수

전문가 6명이 학교에 전화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신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청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단 참여가 덜 했지만, 이것이 작은 시작

폭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도

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방교육센터입니다. 예방교육센
터는 선생님들의 연수모임이나 학부모 모임시 강의 요청을 받아
학교폭력에 대한 강연, 연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경남
교육청에서 선생님 5.000명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키고 싶
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받아 몇 일 동안 전문 요원들이 상주
하면서 5,000명의 연수 교육을 시켜줍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문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T.02-598-1668

그리고‘수호천사 운동’
이 있습니다. 수호천사 운동은 경호회
사인 에스텍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수호천

학교폭력 상담 문의는...

사가 되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에스텍에는 보디가드가 전국적

학교폭력상담센터 T.02-585-9128

으로 7,000명이 있는데요. 이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컨대

사이버상담은...

목포에서 여자 중학교 2학년생이 일진회 여학생에게 시달리고

www.jikim.net www.ttax.net

있다고 학부모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목포지부 에스텍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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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후 사이버 상담실 클릭!

특별기획.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학교폭력현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사례

∙유형별 통계결과에 나타난 학교
폭력 실태

∙법 제정과 제도 정비 통해 지속 추
진한다

∙예방중심의 생활지도가 훨씬
편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시너지효과
기대한다

∙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선도와
상담이 효과적이다

∙OECD 국가간의 국제전문가
Network구축

∙ 교사가 개입하는 지원체계와
학교환경이 중요하다

Special project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학교폭력 현황

유형별 통계결과에
나타난 학교폭력 실태
고성혜│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서울협의회 본부장, ksh57@naver.com

올해 초 일진회에 대한 폭로성 기사로 인해 새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관심을 모았다. 문제의 해
결방안을 마련하려면 학교폭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해결의 걸
림돌이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학

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의 지름길’
이라고 할 만큼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하고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

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는 그다지 정부나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초 일진회에 대한 폭로성 기사가 발표된 이후 거의 모든 언론 방송매체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투어 다
루었고, 거의 모든 세미나와 워크숍 등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다루어지는 등 당장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은 추세였다. 이 뿐 아니라, 정부의 청소년관련 정책에서도 학교폭력의 바람은 거세어서
학교폭력 추방 및 근절을 위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의 구성과 활동이 다시 재연되고, 학교폭력 관련 과제
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아마도 내년 초에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온갖 정책이 뿜어져 나올
것 같고 과거에 비해 무언가 잡힐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러한 발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어 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다.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관계 당국은 얼마나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가?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가?
근래 학교폭력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안도하
기보다는 학교는 폭력의 온상이고, 학교폭력 사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
는 점이 더 우려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은 전체 국민에 전염된 듯했고, 이를 바라보는 또 다른 불안은
늘 그렇듯이 이러한 불안 역시 한 순간의 불안으로 끝날 것 같다는 점이다. 이러면서 국민들은 폭력에 길
들여지고 폭력에 무감각해지게 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또 그렇게 강물 흐르듯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점
이다.
학교폭력의 현황, 원인, 걸림돌부터 파악해야
현재 우리 사회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간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폭력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문
제점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이전에 학교폭력의 실상이 어떠한지, 학교폭력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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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자료는 적지 않지만, 각

1)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각의 조사마다 학교폭력에 관한 개념이 다르다. 이는 폭력이라

전국 3,977명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보

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교폭력

호위원회(200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금품갈취 피해 경험은

에 포함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법률상으

10.1%, 놀림 9.4%, 가벼운 언어폭력 9.3%, 가벼운 신체폭력

로 학교폭력에는 집단따돌림이 포함되어 있지만, 경험적 조사에

9.0%, 따돌림 2.8%, 심각한 언어폭력 1.6%, 심각한 신체폭력

서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을 각기 달리 분리하여 실태 파악을

0.8%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갈취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교급은

한 경우도 있고 학교폭력의 개념에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개념으

남중생으로 20.8%이고, 심각한 신체폭력 역시 남중생의 피해 경

로 실태를 파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어

험이 1.6%로 가장 많았다. 따돌림 피해는 여자 초등학생이 5.8%

렵다. 이 뿐 아니라 각각의 실태조사의 대상이 전국 표본인 경우

로 가장 많았고 놀림을 당했다는 경험은 남중생이 14.2%로 많았

도 있지만 한정된 지역에서 표본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조사결과

다. 남자 중학생은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에 가장 많이 연루되어

를 함께 비교하거나 일반화하여 추세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 후유증 측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

면에서 가장 문제되는 집단은 오히려 피

에서는 전국 규모로 매 분기별로 학교별

2005년 경찰청에 신고된 사항을 보

해율이 가장 낮은 여고생으로 보고되었

학교폭력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내

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는 중학생

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은 집

용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학교폭력 문제해

이 1,959명(60%), 고등학생 1,125명

단이라고 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35%), 초등학생 103명(3%) 순으로

하다고 결론지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

용하기에는 미흡하다.

중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유형

과이다.

여기서는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 청
소년보호위원회(2002)에서 실시한 청소

은 폭행이 53%, 금품갈취가 46%,
협박이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실태조사(청소년보호위원회, 2002)에

년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경찰청

나타난 학교폭력 경험률은 다음과 같다.

(2005)의 마음 놓고 학교가기 자료와 교

최근 1년간 급우나 또래로부터 욕설이나

육인적자원부(2005)가 실시한 폭력집단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9.8%, 교내 또는 등하

등을 주로 참고한다. 이 세 가지 자료는 전국 데이터라는 점, 그

교 길에 급우나 또래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은 4.1%이며, 교내 또

리고 비교적 최근의 자료이며, 폭력 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등하교 길에 급우나 또래로부터 물품 등을 강제로 빼앗긴 적

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의 자료로는 지역적

이 있는 학생은 4.3%이고,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한

한계를 갖고 있는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2001), 청소년보호위

경험이 있는 학생은 2.9%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볼 때 일반계 고

원회(2001)의 조사결과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차이 없이 발생되는 비율이 유사하

통계자료와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 실태분석

(표1) 학교폭력 피해율

(단위 : %)
고

폭행피해율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9.8%

10.0%

2.8%

전국 초∙중∙고생

르고 조사내용도 달라 조사결과를 비교하거나 추세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4.1%

4.3%

2.9%

전국 초∙중∙고생

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앞서 언

경찰청 & 교육인적자원부 (2003)

3.2%

3.9%

1.1%

전국 초∙중∙고생

급한 관련 부처의 통계자료와 대표적인 조사결과를

�9.8%는 가벼운 신체 폭력과 심각한 신체폭력을 포함한 수치임.

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가 각기 다

금품갈취피해율 집단따돌림피해율

비

주최기관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가 적지 않게 시행되었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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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학생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6월 전국 초∙중∙고등학생 77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제 피해 경험으로 응답자의 3.9%가‘갈취’
라고 응답했으며,‘폭행’3.2%,‘집단따돌림’1.1% 순
이었다.
한편, 2005년 경찰청에 신고된 학교폭력 피해사례에 나타난 것을 보면 피해학생은 중학생이 1,959명
(60%), 고등학생 1,125명(35%), 초등학생 103명(3%)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은 폭행이 1,712명(53%), 금품갈취 1,489명(46%), 협박 40명(0.3%) 순이며, 피해 액수
는 1만 원 미만이 40%,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 35%,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3%, 50만 원 이
상이 2%였다.
경찰청과 교육인적자원부(2003)의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32.1%가 발생된 반면 놀이터, 공
원, PC방, 학원 주변 등 교외에서 69.1%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청(2005)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통학로 등 노상 (48%), 화장실, 후미진 곳 등 교내(35%), 집(8%), PC방(6%)으로
나타났다. 피해 기간은 6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는 63%이고, 6월~1년이 27%, 1년~2년 8%, 2년 이상이
3%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은 조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피해경험률이
높고, 성별에 따른 피해경험률은 남학생이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금품갈취와 폭력이 가장 많았으
며,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 가해 경험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품갈취는 다른 폭력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학
생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신체폭력은 같은 학교 다수에게 당하는 비율이 다
른 폭력유형에 비해 높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데, 답안지를 보여 달라거나 친구들을 놀
리는 행위, 따돌리는 행위는 다른 폭력유형보다도 2명 이상 집단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가해자, 피해 시간 및 피해 장소 (금품갈취, 언어∙신체폭력)

가해자

가
해
자

금품갈취

(단위 : %)

심각한

가벼운

심각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신체폭력

같은 학교 1명

23.6%

28.7%

41.7%

25.1%

같은 학교 다수

17.3%

41.7%

26.0%

43.7%

타 학교 / 모르는 이

59.1%

31.8%

32.3%

31.2%

전국 6,24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위원회(2002)의 조
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은 6.1%
로 남학생(9.7%)이 여학생(2.6%)보
다 가해 행동을 많이 했으며, 중학
생(6.9%)이 일반계 고등학생(5.1%)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이나 실업계 고등학생(5.8%)보다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다. 금품갈취를 한 학생은 2.1%(남학생 3.0%, 여학생 1.2%) 중학생 2.5%,
일반계 고등학생 1.6%, 실업계 고등학생 1.9%)이며, 집단따돌림을 시킨 경험률 역시 4.7%로, 폭력이나
금품갈취처럼 중학생의 경험률이 일반계∙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다소 높았다.
경찰청(2005)의 가해학생 7,993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이 4,627명(57%), 고등학생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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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9%)로 나타나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

전체 학생들보다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학

났다. 가해 유형은 폭행 52.2%, 금품갈취 44.7%, 집단따돌림

생들이 많았고, 학업성적도 낮았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중학생

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품갈취 이유는 유흥비를 목적으로 하

이 차지하는 비율이 49.5%인데 반해, 폭력이나 따돌림 경험이

였다는 경우가 67%로 가장 많았고, 상납하기 위해서가 11%, 생활

있는 학생 중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4% 정도로 월등히

비 충당은 1.4%였다.

높았다. 따돌림과 폭행 중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에 두드러지

이상, 각 조사마다 가해경험률 차이가 크지만, 학교폭력 중 집

게 나타나는 차이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

단따돌림에 대한 가해경험이 많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폭력

과 피해 학생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따돌림의 경우는 가

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 발생

해∙피해 학생 모두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한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10건, 중학교 1,479건, 고등학교 382건

학교폭력 원인에 대해 네 집단 모두 가해 학생이 힘을 과시하기

등 모두 1,871건으로, 2003년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고 인식하는

2,445건보다 23.5%나 줄었으며,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피해 학생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비

다 가해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가 미

율이 2003년 22.8%에서 20.4%로

숙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소한 반면, 중학교(77.2% 79.1%)

학교폭력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

와 초등학교(0% 15%)는 오히려 늘

반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도덕

었다고 발표하였다(한국일보 2005

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

년 2월 11일).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점차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연령층

타났다.

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폭력 가해행동과 피해행동과의 관

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알

할 것이다.

아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
행동의 경우 폭행이나 욕설, 금품갈

3) 가해행동과 피해행동과의 관계

취, 따돌림간의 상관은 매우 높게 나

학교폭력관련 행동의 경우, 가해

타났다. 특히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학생 중에는 과거 피해학생이었던

경험과 폭행을 당했다는 경우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폭력 피해를 당하면서도 폭력적 행동을 학

r=.59, 욕설이나 협박 피해와는 r=.53으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

습하게 되는 등 일방적인 가해자만이 있고 일방적인 피해자가

였다. 결국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고 때리면서 돈이나 물건을 강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여기서는 가해행동과 피

탈해갔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가해행동 유형 간에도 높은

해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02년에 실시된 청소년보호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서 폭행

위원회의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을 일삼고(r=.56), 폭행을 가하면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는

먼저 조사대상 학생을 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과 폭력 가해 피해

행동 간의 상관이 r=.56로 나타나 가해 행동 간에도 높은 상관을

경험으로 나누어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 누군가를 따

보였다. 한편,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 간의 상관 역시 정적 상관

돌림시킨 경험이 있는 학생,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누군

을 보였다. 특징적인 것은 욕설이나 협박 가해 행동은 다른 어떤

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환경적∙개인적 요인

피해 행동보다도 욕설이나 협박 피해 행동과의 상관이 가장 높

들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았고, 폭행 가해 역시 폭행 피해와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

전반적으로 따돌림이나 폭력 가해∙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 따돌림과 금품갈취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시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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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따돌림 폭력 가해 피해 학생 집단별 비교
집
내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학업성적

성

따돌림
가 해

따돌림
피 해

34.3

24.2

34.6

31.3

40.2

28.8

34.1

32.2

27.8

16.8

46.9

35.7

43.1

50.4

58.0

19.5

20.9

18.8

16.3

10.1

42.8

55.2

46.2

52.7

40.1

중

63.8

61.5

56.0

62.4

49.5

일 반 고

24.5

25.8

28.6

25.2

34.4

실 업 고

11.7

12.6

15.4

12.4

16.1

남

47.1

54.6

78.4

78.6

49.6

여

52.9

45.4

21.6

21.4

50.4

욕설 협박 피해

26.7

62.2

32.3

76.8

19.8

폭행 피해

16.1

40.4

22.5

-

14.1

금품갈취 피해

16.2

34.8

17.8

46.5

4.3

따돌림 피해

19.0

-

23.0

29.0

2.9

욕설 협박

54.9

39.3

74.9

40.1

10.8

폭 행

41.8

26.8

-

33.7

6.1

금품갈취

25.3

19.7

25.6

17.1

2.1

따돌림

-

30.1

32.4

18.8

4.7

부모폭행

14.1

19.1

12.7

12.7

1.2

교사폭행

15.4

18.0

13.9

13.1

1.3

공공기물 파손

49.1

37.7

49.5

29.0

10.7

힘 과시

49.5

51.4

55.3

60.2

52.0

도덕성 부족

23.5

29.2

20.8

23.0

25.3

대인관계 미숙

27.3

19.5

22.1

18.0

28.7

자제력 부족

24.2

18.4

29.7

19.5

27.4

용돈 부족

18.1

16.8

22.1

19.5

13.8

용

학교생활

교

단

급

(단위 : %)

만

족

불 만 족
만

족

불 만 족
낮

음

폭
가

력
해

폭
피

력
해

전

체

별

피해경험

가해경험

폭력원인

말하면 현재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폭력이란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형태도 적지 않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주고받는 행동의 유형 역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보복성, 유사성 폭력 행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행동과 부모에 대한 폭행과 교사에 대한 폭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금품
갈취를 해본 학생은 부모(r=.50)나 교사(r=.51)에 대해서도 폭행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폭력 성향이 있는 학생은 또래나 부모, 교사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나타나 폭
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에 대한 탐색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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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력 집단

이 발생된 학년은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나타났

2003년, 2004년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의 공식 자

다. 학급별로 집단따돌림이나 폭력 피해학생 수가 전혀 없다는 경

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폭력 집단 역시

우는 20.9%에 불과하며, 학급별 가해학생 수에 대해 중학교의 경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 경찰청에

우는 2~3명, 특정, 불특정 다수라는 응답이 46.2%로 나타나 중

서 발표한 자료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의 학교폭

학교 폭력의 집단화가 우려되는 결과를 보였다.

력 서클에 관한 조사결과를 볼 때,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거
나 폭력 집단도 줄어들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일진회와 유사한 폭력 집단이 없다는 학교는 2001년 기준 중학
교 260개교 중 44.6%가 없다고 밝혔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

그동안 학교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폭력 집단에 대한 조사는 거

우는 폭력집단이 없다고 밝힌 비율이 141개교 중 68.8%, 실업계

의 없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을 파악해

고등학교는 폭력 집단이 없다고 밝힌 학교가 70개교 중 70%로

왔기 때문에 폭력 집단에 관한 축적된 자료가 없는 편이다.

나타났다. 한 학교에 폭력 집단의 수가 1~4개라고 답한 학교는
20.1%이었으며, 5개 이상은 9.1%였다. 여전히 전체 학교의

① 생활지도교사가 평가한 학교폭력 집단(2001)

29.2%는 학내에 1~5개 정도의 학교폭력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

지역적으로 서울에 국한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중∙고등학교

로 나타나 일진회와 유사한 학교폭력 집단이 공식통계 자료에

474개교 생활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자녀안심운동 서

비해 일선 학교에 광범위하게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울협의회, 2001)는 일진회와 유사한 학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교급별로 보면, 중

폭력 집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

학교폭력의 실상에서 드러난 폭력의

학교의 경우는 260개교 중 22.1%가 폭력

바 있다. 이 조사결과는 교사에 의해 보고

잔혹성이나 반복성, 집단성 등을 고

집단이 1~4개, 9.2%는 5개 이상이라고

된 것이라는 한계를 갖지만, 474개교에

려하고 피해 학생의 정신적 폐해를

답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폭력

종사하는 교사들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

고려할 때, 학교폭력 사안은 여전히

집단이 1~4개인 경우가 2.8%, 5개 이상

미 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매우 심각하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

이 9.2%이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폭력

한 중지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집단이 1~4개인 경우가 7.1%, 5개 이상

이 절실한 때이다.

이 8.6%였다. 학교 내에 폭력 집단이 있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학교가 학교폭
력에 가장 취약하고, 학교폭력이 가장 많

다고 응답한 경우, 폭력 집단의 구성 수
(표4) 폭력 가해 행동과 피해 행동과의 관계
욕설
협박
피해

폭행
피해

금품
갈취
피해

따돌림
피해

(단위 : %)
욕설
협박
가해

폭행
가해

금품
갈취
가해

따돌림
가해

부모
폭행

교사
폭행

욕설협박피해

1.000

폭행피해

.527

1.000

금품갈취피해

.431

.590

1.000

따돌림피해

.387

.442

.393

1.000

욕설협박가해

.298

.206

.180

.191

1.000

폭행가해

.256

.303

.278

.229

.560

1.000

금품갈취가해

.186

.295

.332

.300

.370

.555

1.000

따돌림가해

.154

.190

.215

.282

.349

.429

.498

1.000

부모폭행

.183

.295

.292

.367

.235

.404

.501

.385

교사폭행

.157

.276

.276

.308

.239

.378

.506

.400

.581

1.000

공공기물파손

.180

.238

.292

.259

.372

.455

.438

.406

.360

.386

공공
기물
파손

에 대해 살펴본 바, 20명 이상인 경우는
6.0%이고, 11~15명 정도는 6.6%이고
70.5%는 6~10명이다. 교급별로는 중학
교의 경우 20명 이상이 8.2%이고,
11~15명은 9.8%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61개교 중 단 1개교만이 11명 이상으로
나타나, 중학교의 폭력 집단의 규모가 훨
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평가한 학

1.000

교폭력 집단(2005)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전국
1.000

450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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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3학년생 13,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집단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 자료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에 따라 학교폭력 집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집단의 존재와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불량서클의 존재
전국 규모의 초∙중∙고등학생의 14.4%는 학교 내 불량서클이 있다고 인식했다.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
답이 전체 평균(14.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학교 소재지 규모별로 대도시 지역(16.2%), 성별로 여
학생(15.5%), 교급별로 중학생(20.2%),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23.8%), 중학교 3학년(21.6%), 초등학
교 4학년(19.6%) 순으로 나타났다.
불량서클이‘없다’
는 응답이 전체 평균(85.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중소도시(87.4%)와 읍/면/군 지
역(87.2%), 남학생(86.6%), 고등학생(92.6%)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전국 초∙중∙
고등학교 450개교 중 14.4%에 불량서클이 존재한다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지만, 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불
량서클이 더 많으며 대도시에 소재한 학교가 읍면군지역이나 중소도시에 소재한 학교보다 불량서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불량서클과의 연계
학생 13,000명의 6.0%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불량서클과 다른 학교 불량서클이 연계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성인 불량배나 상급 학교 불량서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학교의 불량서
클이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운영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그렇다(활용한다)’
는 응답이 1.7%로 나타났다.
�폭력피해 경험
(표5) 폭력행위 유형별 피해 여부 및 횟수

(단위 : %)

지난 1년간 불량서클로부터 폭력피
해를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횟수 없음
유형
구 타
62.6

33.7

22.1

4.3

2.0

5.3

3.6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있다’
는 응답

협 박

40.7

55.8

37.0

9.3

2.2

7.3

3.6

은 전체 응답학생의 7.1%로 나타났

금품갈취

47.8

50.3

38.1

6.3

1.4

4.5

1.8

다. 이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불량

집단따돌림

77.1

20.4

14.4

2.4

0.4

3.2

2.6

모욕∙폭언

32.0

65.8

42.5

8.9

4.3

10.1

2.2

있음

1~3회 4~6회

7~9회 10회이상

무응답

서클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과반수
정도가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장면을 보았거나 이에 관해 들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편, 지난 1년간 불량서클로부터 자신이 직접 폭력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였다.
피해 학생 중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것은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 폭언으로 65.8%이다. 그
다음은 협박(55.8%), 금품갈취(50.3%), 구타(33.7%), 집단따돌림(20.4%) 등의 순서로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 횟수에서는 연간‘1~3회’
가 모든 폭력행위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피해에 대한 원조대상

20

Educational Development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에 대한 중복응답

해야 한다는 3.9% 였다.

의 경우 부모가 32.8%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배라는 응답은

불량서클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26.7%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피해 학생 4명 중 적어도 1명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42.9%로

이상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폭력피해

가장 높았다. 상담이나 치료를 해주거나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한

를 당할 때 부모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42.7%

다는 경우는 24.8%이고, 괴롭힌 학생이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게

이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생(45.5%)이 가장 많았다. 친구∙선

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피해

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여학생(38.3%), 중학교 2

학생에 대해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

학년(42.7%), 고등학교 1학년(47.6%), 중학생(36.3%)이었다. 한

와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상담이나 치료를 해주거나, 쉴 수

편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여학생

응답은 남학생(32.3%), 고등학생(39.3%)

(28.0%), 중학교 1학년생(28.7%)의 경우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불량서클 학생에 대한 태도

�불량서클 근절을 위한 책임

불량서클이 학교에 있다고 응답한 학생

학교 내 불량서클을 없애기 위해 가장

1,870명에 대해 일반 학생들이 불량서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집단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

는 선생님(29.9%)과 학생(28.8%)을 지적

에는 일부 학생들만 무서워하며 피하는

한 경우가 많았다. 선생님이라는 응답은

편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31.8%) 및 고등학생(32.4%)에서

30.1%는 다른 학생들과 별 차이 없이 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생이라는 응답

내는 편이라고 했으며, 많은 학생이 무서

은 고등학생이 40.1%로 다른 층에 비해

워하며 피한다고 답한 학생은 26.1%였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 많은 학생들이 무서워하며 피하는 편
이라는 응답한 학생들은 중학생이나 고등

③ 학교폭력 집단 소속 학생이 보고한

학생보다 초등학생(32.1%)이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집단(2005)

많았다.

2005년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
찰청에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 중 일진회

�불량서클 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지원방안

등 불량서클 가입학생 3,126명의 사례분
석에서 나타난 불량서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량서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 특별한 지도를 받아
반성하게 하고, 우리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한다는 응답이 42.5%

�서클 성원

로 가장 높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34.9%)이 두

불량서클 가입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53.6%이고 여학생은

번째로 높았다.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

46.6%로 여학생 폭력의 증가 조짐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볼 수

(37.5%), 인천(40.3%) 등 대도시 지역(36.5%) 거주 학생이거나

있다. 서클 인원은 15명 미만인 경우가 75.7%로 대다수를 차지

남학생(36.7%), 초등학생(36.1%)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하고 있는데 서클 인원이 5~10인인 경우는 남학생의 34.7%, 여

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8.4%이고, 전학

학생의 43.8%였다. 서클 인원이 15인 이상인 경우는 24.3%인데

을 보내야 한다는 응답은 8.3%, 얼마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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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가입
불량서클의 가입 시기는 중
학교 1학년 때가 39.4%로 가
장 많았고, 중학교 2학년
26.2%, 중학교 3학년 18.7%
로 84.3%의 학생이 중학교
때 일진 등 서클에 가입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중 중
학교 1학년 때 가입했다는
비율은 49.3%로 남학생의
30.8% 보다 월등히 많았다.
서클 가입 권유자는 친구가
35.5%로 가장 많았고, 선배

폭력근절을 위한 노력

의 강요에 의해 서클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경우는 27.4%였다. 가입 동기로는 하고 싶어서 자진해서 가입
했다는 경우가 15.7%,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 가입한 경우는 1.8%였다.
서클에 가입한 이유는 쌈짱이 1,277명(40.9%)로 가장 많은데 남학생의 경우 49.9%로 여학생의 30.5%
보다 많았다. 얼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4.2%로 남학생은 8.9%인데 반해 여학생은 20.3%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몸짱이기 때문에 가입한 학생은 6.0%인데 남학생은 7.0%, 여학생은
4.8%이고, 공부를 잘 해서는 7.6%인데 남학생은 5.3%, 여학생은 10.4%이다.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을
서클에 가입시킴으로써 불량서클을 미화시키거나 서클 가입 학생을 영웅시하며, 학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
분을 보면, 남학생은 싸움을 잘하거나 몸이 좋은 경우 서클 가입 대상으로 주목되기 쉬운 반면, 여학생은
얼굴이 예쁘거나 공부를 잘 하는 경우 서클에 가입하도록 권하는 대상이 되기 쉽다.
서클에 가입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한 학생이 43.1%로 대부분 장기간 서클에 가입하였으며, 2년 이
상 된 학생도 13.8%에 달하였다.
�서클 활동 및 교류
서클 학생 중 21.7%가 전용 홈피를 만들어 연락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클 친구 간에 연
락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는 48.0%로 가장 많았고, 직접 만나는 경우 17.9%,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20.0% 순으로 나타났다.
서클 활동을 한 학생들의 51.2%가 주위 학생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험이 있으며, 폭행 대상은 서클 후배
가 27.7%, 같은 학교 동급생이 34.5%, 같은 학교 후배가 20.0%이다. 폭행 이유는 건방지다가 34.6%, 힘
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19.0%, 돈을 빼앗기 위해서 11.3%, 때리는 것이 재미있어서가 7.3%, 선배의 강요
가 8.2%로 나타났다. 금품갈취를 한 학생들의 경우, 그 이유는 유흥비가 49.6%, 선배에게 상납하기 위해
서가 28.5%, 파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10.5%이다.
다른 서클과 교류하고 있는 경우는 23.2%이고, 함께 어울리는 서클 수는 2~3개인 경우가 62.2%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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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다. 다른 서클과 어울리는 이유로 남학생은 싸울 때, 힘
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48.6%, 여학생은 이유 없다고 한 비율이
36.4%였다. 일일 락카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이
었다.
�서클 탈퇴
서클을 탈퇴하려고 시도한 학생은 40.9%로 남학생 37.1%보다
여학생 45.2%이 더 많았다. 하지만 서클을 탈퇴하지 못한 이유
로는 남학생은 의리가 33.8%, 탈퇴식 때문이라고 한 학생은
20.3%였고, 여학생은 의리 때문이 31.7%, 괴롭힌 학생들의 복
수대상이기 때문이 23.9%로 나타났다. 서클에서 탈퇴를 시도하
지 않은 이유로는 이유 없음이 35.9%, 같이 몰려다니는 것이 좋
아서 30.7%, 서클이 좋아서 15.3%로 나타났다.
난 폭력의 잔혹성이나 반복성, 집단성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위한 대책 절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정신적 폐해를 고려할 때, 학교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볼 때, 학교폭력은 고등학교

폭력 사안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

보다 중학교시기에 문제가 되며, 학교폭력 행동은 학습되어 피

한 중지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이다.

해 학생이 다시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은 개인 차원의 심리적 괴롭힘과 금품갈취 등과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
반 청소년 개인 혹은 놀이 중심의 소그룹, 소수를 주축으로 하거
나 상황에 따른 불특정 다수가 행하는 집단따돌림과 놀림, 위협
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학
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은 저연령화 추세를 보인다. 이
정도의 학교폭력 수위에서는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 학생들에 대
한 집중관리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
우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하는 폭력에는 대부분 금품갈취가 동
반되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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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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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 추진한다
김학일│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장, hagil@moe.go.kr

최근 들어 집단화된 폭력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빠르게 재생산될 상황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는 올해 들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제반 정책은 법적 구속력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금

년 초반기 일진회 등 불량서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의 총체적 대처가 필요한 만큼 선
생님, 학부모, 언론 등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발생건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저질∙음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사이버 세계의 비도덕성 및 다양
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학생
들의 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집단화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넷(net)세
대의 폭력서클이 사이버 공간의 인터넷 모임으로까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충격과 교육적 과
제를 던져 주고 있다. 청소년의 사이버 유해환경이 폭력을 유발하고, 집단화된 폭력은 사이버 공간을 무
대로 빠르게 재생산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 제정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사실 불량서클 논의는 청소년 사이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일락 카페’등 사이버 상 폭력서클에 대한 우
리 교육계의 우려와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한 자기고백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국가적,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일선 교원의 높은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교원들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왔고, 선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생
선도는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폭력서클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오로 보다
높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차단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학교
폭력 발생은 2002년까지 뚜렷이 줄어들지 않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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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부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한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4년 1월 29일‘학교폭력 예방 및

각종 폭력을 척결하기 위한 역대 정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우리 사회의 폭력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 최근

같은 해 7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에는 학교폭력 및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조직폭력 등이 사회문제

이 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의 문제에 대해 정부에

로 대두,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매체 및 정

책무성을 묻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제반 정책은

보지를 통한 폭력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

법적 구속력 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

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조직폭

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력, 인터넷과 정보지를 통한 폭력을 근절하여 선진한국으로 나아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 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교

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부모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사회운동

직∙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모든 지혜를

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4대 폭력 추방

모아 지난 2월 22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을

종합대책’
을 3월 28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시적인

수립하였고, 46개 과제 중 하나인‘자진신고 기간 및 피해신고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간 운영’
을 5월 말까지 시행하였다. 그

4대 폭력 추방의 방향은 폭력 발생의 배

리고 앞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지속적으

경이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가치관의 혼

로 추진할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및 학

란과 극심한 이기주의, 가정의 유대 약화

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게 될 것이다.

