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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 국가간 비교의 필요성 및 기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학생은 교육을 통해 전인적 

인격체로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훈육

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훈육의 과정에

서 때때로 발생하는 체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학생의 생활지도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측과 비록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행동이

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체벌의 허

용 또는 금지를 둘러싼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오늘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

가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문제이다.

본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의 체벌에 대한 현행 실정

법의 입장과 학교에서 발생한 체벌 사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외국 

사례 분석은 현재 국내 교육계에서 학생인권 보장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체벌 금지에 

관한 논의를 막연히 허용해야 한다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

이며 객관적인 논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가 제시하

는 각 국가들에 있어서 체벌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 갈등을 겪고 있는 체

벌금지에 대한 대응 방향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체벌과 징계의 개념

통상적으로 학교에서의 체벌(體罰)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

을 수반한 징계’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교원이 교육활동 중 특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직접적이란 의미가 특정의 물리적 도구 또는 교사 본인의 신체 일부분을 사용하여 학생

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접촉과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면, 간접적이란 학생에 대한 신체 접촉 없이 

학생 스스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자세 또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즉, 체벌은 ‘회초리’ 등으

로 직접 타격하는 벌뿐 아니라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게 하는 등 신체에 간접적 고통을 

주는 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교수‧학습활동에서의 배제, 표

창‧장학금 추천 대상에서의 제외와 같은 불이익도 교원이 학생에게 가할 수 있는 벌에는 해당하

지만 이를 체벌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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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징계는 체벌과 구분된 개념이다. 징계가 법적 효과를 갖는 처분으로서 학교장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이라면, 체벌 그 자체는 법적 효과가 없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학교장 뿐 아니라 일

반 교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시행

령 제31조는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징계의 종류로는 학교내의 봉사, 사

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이 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

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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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실태

우리나라에 있어서 체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현행 교육관계법상 체벌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제기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학생징계에 대한 규정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이 

그 근거로 언급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학교의 장은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그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반대해석하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다만,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에서의 체벌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체인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체

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의 의견임을 전제로 밝힌, 체벌금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서울시교육청, 2010).

○ 현행 법체계상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허용되지 않음

- 헌법 제10조1)(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7조제2

항(기본권 제한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의하여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음

  -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현재 국내법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UN아동인권협약 제19조제1항2)은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의무지우고 

있음

  - 체벌의 근거조항이라 일컬어지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3)은 체벌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

고 있으며, 제18조의44)은 학교의 장에게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

여하고 있음.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

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4) 학교의 설립자‧경 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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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학교에서의 체벌을 둘러싼 국내법의 태도에 대한 해석 다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

고의 헌법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등의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

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

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

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0.10.30. 90

도1456 판결5))함으로써 그 기준을 일응 제시하고 있다. <이하 생략> (헌재 2000.01.27, 99헌마481).

또한, 헌법재판소는 후속 판례에서 사회통념상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 는바 아래와 같다.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

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헌재 2006.07.27, 2005헌마1189).

대법원의 경우, 학교에서의 체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형법상 폭력죄 등에 해당하나, 그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정당행위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판례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

5)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

덩이를 두 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10.30. 90도1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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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에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

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대법

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

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

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

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

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

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

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

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

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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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6)

1. 학생체벌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체벌의 법적 허용 여부 

2002년 전미(全美)체벌근절위원회(National Coalition t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NCACPS)는 체벌(corporal 

punishment)을 '제재를 목적으로 아동의 몸에 물리적 고통을 가하

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Dupper & Montgomery Dingus, 2008). 

구체적으로 체벌은 회초리, 막대기, 손바닥 등으로 아동의 엉덩이

를 때리는 방식으로 행해지며, 현재 미국의 공립학교 절반 정도에서 체벌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남부지역 주들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국의 학교들에 

체벌이 도입‧허용되기 시작한 역사와 관련이 깊다.

미국 학교에서 체벌의 역사는 빅토리아 시대(19세기 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학부모

들은 학생들이 불순종하고 게으른 것을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체벌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무지함과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

다. 또한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과 책임의식 고취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사

들은 이러한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학생들의 신체에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Dupper & Montgomery Dingus, 2008).

그러나 1920~1930년대 프로이트 심리학이 널리 도입되면서 미국 내 체벌에 대한 인식에 변화

가 일기 시작하 다. 체벌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동기에 경험한 

체벌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향을 끼칠 수 있고 체벌 이외에도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Dupper & Montgomery Dingus, 2008).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벌은 아동 인권에 반하는 행위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메

사추세츠주와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체벌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곧이어 1974년 미

국 심리학회는 체벌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 다. 또한, 전국교육연합에서는 체벌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교육 시스템에서 체벌을 폐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 다. 또한, 1980년

대에는 체벌 반대 운동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어 1984년에는 학교에서 행해지는 물리적 처

벌을 반대하는 정책이 최초로 승인되었고, 1987년에는 학교 체벌 중단을 위한 사회운동 단체가 

출범하기도 하 다. 