등 고속 경제성장의 부작용 등으로 나타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은 정부 수

나고 있고, 이와 같은 사회 병리현상을 타

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

파하고 범죄와 폭력을 일소하는 것은 선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종합

진 한국으로 나가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학교-교육

사실에 근거해 폭력에 대한 대증요법 보

청-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다는 폭력 유발 환경 정화, 폭력 심리 추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방 등 원인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접근을

대책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갖추

시도하고 있다.

고 추진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4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은 폭력 추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의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시작되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역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신속∙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 문

량을 총집결하여 폭력을 추방해 나감으로써‘안전하고 건전한 사

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회기풍’
을 조성하는 것이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활기찬 배움의 공동체 구현’
을 위해 학교폭력 해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무
조건 감추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책추진 이후 문제를 노출시

“학교폭력, 조직폭력, 인터넷과 정보지를 통한 폭력을 근절하

켜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

여 선진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

성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문제를 노출시켜 해결하는 학교는

하는 범국민적 사회운동을 전개. 반드시 성과를 거양하여 폭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운영을 내실 있고 체계 있게 하고, 총리

학교폭력문제의 목표는 안전하고 활기찬 배움의 공동체 구현

가 주기적으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평

에 두고, 그 방향은 첫째, 폭력 현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정확

가할 것이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 업무 유공자에

한 진단을 실시하고, 둘째, 인성교육의 강화와 폭력에 대한 교육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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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며, 셋째, 폭력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자율 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에서‘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되었으며, 일진회 등 불량서클이 경찰 및 학교의 노력으로 해체되었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시민단체, 의사 등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상담자원봉사자의 지원을 통한 교내순
찰과 상담 실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
였다. 또 향후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학교폭력의 예방과 발생의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학생과 교사가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 분위기를 조
성하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 활용 및 폭력 발생시 가∙피해학생에 대한 선
도∙치료∙재활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못된 소수에 의해 폭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는 학생이, 사회에서는 조용한 다수가, 내 학교, 우리 동네, 내 직장, 우리 사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전술했듯이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했음에
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중
심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2004년 1월 29일1)제정하게 되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에 국한하며2),
둘째,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하여
야 하고, 셋째,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
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넷째는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 있어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
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
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
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교육청에는 전담부서
를,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3)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모든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
치,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장,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과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단
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구에는 모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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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 또는 관계

모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으면 가∙피해학생을

방∙근절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전 교원의 상

조사하여 자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치위

담 및 생활지도 요원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선학교 예방활동을

원회는 분쟁조정(합의4)), 가해학생 조처, 피해학생 조처5) 등을 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는 우선 모든 학교에 상담실 설치

게 된다.

(설치비율 : '04. 73.27%)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선임 및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의 주요 내용

양한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예방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지역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 청소년상담원 -

률로 제정되었지만,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대해 학교 및 교

지역사회복지관 - 자원상담센터 등과 유기적인 연계 및 사이버

육당국을 포함한 정부에 높은 수준의 법적 책무성을 부과하고

상담 체계를 갖추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학

입체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6).

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평가, 점검

그리고 연 2회의‘학교폭력 추방의 날’
(3, 9월) 지정 운영, 학교
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매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
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5개 영역 46개 과제의
방대한 내용으로 집대성되어 있다. 기존
학교폭력 대책과는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학교-교육청-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올해 2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
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을 수립하
여 추진하고 있다. 5개 영역 46개 과제
의 방대한 내용이며, 학교-교육청-정부
기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전문단
체 및 전문가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갖추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년 3�4월), On-Off Line 상의 유해환
경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명예 경
찰 소년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및 사이
버 유해환경 정화 강화, 영상물 심의 강
화, 학교 내외의 안전구역화(Safety
Zone) 추진, 학교담당 경찰관 활동 강화,
청소년 상담∙선도시설 설치 확대7), 청소
년 폭력예방을 위한 미디어 공모전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 교원을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지역사회-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갖추고 추진할 것

요원화하는 방안,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위해 학생증 발급시 신

을 제안하고 있다.

고망8)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방안, 가정통신문 여백에 학교폭력

5개 영역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 예방교육 및 연수 강

신고번호 및 관련 표어를 삽입하는 방안, 예방활동의 실효성 제

화, 피해자 구제, 가해자 선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을

고를 위해 기관별로 학교폭력 예방 지원 추진체9)를 구성하는 방

담고 있다. 특히 예방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

안 등도 포함된다.

용은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
1)�시행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개월 동안 교원, 교직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2004. 7. 30 제정함.
2) 학교폭력의 개념에도‘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학생이 아닌 자가 학교폭력에 관여된 경우도 이 법 적용에 한계를 보임.
3) 기능 :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함.
4) 이 경우 자취위훤회의의 심의 없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교감 등이 사안조사나 합의 및 상담활동등을 하여서는 안됨.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및 개시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사유, 분쟁조정 결과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5) 피해학생 보호조처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가해학생 조치 :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생)
6)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활용 연구학교 운영 106개교 및 YP(Youth Patrol) 시범학교 운영(50개ㅐ교),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범∙연구학교 50여개교도 실시함
7)‘09년까지 청소년 상담실 (146개 → 234개), 청소년쉼터 (17개 → 40개), 청소년드롭인센터 (3개 → 30개)
8) 1588-7179(학생고충상담),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경찰서), 1366(여성긴급전화), 1388(청소년긴급전화), 학교∙교육청 신고전화 등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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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주요 추진 내용
1) 불량서클의 실태파악 및 해체방안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년 기본계획 추진과 병행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불량서클 등 학교폭력의 예
방과 근절을 통한‘투명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를 위해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민∙관 합동으로 학교폭
력‘실태조사기획위원회’
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3,000명을 유의할당표본추출
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지도 담당교사(800명)와 불량서클
등 학교폭력 경험 학생(800명)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4%이며, 이 학생 중 불량서클 가운
데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 학교의 조직이나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 26.5%라고 답변하
였고, 불량서클 학생들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이 3.9%,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가 7.1%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행위 유형은 모욕이나 폭언(65.8%), 협박(55.8%), 금품갈취(50.3%), 구타(33.7%), 집단따돌
림(20.4%)10)으로 나타났고, 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32.8%), 친구나 선배
(26.7%),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26.5%), 선생님(25.1%)의 순으로 선생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불량서클의 유형은 ① 친구형, ② 선∙후배형, ③ 학교 간∙지역 간 연계
형, ④ 성인조직과 연계형 등 4가지로 조사되었으며, ①과 ②형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활동(폭력, 금품
갈취, 흡연 등)을 하고 있으나, ③과 ④형은 학교 밖에서 성인들을 흉내낸 행동(집단폭력, 일일 락카페, 폭
주족 결성, 고도의 금품갈취 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량서클이 친구형, 선후배 위계형, 학교 연계형, 성인 연계형으로
유형화되어 있어 각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도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불량서클의 유형이 낮은 수준(친구형)
에서 높은 수준(성인 연계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낮은 수준의 단계에서부터 예방적 조치가 필
요(중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 연계 등)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학교폭력 대처와 예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점을 발표하였다.
또 이를 토대로 학교 내∙외의 불량서클은 반드시 해체되어야만 즐겁고 안전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
다고 보고 교육인적자원부 조사결과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
고, 정책적 대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관계관, 전문가, 시민단체, 현장교사 등과 해체방안을 마련하여 공청
회를 거쳐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중심의 상담망 구축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는 한편,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나 선생님 한 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 중심의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토록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교원의 상담
능력 제고를 위해 교원 연수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신규 교원 연수시 집
중 연수 실시,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인권∙상담 관련 강좌(실습) 이수 방안 강구, 학교 자체연수 실시 및
토론회 개최로 상황 적응 능력을 함양하고자 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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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 2005년 상반기까지 상담실 설치를 완료할 것이
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주시켜 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고12), 지역교육청에는 현재 연수중인 전문상담교사
를 교육청당 1-2명씩 배치할 것이며, 이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협약체결 학교 (개)
청소년
상담원

사 회
복지관

상 담
봉사센터

정신과
의 원

청소년선도
위 원 회

기 타

계

2,200

1,446

1,418

307

952

1,447

7,770�

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역할 수행과 사이버 상담망을 구축하

�소규모 학교가 다수인 지역은 교육청 차원에서 협약식 체결

여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13).

연구학교, YP(Youth Patrol)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부담과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들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

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상담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

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교과에

14)

식에서 법을 개정 하였으나,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의 증원

흥미가 없던지 기초학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열등의식, 섭식장

억제 등으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없게 되어, 교육

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학생들에게 선생

인적자원부는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담자원봉사자를 지원

님과 학부모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관심을 기울이면 대부분의

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에 1�2명을 투입하여 취약시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다만, 그 문제 정도가 심할 때는 지역사

교내 순찰 및 수업시간을 활용한 상담활

회와의 유기적 연계 지도 체계를 활용하

동을 주 3회씩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현

면 된다. 즉, 청소년상담원이나 지역사회

재 참가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복지관, 정신과 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

그리고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담자원봉사센터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사항이나 선생님 한 분의 능력으로 해결

문제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중심

다도 중요하다.

의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에 두고, 청소년상담원

3) 자진신고 실적 및 기타 추진업무

(청소년위) - 지역사회복지관(복지부)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전문의료원 - 자원상담봉사센터(지자체)

운영’담화문 발표(2005. 3. 4) 이후부터

등과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2005년 5월 31일까지 학교에서 자진신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접수∙처리한 것은 총 3,127명이며, 학교에서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처분, 각서 징구 등 교육적으로 처리한 것이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현황 (명)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부모

퇴직교원

기 타

계

506

239

2,548

259

616

4,168

�기타 : 자원봉사센터, 보육교사, 독서지도사, 국악강사. 청소년선도위원 등

그 밖에도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운영, 청소년상담사 활용

1,309(41.9%)명이고, 자진신고 학생과 상담을 하여 종결 처리한
경우가 1,240명(39.7%)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한
경우도 27명(0.9%)이고, 가∙피해학생이 분명하고 조직적인 불
량서클 등 사안 성격상 경찰과 협조처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에 통보한 경우가 551명(17.6%)이다.

9)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학교폭력대책단(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전담부서(교육청),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지역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학교폭력대책반(경찰서), 지역사회
학교폭력협력망(청보위)
10) 폭력을 당한 유형을 복수 응답하게 함
11)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 및 교사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예정임
12) 자격증 소지교사‘04.
(
8) : 전문상담교사(19,100명), 사회복지사∙청소년상담사(1,599명), 기타 상담∙심리자격증 소지자는 미파악됨.
13) 단위학교에 학교부적응학생이 발생시 학생의 원인에 따라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보지관, 전문의료센터, 상담자원봉사 센터 등과 연계를 하게됨.
14)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교육공무원 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시∙도교육행정기관에 둔다.
②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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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요즘 일부에서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들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학교폭력 발생을 예
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윈회와 전문가 등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협의를 거쳐 학생, 학부모, 교
원이 합의하여 요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학교 내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 중 약 732개 학교(14.7%)에 1,474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학교당 1 - 4대) 하는 등 학교안전망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책팀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업무 및 교육 매뉴얼로 활용이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금년 중에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피해 학생 치료와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과 가
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번에 모 TV 방송을 통해 방영된 적도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가평수덕원의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모범적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며, 보호
관찰 학생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과 내년 1월에는 민∙관 합동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는 발굴 보급하고, 문제점은 엄중 조치하도
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학교폭력 백서’
를 제작하여 학교폭력 대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는 지속적 관찰∙상담, 사제동행(급식, 청소, 체험∙봉사활동 등)의 생활
화 등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표창, 인사, 보수, 수업시수 경감, 해외
연수 시 우선 선발 등)하고 있는 담임 중심의 지도책임제(대구),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의 1대1 결연을 통한
지속적인‘face to face’지도를 하는 범죄예방위원제(광주)등이 있다.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예방활동 전개 사례는 수호천사제(요선도 학생과 일반 학생의 결연을 통한 사랑의
친구 도움주기), 의형제 맺기(의형제 집에서 하루 보내기 및 편지∙ e-mail 주고받기), 학교폭력감시반 운
영(학교폭력 감시활동, 신고접수, 피해학생 상담, 학교폭력 추방 행사 주관 등),‘학교지킴이’활동 전개
(교내순찰 및 선후배 지도 등),‘세자매 한마음’운동 결연식(선∙후배간의 만남 속에 고민 해결, 학습방법
공유, 또래상담의 활성화),‘또래 중재인’결성 운영(급우들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 및 화해 주선 역할), 소년
원 1일 체험학습 실시(전교생이 방문하여 범죄의 결과를 체험하여 올바른 생활의 중요성 인식) 등이 있다.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 가평수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
모와 가해학생이 함께 교육, 숙식, 산행,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4박5일간 진행하는 것과 학생∙학
부모∙교원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광주시 교육청의‘금란교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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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운영의 우수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사례는 사이버 상담체계(부산) 및 passQ 운영(대구), 학교부적응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높은

학생 상담을 위해 소아정신과 의사, 전문상담가, 전직 경찰, 퇴

학업성취는 물론이고, 특히 청소년 선도에 있어 다른 나라의 모

직 교원, 현직 교원,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에듀-

범사례에 꼽힌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선진 각국이 약

닥터(인성 주치의),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관계관 및

물과 총기사고, 높은 중퇴율(5�10%), 학생에 의한 교사폭력 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구), 학생선도어머니회 운영 및 학교폭력 수사전담반 구성∙

안전한 학교환경으로 알려져 있어 외국의 국제회의에 나가면 많

운영 등이 있다.

은 외국 교육 전문가들의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

시∙도 교육청 차원의 우수사례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네

러한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높은 사명감

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 및 사례별 토의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

과 교육적 열정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일진회 등 불량서클 문

방 및 대처를 하는 경북,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

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일부 선진국형 비행으로 전환하느냐 아니

교 내 취약지구를 순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또래 상

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국내외 교육전문가

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만들

들은 지적한다.

기를 위한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폭

일진회 등 불량서클이 노출되면서 학

학교폭력은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추방

력 예방을 위한 강원 SP(School Patrol)

교폭력이 선진국형 비행으로 전환하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이 즐

추진,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학교의

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

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하고

전문적 대처 능력 제고 및 민주∙인권교

대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근

싶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변호사 명예교사

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적, 제도적 장

때문이다. 전문가들은‘자살’
은 그 증후

제, 초∙중고 학부모 300여 명으로 구성

치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

를 알 수 있으며, 그 요인을 제거하면 자

되어 등∙하교길 지도 및 취약지역 순찰,

선생님의 교육적 열정과 사명감, 학생

살은 예방될 수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도

배회학생 지도를 하고 청소년선도위원과

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변화에 좀 더 깊은

협력하여 유해환경 지역 정화활동을 전개

중요하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학부모 및

하는 관악구의 어머니 폴리스 운영 등이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학교폭력의 원
인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은 학교의 선생

‘학교 선생님 중심으로 교육적 처리’
가 원칙

님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으로 처리한다”
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

최근 가정의 자녀 교육기능 약화, 사이버 유해환경 및 음란∙폭

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사례집과 우수사례는 각

력성 영상매체물의 범람 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및 일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학교와 지역여건 및 학생들의 생

탈행동의 가능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활양식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 활용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반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가 아직도 기대수준

것이다.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에 미치지 못하고 가정의 무관심, 사회∙유관기관∙NGO 간 유

더욱 많이 가져 주시고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기적 협력 체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 선

예방 및 근절에 중심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도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 선생님의 교육적 열정과 사명
감,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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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시너지효과 기대한다
이민희│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위원, LMH1771@youthnet.re.kr

개별화와 탈 통합화의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있어서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이다. 둘의 특성이 자율적, 자생적, 참여적 공동협력체의 원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 문제의 해법도 지역사회에서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

다

수와 함께”
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라틴어‘communis’
에서 유래하여 지역사회를 뜻하고 있는 영

어권의‘community’
는 일찍부터 지방분권주의가 잘 실시되어 온 서양의 대표적인 사회적, 문화

적, 정치적, 경제적 개념 등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의 의미는 과거 역사의 과정 속
에서 국가 중앙집권체제의 하위 행정체제로 강요되고 견제되면서 지역사회가 갖는 자율적, 자생적, 참여
적 공동협력체의 원초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로소 근대 민주시민사회가 출범하
고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한편, 비대해진 국가 행정체계는 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차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폭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시대적 의미
이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작금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지역사회의 의미는 더욱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특징인 개별화와 탈 통합화의 성격은 바로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개개인 구성원 각자가 자발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자생적 공동체의 형태로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개체가 주권을 가진 한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
시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개별적인 것들이 함께하여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는 이른바
‘화이부동(

)’
이라는 이상적 사회상(

)에 수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이라는 발달적 시기는 그의 생성환경과 그 본질적 특성이 포스트모
더니즘의 그것과 유사하다. 청소년기에는 타인이나 외계 사물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적
인 자아형성을 희구하는 심리적 이유기(

期)의 현상이 나타난다.

청소년기 사고의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와 같이 자신을 강요하는 현실세계의 획일적이고, 통합적
인 것들을 거부하면서 해방적이고, 자유롭게 추상적 관념적 이상적 사회를 끊임없이 동경하는 경향이 강
하여 성인기 사고의 고답적이고, 관습적이며, 안정지향적인 특성과 다르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급
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양성, 정보매체를 통해 쉽게
유입된 지구촌 서구문화와 가부장적 유교문화와의 충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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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만능주의 문화 등으로 가치관의 혼돈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

시하는 검찰 입장에서도‘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을 통해

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이기도

나름대로 그동안 대책에 고심해 왔고, 경찰 또한 학교폭력의 현

하다.

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러한 각개 각

한편, 이렇게 볼 때 위에서 언급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있어

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

서의 지역사회가 갖는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과 지역사회

태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 관계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이다. 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자는

실 과거에는 성인들이 자신들 위주의 가치판단과 행위로 오히려

의미는 바로 이러한 각개 각처의 노력들을 하나로 묶어서 협력

청소년들의 무한한 잠재적, 폭발적 에너지와 다양한 창조적 가능

체제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 있다. 중앙정

성을 가로막으면서 성인들의 가치관, 규범, 행동양식을 주입식으

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은 법제도의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로 강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하나, 실제로 법을 집행하여 정책이 시행되는 곳은 전국의 지방

기본적인 본질이자 형태인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일방적

자치단체 아래의 각 지역사회라 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을 위

인 인간관계가 있게 되며, 따라서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관계는

한 대책이 가장 실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상호 불신과 갈등, 몰이해, 증오 더 나아

되어야만 하는 현장이 바로 지역사회이

가서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 외부에 대

지역사회 내에서부터 성인 세대들이

다.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

한 공격성으로 인한 자살이나 폭력의 형

청소년 세대와 서로 다름과 그들의

로 하달되어 진행되는 정책의 수행과정

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갈등을 해소하

은 그 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그다지 효

고, 상호 신뢰 속에서 이해와 상조

과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지역사회 내에서부터 성인 세대들
이 청소년 세대와 서로 다름과 그들의 다

(

)의 상호주체적관계가 이루어질

양성을 인정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상

수 있다면, 이는 세대 간에 서로 의

의 시대이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장 중

호 신뢰 속에서 이해와 상조(

)의 상호

사소통이 하나로 되는 국민적인 수

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단

주체적(intersubjective) 관계가 이루어질

평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초

체, NGO, 민간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

수 있다면, 이는 세대 간에 서로 의사소통

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communication)이 하나로 되는 국민적

21세기는‘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사실이다. 학교폭력 대책도 이러한 차원

인 수평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에서 네트워크 방법을 강구하고, 최선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일인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기초 위에서 출발하게 되는 우리 청

중요하다. 즉, 민∙관 각계의 학교폭력 대책들을 지역사회 차원

소년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확실한 주체들

에서 네트워크화 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이 될 것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
로 폭력 없는 새로운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시너지 효과 기대

하다. 여기서‘네트워크(network)’
라는 용어는 한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을 위한 대책은 국가 차원의 정부 정책으로 계획되고

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들 사이에,

집행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청소년관련 단체나 기관, 그

특히 인적자원들과 사회자원들 자체들 간이나 상호 사이에서 있

리고 NGO인‘학교폭력예방재단’
이나‘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

게 되는 총체적 협력을 위한 연계관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회’
와 같은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또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의미를 한마디로

한, 학교폭력의 발생 장소가 주로 학교와 학교 주변이고 대부분

요약하자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생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

해서이다. 우리의 학교폭력 대책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

서도 여러 각도의 폭력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범죄

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먼저 가정해체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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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옥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만연된 폭력문화 등 우리가 가진 문화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장
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깝게 말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가정, 학교,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각각의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아직 학교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담 청소년을 문제발생
후나 방학 전후로 하여 집중 단속하는 실적주의나 형사 처벌주의로 단순화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
력을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들이 각 지역사회 구성요소들의 구
성원들 사이에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를 기피한다든지 아
예 덮어두고 감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폭력 대책 마련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학교폭력 문제에 공
동으로 참여하여“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한다”
는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체험과정이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국민교육의 일환으
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배 지역사회 네트워크’개발 시범사례
학교폭력 대책마련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시범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2003년
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사회에서 워크숍이 실시되었다. 여기에는 서초구 내의 경찰서와 보건소 그리고
서초구청, 서초구 내의 학교, 방배유스센터 등의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8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국가 정책보고서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제시되
었던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을 시범적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시도된 것이었다.
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컴넷(ComNet)1)’
이 모델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발에 필요한 청소년 대표를 포함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의 지도자들로
재교육 Program

“컴넷”지도자협의회
프로젝트진행자
(Coordinator)

실무진행

(청소년 / 학부모 / 교사 / 종교단체 /

진행 및

조정∙관리

민간청소년단체∙기관 / 각계 민간전문가 /

재정 지원

경찰 / 검찰 / 정부기관 등의 대표자)

Network Project 공동수행
(지역사회 구조분석 / 구성원 욕구조사 / 지역
사회 청소년 지원 실태조사 / 작업 수행과정
분담)

진행결과 수집∙분석∙평가 및 feedback

사례발표 및 홍보와 전국 Network 확대 실시
실무수행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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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지역사회 네트워크‘ComNet’체계도

feedback

지역사회장

구성된 협의회가 그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실

을 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다.‘컴넷’
에서

제로 지역사회의 각 위치에서 직접 참여하여‘컴넷’프로젝트를

도 지역사회 장의 역할은‘컴넷’
체계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우

수행하게 될 지도자협의회 대표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관 관련

중요하다. 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진행을 총괄하면서 재정을

단체 및 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에 속해 있는 구성

지원하는 후견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방배 지

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회 네트워크’
에는 서초구청장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워크숍

네트워크 개발과 네트워크 간 연계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진

에는 서초구청의 청소년계장과 구 의회 위원이 참여한 정도였다.

행자(coordinator), 그리고 이‘컴넷’체계를 총괄하여 진행과
재정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협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대책 방향

의하며 이의 내용을 전달하고 지휘하는 지역사회 자치단체의 장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

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이상적 모델로 제시된 위의 체계도

한 학교폭력 대책의 방향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와 서울 강남 서초구 방배동에서 시범적

첫째,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통한 학교

으로 구성된‘방배 지역사회 네트워크’

폭력 대책은 참여한 인적 구성원들이

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먼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인력 구성

위한 홍보나 준비모임 등의 과정에 적

을 비교해 보면‘컴넷’
에서 중심적인 역

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할을 수행하게 될 컴넷지도자협의회의

들의 참여는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지원

구성은 지역사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청

을 하여야 하므로 지역사회 교육청의

소년을 비롯하여, 학부모, 종교단체, 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교, 민간 청소년단체 및 기관, 상담∙의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지역

료∙법률, 봉사 등 각 분야, 경찰, 검찰,

사회 네트워크의 초기 형성단계의 바람

정부기관 등의 자원 대표자로 가급적 구

직한 인적 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토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시범적으

개입하여 홍보와 각 지역사회 자원들의

로 구성된‘방배 지역사회 네트워크’
의

연계와 협력, 사전준비모임 주선 등을

인력 구성은 아직 시작단계여서 청소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상담, 법조계 등에서 인력들
의 참여가 결여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본질과 코디네이터 역할의 중요성

다음으로는‘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꽃’
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

과 성격으로 보아 우리의 여건 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전담할

회 네트워크의 운영자(coordinator)에 있어서‘컴넷’
에서는 코

상근인력 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정부는

디네이터가 정부의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고용되어 전문적인 담

이러한 역할을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된 유관기관에

당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방배 지역사회 네트워

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그 기관의 기존 인력을 재

크’
에서는 그와 유사한 역할을 방배유스센터에서 맡아서 시작하

배치하고, 교육과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전

였지만, 정작 방배유스센터 관장은 워크숍에서 그 역할을 서초

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보다 현실

구청에게 맡기는 제안을 해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적이다.

수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의회의 장으로는 지역사회 자치단

1)‘컴넷(ComNet)’
은 영어“Community Neywork”
를 줄여서 합성한 말이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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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역사회를 통한 학교폭력 대책은 지역 구성원들이 홍보나 준비모임 등의 과정에 자발
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역사
회 교육청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체의 장으로 제도화하고 그가 매번 참석하기 어려울 시를 대비하여 대리 참석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와 지역구성원들 및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식을 심
어주도록 해야 한다.
넷째,‘컴넷’
의 체계도에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작업 수행과 수행결과의 수집∙분석∙평
가 및 피드백(feedback), 그리고 우수한 수행사례의 발표 및 홍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의회 지도자들
과 운영자, 실무자의 재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빠져서
는 안 될 수행요소이다.
끝으로,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은 단
순히 정부기관의 장의 의지와 결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
고 법과 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자치단체에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자 해도 관
련된 법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 집행
의 근거가 없어 예산편성이 어려워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폭력
대책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확실한 자치를 실시하
기에는 구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직 그 수준이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길이 멀기는 하지만 틀리지 않
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걸음을 떼어 시작해야 한다. 다행
히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골자를 보면 법안 제4조에서 국가∙지방자
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
무를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은 학교폭력 대책 수립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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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간의
국제전문가

Network 구축
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phj@kedi.re.kr

1980년대부터 학교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온 노르웨이의 주도하에 OECD 국가들이 세미나를 열
고,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국제‘학교 괴롭힘과 폭력’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 네트워크
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본다.
OECD 국가간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배경
2004년 9월 5일부터 8일에 걸쳐 노르웨이 Stavanger 대학,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초∙중등교육 이사
회, 그리고 OECD 연합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많은 국가들은‘학교 괴롭힘과 폭력’증가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는 청소년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적
극적인 개입을 통해 학교에서의 따돌림, 폭력을 줄여 나가야 하며, 학교에서의 따돌림, 폭력을 줄이기 위
한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국
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을 계기로 2004년 10월 25부터 26일에
걸쳐 개최된 OECD 제 74차 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학교 괴롭힘과
폭력’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이 자국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발표하면서 노르웨이가 주도하는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2005년부터‘학교 괴롭힘과 폭력’
의 다양한 영역에 관해 2년 주기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후
OECD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005년 5월 12일부터 15일에 걸쳐 개최된 노르웨이 세미나에서는 국제
네트워크의 향후 작업과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연구자, 학교, 정책 입
안자들에게 관련 연구추진과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세미나에서 논의된‘학교 괴롭힘과 폭력’
에 관한 국제‘학교 괴롭힘과 폭력’전문가 네트워
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내 학교폭력 담당관(co-ordinators)의 역할
- 국내에서 전 세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접촉점을 제공
- 전 세계 네트워크에게는 국내의 발전 상황을, 국내에는 타국과 전세계 네트워크 에서 나타난 정보, 발
전상황을 제공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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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상에서 따

- 전 세계 학교폭력 담당관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등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교육담당 국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돌림과 관련된 지식
과 경험을 교환논의

2) 국제적 담당관의 역할

하고, 네트워크에서

- 국가 간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발전, 강화시킴.

향후 수행해야 할 중

-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함.

심 작업에 대해 논의

- 상호보완적 활동을 통해 국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킴.

하고, 정책 분야에서
따돌림과 폭력에 대

3)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수합∙공유하는 세 가지 정보 영역

한 정보를 취합하는

네트워크 운영의 주된 목적이 학교 괴롬힘과 폭력에 대한 국가 간 지식과 경험의 공유라는 전제 하에 학

역할을 한다.

교 폭력과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관련 집단에 대한 주요 관심사 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이 각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공
유하기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기반 활동들을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정책 개발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4) 네트워크상의 활동 내용과 방법
첫째, 따돌림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의 교환 및 논의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와 개념 : 상대적∙장기적 기반에서 학교폭력 통계를 구성하기 위해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등 각 개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 릴 것인가의 문제
- 학교폭력 감소와 예방 정책 입안을 위해 필요한 정확하고 조직적인 평가
- 학교폭력 증가 현상
-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특성
- 사용가능한 측정 도구
- 주로 여힉생들에 의해 발생하는 조용한 따돌림(silent bullying)
-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따돌림 등
둘째, 학교폭력 네트워크에서 향 후 수행해야 할 중심 작업에 대한 논의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등의 개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됨.
셋째, 정책분야에서의 따돌림과 폭력에 대한 정보 수합
각 나라의 따돌림과 폭력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나라에서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지 전
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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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예방중심의
생활지도가 훨씬 편하다
이덕준│봉일천중학교 교사, k864051@hanmail.net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가‘학교폭력문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고민과 실
천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Positive 방법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예방지향적인 생활지도를
실천한 것이다.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법이 많은 효과를 나타냈다.

어

느 건물에“불이 나서 손실된 돈”
과“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들어간 돈”
을 비교한다면 예방 비용
이 훨씬 적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것이다. 사후 처리는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정신적인 충

격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하면 담당 선생님들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심리적 불안감이 매우 크다. 또한 금품 갈취의 경우는 피해 학생이 100
여 명에 이르며, 따돌림 및 폭력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인 공포증을 갖는 환자가 되어
자살 같은 심각한 문제로 진행될 수 있다.
‘예방식 학생부 운영’
으로 전환 시도
재작년엔 다발적인 사건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경미한 문제이지만 1주일에 한 번씩 각종
문제가 발생했으며, 심지어는 하루에 두 건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여 수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학
생들에 대한 지도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은 부모들의 항의였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부모들은 자
녀들을 무조건 감싸 안고 학교에 잘잘못을 전가시키면서 자녀를 방어하는데 급급하여 고성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았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처벌로 인하여 서로가 상처받기보다는 서로가 하나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학교를 만들고자 고
민하였다. 그리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소방식 학생부 운영’
을 탈피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
건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예방식 학생부 운영’
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지도대상 학생을 선별하여 주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과거의 기다리는
생활지도에서 찾아가서 변화시키는 생활지도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활지도 방법도 과거의 문제 행동을 억제하는 Negative(규제 중심) 방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
구하는 Positve(변화 중심)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과거의 머리 잘라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괴
롭히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등 규제중심 방법에서 칭찬카드제를 통한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 1일 1칭
찬 받기 운동, 나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미래 만들기, 나의 자랑 만들기, 욕구 절제 계획 등과 같은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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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Positive 방법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예방지향적인 생활지도를 실천하였다.
폭력 행동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다차원 인성 검사 및 MMPI 검사로 폭력 가능성이 있는 학생
들을 선별한 사례,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한 사례, 영상 교육으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칭찬카드제로 학교의 질서를 변화시킨 사례, 학급 및 모둠 공동체 의식 신장으로
일진회 형성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문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차원 인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어린 날의 성장 과정을 파악
하여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또한,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의지 키우
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계획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하였다.

폭력 행동의 과학적 예측과 해결 기법에 주력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누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방법은 과거에 발생한 사고 사례와 학년부장과 담임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 소위 문제 행동 학생들의 행동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문제 행동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집단을 구성하여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들로 자아존
중감의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으며, 또한 표현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또 다른 특
성은 성적 부진과 부모로부터 부정적 제재(욕이나 체벌)를 많이 받는 학생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진로상담부와 협조하여 전학생을 연차적으
로 1개 학년씩 다차원 인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검사에서 자아존중감, 만족도 수치(학교, 가정), 표현력
낮은 학생들에 대하여 다면적 인성 검사(MMPI)를 실시하여 수치상 문제가 있는 학생 57명은 담임선생님
께 관심을 가지고 상담할 것을 협조하였으며, 이중에서 수치가 심한 17명을 학생부에서 지도∙관리하였
다. 다차원 인성 검사나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애정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애정 수준을 높이는 방법과 차후 자신을 사랑
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길이 폭력 없는 학교로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변화의 노력으로는 먼저 1년 동안 변화시킬 지도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들의 특성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면서 대화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면 폭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의미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알게 하였다. 자기성장 집단 상담을
통하여 모범생 선배들과 대화와 놀이 게임을 통하여 모범생들의 가치관이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
으며(야외 체험 학습을 통한 게임, 집단 상담으로 마음 터놓기 등),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상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부터 고쳐 주었으며, 서로가 욕하는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두 번째로 추진한 일은 어린 날의 성장 과정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을 분석해 보았고, 엘리스의 현실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을 작성하게 하여 문제
행동의 요인과 현재 학생들의 삶의 의욕을 알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담임교사들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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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교과담당 교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학생들을 미움의

구에게 고운 말 쓰기, 친구에게 빈정거리지 않기, 친구의 감정을

눈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학생들에 대하여 문

존중하기 등 긍정적인 행동을 정해서 지켜나가기로 한 약속 노

제 행동만 보면 밉지만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과거와 현재에 대

트를 만들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하였다.

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생님과 함께 나누면 그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학교 전체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하였다. 생활 지도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기 성장사를 작성하게 하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함으로 무의

서는 일탈 행동의 특성 분석과 발생시기를 예측하여 준비할 때,

식에 잠재되어 있는 열등감과 불행감을 용서하게 하여야 다른

문제 행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방지향적인 생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줄어든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

지도는 폭력 발생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폭행할 가

고, 정상적인 학생들을 각종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

능성이 있기에, 자기 성장사라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용서하

정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며
나보다 얼마나 불쌍한 사

학교폭력 예방 달력 (2004학년도)

람이 많은가 생각하게 하
여 열심히 노력하는데 많
은 도움을 주었다.

계
월

일

주요행사

절

세 번째로 추진한 일은

문제행동

6

해서‘다른 학생들을 괴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 학교 공동체 의식 강화 (학부모, 학생, 교사)
- 학부모선도교실 개최

20
�가을 가출의 시작

롭히고 소위 문제 행동을
9

하면서 희열감을 느끼는

�친한 학생끼리
병리적인 행동

태도’
에 대하여 원인을
27

알아보고 그러한 행동이

추석
(25~29)

(흡연∙음주)

가

�학교 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집단 상담 실시 (9월 1, 2주)
- 집단 폭력 행위자
- 오토바이 탑승자
�학년부 협조회의
- 문제 행동 보고
- 대책 협의
- 4층 상담실
�환경 봉사 활동 실시
- 집단 폭력, 흡연자 OO명
- 담당자 : 학생부장

- 탄현역 근처
4

�가을 우울증이
심화 시기

11

을

스터(창의적재량활동 학습지 제작)

- □□□외 OO명 자격증
공부 감독
- 담당자 담임 및 학생부장

의 흡연, 음주 발 �학생들 병리적인 현상 예방 교육 : 특히 3학년
�교육 우수 참가 학생 교육
생 시기 : 일탈
학생들 실업계와 인문계간의 폭력(싸움) 에방
면제
행동 증가 시기
교육
�집단 상담 실시
(집단적인 흡연과
- OO파외 O명
�음주및 흡연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 순찰 강화
음주)
- 관리담당부서 상담 방법 협의
- 기찻길 굴다리 및 마을 굴다리

18

10

지각 또한 발생하지 않도
25

�가을 우울증이 심화 시기에 따른 미래 희망 포 �실업계 지망 학생 대상

�1학년 학생 중심 �칭찬우수학생 표창 시행

사고 결석, 지각, 조퇴를

록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 인권존중형 생활지도 프로그램 성과 검토

학생 변화시키기

- 4,6,7단지 공원

속하도록 하였다. 약속은
비롯하여 병결 결석이나

생활 지도 성과 분석

- 큰마을 굴다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변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약

- 폭력 및 따돌림 추방을 위한 학생인권 존중형

�지역 사회 순찰 강화

행동인지 알게 하였다.
화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학교 질서 변화시키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징계위) 개최

13

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

생활지도 준비

예상되는

의지 키우기 프로그램이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는

계획을 세울 때 애매모호하게 세운다면 실천하기 어려워지는

축제준비

�3학년 학생들 실
업계와 인문계간

조별로 달성 목표를 설정

의 폭력(싸움) 및

하도록 하였다. 친구의

실업계 지망생
장기 결석 대비

- 마을 4,6,7단지 아파트 놀이터
- 역 근처
�실업계 지망생 희망 교육 실시
- 진로지향적인 교수학습 개발 보급

- 상담부 △△△외 O명
- 1학년부
- 2학년부
- 3학년부
- 학생자치부

인격 존중하기, 주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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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어 추상적인 계획보다 구체적으로 시행이 가
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월별로 과거에 발생하
였던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측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두드러지
는 시기는 5월(따뜻한 봄 날씨로 야외 활동이 증가함)과 9
월(밤에 선선해지는 계절)로 이때는 음주와 패싸움이 많
으며, 불쾌지수가 높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는 우발적인
폭행이 많다. 11월 중순에는 3학년 학생들 간의 외고 지
원자와 인문고 지원자 간, 인문고 지원자와 실업고 지원
자 간에 감정적인 싸움이 발생한다. 특히 9월�12월에는
자살 사고나 야외 공원이나 외진 곳에서 집단 패싸움이
많은 시기이다.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학년부, 상담부, 학급 담임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구분하고
협조하였다. 학생부와 학년부에서는 학생들의 월별 문제 행동에 대한 분석과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
방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하여 학급 담임은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을 준비하였다.
또한 상담부에서는 문제 행동이 우려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
이다.
또한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거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 행동, 본교에서 발생하였던 문제 행
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고 사례를 만들어 학년부장 및 학급 담임교사에게 배부하였다.
�10월의 사고 사례�
▶ 과거에 발생한 문제 행동들

- 2003년 OO마을 아파트 옥상에서 1학년과 3학년 학생이 흡연 음주로 주민 신고됨
- 2002년 3학년 집단적인 흡연과 음주 같은 일탈 행동이 증가하고 8명이 7일 동안 가출한 사례
- 중학교에서 비관 자살(2002년 10월)
- 2003년 3학년에서 실업계 지원 학생과 인문계 지원 학생간의 폭력으로 민원 제기
▶ 노력할 점

1. 우울증 예방을 위한 미래 희망 포스터 부착과 글짓기 공모, 담임 훈화 실시
2. 중간고사 후에 선도부 및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문제 행동 예방 캠페인
3. 폭력 예방을 위한 매주 수요일 VTR 상영 및 쪽지 감상문 제출
4. 3학년 담임 중심의 실업계 격려성 훈화 자료 연수 및 실업계 격려 훈화 협조

한 편의 VTR이 구한 생명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폭력의 심각성과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훈화보다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OO년 4월 20일 학
부모선도교실 2차 워크숍에서는 급우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다는 내용이 담긴 VTR 시청[제3
교실, KBS 뉴스 편집]하였다. 이를 본 부모님들은 충격이 심하여, 학부모님들께 저런 모습은 우리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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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관없는 일이며 조금은 과장된 내용이라고 말하였다.

생은 부모님과 함께 봉사 기관에 가서 봉사 교육을 받도록 하였

모임을 마치고 하루가 지났을까? VTR을 같이 시청한 부모님

다. 괴롭힘의 정도가 심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매일 반성문을

이 자녀가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

작성하게 하여 자기 참회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정서적으로

자를 조사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4월 초까지 4개월 동안 8명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친구를 존중하는 6개월간의 집단상담을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타이거 킥, 헤드락, 심부름 시키

매일 15-20분씩 실시하였다. 두 달이 지나자 외형적으로 반성하

기 등)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꾸며 낸 말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관

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매일 아침 남보다 30분 먼저 등교하게 하

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VTR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여 우

여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약속하였다. 한꺼번에

리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많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오랫동안 변화를 계획하고

같이 잘 노는 또래 집단 친구들이 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실천하였다.

사례로, 놀이를 빙자하여 똥침이나 타이거 킥과 같은 폭력으로
한 명만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이들은 피해자, 가해자 집을 번갈

칭찬으로 만들어 가는 학교

아 가면서 괴롭혀 부모도, 선생님도 심지어는 같은 반 친구들도

8년 동안 학생부에 근무하면서 문제 행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

같이 잘 다니는 친구로만 알았지 피해를

과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하고 싶었다. 그

당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1회성 훈시나

래서 생각한 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

다. 그저 같은 친구니까 몰려다니겠지 생

체벌로 끝내지 말고 학생들을 변화시

벌위주의 벌점을 주는 생활지도에서 바

각했다.

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있어야 하

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 칭찬카드를 부

이들은 평소에 상담을 받아 오던 학생들

고, 상담부, 학년부, 담임과 협력적인

여하는 생활지도를 실시하였다. 벌점을

로,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괴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부여하면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규제

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같은 친구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

할 뿐,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하지 않

끼리 괴롭히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으면 학교폭력 담당교사만 바쁘게 되

아 행동의 변화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또

주위에 있던 담임, 학생부, 심지어는 부모

고, 폭력의 심각성을 교사들이 인식하

한 벌점을 준 선생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 많은 사람 중

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벌점을

에 한 명이라도 알 수 있었다면 고통이 길

불공평하게 부여한다고 생각하여 많은

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발견된 것이 참으

불만을 토로한다. 어떤 친구는 잘못해도 벌점을 받지 않고 자신

로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이 잘못할 때마다 벌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

괴롭힌 이유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의‘꼬봉(심부름)’노릇을 하
는 소심한 행동이 너무나 재수가 없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

엇보다도 벌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
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였다. 피해자는 표현력이 낮으며 소심한 학생이었다. 괴롭힘의

상벌점제에서 벌을 뺀 상점제인 칭찬카드제를 운영하였다. 처

형태는 놀이를 빙자한 똥침, 타이거 킥을 비롯하여, 3개월 동안

음에 상점제를 실시하면 당장이라도 성공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의 물 떠오기, 식사, 과자 사오기, 담배 심부름 등을 시켰다.

칭찬에 인색한 풍토로 인하여 칭찬카드 발급이 상당히 저조하였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대로 두세 달만 진행되었더라면 예측하

다. 이를 극복하고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학생들

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하였다. 학부모 모임에서 학

에게 칭찬카드를 부여하고, 칭찬카드를 가장 많이 발급한 선생

교 폭력 VTR 시청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감당하기 어

님과 학생에 대하여 감사장을 드렸다. 이러한 칭찬카드제의 시

려운 엄청난 일을 벌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행은 벌주는데 만 익숙해 있는 학교 풍토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괴롭힘의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상

움이 되었다. 또한 친구들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칭찬의

담소(병원)에 의뢰하여 상담 치료를 받게 하였고, 정도가 약한 학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도 칭찬카드 발급권을 부여
2005 September∙ October

43

Special project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하여 친구들끼리 칭찬카드를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눈에 띈 변화는 없지만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칭찬할 행동을 찾기 시작하고 칭찬받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기 시작한다. 열쇠를 가지고 학생부
에 오는 학생, 돈을 주워 오는 학생, 교복을 가지고 오는 학생, 깨진 유리를 혼자 치우는 학생 등 작지만 학
교 공동체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한 일은 학생부에 있는 선생님 모두가 칭찬과 긍정적 말로 학생을 대하는 약속을 하
였다.“예쁘다.”
,“OO 을 잘하네.”
라는 말을 자주하였으며 문제 학생들에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
아 오기 약속을 하였다. 매일 미운 짓만 하여 담임선생님과 감정의 골이 깊은 학생들이기에 처음에는 아
부라고 생각하였으나 계속된 예쁜 행동에 담임선생님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
일 지각하고 얄미운 짓만 하여 지탄이 된 학생들을 웃음으로 맞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부에
서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문제 학생들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하여 칭찬하기부터 시작하여 같이 놀러가
기,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칭찬의 효과는 선생님들을 믿기 시작하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 사랑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눈
에 띄었다. 이러한 칭찬은 신뢰로 이어지고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서로가 하나 되는 학급 만들기
OO년도 3학년 담임 배정시에 선생님들이 맡기 싫어하는 학급에 자원했다. 배정된 반에는 교사에게 반
항이 심한 L과 폭력이 심한 K가 있었으며, 둘 다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이었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
여 추진한 일이 모둠 만들기 행사였다. 학교에서 일진회가 형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급에서 소외되는 학
생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외된 학생들을 학급에 있는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깊어지도록 만들어 줄
때, 일진회가 소멸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3개월은 모둠 의식을 키우는데 노력하였으며 후에는 학급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야외 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둠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학생들을 1년 동안 잘 보살피는 조에게는 청소 면제와 모범
상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유인책을 강구하였다. 모둠이 구성되면 모둠별 청소부터 - 야외 체험학습 활
동 - 자리 배치 - 협동학습조 편성 배치 등 교과 활동에서 비교과 활동까지 모둠 활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다. 모둠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둠별 생활 목표를 부여하고 우수 모둠에게 사탕과 청소 면제를
주어 바람직한 행동이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둠 의식의 형성은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억제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모둠 의식이 너무 끈끈하여 모둠 간 갈등이 눈에 보이면 학급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모둠 활동을 너무 길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집단이 형성되어 집단 간 갈등이 일어 날 수 있
다. 학급 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 만들어진 조원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다. 즉 모둠 간 조원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친한 학생들끼리 조가 편성되지 않도록 지도한 것이다. 새로 형성된 모둠원들
의 모둠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토요일 오후에 삼겹살 구워먹는 뒷뜰 야영, 망년회, 배나무 밭, 야영장,
등산을 실시하여 학급 활동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학급을 경영하였다.
또한 학급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프리챌, 다음, 네이버의 카페, 요즘은 싸이월드의 일촌맺기 등) 모둠별
로 활동 사진과 서로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칭찬들로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

44

Educational Development

기 위해서 실명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욕이나 비방 행위,

발생할 폭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떻게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할 수 없도록 교육하였다.

예방할 것인지 대한 대책을 세우면 사건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즉 학급 모둠 강화 기법은 먼저 친밀도가 강한 학생끼리 모둠을

사라질 것이다. 또한 해결 방법은 찾고자 한다면 정보는 무한에

조직하다가 점차로 친하지 않는 학생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가까울 정도로 많이 널려 있다.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아이디어

그리고 각종 게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마음이 하나 되는 학급

는 각 시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폭력 예방 및

이 형성될 때, 학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상담 정보가 있다.

있으며, 따돌림이나 왕따 같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학

또한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1회성 훈시 및 체벌로 끝내 버리지

업시에도 모둠 구성원들끼리 서로 돕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형성

말고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

하게 되어 학습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력하고 상담부, 학년부, 담임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
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 반드시 보고하는 습성을 지녀야 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생활지도

다(미보고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학교 내에서 유기

과거의 관행적 생활지도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임이나 학년부장은 관심

중등학교에서의 학생부장은 학생들의 등

조차 갖지 않게 되며, 학교폭력을 담당하

하교 지도, 교복, 두발 규제, 징계 위원회,

는 교사만 바쁘게 된다. 또한 정보를 공유

학교 청소까지 신경 쓰는 생활지도로 다재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알고 있는 폭력의

다능한 만능인이 될 수는 없다. 학생부에

심각성과 교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위

서 할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

험성에 빠질 수 있다.

하여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요즘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

기 위하여 교내에서 폭력과 따돌림을 없애

다. 학교 예산이 시설 개보수 중심으로 편

고자 노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

성되어 있으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닌가 생각한다.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폭력 행동이 우려

또한 체벌에 의존한 생활지도는 앞으로

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키워 줄 수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에 학생들은 경비를 스스로 낼 능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이 아니면 소송을 각오해야

력이 없기 때문에 경비의 일부를 학교에서 지원해야 성공적인

할 것이다. 시민 의식이 신장되는 시대에 학생지도를 합리적으

생활 지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예방 예산이 낭비라고 생

로 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정확하게

각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중요하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학부모들의 항의에 위축되는 일이 없어지

다. 배정된 500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폭력 예방 영상 자료 구입,

고 학교의 질서를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도위원회(징계

학부모 지역 사회 순찰, 행동 개선을 위한 집단 상담과 체험학습

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만 잘 열어도 학생들의 폭력

비, 선도 교실 운영비로 사용하여 학생지도의 지속성을 보장할

재발률을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폭력 캠페인만 열성적으로 하

수 있었으며, 학교가 4년 동안 눈에 띄게 많이 변하였다. 끝으로

여도 문제 행동 발생율이 50%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피부로 느

학생지도가 말 한마디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아시고 많

낄 수 있었다.

이 지도하여 주신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학생들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달력을 만
들어 폭력 행동의 특성 분석과 발생 시기, 발생 시간대, 발생 장
소, 폭력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누가 기록한다면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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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폭력서클의 신고와 해체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선도와 상담이 효과적이다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lkh5802@hanmail.net

지난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을 운영하였다. 이 기간
중 폭력서클에 가입한 가해 학생 3,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이 점차 조직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번 결과는 예방가능성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

찰청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통한 교권확립 지원을 목표로 지난 3월 4일부터 5월 31
일까지 3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을 운영한 결과 새 학기 신입생들의 폭력서

클 유입이 차단되고, 이미 서클에 가입한 학생들도 상당수가 서클을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에 적발된 폭력서클이 752개로 2004년도 경찰에서 단속한 폭력서클이 22개인 것과
비교할 때, 30배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경찰청,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정책을 결정, 담화
문을 발표하는 등‘처벌’
보다는‘선도’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과 언론, 교육기관 및 국민들의 관
심과 협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학교폭력이 일진회 등 폭력서클을 중심으로 조직화, 흉포화, 연소화 되고
있으며, 일부 폭력서클은 졸업생과 연계, 성인 조폭의 하부조직화하는 사례도 나타났고, 음란 또는 폭력
사이트를 보고 직접 성행위를 하기 위해 부모들이 외출하거나 맞벌이 등으로 집이 비어있는 경우, 서클
회원 간 또는 친구 간 집단 성행위를 하는 등 왜곡된 성문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주로 서클을 중심으로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행해지고, 학교 내 서클 등을 통해 세습
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죄의식도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폭력서클을 근절시
키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선도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청은 가해 학생 선도와 함께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2005년 8월 30일, 경찰원에 '학교∙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진료를 위해 센터 방문시 의료, 수사, 법률
등에 대해 24시간 무료로 ONE-STOP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등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바, 이 글을 읽
는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폭력서클 가입 학생 분석과 서클 해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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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함으로써 새 학기 신입생들

서클가입 학생 72.7%(2,273명)가 음란, 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의 폭력서클 유입이 차단되고, 이미 서클에 가입한 학생들도

경험이 있고 그 중, 7.6%(172명)가 거의 매일, 48.3%(1,097명)가

상당수가 서클을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생각날 때마다 접속한다고 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란, 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일조했으며, 학교폭력의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사실은 음란,

예방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폭력 사이트 접속 후, 31.2%(710명)가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
다고 답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6.8%(155명)가 실제로 따라

불량서클 가입 학생 대상 설문결과

해 보았다고 밝혀 음란 사이트에 대한 단속 및 청소년 접속 차단

1) 조사대상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2005. 3. 4~5. 31 89일간)에 신고한
가해 학생 7,993명 중 서클에 가입한 3,126명 대상(남 1,675명,

5) 경찰 조사 경험

여 1,451명)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학생이 83.1%(2,598명), 조사
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66.9%(353명)도 경찰조사 경험은

2) 학생 개인신상 및 가정환경 관련

한 번으로, 대부분이 초범으로 나타나 낙인효과로 인한 자포자

부모가 자주 싸우거나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가정이

기 등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입건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30.4%(949명), 부모로부터 매 맞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선도 및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7%(2,211명)에 이르고 있어 폭력에 노출된 가정환경이 비행,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클 가입 학생

6) 학교생활 관련

69.2%(2,163명)가 고민 해결을 위해 상담하는 대상은 친구라고

서클가입 학생 48.9%(1,529명)가 자신의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답한 반면, 부모나 선생님과 상담한다는 학생은 13.6%(425명)에

답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가기 싫다는 학생도 23.3%(167명)

불과, 자녀에 대한 이해와 대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생활에 흥

다.

미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고민에 대해 선생님과 상담한 경험이

또한 존경하는 대상이 없다, 장래 희망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있다는 학생은 21.9%(685명)에 불과하고 78.1%(2,441명)가 상

각 48.2% (1,506명), 32.4%(1,013명)를 차지, 인생에 대한 목표

담을 했어도 별 조치가 없었다고 답해 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불

의식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

신,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관심 부족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으

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며, 혼이 난다고 응답한 학생도 15.0%(103명)이나 되었다.

3) 용돈 관련

7) 서클 관련

서클 학생 50.3%(1,572명)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

서클 가입 시기는 중학교 1학년 때가 39.4%(1,232명)로 가장

며 받는 용돈보다 지출이 많아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았다.‘싸움을 잘 하거나’
,‘공부를 잘해서’등의 이유로 선배

43.9%(1,372명)가 빌린다, 14.3%(448명)가 뺏는다고 답했다. 그

강요에 의해 서클에 가입했다는 학생이 62.7%(1,959명)로 나타

러나 학생들 간의
‘빌린다’
는 의미는 힘이 약한 학생에게 빌린

나 중학교 입학 초기에 선생님들의 교내 생활지도 강화를 통해

후, 갚지 않는다는 의미로 58.2%가 후배나 동급생들로부터 금품

불량 학생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

을 갈취하여 용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한 것으로 보인다. 서클 가입 인원은 5인 이상인 경우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6.1%(2,691명)로 내부 세력의 집단화를 강화하면서 외부적으로
다른 서클과 교류(23.2%, 724명)를 통해 학교폭력 서클이 조직

4) 인터넷 환경 관련

화, 연합화되고 있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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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클과 교류하는 가장 큰 이유로 46.6%(338명)가‘힘 과시 및 연합세력의 짱을 뽑기 위해서’
라고
답해 학교 폭력 서클이 지역을 기반으로 세를 과시하는 조직폭력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클에서 탈퇴하고자 시도해 본 학생은 40.9%(1,278명)나 되었으나,‘자신이 때린 학생들에게 복수의
대상이 되거나(21.4%, 273명)’
,‘왕따가 될까봐(12.5%, 160명)’탈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서클 가
입 학생들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 폭행, 갈취 관련
다른 사람을 때린 후, 죄의식을 느낀 학생은 52.8%(846명)에 불과하였고, 죄의식이 있었다는 학생도
97.5%(1,562명)는 6개월 이내에 죄의식이 없어진다고 답해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강화 및 비행 행위
에 대한 초기 제재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였다. 금품갈취의 이유로 78.1%(1,180명)가 선배의 강요에 의
한 상납∙유흥비 마련 때문이라고 밝혀 연결된 상납 고리 차단 및 서클해체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지
역
별

서 클
명칭의 종류수
인원수

계

7,705

서 클 명
명칭 (자칭)

일진회 타명칭
752
273 479

명칭의미 및 지역특성

※타칭의 대부분은“일진”,“짱”으로 지칭됨
OO연합, zoza90,
OO90, 일진회, 빽뽕,
거마파, 싸그리폭탄걸

�지역 명칭 및 출생년도(90) 사용
-zoza :‘조져라’
의 의미로 잔혹성 표현
-90 : 출생년도

OO연합회, 일진회
우정클럽, 일진회,
동구연합, 0090

�해당 지역 및 학교 명칭 사용
�해당 지역 및 학교 명칭 사용
(생년월일 조합 등)

45

깝년들, 찌질이, 일진회

�은어 명칭 사용, 위화감 조성
-깝년들 :‘깝죽거리고 다니는 년들’
(여학생 사용)
-찌질이 : 일진 수준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서 설
치고 다니는 무리

5

9

일진회, 대동평,
오랜지파, 노는아이들

�해당 지역 및 학교 명칭 사용

경기 1,059

85

35

OO깝순이, OO애들,OO 애들 �지역 명칭 및 학교 명칭 사용

강원

8

21

일진회, OO명품, 도도주접, �지역 명칭 및 학교연합 영문약자
YNCP, GGANG(짱)
(Y∙N∙C∙P) 사용
�TV 인기방송 유사명칭 및 영문명칭 사용.
- 짱클럽 : VJ 클럽
- 럭셔리 : 개그콘서트“럭셔리 강”
코너
※노는모임, 잘나가는애들은 타칭명칭
�때가리+초∙중학교 명칭 사용
- 때가리 : 떼거리로 몰려다닌다

서울 1,669

58

87

부산

400

19

32

대구

331

12

34

인천

299

39

울산

168

323

충북

289

6

13

짱클럽, 연합, 럭셔리
엘레강스, 노는모임
잘나가는애들, 일진회

충남

712

11

46

때가리OO, 0090, 서구일진

전북

827

7

78

�지역 명칭 및 한자를 인용한 명칭 사용
- 기취여란 : 절친한 친구사이라는 한자성어
베네치아, 소울, 화기취여란, - 아도니스 : 영원한 행복의 꽃말
아도니스, OO걸연합,
- 가심경향 I∙M
미스OO, 가심경향 I∙M
┌ 가심경향 : 향기로운마음으로거리를활보한다는뜻의한자조합어
└ I∙M : Imitation Mania - 가짜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48

Educational Development

�지역 명칭 사용 및 혐오감 주는 명사사용
- 독거미파 : 독거미처럼 독하게 괴롭힌다는 뜻

전남

748

4

28

OO파, 일진회, 뒷골목파,
독거미파

경북

621

6

31

89OO, 89연합
89 OO 본친구
OO 일진회 , 일진회

�출생년도+지역명칭 및 학교명칭 사용
- 본친구 : 진짜 친한 친구

경남

161

5

18

객, 게토레이, 뽀다구

�자객, 식객의 일본문화에서 인용

제주

98

8

2

일진회

9)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관련
서클 학생의 54.0%(2,190명)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학교
폭력을 줄이는데‘효과가 있다’
고 답하였고, 70.1%(2,190명)가
학교경찰제도(School Police)가 학교폭력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
다고 밝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교폭력 예
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학생들이 학교경찰제도의 운영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2005
년 8월 30일, 경찰원에 '학교∙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
터'를 개소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진료를 위해 센터
방문시 의료, 수사, 법률 등에 대해 24시간 무료로 ONESTOP 지원하고 있다.
차적으로 가담학생 183명이 자진신고
※ 서울청에서 OO중학교 오OO 외 2명에 대한 피해 진술을 조

지역별 학교폭력 서클 현황과 명칭분석

사중, 이를 알게 된‘OO연합’OOO(OO중, 3년)가 경찰청

서울 최대규모의 학교폭력 연합서클 해체

117센터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파악됨

1) 서클 현황
가담학생 (명)
서클수
(개) 인 원
(명)
29

307

가담학교 (개교)

자진신고
계

남

여

183

91

92

미신고

계

고등
학교

중학교

124

94

9

85

4) 연합모임 사례
�일락(일일 락카페)을 통한 모임
키스타임 : 키스를 진하고 오래하는 게임
섹시머신 : 춤이나 노래를 부르면서 옷을 벗고 섹시하게 몸매

를 자랑하는 게임

서울 17개 지역(區) 94개교(고 9, 중 85) 307명으로 결성
‘최강’
(남학생),‘짱모임’
(여학생) 등 11개 불량서클이 리더

노 예 팅 : 장기자랑으로 주최자가 경매, 낙찰시 일일노예가

되는 게임

역할
※ 남중생 1개 서클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클
유지

※ 키스타임, 섹시머신의 상품은 담배 1갑~1보루이며,
노예팅의 경우 낙찰금은 보통 10,000~30,000원으로 주최
자와 노예팅 참가자가 나누어 가짐

2) 회원모집 방법
신입생 중 얼굴이 예쁘거나 싸움 혹은 운동을 잘하는 학생에게
연합선배들이 접근, 선발하여 물갈이(신고식 : 후배 폭행)를 통
해 선∙후배 및 연합회원임을 인식하였다.