아래 <표 1>은 미국 내 각 주별로 체벌에 대한 허용 또는 금지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9개주와 워싱턴‧컬럼비아 특별 자

치구의 공립학교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체벌을 허가한 몇몇 주는 체벌 

6) 미국 사례는 박희진(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의 원고를 기초로 수정‧보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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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에 대한 권한을 지역 학교에 이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공립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

더라도 사립학교에서는 체벌 금지가 일반적이지 않고 아이오와주와 뉴저지주에서만 공립과 사립

학교 양 쪽 모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내 체벌을 허용하는 주는 21개 주로 연간 2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립 초‧중등학

교에서 신체적 체벌을 받고 있다(Dillon, 2009). 청소년의료협회(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 

2003)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

사례는 훨씬 많아 연간 2-3백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측한다(Dupper & Montgomery Dingus, 

2008). 하지만 개별 주 교육부 및 교육구 등 지방정부가 누리는 자치의 범위가 매우 큰 미국 교

육제도의 특성상 체벌이 허용되는 주 내에서도 교육구마다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주의 정책 

또한 변동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루이지에나 주의 경우 56개 교육구에서 체벌이 허용되는 반

면 14개의 교육구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등 주내 상당수의 교육구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루이지에나주 교육위원회 투표결과 8:6으로 체벌금지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는 루이지에나주 내 체벌을 금지하는 교육구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변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미국 내 주별 체벌 금지 현황7)

주 학교 아동보호기관 가정 위탁가정 그룹홈/기관
청소년 

구금시설

앨라배마(Alabama)  X X X X  

알래스카(Alaska) X X X X X X

아리조나(Arizona)  X X X X  

아칸소(Arkansas)  X X X   

캘리포니아(California) X X X X X X

콜로라도(Colorado)  X X X X X

코네티컷(Connecticut) X X X X X  

델라웨어(Delaware) X X X X X  

워싱턴・컬럼비아 특별구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X X X X X  

플로리다(Florida)  X X X X X

조지아(Georgia)  X X X X X

하와이(Hawaii) X X X X   

아이다호(Idaho)    X X X

일리노이(Illinois) X X X X X X

  

7) Sources: Bitensky, S. H.(2006).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A human rights violation. Ardsley, NY: Transnational Publishers.
Centerfor Effective Discipline.(2008). U.S. Corporal Punishment and Paddling Statistics by Stateand Race: States Banning Corporal 
Punishment. Columbus, OH: Author. Downloaded from: http://www.stophitting.com/index.php

   체벌 허용 및 금지 주 자료 출처: http://www.infoplease.com/ipa/A0934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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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학교 아동보호기관 가정 위탁가정 그룹홈/기관
청소년 

구금시설

인디아나(Indiana)  X  X   

아이오와(Iowa) X X X X X X

켄자스(Kansas)  X X X X X

켄터키(Kentucky)  X X X X X

루이지애나(Louisiana)    X  X

메인(Maine) X X X X X X

메릴랜드(Maryland) X X X X X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X X X X X  

미시간(Michigan) X X X X X  

미네소타(Minnesota) X X X X X X

미시시피(Mississippi)  X X    

미주리(Missouri)  X X X X X

몬타나(Montana) X X X X X X

네브래스카(Nebraska) X X X X X X

네바다(Nevada) X X X X X  

뉴햄프셔(New Hampshire) X X X X X  

뉴져지(New Jersey) X X X X X X

뉴멕시코(New Mexico)  X X X X  

뉴욕(New York) X X X X X X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X X X X X

노스다코타(North Dakota) X X X X X  

오하이오(Ohio) X X X X X X

오클라호마(Oklahoma)  X X X X X

오리건(Oregon) X X X X X X

펜실베니아(Pennsylvania) X X X X X X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X X X X X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X X X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X X X X   

테네시(Tennessee)  X X  X X

텍사스(Texas)  X X X X X

유타(Utah)  X X X X X

버몬트(Vermont) X X X X X  

버지니아(Virginia) X X X X  X

워싱톤(Washington) X X X X X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X X X X X X

위스콘신(Wisconsin) X X X X X X

와이오밍(Wyoming)  X X X X  

TOTAL 30 48 49 44 4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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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체벌 관련 사례 및 논쟁점

학생체벌과 관련된 판례로는 Ingraham vs. Wright(1975)가 대표적인데, 이는 학생체벌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논의한 판례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판례는 1977년 플로리다 주의 공립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늦게 따랐다는 이유로 20

대의 매를 맞자, 그 학부모가 플로리다주법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체벌을(cruel and unusual 

punishment) 금지하고 있는 연방헌법 수정 제8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판

례를 통해 대법원은 학생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나 ‘정당한 법적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8조는 형법상의 것으로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위한 체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사는 학생의 교육에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체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 듯이 미국 내 체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게 되면서 현재 50

개 주(州) 중 절반 이상의 주가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을 허용하는 루이

지에나 주의 경우에도 최근 주 교육위원회 투표결과 8:6으로 체벌금지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 내에서 체벌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3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아동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들거나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피력하는 등을 통해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체벌은 아이들의 교육과 훈육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과 체벌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다른 훈육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있다. 