- 연대강화 목적으로 유흥업소를 임대(65만�150만원), 연합
서클 학생들에게 인터넷상 일락 개최를 공지하고, 키스타임,
섹시머신, 노예팅 등의 게임을 즐기는 가장 큰 모임
- 연합의 리더들이 2003. 1~2005. 2까지 7회 개최, 매회
100~700여 명 참석

3) 첩보입수 및 자진신고 경위

- 참가비는 3,000~8,000원이며, 주최자보다 선배는 참가 못함

�2005. 3. 29. 17시 30분경 서울연합 회원 OOO이 경찰청

※ 수익을 위해 일반 학생들에게도 입장표를 강매

117센터에 학교폭력 자진신고 의사표명
�2005. 3. 29. 22시경 117센터 근무자가 송파 잠실에서 신고
자를 만나 약 2시간가량 서울연합의 실체에 대한 진술확보
�2005. 3. 31. 16시경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서울청 여경
기동수사대장에게 수사지시
�서울청 여경기동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 연합서클 중 리더
학생들을 우선 자진신고 대상으로 선정, 적극 자진신고 받고 순

�오토바이 폭주를 통한 모임
- 3. 1절, 광복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토요일 등에
개최
- 서울연합 서클 중 일부 학생은 오토바이 폭주 연합(25명)을
만들어 심야에 폭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
주족에 합세
- 2005. 3. 1 문래 전철역 근처에서 200여 명의 폭주족이 모여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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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을 울리고 도로를 역주행 하면서 광화문 등 도심을 질주할 때도 합세
�연합리더의 생일을 통한 모임
- 2003. 11 천하무적 리더 김OO(고1, 자퇴) 생일날 OO역 입구에서 연합 선∙후배 60여 명이 모임
- 2005. 3. 6 강남연합 리더 박POO (OO중, 3년) 생일날 강남에서 연합후배 50여 명이 모임
인터넷을 통해 을지로6가, 건대입구 전철역, 뚝섬유원지 등에서 수시로 모임
5) 비행내용
�패싸움을 통한 세력 과시 사례
- 연합끼리 패싸움을 통한 세력 과시

- 서클별 1명씩 선발, 일대일 싸움으로 서열 결정

�금품갈취 사례
- 연합 선배의 요구로 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갈취 행위
�후배 폭행 사례
- 서클 이탈 방지나 선배에게 복종하게 할 목적으로 후배들을 폭행
�선배의 이성 친구 만남을 기념하는 자진상납 행위
- 22일에는 후배 1인당 220원~22,000원씩, 100일에는 100원~10,000원씩 자진상납(일명 투투비)
6) 자진신고 학생 처리
�자진신고 학생 183명 전원 불입건 처리
�사랑의 교실 및 1:1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가해 학생들의 선도 조치
7) 서클 구성
천하무적

싸그리 폭탄걸

고1 (남) 9개고 22명

고1 (여) 실체확인중

중학교 3학년 285명
남 (3개 서클 49명)

여 (8개 서클 59명)

최 강 (9명)
피 즐 (15명)

리더격 남녀 11개 서클

오 폭 (25명)

강
남
43명
8개교
강
서
14명
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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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작
36명
7개교
강
북
13명
4개교

성
동
32명
7개교
양
천
9명
4개교

은
평
30명
8개교
광
진
9명
4개교

중
랑
22명
7개교
관
악
8명
2개교

중
구
7명
3개교

이쁜이들 (8명)
짱모임 (9명)
빽뽕연합 (8명)
OO연합 (9명)

성
북
15명
4개교

동대문
7명
4개교

삼치포곡선 (8명)
원더우먼 (66명)
OOO원 (6명)
OO연합 (5명)

서
초
15명
6개교
구
로
6명
5개교

용
산
14명
3개교
마
포
5명
3개교

피해자 치료와 재활교육

교사가 개입하는
지원체계와 학교환경이 중요하다
주영아│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개발부장, juyou61@kyci.or.kr

이제는 학교폭력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개발할 때이다. 학교 현장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하였
을 때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과 개입방향을 살펴본다. 우선, 학교폭력 행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가해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절차와 방안을 알아본다.

학

교폭력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학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각 나라
마다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에 대한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으며, 학교가 청소년들의 폭력경험 산실

이라는 공감대적 인식하에 각종 대책을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 중요
영국은 집단 괴롭힘에 대한 국가적 캠페인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의 실태가 50%가 줄어
드는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그동안 원인
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
라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과 개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발생한 학교폭력 행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
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절차와 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학교폭력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1997년에서 1999년
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학교총기난사 사건의 경험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전의
예방(prevention)을 보다 강화하자는 움직임에서 위기에 대한 개입방안과 위기에 대한 준비로 안전을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과정
1)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평가
- 원인 진단 및 가해자와 피해자 평가(assessment)학교폭력 사례를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복
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폭력상황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개입과정의 첫 단계는 폭력상황 발생원인 중
어떤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폭력상황에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험요소와 보호요
소를 찾아내는 것이다(<표1, 표2>참조).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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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업시간에도 주의가 산만
하고 수업분위기를 해쳐서 계속 주의를 받아왔고, 얼마 전에는 지나가던 옆 반 학생을 그냥 쳐다봤다
는 이유로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 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발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학교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일으켜온 영철이에게 강한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
만 상담실에 온 영철이는 잘못했다는 기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상담을 받는 것도 귀찮아했다. 아
버지와 함께한 상담에서 영철이가 상담자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자 영철이의 아버지는 또 이럴 줄
알았다며 흥분하셨고 영철이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표1) 다변인 분석에 의한 요인

영철이가 어릴 적부터 문제행동을

행동장애
싸움, 구타, 불복종, 반항, 울화,
파괴성, 건방짐, 무례함, 비혐동성, 저항

사회적인 공격성
나쁜 동료관계, 가출, 무단결석, 절도, 비
행 친구에 대한 의리, 불량집단에 소속

보여 왔다는 것과 타인이 자신의 행

주의문제
집중력 저하, 짧은 집중력, 공상,
볼품없음, 조절능력, 선입관, 응시, 인내,
충동성 마무리 부족

불안 - 우울한 위축
불안, 공포, 긴장, 위축, 결기, 소심함,
부끄러움, 겁, 숙기 없음, 민감, 예민, 우
울, 슬픔, 불안, 열등감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 통제할 수

과잉행동
침착하지 못함, 과다활동, 흥분,
충동, 몸의 뒤틈, 신경과민,
과잉인지, 지나치게 말이 많음,
이상한 소리를 냄

정신분열 - 무책임
의사소통 단절, 위축, 슬픔,
무표정한 응시, 혼란

동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에 대한
없는 과격한 공격성과 충동성, 그리
고 또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
랐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영철이는
전형적인 행동장애를 포함한 성격
적 비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2) 학교폭력 행동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
개인관련
유전적 취약성, 낮은 자아
존중감, 충동성 및 공격성, 부적
절한 감정처리, 조망능력부족,
우울 및 불안, 문제행동 조

가족관련

기시작, 반사회적 인지

가족간 대화 부족,

개인관련
신체적 건강, 우순한 기질,
긍정적 자기정체감, 사회적 유능감,
기능적 대처, 분명한 장래희망,
공격성 조절능력, 분명한
가족유연성/문제인정,

경향 흡연 /

/ 긍정적태도,

음주경험

내적통제 소재

가정불화, 학대적/비일관적

자상/권위적양육, 높은

양육 가족문제부인, 불안정애착,

부부만족, 명료한 의사소통 / 많은

부모의 무관심/갈등, 경제적 어려움, 혼란
적의사소통방식, 건강하지 않은 가족, 문제
행동에 대한 허용적 태도 가정의 조적 결손

또래/학교관련
신뢰보죽, 방과후 시간낭비, 일탈적 또래와

대화, 적절한 기대, 부모의 안정된 대인

사회적 학교폭력
성격적 학교폭력
신경증적 학교폭력

어울림, 학교 / 학업에 흥미부족, 낮은성적,

관계양식 정서적지지, 학습에 관여,
긍정적 형제 및 부모관계

또래/학교관련
학습에 긍정적 가치와 책임, 친한친구
있음, 건전한 과외활동, 친구들과의 건전

교칙위반, 교사의 무관심. 교사의 부적
절한 대우, 학교전학,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또래 괴롭힘

지역사회관련
유해환경, 술담배

구입이 용이, 관심주는 어
른의 부재, 높은 범죄율,
고용기회부족, 미디어 폭력

행동, 교사의 관심과 지지, 학교생활

지역사회관련

Educational Development

재미있음, 높은성적, 학업 욕구,

지역주민의 관심,

교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지역사회프로그램 정책,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 환경,
이웃간의 자녀에 대한
정보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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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

장래희망, 적극적

학교에서의
지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처벌적 훈육으로 자기 수용을 경험할 기

증진되거나 혹은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익집단화되는 것

회가 없었고, 자신에 대한 낮은 자아존중감, 부적절한 감정의 처

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경계하려고 하는 어른들

리 등 역기능적 성향이 가정에서는 동생들을 때리고 학교에서는

의 미숙함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받고

친구들과 싸우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영철이의 위험요소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개인적으로는 공격

일본에서는 이지메 행위가 생겨나게 되는 요인이 가정, 학교,

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

사회제도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따라서 집단 괴롭힘

서는 부정적 모습으로 낙인찍혀 교사의 신뢰 및 또래의 지지를

에 대해 임상적 차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따돌림 행위는 근

받기 어렵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의 가족문제 부인, 경직성,

절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일본 사회에 확산되어

반사회적 부모로부터 모델링,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폭력

있는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의 교육력 회복과 연대강화는 이러

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등이 위험요소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

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는 보호요소는 없으나, 내담자의 문제

외국의 학교폭력 개입체제 및 개입방

발생과정을 탐색하고 보호요소들을 찾

영국의 ABC (Anti Bullying Campaign) 정책

안 중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발생률을 낮

아 보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은 정확한 관찰, 즉각적인 보고, 연대책임 및

춘 영국과 일본의 학교폭력 개입방안에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리 등이 특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징이다.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은 마음의 문제
2) 개입체제 및 개입방안 모색단계

라고 보아, 교직원 팀을 편성하여 학생 마음

영국의 ABC 정책

학교폭력 상황의 위험요소와 보호요

의 상담 지도를 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영국 정부는 학생들 간의 폭력을 학교

소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에는 개인에

가 연결되는‘행동연계’시스템을 만들어 개

내 폭력으로 규정했으며, 대표할만한 정

게 맞는 개입체제 및 방안을 모색하여

입하고 있다.

책에는 Anti Bullying Campaign의

야 한다. 이것은 학교폭력 상황을 해결

ABC의 정책이 있다. 정확한 관찰, 즉각

할 때 조력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표적

적인 보고, 연대책임 및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리 등

으로 개인적 접근 대 체제적 접근으로 담임이나 학교 등 단일차

의 이 정책의 특징이다. 이 정책에는 정서장애 학교를 운영하는

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용하고 그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지의 문제이다.

정서장애 학교에는 bullying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는 두 종류

어느 나라를 보아도 학교는 지역사회의 일부이다. 학교는 주민

의 교실이 운영된다. 가해자의 기준은 교사와 학교장, 그리고 부

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학교

모의 동의로 정해지면 이들은 1주일에 하루 따로 수업을 받는다.

위기에 학교 외부의 전문가가 개입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주로 정서교육과 미술, 음악을 공부하게 된다. 수업을 1대1로 이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학교들은 이미 많은 자문기관

루어지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학기정도씩 이곳에 다닌다. 피

에 개방되어 있다. 일본은 이미 전임제의 학교상담교사를 두고

해자들만을 위한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가해자들이 다니는 기

있으며 영국과 유럽 기관들은 학교폭력에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

관들과는 달리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을 모두 교육하고 있으며,

찰까지도 훈련을 받고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나라들이 학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 가능하다고 판단이

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법부, 경찰, 시민단체, 지역사회 기관들

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폭력예방 정책의 목표는 피해자가 본인의 문제를 교사,

우리나라 학교도 학교 혼자서 학교폭력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

부모와 의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6년간

기보다는 여러 지역사회 자원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꾸준하게 폭력을 당하는 것이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오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느 단체나 기관의 이익이

랜 기간 동안 홍보를 했고, 이 문제는 결코 혼자서는 해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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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특징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학교장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을 꼭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학교폭력 발생비율을 낮추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학교폭력 대처방법1)
첫째, 심리교육(psychoeducation). 학교폭력은 마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며, 마음의 문제는 복잡하고
모든 교직원이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문부성에서 배부한 자료를 교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함과 동시에 마음의 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를 만들고 연수를 실시한다.
둘째, 교직원 팀을 편성하여 학생 마음의 상담 지도를 하는 체제 만들기. 학교 교직원, 특히 학생지도의
중심이 되는 학급담임, 학생지도 담당교원, 교육상담 담당교원, 보건주사, 양호교사, 학교 카운슬러가 팀
을 조직해 상담이나 지도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를 만든다.
셋째, 학교, 가정,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연결되는‘행동연계’
의 시스템 만들기. 학생 문제 행동에 있어서
학교, 교육위원회, 가정,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이 서로 연계하고 각각이 스스로의 역할을 착실하게 다하
면서 일체가 되어 몰두해나간다. 실제로 문제행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
고 있고 정보연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연계가 구체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과 원
조 팀의 조직화가 잘 되고 있다.
행동연계 시스템은 첫째, 시, 정, 촌이나 중학교 구 단위에서 교육위원회의 정책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
지역주민, 관계기관(교육센터, 교육상담소, 소년 보도센터, 경찰, 소년 원조센터, 소년 감별소, 보호관찰
소, 아동상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등)보호회, 아동위원, 민간단체 등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
다. 둘째, 문부과학성과 관계성청과의 적극적인 국가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지역에 있어서 네트워크
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도 관계성청과 연계가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학교 혼자서 학교폭력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사회 자원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어느 단체나 기관의 이익이 증진되거나 혹은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
체가 이익집단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3) 개입실행 단계
영국과 일본의 개입체제와 개입방안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 상황에서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의 시스
템적 접근을 한다고 하면, 학교폭력 개입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사건발생 : 중학교 2학년 최 군은 귀가를 하는 황 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였음. 이 외에도 상습적
으로 하급생들을 폭행하고 금품 갈취하여 그 횟수가 100여 회, 금액은 150여만 원이었다고 함. 황 군의
부모에 의해 고소당했음. 그러나 최 군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계속 폭력을 행사
하고, 어머니는 행방불명임.

1) 이 내용은 김현수의‘외국어학교우ㅟ기개입 사례’
의 내용 중 일부분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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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치 : 피해자 부모가 금품 배상을 요청했으나, 가정 형편
상 훔친 금품은 배상하지 못함. 아버지에게서 반복적으로 구타
당하고 현재 도시락도 싸오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피해

�자기주장훈련
�가해자에 대해 이해시키는 한편,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자 부모에게 설명하고 선처 요청한 상태. 그러나 가정환경이 열
악한 최 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그냥 이대로 내버려

② 학교체제적 접근

두면, 계속적으로 폭행, 금품갈취를 할 것 같고 난감함. 학교에

�지역사회 자원파악 : 열악한 가정환경 학생 파악, 가정 방문,

서의 처벌은 사회봉사명령과 상담기관 의뢰 상담.

후원자 연계방안 수립
- 지역구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과

(1) 사례에 대한 이해

협력

가해자의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실질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 권장 : 학생자치회

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개

성격으로 폭력관련 심리극 공연, 학교폭력 모니

입이 없었다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터링, 폭력 예방 캠페인, 건전 동아리 활동 등

합의가 되었지만 가해자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폭력예방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지원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가정통신문으로 신고요

(2) 예방적 개입

령 주지

평소에 학생들에게 금품 요구나 폭력 상황을 당하
거나 보았을 때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는 방법을 교

③ 지역사회와 연계체제적 접근

육하고, 가해자를 가정에서 격리하여 보호하는 것

�멘토 프로그램에 교육의뢰 : 가해 학생이 매우

이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에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멘토가 될
수 있는 좋은 성인과 연계, 역할모델 제시를 통

(3) 개입실행
① 개인적 접근

한 지지체계 확립
- 사회복지관, 상담기관

A. 가해학생에 대한 사전지도 방안
�가해자의 경제를 위한 생필품 또는 생활비 모금 및 지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연계로 줄일 수 있어

- 기초생활비 수혜가능 방안 협의, 지역사회복지관 연계

영국과 일본에서 학교폭력 상황이 줄어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족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및 폭행에
서 보호
- 아버지의 재활을 위해 알콜중독치료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

도전과 시사를 준다. 학교폭력에 대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어
떤 행동적 특성이나 동년배들의 놀이행동 혹은 선후배 간의 위
계와 의리를 다지는 행위 등으로 이해하기에는 요즘의 폭력상황

학생은 쉼터에 의뢰

의 폐해는 너무 심각하다. 국가 차원에서 먼저 학교폭력을 근절

�교사와 1:1 결연 추진

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정과

�분노, 충동조절에 대한 개인상담 필요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와 민관의 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학교폭

- 교내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상담자 연계

력은 줄어들 수 있다.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급 내 왕따와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혹은 교사가 지원체

B. 피해학생에 대한 사전지도 방안

계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환경만 조성된다면 문제는 오히려 쉽

�폭행, 금품 갈취에 대한 협박시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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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를 찾아서(3)

총 4회에 걸쳐 국내외 우수 혁신학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연중기획 "혁신학교를 찾아서"를 마련하였다.
이번이 세번째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전북 가천초등학교(국내편)와 세계화에 맞는 인재양성
을 추구하는“중국 상해 갑북팔중학교(국외편)”
을 마련하였다.
본지는 이 연중기획을 통해 교육주체들이 어떻게 나서서 교육개혁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실제적인 방법
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편] 전북 가천초등학교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요람으로 우뚝서다

[국외편-중국] 중국 상해 갑북팔중학교
칭찬으로‘쓰레기학교’
에서‘중점학교’
로 변신

혁신학교를 찾아서(3) [국내편]

전북가천초등학교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요람으로
우뚝서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donmin@kedi.re.kr

가천초등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사
회의 많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가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천평생학습마을
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생동감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
여주고 있다.

학

교에 들어서면 교사(校 )가 보이고, 그 옆에 커다란 강당이 보인다. 그 강당 현관에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이 2�3개가 놓여 있다. 운동장엔 어른 들이 마치 동심으로 돌아

온 듯 열심히 공놀이를 하고 있고, 커다란 텐트가 있다. 그 텐트는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숙소로
사용한다. 커다란 강당에는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열심히 학습에 임하고 있다. 이 것 말
고는 다른 시골 초등학교와 똑 같다.
열린 공간, 열린 학습, 열린 공동체
이 학교의 학생은 1학년 2명, 2학년 6명, 3∙4학년 각각 12명, 5∙6학년 각각 10명 등 인근 지
역 10개 마을에서 모여든 52명이 전부다. 학생들의 유일한 놀이 공간이자 학습 공간은 바로 학
교다. 도시 지역과 달리 인근에 문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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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이 전무한
‘문화 오지’인 농촌

마을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학교가 자녀의 모든 학습을 책임지기 때문에 과감히 도시 생활을
접고 이리로 이사 왔다고 자랑한다.
학교 주변은 산간 지역으로 문화시설이 전무한‘문화 오지’
여서 주민들의 소외감이 컸다. 이

지역의 가천초등학교

런 와중에 가천초등학교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요람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교육청

는 지역 주민의 평생

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서기봉 교장선생님이 취임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육 요람으로 재탄생
하였다. 가천초등학교

지난해 3월 도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범학교로 지정받으면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경천면
장, 체육협의회장, 군 의회의원, 파출소장 등 면내 전 기관이 참여하는‘경천평생학습마을 추진
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면내 모든 기관의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서

가 중심이 되어 운영

교장은“내가 직접 행동한다”
는 생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과 같이

하는 경천학습마을은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비전 리더십을 실천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마음이 열리고

경천면 내 모든 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의 인적자원이 교사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운

적∙물적 자원을 학습

영비만 있으면 어떤 활동도 실천하였다. 학교의 시설∙관리비를 과감히 줄여 이를 평생교육 위
주의 예산으로 책정하였다. 지역의 기관과 단체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조직으로 묶어 학생과

지역 주민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운동장에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을 갖다 놓았다. 언제든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공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이 없어지면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없어진 공이 100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가 되었다. 어느 순간 공이 없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학교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추
어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이 자기 집 드나들
듯이 학교를 이용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학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학교가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경천면 내 모든 자원을 학습조직으로 활용
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경천평생학습마을은 산간 지역의 학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경천학
습마을은 경천면 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학습조직으로 묶어 학생과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컴퓨터, 태권도, 단소, 리코더, 국악부, 체육부, 미술부, 독서부,
영어부, 과학부, 생활체조, 곤충교실, 바이올린, 난타, 한국무용, 사물놀이, 한문 교실, 환경체
험 교실 배드민턴 교실, 태권도 교실, 곤충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교사,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들의 지도로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방학기간 동안에도 10여 개 특기∙적성 과목이 운영되고
있어 방학 중에도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소질, 취미, 특기를 신장하고 있다.
방학 동안에도 전교생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저마다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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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봉 교장선생님

램을 잘 소화해 나고 있어 결석하는 학생도 없다. 방학 특기적성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
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고학년의 경우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저학년은 바이올린 등 교육
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 농촌 소
규모 학교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야영, 해양 체험 활동, 생태 체험, 응급처치교육, 우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청소년 단
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곤충 교실, 향토문화체험 학습으로 향토를 사랑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
되고 있다. 향토문화체험은 경천저수지 주변의 동식물 알아보기, 우리 고장 식물 알아보기, 자
연생태 특구 신흥 계곡 탐사하기, 우리 고장 문화재 알기, 자연관찰학습하기,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인물 알아보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대상 학습 프로그램은 노인 교실, 컴퓨터 교실, 문해 교실, 보건증진 교실 등의 프로그램
이 학교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농협, 파출소, 보건소, 교회, 농원 등 면내 모든 시설에서 전개되
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야간에도 이어져 배드민턴, 탁구, 줄넘기, 조깅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활
동이 경천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정보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경연인 기술 습
득, 생활개선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완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지도 강
사가 담당한다. 또한 경천산악회를 조직, 지리산, 부안 내면산, 불명산 외의 많은 산을 등반하는
3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등 점차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③ 평생학습 프로그램
부 서

교육내용

대 상

시 간

장 소

컴퓨터교실

컴퓨터전반

주

민

월~`금 오전

학교

한글교실

초급∙중급∙고급

주

민

매주 일

용복교회

주

민

방과 후

학교

주

민

매주 1∙3주 토

면사무소

운동부
경천산악회

축구∙탁구
배구∙농구
등산 및
자연보호활동

생활 체조

생활체육∙에어로빅

주민∙학생

월

학교

곤충 교실

곤충생태체험

주민∙학생

4주 토

곤충왕국

독서 교실

독서문예활동

주민∙학생

월~`금 방과 후

학교

경천 농악

경천농악활동

주

민

별도시간표

면사무소

보건 교실

건강검진∙상담

주

민

별도시간표

보건지소

주

민

별도시간표

보건진료소

보건증진교실

질병예방
가족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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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은 학교에서
만 운영해서는 효과를

지난 2월 14일에는 각급 기관장,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경천평생학습관에
서‘경천생활체육협의회’
가 발족되었다.

거둘 수 없다. 지역 내

④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모든 기관의 공동체를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배우고, 가꾸고, 나누는 경천평생학습마을”
이라는 슬로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

건 아래 대한적십자사가 봉사 대학생과 연계하여 2005 경천 평생학습마을 봉사활동을 전개하

적인 의지와 실천이

였다. 아침 8시에 단소 연습을 시작으로 하여 오전에는 조별 주제 학습, 발표 및 작품 준비 조별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지고, 경천면 운동장, 완주독립기념관, 신흥계곡, 화암사에서 환

수반되어야 한다. 경

경 정화 활동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그린 투어링’
이 오후 두 시간 동안 전개했다.

천평생학습마을은 가

저녁 7시부터 실시한 건강 프로그램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였다. 마을별로도 봉사 활동이 전

천초등학교를 비롯하

개되어 발건강 상식, 노년기의 건강관리, 노인을 위한 동화, 손 유희와 오래를 이용한 치매 예

여 6개의 공공기관,

방 등이 교사 4명, 자원봉사 대학생 14명으로 구성되어 마을별로 돌아가며 운영하였다.

11개의 시민단체가 공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동으로 운영한다.

평생학습은 학교에서만 운영되어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역의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경천평생학습마을 네
트워크는 유관 기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에서 나타난다. 경천사랑 아카데미, 청소년 일
요학교, 환경 캠페인, 노인대학 운영, 여성자치대학 운영, 문화유산 찾기 운동, 경천전통 전승
지 도 기 관

경천추진사업단단장
교장 서기봉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
∙전라북도완주교육청
부위원장
가천초등학교 교감
경천면 총무계장

기획 연구 분과
연구부장
∙연구 계획 및 추진
∙선행 연구 분석
∙운영 보고회
강은숙 (본교교사) 김상희 (본교교사)
김수종 (본교교사)
최형철 (운주농협 경천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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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지도 분과
평생교육부장
총무계원
∙연간지도계획 수립운영
∙학생 및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신명순 (본교교사) 조재환 (본교교사)
임병철 (경천면 총무계)
송기호 (고산지구대)

지 원 체 제
∙한국평생교육연합회
∙전라북도평생교육정보센터
∙호남평생교육협회
∙호남평생교육사협이회
∙완주군청
∙경천평생학습마을추진
위원회

검증 및 평가 분과
전북평생교육정보센터
연 구 원
∙운영결과 평가계획 작성
∙실행 목표 달성도 측정
∙평가 처리
이종팔 (본교교사) 김유화 (본교교사)
임영희∙ 임명진 (전북평생교육정보센터)

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6개, 시민단체 11개 그리고 가천초등학교가 공동
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는 경천평생학습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으로 형성된다. 추진위원회 의장은 가천초등학교장, 경
천면장, 완주군생활체육협의회장, 완주군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추진위원으
로는 경천파출소장, 완주군우체국경천출장소장, 운주농협경천지소장, 경천보건지
소장, 가천보건진료소장, 완주군산림조합장, 경천면리장협의회장, 경천면부녀연
합회장, 용복교회당회장, 경천교회당회장, 경천상담소장, 경천새마을회장, 경천체
육회장, 경천바르게살기위원장, 경천농업경영인회장, 의용소방대장, 생활개선회
장, 방범대장, 농촌지도자회장, 농민회대표, 청산관광농원대표, 곤충왕국대표 등
지역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망라되어 있다. 추진사업단은 학교장이 단장을 맡고,
교사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학습마을의 효과와 향후 과제
‘경천평생학습마을’
은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관내 기관과 연계
한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네트워킹 학습공동체 기반을 형성하였다. 또한 학생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학교 실정과 학생 및 부모의 요구에 따라 특기∙적성 부서 12개를 저∙
중∙고학년으로 통합 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외래강사와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교사에게는 수업 부담을 줄였으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었다.
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글교실 등 평
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참여와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학교와 관내 기관
이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다양한 평생학습에 참여하여 자기
발전에 대한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경천평생학습마을 운동으로 학생, 학부모, 지
역주민, 각 기관 근무자의 지역학습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평생교육 활동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천초등학교도 1970년대에는 12학급 700여 명이 공부하는 농촌에서는 큰 학교였다. 이제는
그 때에 비하면 1/1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가천초등학교는 농어촌 학교가 지역 문화
시설의 중심으로서 어떻게 재탄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천평생학습마을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가천초등학교는 개방한다는데 왜 우리 학교는 개방하지 않느
냐는 압력”
도 넣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경천평생학습마을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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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관내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
생교육 시설과 활동을 정비하고, 관내 기관
과 경천면민이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는 꾸준한 연수와 홍보가
필요하며, 경천평생학습마을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과 경천평생학습마
을 추진위원회간의 협의회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로 만족도를 높이고, 농한기를 이용한 프
로그램 운영으로 참여를 높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경천평생학습마을 운동은 교육청의 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신축, 교육환경 개선 활동비
지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지원센터의 노인 교실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더욱 활기를 띠었으며,
지역 평생교육 활동이 정착되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평생학습마
을이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평생학습센터로 거듭나도록 행
정기관의 꾸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경천평생학습마을 선언문
대둔산 우뚝 솟은 산자락에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 경천, 풍요와 번영의 만경강 거센 물줄기 따
라 지역의 일터에서 삶을 꾸리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평생학습마을을 만들기 위한 경천인의 소망을 모아‘경
천은 평생학습 마을’
임을 선언한다.

1. 경천인은 경천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 다함께 참여한다.
1. 경천인은 주민과 관내 기관이 네트워킹을 이루어 경천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1. 경천인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경천평생학습마을을 만들어 나간다.
1. 경천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색 있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1. 경천인은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며,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경천평생학습마을을 만들어 나간다.
1. 경천인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 쉬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평생학습에 적극 참여한다.
1. 경천인은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력과 지식을 갖추어 개인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1. 경천인은 평생학습마을을 이루어가는 일이 진실로 필요한 일이라 믿으며, 경천면을 평생학습마을로
건설한다.
우리는 경천이 삶의 보람이 넘치고 우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면서 기뻐할 수 있는 평생학습마을임을 명예롭게 여
기며, 배움을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인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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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갑북팔중학교
칭찬으로
‘쓰레기학교’
에서
‘중점학교’
로 변신
유경희│ 북경회문고등학교 교사, liujingji@hanmail.net

소위‘쓰레기학교’
에서 명문학교를 일컫는‘중점학교’
로 변신한 상해 갑북팔중. 유경해 교장과 교
사들의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학습부진아는 없다는 인식의 전환, 학생들
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독려하는 교수원칙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

국에서‘명문학교’
라고 하면 흔히 우수한 학생과 교육시설, 그리고 우수한 교사진을 바
탕으로 상급학교로 진학이 우수한 학교를 떠올린다. 한국에서 명문학교의 특징을 갖는

학교를 중국에서는‘중점학교’
라고 한다.
중국은 1986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를 실시하기 전까지 중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어서 시험
을 통한 선발 방식으로 진학하도록 했다. 우수학생이 집중된 학교는 진학 결과가 좋아지게 되
고 다시 좋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명문학교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6년에 중국 교육부는 중학교 무시험 제도를 마련하여 호적(학군)을 근거로 하는 근거리 배
정 입학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시험을 통한 선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서열화되어 있어서 학교 간 격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중국 상해에 소재하고 있는 갑북팔중(閘

)은 화동 지역에서 인원구성이 복잡하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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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해 교장은 학생들

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부진아가 모인 학교’
, 또는 중국어로‘쓰

이 자신감과 적극성을

레기학교’
라고 불리웠다. 90% 이상의 학생이 부엌과 화장실이 별도로 없는 단칸방에서 사는

키워 성공의 선순환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987년 가을 갑북팔중에 76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는데, 입학시험 평균성적은 갑북구 34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

학개 중 어문성적이 32번째, 수학성적이 34번째, 외국어 성적은 29번째였고, 초등학교 때 유급

다고 생각했다. 입학

경력이 있는 학생이 29명, 그 중에서 10명이 두 번 내지 세 번 유급한 경력이 있는 학생이었다.

전에 가정방문을 하

이 학교에 입학한 80% 이상의 학생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66% 이상의 학생이 학습에 대한 흥
미와 의욕을 상실하였고, 10% 이상의 학생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여, 입학하면 꼭 잘 할

그렇지만 유경해( 京 ) 교장과 교사들이 10여 년에 걸친 실험과 노력을 통해서 현재 중국

수 있을 것이라는 희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천하고 지원하는 명문학교가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고

망을 심어주고 도와주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공적인 학교로 탈바꿈하였다. 현재 상해의 많은 학부모는 학군이

겠다는 약속을 한다.
학생들은 특별한 환영
의식을 거쳐 입학을
한 것이다.

이 학교에 속하지 않아도, 자녀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온갖 애를 쓰고 있다. 중국과
홍콩의 교육계에서는 유경해 교장을“학습 부진아를 성공적으로 교육시킨 큰 스승(

)”
라고

부르고 있다.
상해 갑북팔중의 교육혁신 성공사례를 통하여 중국 학교 교육혁신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전환
9년 의무교육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이다. 의무교육은 모든 학령기의 아동을 대상으
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교육’
이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진학
경쟁은 의무교육을 선발교육으로 왜곡시켰다. 선
발이 있으면 탈락이 있기 마련이며, 탈락이 있으
면 실패가 있기 마련이다.1)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성공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유경해 교장은 성공
교육은“모든 학생은 성공하려는 소망이 있으며, 모든 학생은 성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
며, 모든 학생은 여러 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에게“아이를 믿고, 아이의 성공을 기대하며”
, 학생 자신도 자신에게 기대를 하도록 하였
다. 또한 아이에게 성공하는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반복적으로 성공한 아이는 점점 좋아지고,
반복적으로 실패한 아이는 점점 나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에게 성공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수시로 격려와 칭찬의 말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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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하여 아이들의 자신감을 길러주고 아울러 아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경해 교장은 교사들을 소집하여 이러한 교육의식을 자주 전달하여 교사들이 인식이
변화되도록 노력하였다.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환영의식
과거에는 갑북팔중의 진학률이 졸업생의 20% 수준
에 맴돌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청소년범죄율이 가
장 높은 학교였다. 이것은 자신감의 상실 및 열악한
지역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거듭되는
실패의 악순환에 있어서, 유경해 교장은 학생들이 성
공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적극성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쓰레기 학교’
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은 치욕을 금치 못하여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며칠씩 울기도 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아예 등록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경해 교장은 매년 담임들로 하여금 신입생 학교등록 전에, 학생들에게 입학
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편지를 띄우거나 학생 가정을 방문하여 입학을 축하하고, 환영을 표시하
도록 하였다. 또한 입학 후 꼭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
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학생에게 기대와 희망,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였다. 신입생들은 항상
학습부진아로 낙인 찍혀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를 받다가 입학도 하지 않은 담임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고 격려하는 것에 예상치 못했던 감동을 받으면서 입학을 하게 되었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효과적인 교수원칙
① 수준에 맞춘 교육내용 채택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목표를 낮춘 수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심도를 깊이 하는 것은
상해 갑북팔중의 교수원칙이었다.
유경해 교장은 상해시 교육국에 갑북팔중 학생들만 시에서 진행되는 회고( 考)2)에 당분간 참
가하지 않고, 본교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것을 특별히 허가받았다. 교사들로 하여금 다른
학교보다 수준을 낮추어 가르치면서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된 후 정상 수준의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나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였다.
1)�본 문의 자료출처는“
저, <
巨 - 功敎 啓 >,
年
, 2004년 7월”
임.
2) 考란 시에서 출제를 하여 각 학교들이 같은 시험지로 1년에 한번씩 시험을 보는 통일고사이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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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교육의 요건은 성

② 직관적인 생동감 있는 교수방법 활용

공하려는 염원이 있어

직관적인 현실생활과 연계시키는 생동감이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은 갑북팔중의 또 하나의 교
수원칙이었다. 국어교사 하초참(

)은 국어수업 시간에‘예배(

)’
라는‘ ’
자를 학생들

야 하며, 모든 학생이

에게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틀리게 쓰는 것을 보고,“일 주일은 7일인

성공 잠재력을 갖고

데 왼쪽은 상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있고, 오른쪽은 4개의 선이 있다”
라고 얘기 해 준 결과 한 명의 학생도 틀리게 쓰지 않았다. 학

또한, 창의력을 키우

) 주일인 3일, 오른쪽은 하반(

생들이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의 혁신을 추진하였다.

고 개성과 특기를 살

③ 올바른 학습습관 형성

리고 잠재력을 발굴하

근원적 문제를 진단하여 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방

는 과정이 진학률을

법을 활용하여 학습부진아를 교육하는 방법으로 갑북

무시하는 교육이 아니

팔중은 효과를 보았다. 학습부진아들의 공통적인 문
제점은 자신감∙용기가 부족하고 잘못된 학습습관을

라는 점을 인식해야

갖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하며, 학부모는 아이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담하게 손들고 일어서서

가 좋아하는 일을 하
게 해야 한다.

) 주일인 4일이기에 왼쪽에 3개의 선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훈련을 시켜서 잘하는 학생에게 점수를 부여하였다. 처음에는 조금만 어려
운 문제에 부딪치면 위축되고 뒤로 물러앉던 학생들이 이 훈련을 거친 후, 틀리는 것을 겁내지
않고 대담하게 손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습관이 형성되었다. 한 학생은 공개수업에서
교과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공개수업을 들으러 온 다른 학교 교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
게 하였다. 37점을 맞은 학생에게도 학습의 진전이 있다고 잘했다고 큰 칭찬을 하자 그 학생은
크게 놀라서 그 이후부터는 자신감이 생겨 성적이 빨리 향상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양호한 학습습관을 기르기 위한 수단인“4개 하나”
는 상해 갑북팔중의 전통으로 되
었다. 즉 학생들이 금방 진보하기 시작 할 무렵에, 부모들에게“4개 하나”
를 협조하도록 요청하
는 것이다. 즉“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스탠드 하나”
를 준비하고,“책상 하나”
를 준비하여,
매일“한 시간”
을 짜내어 자식 옆에 앉아서“한 시간”동안 책을 같이 읽는 것이었다. 장기적인
훈련을 거친 후 학생들은 인내력이 생겨서 부모가 더는 옆에 있지 않아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④ 개성 신장과 잠재력 개발 통한 자신감 회복
국민당 장군 풍옥상(

)의 손자인 초경생( 慶 )은 3세부터 운동을 하여 무술을 잘하기

로 소문이 난 학생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갑북구의 모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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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욕이 전혀 없어서 성적이 형편없었다.
학교의 교사들은 반 평균성적이 떨어진다
고 몇 번이나 초경생의 부친에게 전학을 가
면 성적표를 높은 점수로 완벽하게 잘 만들
어주겠다고 유혹하였다. 결국 높은 점수의
성적표에 힘입어 황포구의 초등학교로 성
공적으로 전학하였다. 그러나 공부하는 과
정에서 성적표가 허위라는 것이 발견되어
황포구 학교에서는 갑북구의 원래학교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였으나 갑북구의 원래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황포구의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
부하던 중에, 상해시에서 직업운동원을 모
집하는 기회가 있어 신청을 했는데 실력은
되었지만 고위직인 자식에게 밀려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후부터 초경생은 자포자기하여 원래도 성적이 형편없었지만 매일 전자게임만 하면서 공부
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학과성적이 더욱 형편없어 지게 되었다. 초경생의 부친은 매일 전화
소리에 놀랄 정도로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아들이 친구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으
니 돈을 갖고 오세요”
,“아들이 교실 칠판을 깨뜨렸으니 돈을 갖고 오세요”
,“아들이 호텔 유리
문을 깼어요”
,“아들이 경찰에게 잡혀갔으니 빨리 오세요”
라는 것이 전화들의 주요 내용이었
다. 갑북팔중이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초경생의 아버지는 아들을
갑북팔중으로 전학시키려고 하였다. 황포구 중학교에서는 성적표를 완벽하게 높은 점수로 해
주면서 초경생의 전학을 환영하였다. 갑북팔중에서는 초경생이 전학 온 후 성적표가 허위인줄
알았지만 두말없이 입학을 허가하였다.
교장 유경해는“넌 무술을 그렇게 잘하는데 공부도 꼭 잘할 수 있을 거야. 머리가 나쁜 학생은
무술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라고 격려해 주었다.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와 친구 모두에게서
풍자와 조소, 멸시의 눈길만 받던 초경생은 이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격려해주는 말
을 하자 너무도 감동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
갑북팔중으로 전학 올 당시, 중학교 2학년인 그의 수학성적은 초등학교의 3학년 수준밖에 되
지 않았다. 학교 교사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총명하다는 칭찬을 받은 후, 그는 자기가 점점 총
명해 보였고, 뭐를 해도 온몸에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습관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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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태도로 변했고, 교사들의 보충수업을 받기도 하고, 이웃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서로
테스트하는 등 열심히 하여 그의 수학성적은 큰 진보를 가져왔다.
상해시 무술시합에서 1등을 한 초경생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경축행사를 하였고,‘성공교육 1
등상’
의 명예증서를 수여하고 100원의 상금을 주었다. 또한 다른 학생에게 그의 분투정신을 따
라 배우도록 홍보하였다. 교장선생님의“문무를 모두 겸비한 인재가 되라, 타인에게 관심을 갖
고 배려하는 의식을 가져라”
는 말은 그의 귓전에서 항상 울렸으며, 학급의 청소 일을 도맡아 하
였고, 학급의 책상 등 시설들을 자발적으로 수리하였다. 결국 그의 수학성적도 상해시 통일고
사에서 120점 만점에 109점을 맞을 정도로 상승하였다. 교장선생님은 초경생의 개성에 맞추어
경찰학교로 진학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경찰학교에 입학∙졸업하여 현재
감옥에서 7-80명의 죄수를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성공사례의 확산과 시사점
갑북팔중이 성공교육으로 소문이 난 후, 유경해 교장은 신팔중(

)을 설립하여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되었지만 부모의 자질이 떨어져 자식교육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자녀를 대상으
로 하는 학교로 만들었다. 그 외에도 홍콩 전가병( 家 )의 후원금으로 우수 학생을 모집하는
명문교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상해 갑북팔중에 입학하는 학생은 전 학군에서 질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로 구
성되고 있다(유급을 경험한 학생이 40% 이상). 그러나 8년간의 성공교육 실험을 거친 후, 갑북
팔중의 학생들은 상해시에서 출제하는 진학 통일고사에 참가하여 합격률이 98% 이상이 되었
고, 6개 과목은 상해시의 중등 수준에 도달하였다. 특히 1995년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100%였
고, 우수한 학생은 98.3%였으며 중점고등학교 점수선에 도달한 학생이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6개 과목의 총점은 전 학군의 학교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현재 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네 번이나 명문학교(기관)으로 평가되었고, 여러 번 구, 시 과학연구 모범기관으로, 네
번이나 상해시 체육합격 모범기관, 연속 세 번이나 상해시 중학교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갑북팔중에서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특기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 학교 출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갑북팔중 교장의 노력으로
1985년부터 이미 10년 이상 청소년 범죄가 전혀 없었다. 또한 갑북팔중의 졸업생은 생존의식
과 창업능력이 강하기로 소문이 나있는 상태이다.
상해 갑북팔중의 성공교육 사례는 교육자, 학부모,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
준다.

68

Educational Development

첫째, 성공적인 교육을 하려면 모든 학생이 성공하려는 염원이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은 성
공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여러 방면의 성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학생에게 적응을 해야 하지, 학생이 교육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구시대적 발상
이 되었다. 교육자의 눈에는‘학습부진아’
가 없으며 구제불능의 학생은 더욱 없다. 교육자는 모
든 학생의 개성과 특기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발굴하여 모든 학생이 최대한의 성공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줘야 한다. 성공교육은 개성과 특기를 말살시키는 획일적인 점수위주 교육에 대한 비
판이며, 소수 우수 학생에게만 치중하고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포기하는 교육에 대한 비
판이기도 하다.
성공교육은 이론적, 실천적인 면에서 개선을 거친 후 기초교육이‘입시교육’
으로부터‘기초
소양교육’
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길로 가도록 촉진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죽은 책을 읽고”
, 학생들을‘획일적’
인 표준화된 부속품을 만드는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학생
들의 개성에 맞는 교육을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활발하고 적극적인 발전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 내용, 교수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성공교육은 진학률을 무시하는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개성과 특기
를 살리고 잠재력을 발굴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진학률을 떨어뜨리는 과정이 아니다. 1985년부
터 유경해 교장이 실험과제를 안고 실시한 성공교육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중국 신
교육과정의 이념과도 부합한다. 중국의 교육은 사실 오래 전부터 소질교육을 추구해왔다. 중국
교육의 과제는 향후 고등학교 입학시험과 대학 입학시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진
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는 아이를 진학의 길로만 내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야 하
며, 부모의 소망을 실현하는 기계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천재는 바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
을 선택하는 것이며, 둔재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성공의 진정
한 함의는 금전이 아니고 지위도 아니며 즐거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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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폭력과 청소년폭력을 따로 다루는 영국
최봉섭 | 비컨 리서치 대표, choi@bruc.com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영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과 대응은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달리 구분하고 대응한다. 학교폭력
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대응책이 다분히 영국적이다.
현황

Munn 교수에 의하면,‘학교 내 교직원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영국의 정황을 서

대한 폭력’
의 건수는 1999년 1898건에서

술하려고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어려

2003년 6899 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움이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다. 그 이

이러한 수치의 증가에 대해서, 교육청

유는 학교폭력이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관계자들은“이런 수치가 아이들의 행동

상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조사의 목

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적,‘폭력’이라는 단어의 정의, 조사 대

은 아니다. 학교에서 처벌기준을 강화했

상의 범위, 그리고 조사를 집행하는 주체

을 수도 있으며, 학교에서 통계수치를 수

에 따라 수치들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타

집한 지방교육청에 따라서도 현저한 차이

나고, 그 수치를 비교하여‘번역’하는 것

를 보일 수도 있다”
고 말하고 있으며, 조

도 지극히 한계가 많아 그다지 의미가 없

사를 담당한 Munn 교수조차도“수집된

기 때문이다.

통계수치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따라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통계 수

우려되는(deeply concerned) 수준”
이며,

치가 없는 상황에서“영국의 상황이 어떠

“지방교육청에 따라서‘학교폭력’
을 보는

하다”
라고 서술한다는 것은 이미 그 내용

시각과 통계수치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주

이“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는 한계를 가

커다란 (huge) 차이가 있다”
고 자료 수집

지고 시작된다.

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폭력’
의 정의라든가 관

학교폭력의 정의와 통계분석의 어려움

심의 크기에 따라서도 변하고 있다. SNP

이러한 어려움의 사례를 들어보면,

당 Hyslop 의원은“1998년에는 학교로

2004년, 잉글랜드와 함께 영국(브리튼)

부터 743건의‘사건’보고가 있었다.

문화권 안에 들어 있는 스코트랜드의 경

2000년 정부가 재점검해보라고 했더니

우, 스코트랜드 교육부 장관의 명령으로

그 수치는 두 배로 늘어났다. 일 년 뒤 정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Pamela

부가‘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다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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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자는 전체 학생수의

3083 건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 해,‘학

5.02%인데, 연령대로는 14세

교비행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나서 보니

여 가능한 한 학교에서‘눌러 앉혀 두기’

4501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2004년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 13.26% , 13세가 12.74 %

‘Inclusive’라는 '포용정책'으로 전환하

에‘학교비행 대책위원회’
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하고 보더라도

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5412 건으로 불어났다”
고 조사목적

잉글랜드의 퇴학자 수는 1999년부터

또한, 14세 정학자 중에서 남

의 설정에 따라 사건 수가 불어남을 보여

2004년까지 9600명에서 9900명 사이에

주고 있다.

서 소폭으로 움직이면서 비교적 안정적

학생이 18.61%, 여학생이

이런 통계수치와는 달리 잉글랜드에서

이기에“최근 들어 교내폭력이 심각해졌

7.72%로 여학생은 남학생의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퇴학자 통계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한편,

수치를 보면 1997년 1만 2300명이고,

최근 들어 학교에서 생기는 폭력문제로

정학 처벌의 이유로는‘수업

1999년에는 9880명으로 감소되어 그 이

대두된 새로운 형태는‘칼 소지 문화’
에

후로는 수 백 명 단위의 소폭으로 변동

대한 우려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웃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음거리’
를 포착하여 공유 또는 유포하는

있다. 이 숫자는 전체 학생 수의 약 0.13

행위이다. 물론 이러한 사진에 대해 동일

%에 해당한다.

한 유머감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머로

방해’
가 가장 많아 정학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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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7년�1999년 사이에 약 20%가 급

넘어갈 수 있지만, 동일한 유머감각을 가

격하게 줄어든 것은 당시 보수당에서 노

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것은 지극히 효

동당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학생

과적이고 치명적인 따돌림의 수단으로

들의 태도가 변했다기보다, 노동당 정부

악용될 수 있다.

가 들어서고 나서 각 학교에 가능한 한

아직까지 칼 소지에 대한 문제는 심각

퇴학을 자제 해 달라는 정책을 실시한 연

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

유로 풀이된다.

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교장이 학생의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일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과 2004년 복도

단 퇴학을 시키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

에서 14세 학생의 살해 사건으로 영국사

러한 퇴학자를 모아서 별도의 시설에서

회에‘칼 소지’
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

교육을 시켰으나, 이것이 교육적으로도

고 있다.

효과가 좋지 않고 또한 비용면에서도 비

학생의 칼 소지에 관한 것도 전국적인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생겨‘격리’보다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에 그 실태가

WORLD EDUCATION│ENGLAND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2004

다. 첫째, 학생의 징계교칙(Disciplinary

년 맨체스터의 한 중등학교에서 소지품

policy) 은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하지만,

을 점검한 결과, 5명이 특수부대 전투용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단위로

유형의 칼을 소지 하고 있었으며, 15명이

결정이 된다. 정학과 관련된 가벼운 사안

‘스위스 아미 나이프’
와 같은 작은 나이

은 교장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후 보고

프를 소지하고 있었다.
현재 학생의 소지품 점검이 어려운 이유

되며 퇴학과 같은 중대 사안은 학운위의

나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무마를 하고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 하는 그러한 이유보다는‘안전하고 쾌

가 학교장에게 학생가방을 검사할 수 있

따라서 학생에 대한 징계사안은 (학생의

적한 교육환경의 제공’
이라는 목적을 더

는 법령상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있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으로 다루어지

강하게 공감하고 있기에 사건 처리는 흐

기 때문이며, 또한 학교장 역시도 그런

지만, 횟수와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학운

지부지 종료되지 않는다.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소

위에 보고되고 있다.

지한 학생의 돌발적인 반항이라든가 앙
심을 품는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

두 번째, 학교는 옥외 감독요원
(playground supervisor)을 두고 있다.

여기서“학교가 흐지부지 무마시킨다”
는 말은 학교가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학

문에, 교사나 교장은 학생의 가방을 검사

교실에서는 교사가 있기에 학생들의 움

교가“어쩔 수 없이”그렇게 해야 하는 경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직임은 상시 교원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우는 포함하지를 않는다. 가령, 비교적

기미가 보이면 경찰에게 연락을 하여 경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학

모범적인 학생들만 모여 있는 학교와 어

찰이 수색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 부지가 넓어 초등에 비하면 감독할 수

렵고 도전적인 학생만 모여 있는 학교가

있는 범위는 많이 좁아진다) 이러한 감시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건을 처리할 수 있

정학∙퇴학의 가장 큰 이유는‘수업방해’

체계는‘돌발적인 사건’
은 방지하기 어렵

는 사람은 한 학교에 교장 한 사람 뿐이

위와 같은‘자료수집의 어려움’
이라는

지만,‘지속적인 사건’
은 대부분 학교가

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의 교장은

감지할 수 있도록 도우고 있다.

사건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 학교의 교

상황을 고려한다면, 영국의 교내폭력 실
태가 어떠한지 서술 자체를 시작할 수 없

세 번째, 통계수치가 집계되는 과정의

장이 하듯이 동일한 판단이나 처리를 할

기에 우선은 잉글랜드 교육부가 집계하

문제로서, 정-퇴학자가 많아지면, 학교

수 없다. 다시 말해 모범적인 학교는 사건

고 있는 정-퇴학자 통계치를 인용해 보

평가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학

을 엄밀하게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기로 한다.

교가 사건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도전적인 학교는 그렇게 할

우선 이 통계수치가‘현장의 사실’
과얼

무마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측한다면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사건을 일으킨

마나 거리가 있는지 가늠하는 것을 도울

이러한 통계수치는 현실과는 상당히 거

모든 학생을 처벌 또한 할 수도 없다.

수 있도록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 둔

리가 멀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의 문화

따라서 처벌의 엄격성이란 학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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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영국의 문제는 학교 평준화가 해체되어 있기에 학교 간의 양극
화 현상이 심화되고, 모범적인 학교와 도전적인 학교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학자의 수치는 연도별 집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003~2004학년도의 경우 34
만 3330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5.02%이다. 이것을 연령대별로 보면 14세가 13.26% ,
13세가 12.74 %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14세 정학자의 수치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학생이 18.61%, 여학생이 7.72%로 남학생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총 정학건수 34만 건 중에 3일 이하의 정학이 23만 건으로 대부분의 정학은 3일 이내
의 단기 정학이다. 정학 사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2003-2004학년 잉글랜드 내 정∙퇴학자의 원인별 분류
퇴 학 자

비 율

정 학 자

비 율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행

1,720

17

69,020

20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폭행

1,190

12

15,990

5

410

4

13,040

4

1,130

11

76,150

22

이지메

150

2

6,750

2

인종차별

50

0

2,630

1

학생에 대한 언어적인 위협 또는 폭력
교직원에 대한 언어적인 위협 또는 폭력

성적 희롱

140

1

3,080

1

음주약물 관련

610

6

12,250

4

기물파손

310

3

10,810

3

절도

220

2

7,070

2

3,040

31

90,920

26

기타

890

9

36,780

11

합계

9,860

100

344,510

100

지속적인 수업방해

출처 : Permanent and Fixed period exclusions from schools and Exclusion appeals in England 2003/2004.
DfES, 2005, June, SFR 23/2005

<표1>은 2003-2004학년도 잉글랜드 내 초중등학교에서 집계된 정-퇴학자의 원인별
분석이다.
정-퇴학을 통 털어서 가장 많은 이유는‘수업방해’
가 가장 많고, 전체 퇴학자 수의
31%을 차지하며, 정학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10%대의 퇴학자 사유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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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대한 신체적 폭행’
,‘교직원에 대한

이’뒤를 잇고 있다. 교직원에 대한 사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의 판매가 법령

신체적 폭행’
,‘교직원에 대한 폭력적 언

수가 많은 이유는 학생 간의 사건과는 달

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흡연이나 음주를

어’등이다.

리, 교직원에 대한 사건은 엄격하게 처벌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 따라서 학교 안에

되고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전에

서 흡연과 음주가 행해지지 않는 한 학교

교내폭력과 교외폭력의 구분

학생의 폭력 수준이 학생에 대한 것뿐만

는 처벌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로 일요

1) 금품 갈취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조차

일 밤에 학생이 과음을 하여 월요일 아침

<표1>의 분류에서 보이듯이‘금품 갈취’

도‘위협적인 수준’
에 있다는 것을 의미

에 술 냄새를 풍기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하고 있다.

학교에 등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라는 명목이 없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
학생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

이런 상황을 되짚어 서술하자면, 교직원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수업

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학부

은 학생폭력을 통제할 위치에 놓이지 않

시간에 조용히 잠만 잔다면, 학교는 이

모가 학교에 지불하는 잡부금은 모두 체

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교직원에게 학

학생을 처벌할 수 없다.

크(Cheque)라는 일종의 수표로 지급되

생폭력의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또한 학생이 학교 밖에서 범법행위로 경

고, 이 수표는 지불인이 명기한 수취인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내고 있다.

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훈

이외의 사람은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

방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학교는 이

그리고 학교 내 매점이나 식당을 이용하

편으로‘경찰의 학교 상주’
를 3년 전부터

학생을 징계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경

는 경우도,‘스카트 카드’
라고 하여 부모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현재는 학교

찰이 판단하여, 학생이 도벽이 있다거나,

가 여기에 정기적으로 얼마씩‘크래딧’
을

가 원할 경우 지역 관할 경찰서는 경찰을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할 잠재적 가능성

넣어 주고 학생은 이 카드를 가지고 구매

파견한다. 통상, 하나의 학교에서 한 명

이 있다거나, 일반적인 학교 교육으로 교

를 한다. 그리고 교통비도 정기권을 구매

의 경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화가 어렵다는 소견서를 학교로 보내면,

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에 현

이 경찰은 인근 4�5개의 학교를 순회 근

학교는 지방교육청과 상의하여 이 학생

금을 가지고 다녀야 될 필요성이라고는

무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에 따라서

을 일반 학교 이외의 교육 시설에 보낼 수

군것질을 위한 것 정도이다.

는 경찰 상주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어 모

있다. 학교와 지방교육청이 내린 결정에

든 학교에 파견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대해 학부모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학교에만 파견한다.

그 결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성인에 대한 폭력
퇴학 사유별 항목에서 보면,‘수업방해’
다음으로 많은 것이‘학생에 대한 폭력’

3)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

4) 학교 밖의 시간

으로 17%을 차지하며, 근소한 차이로 '교

영국의 학교는 학생이‘학교 밖에서 일

한국에서 학생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를

직원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언어적 폭력

으킨 사건’
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다.

보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학교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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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학생과 청소년의

밖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훨씬 많다(고성

하지만 영국의 경우, 학생(pupil)이라는

개념과 정책이 분리되어 있

혜, 2005). 이것은 한국의 학생이 방과

개념은 학교 안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개

후 시간을 학원이라든가 피시방 같은, 교

념이며,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youth)이

사나 학부모 같은‘보호감독자’
가 없는

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공공요

일어난 폭력에만 한정되며,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금의‘학생할인’같은 용어는 없으며

학생이 학교 밖에서 일으킨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학원이라든가

‘children(16세 이하) 요금’이라는 용어

다. 학생폭력은 학교 내에서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피시방 같은 것이 없으며, 학생이 방과

가 사용된다(대학생은 제외).

후 거리를 배회하는 기회 자체가 적으며,

다시 말해, 영국에서는 pupil(학생)과

학생폭력으로 다루지 않고

더구나 보호자가 어두운 밤에 아이들을

youth(청소년)의 개념과 정책은 완전하

청소년범죄의 틀에서 다루어

밖에 나가게 하는 것은‘상식적으로’
있을

게 분리되어 있다. 가령, 길거리에서 14

진다.

수 없는 일이다.

세 중학생이 폭력행위로 경찰에 체포되
었을 경우, 이것은 청소년 범죄(youth

학생폭력과 청소년폭력의 구분

criminal)의 틀에서 다루어지며, 학생폭

이 보고서의 의뢰에서 주어진 주제는

력(pupil's violence)으로 다루어지지 않

‘학교 내 학생폭력’
과 관련된 것이었지

는다. 따라서 학생폭력은 pupil's

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폭력 사

violence로 되며,‘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건은 거의가 학교 밖에서 발생한다는 점

폭력’
에만 한정된다.

을 고려해 보면, 연구조사의 주제는‘학교
내’에 한정되지 않고‘학생폭력’
이 된다.

여기에 대한 지원과 대응은 4장 시사점
에서 함께 서술하기로 한다.

영국에서 한국의‘학생폭력’문제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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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것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지원

폭력’
이라는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1) 온라인 헬프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인 시각의 차이에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

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에서

이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청할

는 학교 밖이든 안이든, 학령기 아동에게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이다. 아이들이

는 학생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쉽게 누를 수 있는 전화번호(0800 1111)

또한‘학생은 보호대상’이라는 통념이

를 개설해 두고 있으며, 전화 수신자는

있다.

발신자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여 아이의

WORLD EDUCATION│ENGLAND

을 실시하고 있다.

금속탐지기 검문대는 아직 일반적이지

이와는 별도로 정학자를 위한 새로운 시

는 않지만, CCTV 카메라 설치는 상당히

도로서, 학교 안에‘정학자 반’
을 만들어

보편화 되어 있다. 카메라 설치에도 돈이

두고, 여기에 경찰이나 추가 교원을 지원

상당히 들지만, 운용비도 학교로서는 상

하여 엄격한 감독하에 수업을 지속하면

당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운용을 하든 안

서 벌의 의미로서 자유시간(쉬는 시간)의

하든, 카메라가 설치되어져 있다는 것을

박탈, 그리고 정학기간 동안 다른 학우들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 자체로 그‘구석진’

을 만나서 놀지 못하도록 격리시켜 두는

장소는 피하게 되며, 교내 폭력을 방지하

프로그램이다.

는 수단으로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벌을 주기는 주되, 교육 행위는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당

4) 현금 소지

히 호평을 받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학생폭력 유형 중에 가장 일반적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

이고 심각한 유형은‘금품 갈취’
이고, 이

역의 경찰이나 소시얼 시큐리티에 알려

3) 금속탐지기와 CCTV 카메라 설치

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집을 방문하게 하여 전체 상황을 조사

약 3년 전부터‘칼 소지 문화’가 문제

학생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화 되고 나서,“학교장에게 학생 가방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갈취를 당할래

또한 교육부에서도 anti-bullying

나 주머니를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

야 당할 현금이 없게 된다.

team이라는 전담반을 구성해 두고 있으

자”
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의 일부 중

며, 학교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찬반 어느 쪽으로든 중지가 모아지지 않고

등학교는‘스마트 카드’
라고 하여 한국의

bullying free zone과 같은 외주 자선단

있는 상태이다. 교장 중에서도 그러한 권

‘교통카드’
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

체를 구성하여 난제에 대한 대응책을 조

한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

다. 이 카드로 학교 내 구내 매점이나 식

언해 주고 있다.

을 꺼리고 거부하는 교장도 있어, 아직까

당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 법령의 형태로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다. 그리고 학부모는 여기에 수표나 전자

하게 한다.

2) 격리 수용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급

결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크레딧’
을

퇴학자 수용시설로서 Pupils Referral

한 학교들은‘공항의 검문대’
처럼 교문에

정기적으로 넣어 준다. 따라서 학생이 호

Unit라는 교육기관을 각 시군구 지방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는가 하면, 학교 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이라고는 하교

육청 단위로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16세

지 내‘으슥한 사각지대’
에 CCTV 카메

길에 군것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몇 개의

이하 퇴학당한 아이들을 수용하여 교육

라를 설치하기도 한다.

동전뿐이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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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대처
김미란│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meerank@kedi.re.kr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에는 등교거부, 중
도 퇴학, 매춘(원조교제), 약물 남용 등으로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일본의 해법을
들여다본다.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되는

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라 이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

본은 일찍이 전후 부흥기였던

최근 문부과학성 자료에 의하면, 1990

1951년에 학교폭력의 제1 피크를

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한 때 13

맞이하고, 도쿄 올림픽을 개최한 해인

만 명을 넘었던 초∙중학교의 부등교(심

1964년 제2 피크, 고등학교 진학률이

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 등으

95%를 넘어서 고등교육 진학률이 40%에

로 30일 이상 등교를 하지 않거나 하고

이르게 되는 1983년에는 가정 내 폭력, 자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병이나 경제적

살, 이지메(왕따) 등으로 학교폭력 제3 피

이유는 제외)와 부적응으로 인한 고등학

크를 맞았다.

교 중도퇴학(2003년도에는 전체 2%)은

1995년 이후에는 일본의 학교폭력 유형

감소하고 있으나, 폭력행위와 이지메는

이 등교거부, 중도 퇴학, 매춘(원조교제),

여전히‘학생지도’
의 시급한 현안과제로

약물 남용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청소년

자리잡고 있다. 공립의 초∙중∙고등학

이 형법상 범죄검거 인원의 30�40%, 가

교의 학교 내 폭력행위 발생건수는

두범죄의 60�70%를 차지하는 등, 사회

31,278건으로 전년대비 6.2%나 증가하

적으로 학교폭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

였으며, 1995년을 피크로 감소경향에 있

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던 이지메의 발생건수도 23,351건으로 6

1998년 고베(

년만에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시의 중학생 연속 아동

살상사건,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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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중학생 동급생 살인사건, 2004년 나가사

<그림1>을 통해 연도별 학교 내외의 폭

키( 崎)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6학년 여

력 발생 건수만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학생의 동급생 살해사건, 니가타(

)

폭력 행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초등학교 동급생 살상사건 등, 학교폭력

아니라, 점점 더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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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첫째, 사회성과 대인관계의 부족,

(그림1) 학교 내외의 폭력행위 발생건수의 연도별 추이

둘째,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윤리관을 키
우지 못하는 가정 배경을 들고, 이에 대
초등학교

중학교

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① 심적인 문제

고등학교

에 대한 대응, ② 사회성 함양 교육의 전
개, ③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관련기관
과의 상호 <행동연계> 시스템의 구축, ④
문제행동에 관한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자기점검, 자기평가의 실시 등을 제안하
였다.
2004년도에는 나가사키( 崎)에서 발
생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동급생 살
해사건을 계기로, 폭력행위 재발방지를
주1 : 조사대상은 공립의 초∙중∙고등학교
주2 : 1996년까지는‘교내폭력(학교생활에 기인한 폭력행위로 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 간 폭력, 기물 손상의 3가지 형태)’
상황에 대한 조사이고 1997년부터는‘폭력행위(그 학교의 학생이 자행한 폭력행위로 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 간 폭력,
교사와 학생에 대한 폭력을 제외한 대인 폭력, 학교의 시설∙설비 등에 대한 기물 손상의 4가지 형태)’
로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단순비교는 불가능함.
주3: 초등학교는 1997년부터 조사 실시
출처 :

科

(2005)「

などの

の

について」
에서 작성

위한‘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한 프로젝트
팀’
을 설치하고‘학생의 문제행동 대책
중점 프로그램’
을 책정하였다. 학생의 문
제행동 대책 중점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수 있다. 1997년 이전과 이후의 조사방법

‘학생지도’
에 관한 많은 조사보고와 시책

와 가정, 지역,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이 달라 단순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중학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표1>에서 보

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의 충실,

교에서의 폭력건수는 24,463건으로 전

는 것처럼,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2000년

②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환경 만

체 학교 폭력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이후에 발표된 중요 보고서와 시책만도

들기, ③ 정보사회에서의 정보 매너 및

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건수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도덕성 지도의 확립 등을 강조하고 구체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년도의‘마음과 행동의 네트워크마음의 사인을 놓치지 마라, <정보연계>

‘학생지도’
를 위한 많은 조사보고와

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서 <행동연계>로-’
라는 보고를 통해
제시된 문부과학성의‘청소년의 문제행

첫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의 충

이와 같이 저연령화, 다양화, 흉포화되

동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의 추진

실을 꾀하고 있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 대해서’
에서는, 학교 폭력 증가의 원

생명의 소중함과 죽음의 존엄성 등을 적

시책 마련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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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도 문제행동을 조
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

(표1)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 시책 및 보고
중요 시책 및 보고

연 월

주 관

도록 교육과정 개선을 꾀하고

2000년 3월

학급경영을 둘러싼 문제의 현상과 그 대응
- 관계자간의 신뢰와 연계를 통한 매력적인 학급만들기

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

2000년 12월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2001년 4월

교육개혁국민회의 보고

2001년 4월

개정소년법의 시행 : 형사처분 가능한 연령을 16세 이상에
서 14세 이상으로 개정

2001년 4월

마음과 행동의 네트워크 : 마음의 사인을 놓치지 마라.
(정보연계)에서 (행동연계)로

2001년 7월

학교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성립 (체험활동의
충실, 출석정지제도의 개선 등)

2002년 3월

문제행동에 대한 지역 지원 시스템에 대해

2003년 3월

앞으로의 부등교 대응 방안에 대해

2003년 7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 점검에 대해

2003년 12월

청소년 육성시책 대망

2004년 1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학교의 적절한 대응에 대해

2004년 3월

학교와 관계 기관과의 행동연계를 일층 추진 하기 위해

2004년 10월

학생의 문제행동 대책 중점 프로그램

한 알기쉬운 수업, 생명의 존
엄성, 선악의 판단, 기본적인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숙박체험 추진학교 지
정, 학생지도 주임 연수, 학교
카운슬러 배치, 관계기관의
일원화된 지원시스템 구축 등
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國 敎

究

究センタ－(2005)「 級

학급경영연구회

교육개혁국민회의

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협력자회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장통지
청소년 육성 추진본부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장통지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행동연계에 관한 연구회
문부과학성
のあり についての

究] 告 에서 작성

극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한 교재개발

생명의 소중함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과 외부인재의 활용을 통해 타인을 존중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며, 다른 사람을 배

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려하는 마음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봉

각 교과 지도와 학생 지도에 효과적인 프

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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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적절하게 상대방에게 전하고 생활

둘째,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환

상의 여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능

경을 만들기 위해 스쿨 카운슬러와 학부

력의 육성을 도모하는 등, 상호 존중하는

형 상담원의 배치를 확충하는 등, 아이들

인간관계 구축 능력의 향상에 노력하고

을 지키고 아이들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성을 키우는 체

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

험활동을 충실히 하여 학교와 지역에서

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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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여 학생지도 담당교원이 학생

(표2) 연도별 스쿨카운슬러 배치 학교 수 및 예산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행동
이 많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학생지도
추진 협력원’
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학생
지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범죄행위를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배치학교 수

154

506

1000

1506

1554

1643

3750

5500

7000

8500

예산액

3억엔

11억엔

22억엔

33억엔

34억엔

36억엔

40억엔

45억엔

40억엔

42억엔

�주 : 1995년�2000년도는 스쿨 카운슬러 활용조사연구 위탁사업 예산이며, 2001년 이후는 스쿨 카운슬러 활용사업 보조
예산임.
�출전 :

科

(2005)『デ－タからみる

の敎 』
에서 작성.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학교와 경찰의 상
호연락 제도를 보급하고 문제행동 발생

육과정 개선을 꾀하고 있다. 먼저, 알기

시에는 서포트 팀을 형성하여 신속하게

쉬운 수업을 통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10억 6000만 엔을 투입하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하고 인성 교육으로 생명의 존

여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문제행동을 미

하고 있다.

엄성, 선악의 판단, 기본적인 예절 교육

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및 학부형 상담원’
을 1,410 학교에

셋째, 정보사회에서의 도덕심과 매너에

전국 47도도부현에서 각 2개교를 선정하

배치함과 동시에, 학생지도 체제의 충실

대한 지도 방안 확립이다. 학생들에 대한

여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장기 숙박 체험

과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학생

정보∙도덕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

추진학교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성과를

지도 추진 협력원'을 전국 550개 학교에

인 지도방법을 조사∙연구하고 헬프 데

조사∙연구한다고 한다. 체험학습을 통

새로 배치한다고 한다.

스크를 개설하여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 알기 쉬운 수업∙즐거운 학교를 구현

넷째, 학교∙가정∙지역∙관계기관과

정보∙도덕 교육의 보급 계발 사업을 실

하고, 나아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의 연계를 위해 문부과학성뿐 아니라, 후

시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정보∙도덕교

있도록 2005년도 한 해 동안 4억 9100만

생성,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일원화된 지

육과 유해정보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엔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다.

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러’
를 배치하고 있다(표2 참조).

는 새로운 가정교육 수첩과 가정교육 비

둘째, 교원의 자질능력의 향상을 위해

이고 있다. 먼저 학생 개개인의 문제에

디오 자료 등을 작성∙배포하고 PTA 등

학생지도 주임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여

맞는 적합한 대응을 위해 5억 4500만 엔

의 협력으로 가정에서의 인터넷 감시 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을 투입하여 학교, 교육위원회, 관계기관

스템을 보급∙확산시켜 유해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지도∙

으로 이루어진 서포트 팀을 구성하여 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언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역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전국 47도도

셋째, 교육상담 체제의 충실을 꾀하기

부현에 각 4개씩), 문제행동과 연결되는

2005년도에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행동

위해 전국의 1만 개 초∙중∙고등학교에

부등교 학생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

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

46억 500만 엔을 투입하여‘스쿨 카운슬

교 내외의 현황과 기능에 대한 실태조사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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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육

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지

기관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연계를 통한

성하고, 문제행동의 전조를

도 종합연계 추진지역을 지정하여 학교,

지도, 등을 기본 방침으로 내걸고 다음과

가정, 지역주민, 기업, 민간단체, 관계기

같은 다양한 학생지도를 실천하고 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과

관이 일체가 되어 각 지역의 학생 지도에

의 계속적인 연계를 통해 학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학생지도센터의 설치 : 청소년 비행

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외에도 3억 400만 엔을 투입하여 각

및 문제 행동의 방지와 건전 육성 시책을

지방 교육위원회에 보육 카운슬러 전문가

추진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사무국 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

로 이루어진 유아교육 서포트 팀을 설치

‘학생지도센터’
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력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

하여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유

학생지도 담당과장, 담당계장 각 1명과

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 아

치원, 보호자, 가정을 지원한다고 한다.

지도주사 4명, 경찰 OB의 위탁원 4명으

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지도 관계 사업
학생지도 우수사례 학교의 시책

의 실시, 학교 지도, 지역과 관계 기관의

문부과학성에서는 이러한 시책이 교육

연계, 보호자와 상담, 조언 등을 통해 학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04

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년 10월부터 매월 1회 각도도부현 및 지
정도시 교육위원회 학생지도 담당부서에
‘학생지도 메일 매거진(

メ－ル

マガジン)’
을 배송하고 있다.

(2) 중학교 학생지도 전임교사의 배치 :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시립중

여기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된 요코하마

학교에 학생지도 전임교사를 배치하고 있

시와 히로시마현의 구체적인 시책을 살펴

다. 이들 학생지도 전임교사에 대해서는

보기로 하자.

주간 수업시수를 10단위 이내로 경감하
여 교내 교육상담의 추진, 담임이나 학년

1) 요코하마시(

) 교육위원회

요코하마시의 교육위원회에서는 ① 학
생 이해의 공감대를 만들어 신뢰를 바탕

주임의 상담지원과 케이스 컨퍼런스, 지
역과 관계기관에의 대응, 등 교내 학생지
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으로 한 지도, ② 학생지도의 교내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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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여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3) 관계자로 구성된 대책협의회 : 보호

인 지도, ③ 보호자, 지역, 경찰 등의 관계

자, 지역, 경찰, 각 학교 대표자로 구성된

WORLD EDUCATION│JAPAN

'요코하마시 학생지도 중앙협의회'를 설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책과 장기적

치하고 비행과 문제행동 방지, 건전육성

인 대응책을 검토하는‘학생지도상의 제

을 위한 정보교환, 대책 등을 협의하고

문제 긴급 대책 프로젝트’
를 운영하고 있

있다. 또한 각 학교에‘초등학교 학생지

다. 위원회는 학교 관계자 뿐 아니라 학

도 담당교사 협의회’
,‘중학교 학생지도

식경험자, 임상심리 전문가, 보호자, 경

전임교사 협의회’
,‘고등학교 학생지도

찰, 복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자 협의회’
를 설치하고 이지메, 부등
교, 폭력행위, 학급붕괴, 성비행, 약물 남

(6)‘학생의 건전육성을 위한 경찰과 학

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

교의 상호연계 협정’
의 체결 : 2004년 11

만 아니라 시내 20곳의 경찰서에‘학교∙

월에는 가나가와현( 奈

경찰 연락 협의회’
를 설치하고 소년 범죄

와 요코하마 시교육위원회가‘학생의 건

와 비행의 예방을 목적으로 정보교환과

전육성을 위한 경찰과 학교의 상호연계

대책협의를 도모하고 있다.

협정’
을 체결하였다. 이는 학생의 비행방

)의 경찰본부

(4)‘꿈의 요코하마 학생 리더 연수’:

지, 범죄피해 방지,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이지메 등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긴밀한 연계를 꾀하고 학교∙경찰 연락

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의회 등과의 연계는 물론, 관계 학생

‘꿈의 요코하마 학생 리더 연수’
를 2000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

(1) 학생지도 자료의 작성 : 조직적인 학

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수회에서는 이

단될 경우(개인정보보호심의회의 승인을

생지도 및 교원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지메, 학급붕괴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얻어) 학교와 경찰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

위해 ① 학생지도에 관한 위기관리 매뉴

학생회 활동의 효과적인 방안 제시, 커뮤

여 효과적인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얼, ② 문제행동 방지 학습 프로그램, ③

니케이션에 관한 구체적인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학생지도 핸드북, 등의 3 종류의 지도 자

통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료를 하나로 묶은‘학생지도 안내서’
와
2) 히로시마현(廣

) 교육위원회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5)‘학생지도상의 제문제 긴급 대책 프

예방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 ① 지덕체의

로젝트’: 문부과학성이 실시한‘학생의

기초∙기본의 철저, ② 학교경영 개혁, ③

문제행동 등, 학생지도상의 제문제에 관

교직원의 자질과 지도력 향상을 들고 다음

한 조사’
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나 이지메

과 같은 구체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태와 대응 방법, 주의사항 등
을 정리한 자료집을 매년 작성하여 각 학
교에 배포하고 있다.
(2) 경찰과의 연계 : 1999년 4월부터 교
육위원회와 경찰 본부와의 인사 교류를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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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고 2001년 1월부터 학교와 경찰
연락제도로 발전시켰다.

주사를 배치하고 있다.

출석정지 제도의 적절한 운영,‘학교∙경

(5) 도덕교육을 활용한 문제해결 : 2002

찰 연락협의회’
등, 학교와 관계 기관 연

(3) 지정교 방식을 통한 과제해결 : 중학

년 조직을 개편하여 도덕교육계, 학생지

계를 통한 지역 지원시스템 구축의 추진

교의 폭력행위와 고등학교의 중도퇴학을

도계, 인권교육계 등으로 이루어진 지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공립중학교

제3과를 설치하고 마음, 건강, 안전 교육

폭력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교, 현립 고등학교 5교를‘학생지도 중

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덕교육연구 실

는 사회적 합의 아래, 학교와 가정, 지역

점학교’
로 지정하여 공표하였다. 중점학

천 지정교를 확대하고 지정교의 담당자가

사회가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에 적

교에서는 중학교의 폭력행위, 고등학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실천사례를 교환하

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의 중도퇴학 문제의 해결 목표 수치를 발

는 등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

표함으로써 교직원의 의식 통일을 통한

과 기초학력의 향상은 물론 지정교에서

조직적인 해결을 꾀하고 있다. 그 결과

폭력행위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40%

2002년도에는 중학교 중점 학교에서의

나 감소했을 뿐 아니라, 부등교 역시 전년

폭력행위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59%나 감

대비 45%나 감소하는 등 현저한 성과를

소하고,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 수도 39%

올리고 있다.

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어서 2004년에도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4교를 지정교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

정하고, 이 외에도 학구 단위로 초∙중학

는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육성하고,

교 각 1학교를 한 팀으로 하는‘부등교 대

문제행동의 전조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

책 실천 지정교’
를 20개 팀, 총 40교를

문기관과의 계속적인 연계를 통해 학교

지정하여 부등교에 대처하고 있다.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12월 청소년육

(4) 초등학교 학생지도의 충실 : 초∙중

성추진본부가 발표한‘청소년 육성시책

학교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초등학교 학

대망’
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생지도 체제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초등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학교에서의

학교에 학생지도부를 조직하여 학생지도

규범의식 배양, 교육상담 체제의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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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을 청소년 비행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출석정지제도란 2001년 7월 11일에 개정된 학교교육법 제26조와 제40조 조항에 의거하여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
육위원회가 학생의 출석 정지를 명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징계보다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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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DUCATION│CHINA

학교폭력의 예방과 교정을 위한 안간힘
유경희│북경회문고등학교 교사, liujingh@hanmail.net

중국에서도 예외 없이 학교폭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
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역시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학교폭력의 실태와 유발원
인을 먼저 살펴보고, 학교현장의 예방 프로그램과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알아본다.

학

교폭력의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

리건강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

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하고 있다.

적으로 존재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본문에서는 중국의 학교폭력의 실태를

중의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살펴보고, 그 예방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왕따나 일본의 이지메같은 따돌림 현상

한다.

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지만 학
교폭력이 범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35.4%의 학생이 학교폭력 경험

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

2002년도에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하

다. 주로 중국에서 학교폭력을 논의할 때

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

는 학교 범죄행위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

는 학생의 비율이 35.4%로서 많은 수의

책을 마련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중국에

학생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에

여학생(7.8%)보다는 남학생(27.6%)이

서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 간에, 교외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3배 이상 많이

서 학생이 학생에게 행하는 모욕, 욕설,

경험하였고, 남학생 중 4.9%, 여학생 중

협박, 구타, 폭행, 금품갈취 등의 행위를

1.7%의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자주

말한다.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이 학

학교폭력 문제는 이미 각 방면의 주목을

교와 멀리 떨어진 학생과, 보호자가 차로

받고 있다. 학교나 학교 부근에서 학생

등하교시키는 학생이 쉽게 폭력 피해를

간 또는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으로부터

경험하였고, 용돈이 많은 학생들이 폭력

오는 협박, 금품갈취, 강탈, 모욕 등의 행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직원이 학생에

타났다. 폭력 가해자 측면에서는 교외의

대한 모욕과 구타 등의 현상도 발생하여

학생과 신분이 불확실한 자로부터 오는

문제의 심각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중국

피해가 다른 가해자로 인한 피해보다 많

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도덕교육과 심

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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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학

7) 교과교사로부터 오는 피해 2.9%

급 학생이 용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몸 다섯 군데를 담뱃불로 태운 사건

8) 자주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피해당한 비율

이 발생하였다.

교외학생이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에
게서 폭행을 당한 비율이 53.2%, 고학년

4) 학생지도처 교사로부터 오는 피해
3.9%

들로부터 33.3%, 학생지도처 교사로부터

2001년 9월 난전현 구간방향 공왕(�
1) 교외학생이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학생들로부터가 39.0%, 같은 학급 학생

公 ) 중학교 학생지도처 주

로부터 12.2%, 교과교사로부터 폭행을

임이 15세 학생의 하반신을 발로 차서 몸

당한 학생이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심양시 모 학교에서 2002년 11월 학급

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학생은 이후로 반

났다.

학생 간에 갈등이 생긴 후, 학생이 교외

항적인 행동을 자주 나타냈다. 이 학생은

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300원을

2002년 6월 28일 음악수업시간에 학급

주고 흉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구타 행위

친구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음악교사에

학교폭력의 유발원인은 다음과 같다.

로 학생 3명이 중상을 입고 8명이 경상을

게 볼을 맞았고, 또한 담임교사에게도 맞

1) 중국의 한 가족에 자녀를 한 명밖에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학교를 떠났

둘 수 없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하나밖에

다. 7월 12일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광조

없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익애

증(狂

(

에게서 오는 폭력 비율 76.8%

2) 고학년 학생들로부터 오는 피해 비율
46.1%
2004년 9월 15일 난주(� ) 철도운수
실업고의 고학년 학생이 학교에 입학한

九間

11.4%, 체육교사로부터 11.4%, 담임교사

)으로 집에서 부모 앞에서 칼을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유발원인

)로 인하여 아이들의 심리성숙기가

드는 등의 반항적인 행위를 거듭하다가

늦어져서, 자제력이 약해지고, 누구에게

결국 정신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

도 지려 하지 않는 성격이 심화되어 학교

게 되었다.

폭력을 유발시킨다.

지 3일이 되는 신입생을‘몸수색’
을 거부
했다는 이유로 때려죽인 사건이 발생하

5) 체육교사로부터 오는 피해 3.6%

였다.

연평현 단수진 민주(
)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10세 아동

3)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오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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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인 모방심리가 학교폭력을 유발시
키기도 한다.

에게 성폭행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비율 18.8%
2002년 7월 4일 북경 조양구 안혜북리

2) 일부 영화와 게임 속의 영웅에 대한

3) 결손가정 또는 가정 내 불화가 학교
6) 담임교사로부터 오는 피해 3.5%

폭력을 유발시킨다.

WORLD EDUCATION│CHINA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4) 학부모가 아이의 심리특징에 대하여

교외학생이나 신분이 불확실

전혀 모르고 적절하진 못한 지도방법을

중국의‘미성년 범죄예방법’
에서는 학

적용하여 아이들의 비행이 초래되기도

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 사

한다.

회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규정

한 사람에게서 폭행을 당한
비율이 76.8%로 가장 많았으
며, 고학년 학생들로부터 오
는 피해도 46.1%에 달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조치와 대책

을 하였다. 학교 미성년 폭력 범죄예방의
5) 아이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과중되

원칙과 예방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학업의욕이

학교폭력 유발원인으로는 가

상실되어, 무단결석을 자주 하거나, 심지

정, 학교, 학교 주변 등 여러

어 중도 자퇴를 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불

‘미성년 범죄예방법’제2장에서는 청소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량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학교폭력을 유

년의 범죄를 예방할 것에 관한 교육내용,

발한다.

교육목적과 다양한 교육주체의 책임에

1) 교육보호의 원칙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고, 제3장에
6) 학교의 인성교육이 부실하고, 입시교

서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 제4장에

육만 중시하여 학습 부진아를 소외한 결

서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교정치료, 제6

과, 그들의 저촉심리를 유발하여 그들은

장에서는 청소년의 재범죄행위를 예방할

사회적으로 불량청년과 접촉하면서 여러

것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는데 청소년의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 학교폭력이

비행 및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과 교정치

유발된다.

료를 할 때,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보호,
학교의 보호, 사회적인 보호와 사법보호

7) 학교의 심리건강교육과 성교육이 부

를 강조하였다.

재하여 학생들의 성폭력 등 행위가 유발
된다.

2) 제때에 예방하고 교정치료를 하는 원칙
‘미성년 범죄예방법’
에서는 모든 사람

8) 학교 주변의 치안이 좋지 못하여 청

은 청소년을 교사(敎 ), 협박, 유인하여

소년이 자주 교사(敎 )∙협박당하여 학

본법에 규정된 불량한 행위에 여건을 제

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함으로 인하여

공하지 못한다(제29조). 학교 부근에 영

폭력행위가 유발된다.

업성 무도장소, 영업성 전자오락장소 및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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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소년 출입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
를 제공하지 못한다(제26조). 경찰기관은
학교주위 환경에 대한 치안관리를 강화
해야 하며,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제 때에 저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
물에는 폭력, 음란, 도박, 테러성 활동 등
청소년의 심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내용
에 대한

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제

30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청소년에게

교와 교도소로의 호송, 치안처벌 등 청소

함으로써 청소년 범죄행위에 대한 종합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폭력,

년의 심각한 비행을 교정할 것에 관한 교

처리 원칙을 구현하였다.

음란, 도박, 테러활동 등 청소년의 심신

육방식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
4) 과학성 원칙

건강에 해를 끼치는 내용을 선염하는 책,
음반물과 전자출판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3) 종합처리 원칙

(제31조). 방송, 영화, 텔레비전, 희극 등

청소년의 범죄현상은 복잡한 사회현상

예방할 때, 청소년의 다양한 연령기의 생

프로그램에 폭력, 음란, 도박, 테러활동

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부서, 관련 사회단

리, 심리특징에 대한 사춘기 교육과 심리

등 청소년의 심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내

체, 학교, 가정, 동사무소 등 각 방면이 공

교정∙범죄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를 강

용을 편성하지 못한다(제32조). 영업성

동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함으

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청소년 비행을

무도장소 및 기타 청소년 출입이 적합하

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건강을 위한

예방할 때, 학부모와 학교에서 청소년의

지 않은 장소에는 미성년 출입금지라는

양호한 사회환경을 마련할 것에 대한 규

다양한 연령의 생리와 심리변화 법칙에

표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영업성 전자

정을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의 범죄

따라 적절한 교육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오락실은 국가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청

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교육, 가정교육,

폭력적 교육방식을 취하지 말 것과 익애

소년의 출입을 금지한다(제33조). 이외에

사회교육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3,

(

도 상기 법을 위반하였을 시 부담해야 할

4장에서는 청소년 비행 및 재범죄행위에

행정부문, 학교에서는 전문가를 통한 각

법률책임을 확실히 하였다.‘미성년 범죄

대한 교육성 예방, 보호성 예방, 징벌성

종형식의 강좌, 좌담, 연수 등 활동을 전

예방법’내“청소년의 심각한 비행에 대

예방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7장에

개하여 우수한 교육방법을 소개하여 교

한 교정”
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장( )에

서는 법 위반시 부담해야 할 민사책임,

사와 학부모, 기타 보호자가 청소년의 비

서 엄격한 단속 관리, 훈계, 공독(工 )학

행정책임과 형사책임 등에 대한 규정을

행을 효과적으로 예방 교정하는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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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성 원칙이란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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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소

데 이를 통하여 애국주의 감정을 키우고,

소년으로 하여금 범법행위는 개인, 가정,

년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성인들과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이시키도록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률적인 책임이 수

구별하며, 조사, 재소, 재판 및 강제적인

하는 것이다.

반됨을 알게 함으로써 규칙과 법을 준수

조치 및 교육개조를 시키는 과정에서‘설

하는 습관을 양성하며, 범죄행위를 예방

득, 감화, 구출’등의 방침을 취하며, 교

4) 단체주의교육

하는 의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동 법

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부차적으로 하

단체주의는 공동의 이익을 근본적인 출

에서는“교육 부문에서는 이러한 법제교

발점으로 하는 사상과 행동준칙으로서

육을 교수계획에 포함시키고, 범죄예방

도덕교육 내용 중의 하나이다. 단체주의

을 해야 한다. 학교는 법제교육을 담당하

학교의 청소년 폭력 범죄행위 예방교육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에

는 전직 또는 겸직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프로그램

관심을 갖고, 타인을 돕는 것을 의롭게

청소년의 보호자도 법제교육을 할 직접

1) 이상교육

여기는 것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도

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법행정 부서, 교

이상은 한 사람의 가장 높은 준칙으로서

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청소년의

육행정 부서도 실정에 따라 전시회, 보고

사회이상, 도덕이상과 직업이상으로 나

다수가 가정에서 독녀 또는 독남으로 자

회, 강연회 등 다양한 형식의 미성년 범

눌 수 있다. 명확한 이상이 있으면 이상

라서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은바 단체

죄예방 홍보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동사

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되며,

주의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체 정신을 키

무소에서도 상기 홍보활동을 조직해야

이는 정확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우며,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소사회와

한다.”
고 하였다.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대사회와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도록

는 원칙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다. 또한 이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고

미성년 비행의 유형과 예방조치

2) 도덕교육

단체 속에서 자기관리를 하고, 공동체를

미성년 비행은 ①무단결석, 밤에 귀가하

도덕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영광과 수

위하여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능력을 키

지 않는 행위 ②흉기 소지 행위 ③욕설,

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양호한 도덕을

우며,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관심하

구타 등 행위 ④금품을 협박 요구하는 행

양성함으로써 사회적인 불량한 풍기의

며, 집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

위 ⑤절도, 재물 고의 파괴행위 ⑥도박 또

유혹을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는 도박관련참여 행위 ⑦음란물 관련 음
향제품을 열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 ⑧청

3) 애국주의교육

5) 법제교육

애국주의교육은 전통교육, 국정교육, 중

‘미성년 범죄예방법’제6조에서 지적한

국근현대사교육,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

바와 같이‘미성년 범죄예방법’
의 교육목

하는 교육, 민족단결교육, 국방교육 등인

적은 청소년의 법제 관념을 강화하여 청

소년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⑨기
타 사회공덕을 위배하는 행위 등이다.
미성년 비행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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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주요 예방 프로그

는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3자는 전력을

소년의 부모와 기타 보호자(가정교육 기

램은 도덕교육과 심리건강교

다하여 서로 협조하여야만 성취를 거둘

능 강화), 학교(도덕교육처, 담임의 주도

수 있다. 이를 위하여‘미성년 범죄예방

적인 역할 발휘), 사회기층조직(조직위원

법’
에서는“가정에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

회 간부, 치안간부, 정년퇴직자, 및 학부

이 각종 조치들을 규정하고

는 미성년을 방임하여서는 안 되고, 가출

모가 경찰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만으

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보호직책을 포기

며, 노동 문화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해서는 안 된다. 부모나 기타 보호자는

각자의 기능역할을 발휘하게 함), 촌민위

육이며,‘미성년 범죄예방법’

로는 학교폭력 행위를 유발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가하지 않는 학

원회(농촌지역 청소년 교육담당), 도시

는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

생을 찾거나 경찰기관에 도움을 협조해

동사무소 등 기관이 공동으로 협조하여

을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

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무단결석을

청소년을 도와 재범죄 현상을 단절 하는

서 법을 행한 가해자 학생의

하면 부모와 즉시 연락하여 이유를 확인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폭력행위 근원을 제거하지 못
하고 있다.

해야 한다. 기숙사 운영학교에서는 학생
이 사사로이 외출을 하여 귀사하지 않을

2) 공독학교(工

경우, 즉각 찾거나 경찰기관에 협조요청

공독학교는 만 12�17세의 범죄행위가

을 해야 한다. 귀사하지 않는 학생을 숙

경미하나 정규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적합

박시키고자 하는 자는 학생의 부모 또는

하지 않은 청소년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거치거나 24시간

노동과 학교교육을 동시에 시키는 교육

내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학교에 통

기관이다. 학제는 2�3년이다. 공독학교

보를 하거나 경찰기관에 보고를 하여 청

에서는 교육, 구출, 감화의 교육방법으로

소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는 환

사상교육, 지식교육, 직업교육을 시킨다.

校)

경을 정화하여 미성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이 불량한 친구를 사귀

3) 수용교양소(

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고 하였다.

14�16세 청소년의 범죄행위가 형사처

敎

)

벌 기준에 도달되지 않는 경우,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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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소년 교육기관, 범죄 경중에 따라

받아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

구분

연령단계의 청소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1) 사회적인 협동교육

정부에서 강제 수용교양을 시키는 교육

범죄행위가 경미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

기관이다. 수용교양소의 청소년은 교육

WORLD EDUCATION│CHINA

받을 권한, 노동권, 통신권, 가족∙친척

청소년에 대하여 관리하고 교육을 실시

다.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품덕과 생활이

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교육개조의 형식의

라는 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고학년

일종이며, 중국의 형벌 집행기관이기도

에는 품덕과 사회라는 교육과정이 설치

하여 감옥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청소년

되어 있다. 중학교는 사상품덕과 종합실

범인 관리교육소는 법원에 의하여 유기

천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는 사상정치

도형, 무기도형의 판결을 받은 14�18세

교육 과정과 종합실천과정이 설치되어

의 미성년 범인과 16세 미만으로 인하여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로 정부에서

초등학교 도덕교육은 전문담당 교사와

수용∙교양해야 할 형편의 청소년 범인

담임이 책임지는 외에 어문, 수학, 역사,

을 대상으로 한다.

지리상식, 자연상식, 음악, 미술, 체육,

면회권, 건의∙검거권을 갖는다.

노동기술과목에 도덕교육의 내용을 포함
학교현장의 도덕교육과 심리건강교육

시킨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도덕교육을

이상 미성년 범죄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담당하는 교사와 심리상담원, 담임 외에

만 16세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지만

법적 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학교

도 각 과목에 도덕교육의 내용을 통합시

형사처벌 기준에 도달되지 않는 청소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도

켜 실시하며, 종합실천활동과 교외교육

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성 강제교육을

덕교육과 심리건강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정규적으로 군사훈련, 아동도서관, 문화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간은 1�

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관,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등에 대

4) 노동교양소

3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한다. 교육대상

도덕교육과 심리건강교육에 대하여 교

한 견학활동을 통한 교육)을 통하여 실시

은 살인, 강탈, 강간, 방화, 부녀모욕, 매

육부는 초등학교 도덕교육 강요, 중등학

하기도 한다. 담임은 아침 조회시간, 학

음, 마약흡입, 기편, 무리싸움, 사회치안

교 도덕교육 대강, 초중등학교 도덕교육

급회의시간과 기타시간을 이용하거나 또

질서 물란, 노동질서 파괴, 교육연구질서

업무규정(規 ), 초중등학교 담임업무 잠

는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하는 형식으로

파괴, 공무방해, 타인을 敎 하여 범죄행

행(

)규정 등의 문서를 각급 학교에 전

도덕교육을 시키며, 수시로 학생들의 상

위 유도 등을 행한 자로서 형사처분의 기

달하였다. 도덕교육 담당의 조직기구를

황을 파악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학

준에 도달하지 않는 청소년을 노동교양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에 도덕교육을 담당

생과 대화를 하고, 심리문제가 심각할 경

의 교육대상으로 삼는다.

하는 부교장 한 명이 설치되어 있고, 도

우, 심리상담원에게 맡겨 심리상담을 받

덕교육 담당 주임과 실무자 1-2명, 심리

게 하며, 또한 가정∙사회와의 연계를 통

5) 미성년 범인 관리교육소

상담원 1명이 설치되어 있다. 담임과 각

한 도덕교육활동을 강화한다.

미성년 범인 관리교육소는 중국이 범죄

교과 주임도 도덕교육의 의무를 안고 있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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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육의 문제점과 보완책

비행 예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화장실로 가서 확인을 하는 조치 등이 필

중국에서는 도덕교육과 심리건강교육이

하다.

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윤리도덕을 강화

라는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예방의 주요

피해자는 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교

하여 담임교사, 체육교사, 학생지도교사

한 조치로 삼고, '미성년 범죄예방법'과

사와 학부모에게 보고를 하여 문제사태

가 학생에 대하여 폭력적 언어나 행위,

교육부 문서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 폭력

가 커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교육

심지어 체벌 등의 행위는 절대 삼가도록

예방 관련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습의욕을

해야 한다.

러나 이러한 법만으로는 학교폭력 행위

상실함으로 인하여 불량한 친구를 사귀

교육행정 부문에서는 교사의 심리건강

를 유발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고 폭력행위를 행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

교육을 강화하고, 체벌 또는 관련행위로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법에 근거한

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업부

인하여 폭력사건이 이루어질 경우, 부적

도덕교육도 부실한 형편이다. 현장에서

담 경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격교사를 학교에서 추방하는 조치가 필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자 학생의 폭력행

여러 가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재미

요하다. 특히 학생에 대하여 성희롱과 성

위 근원을 제거하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있는 활동들을 조직하여 학생이 학교생

폭행을 하는 교사는 발견하는 즉시로 사

못하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이 입

활을 즐기도록 해야 한다.

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해야 한다. 학교

학을 하면 학생들에게 설문지 또는 기록

그리고 학습부진아에 대하여 방치하지

는 또한 신고 우편함, 상담전화를 설치하

부 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폭력경향이

말고, 관심을 갖고 학습동기와 의욕을 회

고, 수시로 학생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

있는 학생들을 주목하여 대화를 자주 하

복토록 도와주며, 교우관계 처리 등에 대

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는

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많

한 상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전을 도모하고,

은 학교에서는 입시준비에만 치중하여

는 모의법정을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문화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과 심리건강교육

금 가해자, 피해자, 중재인 등의 역할을

와 환경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을 소홀히 하고 있다.

행사하게 하여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

담임은 본 학급 학생들의 구체적인 가정

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 것도

과 학습 상황, 심리상태를 수시로 파악하

해볼 만하다. 그리고 학교 내에 모니터링

고, 제1의 정보를 입수하면서 학생에 대

을 설치하여 학생이 복도, 교실, 운동장

한 세밀한 관찰과 기록, 대화를 하는 것

등에서 일어나는 폭력사건을 가장 빠른

이 필요하다. 가정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

시간 내에 발견하도록 하며, 폭력사건이

하여 학부모와 면담하여 가정교육 방법

화장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특징에 비추

에 대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학생의 학교

어 모니터링을 통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학생의

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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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다섯 개의 폭력예방 프로그램
김종기│베를린통신원, ki325@hanmail.net

학교폭력 행위 건수 자체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문제화된 사건들을 들
여다보면 잔인성의 정도가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
책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필

자는 작년에 이미 2회에 걸쳐‘세

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

계의 교육’
란에 독일의 학교폭력

이다. 초등학교는 1000명 중 4.9명으로

에 관한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따라서 특

폭행 사고 비율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집으로 꾸려지는 이번 호에는 글의 전개

으로 김나지움에서는 1000명 중 5.7명의

상 필요한 부분들을 지난 번 글에서 일부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 한편 골절상을 당

전재하면서, 한 해 동안 새로이 생겨난

한 비율에 의해 평가해 본다면, 싸움을

사건들과 이전 글에서 소개하지 못한 내

할 때 폭력성이 더 증가했다는 것은 확인

용을 추가하고, 무엇보다 독일에서 연

되지 않았으며, 모든 학교 형태에서 중상

구∙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 프

을 입은 수는 감소하였다.

로그램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2003년에는 전체적으로 9만 3295건의

슈피겔 온라인 2005년 6월 8일자는 전

싸움에 의한 사고가 보고되었는데, 그것

국상해보험연맹이 독일의 초등학교, 김

에 따르면 매일 250명의 학생이 폭행으

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 슐레, 특수

로 인해 부상을 입고 있다. 체육시간에

학교 전체 학생 830만 명을 대상으로 폭

발생하는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

력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였다. 이

고는 쉬는 시간의 학교 교정에서 일어났

에 따르면 1993년에 1000명 중 15.5명의

다. 싸움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이 가

학생이 폭행을 당했던 것에 비해 2003년

장 높은 집단은 11세에서 15세 사이의 남

에는 그 수가 11.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학생이었고, 또한 남학생의 폭력행위 비

한다. 특히 하우프트슐레에서 신체적 폭

율은 15.1%로 여학생의 7.1%보다 2배 높

력행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비

았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율은 10년간 1000명 중 48.6명에서 32.8

일어난 싸움질에 가담한 외국출신 학생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우

의 숫자가 1993년보다 줄었다.

프트슐레는 이렇게 폭력행위가 줄어들었
음에도 여전히 다른 학교보다 폭력 행위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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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잔인성 심각

2005년 1월까지 같은 학교에 학교심리상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우프트

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 행위 건수 자체

담사가 파견되어 다른 유사한 폭력 행위

슐레의 학생 5분의 1이 학교 동료를 의사

는 줄어들었음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는 몇 달간 잠잠하였지만, 이런 노력들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때린다고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된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국 실패로 나타났다. 그리

하며, 종합학교(Gesamtschule)에서

본다면 폭력 행위의 잔인성 정도가 심해

고 그 반의 다른 2명의 학생도 마찬가지

14%, 김나지움에서 8%의 학생이 최근 1

졌다. 지난 글에서도 소개하였다시피, 니

로 언어적 모욕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다

년간 신체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범죄학

더작센 주 힐데스하임의 베르너 폰 지멘

른 학교로 전학을 간 바 있었다.

교수 토마스 펠테스와 그의 연구팀은 보

스 직업학교 학생들은 동급생(17세)에게

이 이외에도 바이로이트의 작은 도시 크

쿰에 있는 8학년 학생 4000명을 대상으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작업

로이센(Creu�n)에서는 13세의 학생이

로 설문 조사를 한 바 있었다. 그 결과에

복 입고 샤워하기, 담배 삼키기, 학생들

같은 학교의 상급생과 다른 학교 상급생

따르면 학생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

앞에서 자위하기, 머리에 양동이를 씌우

등 네 명의 학생으로부터 몇 달간에 걸쳐

면 싸운다고 대답하였다. 설문에 응한

고 소방호스로 때리고 두드리고 짓밟기

상시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60%의 학생이 어떤 경우든 자신의 명예

등의 폭력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2004

가해 학생들은 빈 집을 골라 피해 학생을

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50%의 학

년 5월 기소)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 작

묶어두고 폭행을 가하면서 그 과정을 핸

생은 다른 학생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센 주 델리취(Delitzsch)의 에렌베르크

드폰의 비디오로 찍었다. 바이로이트 경

자신도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나지움에서는 9학년 학생 2명이 수학

찰청 대변인 토마스 슈미트에 따르면 이

이에 대해 펠테스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여행을 가서 잠자고 있는 급우의 아래 쪽

두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찍

미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명예의 손상에

이불을 들추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불을

은 그 과정들을 CD로 구워 학교 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붙여 아랫도리에 2도의 화상을 입히고,

서 학생들에게 팔았다고 한다.

런데 그에 따르면 이러한 폭력의 순환고

다른 한 학생이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은

뉘른베르크 에어랑겐 대학 심리학 교수

리에는 어떤 학생이 항상 피해자인 것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

프리드리히 뢰젤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아니다. 어느 날 폭력을 당한 학생이 그

려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처가 심

에서 잔인한 폭력은 흔하지는 않지만 예

다음에는 폭력 행위에 가담하기도 하며,

해져 견디기 힘들게 되자 겨우 어머니에

외적인 것도 아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 행위는 순환 고리

게 사실을 밝혔다.

1000명의 학생 중 13%의 학생은 폭행과

로 이어지기도 한다. 펠테스의 평가에 따

그런데 관할 교육구청에 따르면 이 학생

협박에 의해 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으

르더라도 최근 폭력 행위 건수가 증가하

은 몇 달 전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구타 및

며, 8%의 학생들이 칼이나 권총으로 위

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더욱 폭력적으

오줌 갈김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던

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로 되었다고 한다. 장난삼아 치고 박고하

학생이었다. 그리고 2004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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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보쿰(Bochum)의 루어(Ruhr)

는 것이 진짜 싸움으로 변하는 것이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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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가 성장하는 토대는

보다 훨씬 빨라졌고, 분위기는 더 거칠어

생, 인기가 없는 학생들이다. 공격적 태

가정, 사회, 학교이다. 학생들

졌고 불안은 더 커졌다.

도는 사춘기 연령의 나이에서 가장 빈번

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되

여기서 필자의 지난 글 중 일부분을 반

하며, 점점 더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공

복하여보자. 1995년 슈빈트의 연구조사

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는 것은 많은 부분은 가정과

(H.-D. Schwind 외 저 {학교폭력, 보쿰

서보다 대규모 학교에서, 시골 학교에서

사회가 원인을 제공한다. 건

의 예})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는 당

보다 도시 학교에서, 소규모 학급에서보

시 전체 1100만 명(1995년 추산)의 학생

다 대규모 학급에서, 외국인 학생이 적은

강하지 못한 사회가 건강하지

중 약 300만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에

곳보다 많은 학교가 폭력 행위가 더 많

못한 가정을 양산하고, 또한,

한 번 이상 무기를 소지하고 왔다. 무기

다. 특히 설문에 응한 교사들에 따르면

그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칼이며, 다음으로

교사들 19,5%가 독일학생과 외국 출신

사회를 만든다. 학교폭력의

최루가스, 가스총, 손가락에 끼우는 타격

학생 사이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았

고리, 총, 투척용 쇠구슬, 막대기가 이어

다고 한다. 그리고 폭력은 점점 더 난폭

졌다. 비슷한 시기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

해지고 있으며, 최근에 폭력 건수가 줄어

에 응한 베를린 학생의 26%는 스스로를

들었음에도, 1995년의 또 다른 연구에 따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소지한다고 대

르면 하우프트슐레에서는 당시를 기준으

답하였다. 당시 독일의 전체 학교 중 절

로 10년 전보다 두 배로 많은 학생들이

반에서 금품이나 의복을 강탈하거나 갈

폭행을 당하고 있다.

원인은 근본적으로 가정과 사
회에서 파생되어 나온다.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독일 전체 4
만 5000학교 중 4000개의 학교에서 여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학교폭력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이 일어났고, 성폭

지난 글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을

행 장소는 바로 학교였다. 슈빈트의 같은

간략하게 반복하면, 학생들의 공격적 행

연구에 따르면 보쿰 소재 학교의 12%에

위와 학교폭력은 하나로 통일될 수 없는

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약 70%가 남학

폭력 행위가 성장하는 토대는 가정, 사회

생이며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건수는

그리고 학교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공

90%가 남학생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

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되는 데에서 많은

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으며, 피해자는

부분은 가정과 사회가 원인을 제공하고

대개 신체적으로 허약한 학생, 소심한 학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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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평가, 교육에서의 소외, 가치와 규범의 상

가정에서 매를 맞는 아이들은 폭력을 문

실, 희망과 의미의 부재, 좌절과 실패에

제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기

대한 관용의 부족, 기술화, 지나친 기대,

쉽고,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

삶의 전망 상실, 매체에 가득 찬 폭력 등

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복합적으로

러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취하기 쉽

얽혀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

다. 이러한 가정에는 교육의 부족, 미숙

을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다.

련 직업, 실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뢰젤 교수는 폭력 원인은 다양

가난한 부모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

하지만, 무엇보다 비디오, TV, 영화에 나

업자 및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층을 위

타나는 폭력물이 학생들의 폭력성의 증

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일수록

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이 부모들이 받는 사회적 스트레스는 가

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중되고, 이런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다. 이렇게 본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에게 폭력적인 부모가 되기가 상대적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양산하고, 또한 건

로 쉽고, 또한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 쓸

강하지 못한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다.

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원인

앞서 거론된 뢰젤 교수 연구팀은 소위
‘불리(Bullie)’
라는 폭력 패거리, 즉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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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본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파생되
어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을 상시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한편 학교도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학생들을 연구하였는데, 그것에 따르면

곳이며, 또한 학생들이 최소한 9년(하우

실업자, 이혼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쉽게

프트슐레)에서 10년(레알슐레) 이상 머물

‘불리’집단에 끼이게 되며, 또한 가정에

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서 정서적 따뜻함이 없이 엄한 교육이나

또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모순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사들의 과중한 업

쉽게 폭력 패거리에 가담하게 된다.

무 부담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이 증가하

또한 공동체적 품성의 형성보다 경쟁을

면, 교사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추기는 사회, 사회 속에서 개인의 불안

문제를 긴밀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정한 삶, 물질주의적 가치관, 결과주의적

그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격

WORLD EDUCATION│GERMANY

적 태도와 폭력의 문제에 교사가 적극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교사가 학교
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못하고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
면 학교폭력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학생
들의 학교 성적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청소년 범죄연구보고서가
밝히는 공통적인 내용은 폭력 학생 가운

취하게 된다.

청하거나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

데에는 무엇보다 학교 성적이 나빠 유급

니더작센 범죄학 연구소장 크리스티안

실을 지적하였다. 이 학생들은 자유 시간

을 당한 학생이 많다. 폭력 학생은 하우

파이퍼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원

에 적극적인 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프트슐레의 남학생 집단과 학업장애가

인을 현재의 경쟁적인 학교 체제에서 낙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중 많은 학생들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학생

오한 학생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지적

은 무력감이나 좌절감 속에서 다른 사람

들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학교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개 하우프

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자 하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의

트슐레에서도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욕망을 키워간다는 것이다.

폭력적 태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취업준비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학교 교육은 여전히 인지 교육을

준다.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 필요

파이퍼에 따르면 이러한 학생들은 보통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언어나 수학, 논리

한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 유급 및 낙제,

의 학생들보다 더 빈번하게 가정 내에서

등의 과목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학

전학 등은 자아존중감의 침해로 이어지

어린 시절부터 폭력의 희생자였으며, 그

생들이 차후 기술적 재능도 훌륭한 재능

고 추후 직업을 가지는 데에서 기회의 감

들은 가족 관계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학

이라는 자부심과 자아존중감을 가지면서

퇴로 이어진다. 이렇게 학교에서 부적응

생들이 많다. 그는 이것이 문제를 더욱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

한 학생은 경쟁 사회에서 특히 문제를 안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

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공격

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성적

아가 파이퍼의 연구소는 취업준비 과정

적 성향을 유발할 수 있는, 삶에서 유해

이 나쁜 학생은 손상 받은 자아존중감을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하

하고 불필요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보상받기 위해서 쉽게 공격적인 태도를

루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TV를 시

고 할 수 있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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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 하우프트슐레에

뢰젤 교수에 따르면 학교와 학급 분위

사, 가족후원사, 폭력예방담당교사 등의

는 모든 학급에 분쟁중재자가

기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생들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체적∙정신적 이

게 나타나는 불량하고 야만스러운 말투

상 발달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빨리 발

와 행동거지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견하여 각자에 알맞은 교육 및 치료를 하

라는 봉사 그룹에서 매일 두

신호이다. 왜냐하면 언어적 폭력은 곧장

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각 일선학교는

명의 학생이 팀을 꾸려 오렌

쉽게 폭력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지정된 담당 병원과 네트워크으로 연결

리고 학생들의 폭력성에 큰 영향을 미치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사

는 것은 패거리에 속하게 될 때이다.

와 모든 학부모가 참가하는 학부모모임

있다.“때리지 말고 대화로”

지색 조끼를 입고 쉬는 시간
마다 교정을 돌아다니며, 싸
우는 학생들에게 대화로 문제
를 풀도록 도와준다.

(Elternabent)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필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조처와 프로그램
여기서는 지난 글에서 제시한 독일의
사례 중 우리에게도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간략하게 반복하고 그 사이 추가된 프로
그램의 예를 제시한다.

요한 경우에 매달 학부모정례회의
(Elternstammtisch)가 구성되어 교사
및 관계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앞에서 언
급한 파이퍼의 연구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가정 폭력을 파악하고 방지해야

1) 학교와 가정 폭력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한다고 지적하였다. 동 연구소에 따르면

만약 15세의 어느 아이가 공격적이고

학교에서 가정 폭력에 관해서 부모들과

폭력적인 아이라면 그 아이의 폭력적 성

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며, 특히 자식들

향은 훨씬 이전부터 잠재하고 있었거나,

을 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종

드러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폭

종 알지 못하는 이주민 가정의 부모와의

력을 예방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조기경

대화가 더욱 필요하며, 학교 외부에서 가

보체계가 중요하다. 즉 유치원이나 초등

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의 희생자이거나

학교가 폭력예방 교육에서 가장 의미 있

목격자인 청소년들이 언제나 전문가들을

고 효과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찾아가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더욱

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루어지는 폭력예방 교육 자체가 사회
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아과 의사, 학교심리상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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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작업장 프로그램
1993년부터 베를린 주정부는“미래가

WORLD EDUCATION│GERMANY

있는 청춘”
이라는 제목으로‘학생 작업장

토론을 통하여 작업 계획과 작업방식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학교 전체를 금

(Schulerwerkstatten)’프로그램을 시행

결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기 특성

연공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학교도 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눈에 띄게

화된 작업장에서 모형배 제작, 자전거 조

기고 있다. 이들은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증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공격적

립, 학교 가구 만들기, 공동 그림 그리기,

설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향과 폭력성의 증가에 학교와 사회가

콘서트 기획과 연습 등을 할 수 있다. 또

마약 소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바

한 음식 만들기에서 영화 편집까지 다양

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함부르크 주 교

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주목

한 기술을 세부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육부 장관 알렉산드라 딩에스-디리히는

적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 동료들과

도 있다. 이러한 학생작업장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축제, 견학,

함께 공동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계획하

공교육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공동체적

수학여행 등 수업 외의 모든 행사에서

고 작업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

토론 및 민주시민 교육을 다양한 사회 구

술, 담배, 마약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

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

성원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장하고 있다.

아존중감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

할 수 있겠다.

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1995년 현재 베를린에서

한편 무단 결석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3) 폭력예방을 위한 행정적, 법적 조처

몇몇 주에서는 경찰이 순찰을 통해 무단

는 전체 258개의 학생 작업장이 조직되

한편, 현재 학교법에 따르면 학생들이

결석학생을 발견하면, 바로 학교로 인도

어 있다. 그리고 작업장은 학교 시설을

반복적으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면 수

하여 교장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

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

한편 그 사이에 몇몇 연구서들은 경험을

이외의 프로그램 참가자는 일선 교사 외

다. 그리고 최근의 법원 판결은 어떤 학

토대로 하여 몇몇 프로그램을 제시하였

에도 작업장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생이 동료 학생을 실제로 폭행하지 않았

다. 그 중에서 소개할 만 것은 다음과 같

학부모, 교육청 직원, 각 분야 전문가, 미

어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협박하고 그것

이 추려볼 수 있겠다.

술가, 음악가, 기술자들이 교육자로 참가

이 실제 위협으로 여겨진다고 간주될 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있을 때, 그리고 해당 학생에게 벌 청소,

4) 학교의 분쟁중재자 제도와 폭력예방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아주 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있기 등 다른 조처가

양한데, 중요하게 지적할 만 것은 학생들

효과가 없을 때, 일정기간 수업에 참가하

앞에서 언급한 뢰젤 교수는 폭력의 발생

이 어떤 공동작업의 계획에서부터 완성

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폭력에 대응하

까지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여 작품 속에

하였다.

는 교육적 전략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프로젝트 기간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의향을 집어넣을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사협의회의

파악한다. 그는 역할 놀이, 분쟁 조정, 함

수 있고, 공동작업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결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교에서

께 정한 규칙 준수하기 등의 행동 트레이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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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그리고 또한 규칙을 어겼을 때, 일관

년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고

프로젝트는 학교에 따라“자기 확신과 강

되지만, 적대적이지 않은 대응 양식 등이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물었다.

하게 되기”
“네
(
속의 사자를 깨워라”
),

폭력예방에 의미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그 결과 프로젝트 기간 후에 70%의 학생

“주먹 안 쓰기”등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제시하였다.

이 학교폭력이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에

스케이트 경연대회, 록 콘서트 경연대회,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벽화 그리기 경연대회, 여학생 자기 방어

뢰젤 교수에 따르면 현재 많은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갈등 해결을 위해 폭력 이외
의 다른 대안을 찾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
다. 어떤 학교는 역할 놀이에 학생들을

코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개설하
5) 오버러 라인가우(Oberer Rheingau)
폭력예방위원회의 상설 프로젝트

고 있다. 또한 학부모 교실 프로젝트, 청
소년 매점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프로젝

참가시키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에게

라인강 상류 엘트빌(Eltville) 시, 발루

행동양식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 기간

프(Walluf), 키트리히(Kiedrich)로 이루

이를 통해 폭력예방위원회의 어린이∙

을 운영하기도 한다. 보쿰에서는 경찰청

어진, 전체 인구 2만 7000명 가량의 작은

청소년∙학교 분과는 어린이의 자아존중

의 주도로 학교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지방 오버러 라인가우는 1998년 "오버러

감, 자신감을 일깨우고 북돋워주며, 청소

학생들에게 서로 시비가 생길 때 행동하

라인가우 폭력예방위원회"를 창설하였

년의 정열적 충동이 건강한 에너지로 발

는 방식을 가르치는 (폭력 없이 강하게)프

다. 동 위원회 속에는 범죄∙무단침입∙

산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확대하고자

로그램을 이미 10년 간 동안 제공해 오고

절도∙외국인 적대행위방지 분과 그리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 분과는 학교폭력

있다.

어린이∙청소년∙학교 분과의 두 분과가

의 문제가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

구성되어 있다.

라는 인식 하에서 학교와 학부모를 둘러

그리고 뉘른베르크의 비스마르크 하우

트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프트슐레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도울 수

그 중 어린이∙청소년∙학교 분과는 지

싼 지자체 전체가 학교폭력을 지역공동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학교의 모든

방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모든 중등학

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위해 지

학급에는 분쟁중재자가 있다. "때리지 말

교, 특수 학교, 학교 학부모 위원회, 교육

역공동체 전체를 실질적으로 아우르는

고 대화로"라는 명칭을 내 건 봉사 그룹에

자문 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후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고

서 매일 두 명의 학생이 팀을 꾸려 오렌지

원회, 어린이 보호 연맹, 출판소, 여성∙

있다.

색 조끼를 입고 쉬는 시간마다 교정을 돌

어머니 모임, 지방법원, 검찰청, 지자체

아다니며, 싸우는 학생들에게 대화로 문

대표, 교회 대표, 경찰서, 정신병원, 라이

제를 풀도록 도와준다. 앞의 펠테스 교수

온스 클럽 등등의 모든 제도를 네트워크

에 따르면 이러한 분쟁조정 프로그램과

로 연결해 두고 있다.

프로젝트 기간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이를 바탕으로 동 분과는 각 학교 단위

데 효과적이었다 한다. 그는 보쿰의 8학

에서 상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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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대불가 선언, 성인 책임 강조
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연구특임실장, phi@kedi.re.kr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이 심하지 않은 나라인 노르웨이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한다.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교육기관, 학교, 가정 등에서 성
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

근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있는 학교폭력은 이미 일본이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학교폭력 문제는 1982년 3명의 학생이

인식되어 왔다. 노르웨이에서도 1980년대

학교폭력으로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

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언론, 교사와 학부

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 사건이 출

모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1982년 청소

발점이 되어 정부가 폭력 근절을 위한 노

년 세 명이 학교폭력 문제로 자살한 사건

력을 시작하였다. 즉, 이 사건을 계기로

을 계기로 하여 노르웨이 정부는 학교폭

폭력행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강하게

력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와 프로그

제재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램 개발, 예방 대책 마련 등 학교 폭력 예

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하에 집

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노르웨이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예방

국가 수준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때

과 근절을 위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살펴

부터 교육부 주도하에 모든 초등학교와

보고자 한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학교폭
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학

1982년 자살사건 계기로 캠페인 전개

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이 개발,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

적고 복지정책이 철저한 국가로, 학교폭

처하기 위한 대책 및 방안에 관한 연구들

력 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도 수행되었다.

을 펴왔다.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및

때 사회적인 불평등 상황이 심하지 않기

근절 프로그램 개발은 1970년대 초부터

때문에 사회적 불만도 적은 편이다. 그럼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

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에서도 학교폭력

로 연구해 온 베르겐 대학의 심리학 교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인 관심 속

인 올베우스(D. Olweus)의 주도하에 수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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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베우스의 프로그램은 기존
의 학교 환경을 재구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태도

행되었다.
올베우스에 의해 이루어진 학교폭력 예

입이 필요조건인데, 그러한 개입은 다양

방 및 근절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학교, 학급,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루어진다. 즉, 올베우스의 프로그램은

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관
계와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이처럼 프로그램은 성인들의 의식 및 개

1)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
올베우스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키고, 2) 교사와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3) 폭

베르겐 대학의 심리학자 올베우스에 의

력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학교

해 개발된 학교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및

4)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구성원인 교장, 교사, 교직원

근절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 당국이 적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 절대적인 협조와 역할이

극적으로 학생들의 동료관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은 크게 학교 수준, 학급 수준,

학교를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로 만들 책

개인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각 수준별 예

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학생들이 안심하

방 활동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데

다음과 같다.

필요하다.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예방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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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수준의 예방 활동과 대책

원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대

첫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상으로 하며, 이차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의 성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를 실시한다. 무기명으로 실시되는 설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문조사는 학교에서 부모의 참여를 촉진

있다. 즉,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학

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교 환경을 재구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을 고취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

행동과 태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적인 방법이다.

관계와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

둘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대책

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성공

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협의회 (school

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적

conference day)를 소집한다. 학교협의

으로 학교 구성원인 교장, 교사 및 교직원

회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학교폭력

의 절대적인 협조와 역할이 필요하다.

예방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

WORLD EDUCATION│NORWAY

록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이 협의
회에는 교장, 교감, 학교 폭력 전담교사,
학교폭력위원회, 부모와 학생이 참여하
여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학교의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다.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
련된 모든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하며, 학교 행정가(교장이나 교감), 학년
별 교사 대표, 상담가, 학교 정신건강 전
문가 또는 학교 심리학자, 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한다.

2) 학급 수준의 예방 활동과 대책

규칙을 위반했을 때 수반되는 부정적인

넷째,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첫째, 학생들이 괴롭힘에 반대하는 학급

결과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쉬는

규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학교폭력 문제

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학급회의에서

시간과 점심시간 등 학교폭력이 발생할

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교실 분위기를 만

학생들은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관한 비

수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

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을

디오를 보거나 에세이 쓰기, 역할 놀이

한 체제를 구성한다.

통해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대한 간단한

등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괴롭힘 등 학

다섯째, 학부모와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규칙(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

교폭력에 관한 피해 실상과 대처 방법에

통해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히지 않는다,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협조를 구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

구를 도와준다 등)을 함께 만들고 시행해

셋째, 부모와 만남 등 부모의 적극적인

는 데는 부모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

참여를 유도한다. 학급 수준에서는 교사

해서는 학교에서 부모와 만남의 기회를

해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

와 부모가 만나 학교 폭력에 관해 토론하

만들거나 교사와 부모가 전화 통화나 개

감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것이 필요하나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별적인 면담을 하는 방법, 부모에게 학교

둘째, 정규적인 학급회의를 운영함으로

피해자인지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하지

폭력에 관한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써 학생들이 친사회적인 행동규범에 대

방법 등을 통해 학교가 학교 폭력을 막기

한 공감능력과 지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

학급회의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괴롭힘

3) 개인 수준의 예방 활동과 대책

리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고 있다.

등 학교폭력에 대한 규칙을 분명히 하고

학급에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의 문제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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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동정심, 관용, 인

가 있는 경우 무엇보다 교사는 초기에 개

이 또 다시 괴롭힘을 당한다면 즉시 보고

간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가

입하여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로 파

중요하다.

셋째, 교사가 학급에서 다른 학생을 괴

첫째, 가해자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롭히는 학생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악했다. 2002년에 진행한

행동은 절대 수용될 수 없으며 괴롭히는

발견했을 때에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즉

Values in Schools는 학교에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

각적으로 연락을 취해 그 상황에 대해 알

학생 여러 명이 괴롭히는 행동을 하고 있

리고, 교사와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서 가치 인식과 가치를 진작

다면 개별적으로 만나 상담하되, 빠른 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

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에 만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면담하

다. 또한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가해 학생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는 동안 가해 학생들이 그들끼리 만나서

의 부모에게 자녀의 그러한 행동을 심각

골자로 한 캠페인으로 성공적

이야기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방

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

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폭력 가해

러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묵인하지 않

학생들과의 면담시 주의할 점으로는 가해

을 것이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할 필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축소시켜

가 있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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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

넷째, 가정에서도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과의 면담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따르는 행동을 하면 칭찬과 강화를 해주

종합해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고, 규칙을 위반하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것이 중요하다.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둘째, 피해자와 면담시 피해자들이 폭력

다섯째, 자녀와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에 관한 에피소드와 다양한 측면에 대해

보내고 자녀의 행동을 모니터한다. 즉, 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격려한다. 이

녀의 친구가 누구이며, 어디서 주로 시간

때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에게 그들을 돕

을 보내며, 무슨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갖

고 더 이상의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지 않

도록 한다.

게 도와주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여섯째,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여 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적절한 방식으로 재능을 개발하도록 도와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해당 학생의

준다.

부모가 자주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하게

일곱째, 자녀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해당 학생

록 도와준다. 새로운 환경은 괴롭힘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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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던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고

의 경우)가 많았으며, 가해자의 공격적 성

정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을 변화시킬 수

향은 보호자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 감정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

이나 태도, 보호자가 아이의 공격적 성향

라서 아동이 학급의 친구들과 접촉하도

을 묵인하거나 체벌과 같이 힘으로 아이

록 도와주거나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할

를 가르치려 한 경우, 아이가 갖고 있는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기본적 성향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개발∙적용

넷째, 강하고 나이가 많은 학생들보다
약하고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1982년에 발생된 학교폭력 문제 이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

노르웨이 정부는 교육부 주도하에 베르

력 피해자의 80%가‘자신이 심약하고 무

겐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42개교를 대

능력하여 공격당해도 반박하지 못한다’

상으로 1983년 5월에 국가 차원의 학교

고 토로하였다.

폭력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터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해 노르웨이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

과 같다. 첫째,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학

고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 차원

생들이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45�50%

에서 베르겐 지역 42개 학교를 대상(프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질서정연해지고, 사

였으며, 지속적인 폭력 피해 학생도 15�

그램 시행 전 1983년 5월 기초조사 및 프

회관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

17% 정도로 나타났다.

로그램 시행 이후 1984년과 1985년 5월

며, 학교 활동과 학교에 대해서도 보다

각각 재조사 실시)으로 프로그램 실시 효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

과를 측정하였다.

등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둘째,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및 폭력 유
형은 주로 놀리기, 상징적 인격모독(침 뱉
기 등)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배 이

그 결과 1983년에 비해 2년 후인 1985

가 증진되었다. 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상 학교폭력을 자행하거나 당할 확률이

년에 남녀학생의 집단 괴롭힘과 폭력 피

효과는 1년짜리 프로그램보다 2년 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약 50% 정도 현격하게 감소된 것으

그램이 더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

셋째, 폭력 가해자의 성향은‘정서적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보고에 의하

노르웨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로 불안하거나 근심이 있는’학생보다는

면, 기물파손, 싸우기, 도벽, 무단결석 등

집단 따돌림에 초점을 둔 최초의 프로그램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힘세고 공격적 성

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되었으며,

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세계 16개국

향을 가진 학생’
들인 경우(특히, 남학생

학급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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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예방 프로그

다고 말한다. 가해 학생들은 더 이상 드

램을 참고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및

러 내놓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여

치료 프로그램 개발∙적용하고 있다.

기저기서 조용하고 심리적인 학교 폭력

이와 같은 노르웨이의 초, 중학교 학생

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프로

1995년에서 2001년까지 노르웨이의 학

그램 시행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학교폭

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

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제대로 고

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안되고 시행된 프로그램이 단기간에도

다. 즉, 2001년도 조사에 의하면 노르웨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의 10세�13세의 아동 중 2001년도 상

는 믿음을 갖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또

반기(6개월) 동안 1,2회 이상 학교폭력을

한 교사, 학부모 등 성인들의 참여와 관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은 10세의 경우

리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중요한 역

12.5%, 11세 11%, 12세 9.5%, 13세 10%

할을 담당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함께

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달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전 아동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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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프로그램,

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 배제

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학

그동안 노르웨이 정부는 주기적인 학교

교폭력에 대한 대처 및 정책방안의 일환

폭력 실태 파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으로 학교에서 각종 경기나 경연대회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통해 학교 폭력을 추

을 통한 공정한 경쟁 등을 중시하고 학교

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폭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관 교육을 실

력 행위 자체가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

시하고 있다.

는 노르웨이 정부의 메시지는 학교폭력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은

의 발생율이 감소되고 교실 내 학교폭력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닌 스포츠, 문화,

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긍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네

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트워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학령기

그러나 일선 학교의 학생들은 실제로

이전 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과 학부모

학교폭력 문제가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

들은 아동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

WORLD EDUCATION│NORWAY

절, 상호존중, 인간존중 등을 중요한 가

선언문의 핵심은 학교폭력 절대불가

치로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통합교육

(Zero tolerance for bullying)이며 학령

을 통해 장애아동으로부터 직접 그들의

기 이전의 교육기관, 학교, 가정 그리고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기타 다양한 활동의 장에서 성인들의 책

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긍정적으로

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생과 학부모

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은

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페어플레이 정신, 상호 존중의 정신을 자

가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폭력 방

극하는 데 기여하다고 본다.

지를 위해 협의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학

이처럼 노르웨이에서는 학교폭력을 동

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하는

정심, 관용, 인간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

등 학교, 성인들의 역할과 개입을 중요하

과 함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로 파악한다. 그

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래서 많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

을 위한 대책으로 Zero 프로그램을 운영

한 작업은 방지수단 연구와 더불어 가치

하고 있다.

첫째, 학교폭력을 야기하는 요인과 학교
폭력 결과를 규명하고 둘째, 학교폭력 방

를 인식시키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강화

2003년부터 운영되어 2006년까지 수행

지를 위한 정책을 구안하여 그 효율성을

시키고자 한다. 2002년에 진행되었던 전

되는 Zero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방지를

평가하고, 셋째, 각 국가의 학교폭력 관

국가적 프로젝트인 Values in Schools은

위한 정부의 시도 중 하나로서 중앙정부로

련 전문가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교에서의 가치 인식과 가치를 진작시키

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Stavanger 대학

정보를 공유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

행동연구센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근절시킨다.

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역시‘학교폭력에 대한 관용’
은

이러한 제안은 이 후 2004년 10월 25일

2002년까지 진행되었던 학교폭력 추방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학교폭력을 감소하

부터 26일에 걸쳐 개최된 OECD 제74차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Kjell

고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처

교육위원회에서‘학교 괴롭힘과 폭력’
에

Magne Bondevik 총리는 학교폭력이 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관한 각국의 경험을 상호 학습하기 위하

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 노르웨이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학교

않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를 학교폭력

또한 2004년 6월 Stavanger에서 열린

괴롭힘과 폭력’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을

의 완전한 추방에 두고 최근 학교폭력 또

OECD 회의(Conference on Bullying in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노르

는 괴롭힘을 추방하기 위한 반 학교폭력

Schools)에서 노르웨이는 자국의 학교폭

웨이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문을

력 근절 노력뿐 아니라, 전세계의 학교폭

국가 간 역할과 기능 적립, 협력 방안에

발표한 바 있다.

력 예방에 뜻을 같이 하는 OECD 국가들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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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감소, 교육환경 꾸준한 개선
박현정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실장, hjpark@kedi.re.kr)

2005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통계기본조사와 교육통계연보의 주요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2005년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교육통계기본조사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도서관 등의 교육행정기관 등 2만여 개 기
관을 대상으로 학생, 교원, 시설, 교육행정 및 재정, 사회교육, 사설학원, 학생체력 현황 등에 대한
교육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교육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표1) 학교수 (1965~2005)
전체학교수

(단위 : 교)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1965

8,339

7,575

423

5,125

1,208

701

48

70

1970

9,792

9.078

484

5,961

1,608

889

65

71

1975

10,939

10,270

611

6,367

1,967

1,152

101

72

1980

11,550

11,054

901

6,487

2,100

1,353

128

85

1985

17,391

16,954

6,242

6,519

2,371

1,602

120

100

1990

19,585

19,070

8,354

6,335

2,474

1,683

117

107

1995

19,775

19,521

8,960

5,772

2,683

1,830

145

131

2000

19,031

18,768

8,494

5,267

2,731

1,957

158

161

2001

19,058

18,788

8,407

5,322

2,770

1,969

158

162

2002

19,124

18,853

8,343

5,384

2,809

1,995

159

163

2003

19,258

18,963

8,292

5,463

2,850

2,031

158

169

2004

19,381

19,084

8,246

5,541

2,888

2,080

158

171

2005

19,586

19,282

8,275

5,646

2,935

2,095

158

173

�주 : 전체학교수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중,고),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학, 교
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 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및 대학원대학 등 모든 학교급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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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생수는

우리나라의 학교 총수는 1965년의 8,339개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0년 이후에는 소폭

2002년도까지 증가세

의 증감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총수는 19,586개로서 1990년 대비 1개교

를 유지하였으나 2003

가 증가하였으며, 전년에 비해 205개교가 증가하였다.

년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6926명이 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치원 수는 1965년에는 423개원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까지 꾸준
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어린이집이 양산되면서 유치원 수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초
등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1985년 이후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의 영향 등으로 인하
여 학교수가 감소추세로 반전하여 2005년에는 1995년에 비하여 2.2% 감소하였다. 중학교 수는

소한 11,934,863명을

196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05년도에는 2,935개교로 학교수가 196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

나타냈다. 이는 유치

였으며, 고등학교 수 역시 1965년에 701개교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원, 초등학교, 전문대

1979년의 초급대학, 전문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간호학교 등이 개편∙승격된 것으로서, 전문대

학의 학생수 감소로 인

학 수는 1965년 당시 48개교에서 1980년 128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후 1990년까지 잠시 감소

한 것이다. 단, 현재 중

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학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에 158

등학교 학생에 해당하

개교가 되었다. 4년제 대학 수는 1985년 이후부터 학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65년에 불과 70개

는 학령인구는 증가추
세에 있어 중∙고등학
교의 학생수는 증가하

교였던 4년제 대학이 1985년에는 100개교로, 2000년에는 161개교로, 그리고 2005년에는 173개
교로 점차 증가하였다.
(표2) 학생수 (1965~2005)

였으며, 2004년에 이

(단위 : 명)

전체학생수

계

1965

6,376,931

6,267,585

19,566

4,941,345

751,341

426,531

23,159

105,643

1970

8,008,147

7,860,659

22,271

5,749,301

1,318,808

590,382

33,483

146,414

1975

9,236,092

9,052,798

32,032

5,599,074

2,026,823

1,123,017

62,866

208,986

반면 대학의 학생수는

1980

10,634,680

10,461,254

66,433

5,658,002

2,471,997

1,696,792

165,051

402,979

증가하였다.

1985

11,466,563 11,280,420

314,692

4,856,752

2,782,173

2,152,802

242,117

931,884

1990

11,421,575 11,206,600

414,532

4,868,520

2,275,751

2,283,806

323,825

1,040,166

1995

11,511,211

10,831,711

529,265

3,905,163

2,481,848

2,157,880

569,820

1,187,735

2000

11,923,964

11,075,932

545,263

4,019,991

1,860,539

2,071,468

913,273

1,665,398

2001

11,936,398

11,059,183

545,142

4,089,429

1,831,152

1,911,173

952,649

1,729,638

2002

11,957,388 11,060,028

550,256

4,138,366

1,841,030

1,795,509

963,129

1,771,738

2003

11,954,638

11,077,829

546,531

4,175,626

1,854,641

1,766,529

925,963

1,808,539

2004

11,941,789

11,072,249

541,713

4,116,195

1,933,543

1,746,560

897,589

1,836,649

2005

11,934,863

11,050,732

541,603

4,022,801

2,010,704

1,762,896

853,089

1,859,639

어 2005년에도 전문대
학의 학생수는 감소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주 : 전체 학생수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중,고),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학, 교
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전문, 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및 대학원대학 등 모든 학교급이 포함됨.

우리나라의 학생수는 2002년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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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비해 약 6,926명이 감소한 11,934,863명을 나타냈다. 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전문대학
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것이다. 단, 현재 중등학교 학생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어
중∙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전문대학의 학생수는 감소한
반면 대학의 학생수는 증가하였다.
(표3) 교원수 (1965~2005)

(단위 : 명)

전체교원수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965

125,079

119,056

1,402

79,164

19,067

1970

169,429

161,727

1,660

101,095

31,207

1975

213,524

203,710

2,153

108,126

46,917

1980

253,736

244,871

3,339

119,064

54,858

고등학교
14,108

전문대학

대학

771

4,544

19,854

1,385

6,526

35,755

2,284

8,475

50,948

4,866

11,796
19,808

1985

312,935

300,335

9,281

126,785

69,553

69,546

5,362

1990

384,692

369,189

18,511

136,800

89,719

92,683

6,139

25,337

1995

426,766

405,307

25,576

138,369

99,931

99,067

8,426

33,938

2000

427,337

418,602

28,012

140,000

92,589

104,351

11,707

41,943

2001

433,619

424,595

28,975

142,715

93,385

104,314

11,897

43,309

2002

452,387

443,090

29,673

147,497

95,283

114,304

12,156

44,177

2003

467,013

457,157

30,290

154,075

99,717

115,829

11,974

45,272

2004

475,644

464,320

30,206

157,407

101,719

116,111

11,872

47,005

2005

484,612

472,649

31,033

160,143

103,835

116,411

12,027

49,200

�주 : 1)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수는 충(학)장과 전임교원의 합임.
2) 전체교원수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정학교(중,고),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 등 모든 학교급이 포함됨

2005년도 전체 교원수는 484,612명으로, 학교수와 학생수의 증가 및‘7∙20교육여건개선계획’
등에 힘입어 매년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치원 교원수는 1965년 1,402명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30여
년간 22배 이상 증가하여 2005년에는 31,033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수 역
시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160,143명의 초등학교 교원과 116,411명의 고등학교 교원이 근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던 교원수가 1995년에 99,931명으로 정
점을 이룬 후에는 1990년대 후반에 조금 감소하였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는 103,835명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1965년 771명에서 2002년 12,15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1970년대와 1990년대는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3년, 2004년에 소폭 감소되다가 2005년 현재 12,027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55명이 증가하
였다. 이에 비하여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196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 현재 49,200
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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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의 학급당 학
생수를 살펴보면, 초등

2.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표4) 학급당 학생수 (1965~2005)

학교 41.4명, 중학교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65

65.4

60.7

57.1

1970

62.1

62.1

58.2

1975

56.7

64.5

58.6

1980

51.5

62.1

59.8

2001년에 시행된‘7∙

1985

44.7

61.7

56.9

1990

41.4

50.2

52.8

20교육여건개선계획’

1995

36.4

48.2

47.9

2000

35.8

38.0

42.7

2001

35.6

37.3

39.7

2002

34.9

36.7

33.9

50.2명, 고등학교 52.8
명으로서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의 영향으로 각 학교급
의 학급당 학생수가 현
저히 감소하여, 2005

2003

33.9

34.8

33.1

2004

32.9

35.1

32.7

년에는 초등학교 31.8

2005

31.8

35.3

32.7

명, 중학교 35.3명,
고등학교 32.7명으로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

1990년도의 학급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1.4명, 중학교 50.2명, 고등학교 52.8명으로
서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01년에 시행된‘7∙20교육여건개선계획’
의 영향으로 각 학
교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초등학교 31.8명, 중학교 35.3명, 고등학교

선되고 있음을 알 수

32.7명으로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있다.

(표5) 교원 1인당 학생수 (1965~2005)
유 치 원

초등학교

(단위 : 명)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1965

14.0

62.4

39.4

30.2

30.0

23.2

1970

13.4

56.9

42.3

29.7

24.2

22.4

1975

14.9

51.8

43.2

31.4

27.5

24.7

1980

19.9

47.5

45.1

33.3

33.9

34.2

1985

33.9

38.3

40.0

31.0

45.2

47.0

1990

22.4

35.6

25.4

24.6

52.7

41.1

1995

20.7

28.2

24.8

21.8

67.6

35.0

2000

19.5

28.7

20.1

19.9

78.0

39.7
39.9

2001

18.8

28.7

19.6

18.3

80.1

2002

18.5

28.1

19.3

15.7

79.2

40.1

2003

18.0

27.1

18.6

15.3

77.3

39.9

2004

17.9

26.2

19.0

15.0

75.6

39.1

2005

17.5

25.1

19.4

15.1

70.9

37.8

�주 : 1) 전문대학 및 대학은 전임교원(총학장 포함) 1인당 재적 학생수임.
2) 전문대학과 대학에는 교육대한 산어대학, 각종 학교(전문, 대학), 대학원,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및 대학원
대학이 미포함됨.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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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65년에 65.4명으로서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
나, 이후 교육 여건 개선 노력에 의해서 점차 감소되어 2005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31.8명이 되
었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65년 당시 60.7명이었는데, 이후에도 중학교의 과밀학급은 줄어
들지 않다가 1990년 이후에야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4.8명에 이
르렀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 2005년에 다시 증가하여 2005년도 학급당 학
생수는 35.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0.2명 증가되었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65년 57.1명
이었는데 이후 약간의 증가 현상을 보이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05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2.7명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5년 유치원 17.5명, 초등학교 25.1명, 전문대학 70.9명, 대학 37.8명으
로 나타나 작년대비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중학교는 19.4명, 고등학교는 15.1명으로 2004년에 비
해 각각 0.4명, 0.1명 증가하여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
은 학교급은 고등학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학교의 교육
여건을 좌우하는 지표들은‘7∙20교육여건개선계획’
의 영향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965년도와 비교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두 교원 1인
당 학생수가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1965
년보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진학률
(표6) 진학률 (1965~200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일반계고→
고등교육

실업계고→
고등교육

54.3

69.1

32.3

43.0

1970

66.1

70.1

26.9

40.2

9.6

74.7

25.8

41.5

8.8

1980
1985

77.2
95.8

16.7

84.5

27.2

39.2

10.1

90.7

36.4

53.8

13.3

1990

99.2

95.7

33.2

47.2

8.3

1995

99.8

98.5

51.4

72.8

19.2

2000

99.9

99.5

68.0

83.9

41.9

99.5

70.5

85.2

44.9

99.5

74.2

87.0

49.8

99.7

79.7

90.1

57.6

2001
2002
2003

99.9
99.9

2004

99.9

99.7

81.3

89.8

62.3

2005

99.9

99.7

82.1

88.3

67.6

�주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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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고등학교

1965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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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중학교,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1995년에 이미 90%가 넘은 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1인당 학생수 등 학교

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도 계속 증가하여 2004년에 80%를 넘어서 현재 82.1%인 것으로

의 교육 여건을 좌우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하는 지표들은‘7∙20
교육여건개선계획’
의
영향으로 계속 개선되

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2003년 90.1%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업계 고등
학교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 50%를 넘어섰으며 2005년 2
월 졸업생의 경우에는 67.7%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
한 새로운 성격 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교원 1
인당 학생수를 1965년

4. 교육정보화 현황
(표7) 컴퓨터 1대당 학생수 (1991~2005)

(단위 : 명)

도와 비교하면, 초∙
중∙고등학교에서는
모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절반 이하의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1991

54.8

65.7

103.5

27.5

1992

44.8

55.1

74.9

21.0

1993

39.3

47.9

60.8

19.2

1994

31.8

43.1

47.3

18.3

준으로 줄어들었으나,

1995

27.0

34.4

41.3

13.6

유치원과 고등교육기

1996

25.8

28.3

37.0

11.0

23.1

23.1

30.9

8.0

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1997
1998

19.3

19.5

(12.2)

-

1965년보다 교원 1인
당 학생수가 많아진

1999

14.1

11.3

14.5

4.1

2000

14.4

10.6

11.7

3.6

2001

10.0

7.1

7.5

2.7

2002

8.3

6.2

6.1

2.2

인 관심을 기울여야

2003

8.0

6.1

5.9

2.2

2004

8.0

6.0

5.9

2.1

할 것으로 보인다.

2005

7.2

6.1

5.6

2.1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주 : 1) 컴퓨터 1대당 학생수 = 학생수/컴퓨터대수
2) 컴퓨터는 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교원연구용 컴퓨터를 합한 것임 (1991~1995년에는 교원연구용 컴퓨터 불포함).
3) ( ) 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합한 숫자임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교육정보화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척도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컴퓨터
교육강화계획’
에 따라 컴퓨터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에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2002년
까지 급격히 감소해 왔는데, 이후에는 컴퓨터 보급대수의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 컴퓨터 1대당 학생수의 감소폭은 둔화된 반면, 펜티엄 4 이상의 기종 비율이 증가하였다.
2005년 현재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7.2명, 중학교 6.1명, 일반계 고등학교 5.6명, 실업
계 고등학교 2.1명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것
2005 Sept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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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습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 현재 펜티엄4 이상 컴퓨터 수가 초등학교 270,610대, 중학교 153,812대, 일반계 고
등학교 111,474대, 실업계 고등학교 137,840대로 나타나 초∙중∙고 모두에서 작년 대비 30% 이
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보화의 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교육정보화 질 향상 현황

5. 교육재정 규모
교육재정 규모는 국가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규모는 1965년
당시 약 153억 원이었으나 그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1995년에는 약 124,960억 원에 달하
였고, 2005년 현재 교육재정의 규모는 279,82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
5,82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림2)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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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흐름을 꿰뚫어야

교육의 미래가 보인다!

5

7

6

8

▶ 펴낸 곳 : 한국교육개발원 연계체제운영실
▶ 구입 문의 : 하우출판사 (02)922-7090/ www.hawoo.co.kr
▶ 각권 판매 가능

『교육정책포럼라이브러리 5�8권』
에서는 ER&D Network『교육정책포럼』
(www.eduforum.re.kr)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았던 2004년의 교육이슈들을 총 망라하였습니다.
교육학자의 냉철한 분석,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생생한 경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선과
풍부한 아이디어, 세계 각국의 교육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제5권 세계로 가는 길, 교육을 만나다 (정가 10,000원)
▶‘벙어리 영어를 탈피하려는 중국’
,‘이류학교가 없다는 프랑스’등 세계 각국의 흥미진진한 교육이야기

5

8

■ 제6권 생각을 바꾸면 교육이 달라진다 (정가 12,000원)
▶ 소방수로 등장한 EBS, 고등학교 교사의 억울하다는 하소연 등 2004년 교육계 핫 이슈

7

6

■ 제7권 이런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정가 10,000원)
▶ 평준화 보완? 폐지?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 등의 물음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대답

■ 제8권 테마가 있는 교육이야기 (정가 12,000원)
▶ 소아∙청소년 정신과의사에게 듣는 교육이야기, 국회교육위원장이 제시하는 교육 비전, 빌 게이츠를 키워낼 영재교육
등 다양한 교육 테마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

『교육정책포럼라이브러리 5�8권』
은 우리교육을 사랑하고 교육의 내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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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Hompage│www.kedi.re.kr
교육정책 정보의 보고입니다

연구보고서 : 본원 30여 년의 연구물 4,000여 종
정기간행물 : 교육정책포럼, 교육개발, 한국교육, 한국교육평론, 교육통계 연보 등
KEDI 소장 교육관련 자료 및 주요 도서관 자료 검색(전자도서관)
KEDI 설문조사 DB : 본원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DB화하여 필요시 이용자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 가능
교육관련 기사 검색 기능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정책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현안 문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e-mail 의견 조사 및 정책제안 접수
정책토론방 : 주요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
연구보고서 비평쓰기 : 본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에 대한 비평 기능

회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이폴더 가능 : 스크랩한 자료 저장 및 열람 기능, 디렉토리 기능
메일링 서비스 : 교육정책 포럼, 교육개발, 행사 및 세미나 등
* KEDI 회원에 가입하시면 교육관련 뉴스를 매일 오전 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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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연구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