특히 현실주의적 입장은 교실 내 훈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효과적인 훈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체적인 체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벌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첫째, 체벌의 주요 대상이 사회‧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이거나 특정 인종집단 혹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논쟁을 간과할 수가 없다. 성비 불균형도 심각해서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 보다 

체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 거주하기 보다는 지방에 거주 하는 학생이 체벌을 받게 되는 

비율이 높다. 특히 흑인계 남학생이 체벌을 받는 비율이 다른 집단의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

으로 드러났고(JF Gregory, 1995), 또한, 저소득층, 흑인, 그리고 남학생의 비율이 높으며(Dupper 

& Montgomery Dingus, 2008), 이 중 장애가 있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2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들 장애아동의 경우 본인이 체벌을 받는 이유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훈육 및 행동의 교정 등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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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체벌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점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둘러싼 것이다. 이는 과연 체벌

이 여타의 다른 훈육 방법보다 아동의 행동 교정과 발달에 있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

한, 미국에서 연간 15,000명에 이르는 아동이 과도한 체벌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 2003) 교육적인 효과를 위한 신체적 제재와 아동학대 간

에 적절하게 선을 긋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실 내 체

벌을 금지할 경우 아이들의 훈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측도 있다. 체벌이 만능 해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벌이 현

실적인 방안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Dillon, 2009). 이에 절충안으로 개별 

지역사회 교육구의 필요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체벌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3. 문제 학생 대처 방안8)

학교 내 체벌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학생을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즉 교내에 문제가 

발생하 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을 체벌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내에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저지하거나 이미 일어난 

문제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 공립학교가 문제 학생에 대해 

체벌 대신 취하는 조치는 아래와 같다. 

① 생활지도 교사가 관할하는 정학실에 머물게 함

②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아이를 데려가도록 함

③ 유기정학 처리하고, 정학 당한 학생은 정학실로 등교해 과제 수행

④ 학생 간, 학생‧교사 간 육체적 다툼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이 제압

⑤ 수업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치는 학생은 다른 반으로 재배치

⑥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으면 전근 요구 가능

⑦ 학생의 문제행동이 장기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낙제 처리

⑧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교장이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

8) 2010.7.21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체벌 금지’ 선진국에선 어떻게...] 학칙 엄격, 심한 문제아는 ‘즉각 정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1/20100721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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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개별국가나 사회가 합의하고 정한 공교육의 목표는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으며,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식 또한 이에 따라 다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체벌의 

존립여부에 대한 논의 혹은 정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경제적 계층을 넘

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교육의 목적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

국의 경우, 건국초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체벌이 아이들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

었다. 체벌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1975년 Ingraham vs. Wright 판례가 이 같은 사실

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시작되었고 지나친 

체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인권의 침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체벌이 

허용됨으로 인해 다른 교육적 훈육방법을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노

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체벌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채택해 버림으

로써 대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사회‧학습적 접근’이나 ‘의사소통능력 훈

련’등 대안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Dubanoski, Inaba, & Gerkewicz, 1983) 새로운 방안을 도

입, 시도하는 노력을 꺼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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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9) 

1. 학생체벌에 대한 일본 실정법의 입장

1) ‘학교교육법’ 등 실정법상의 규정

일본에서는 세계적으로 아직 체벌금지 규정이 드물었던 시기인 

1879년(메이지 12년) 교육령(제46조)에 체벌금지 규정을 둔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교육상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1900년의 소

학교령(제47조)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는 한편 징계를 인정하는 규

정을 두었는데, 현행 학교교육법(제11조)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정법상의 태도와 달리 실제로는 특히 군국주의 시대 국가주의 사상의 강제 

과정에서 상당한 체벌이 교육현장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의 논의의 싹과 

함께 학생들의 인권이 상당부분 제한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군국주의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교육의 장에서 체벌을 징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한편, 현행 ‘학교교육법’ 제11조에서는 “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문

부과학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생도, 학생10)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을 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는 “교장 및 교원이 아동 등을 징계할 

때는 아동 등의 심신발달에 대응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1) 

이와 관련하여 징계에는 교장이 행하는 퇴학, 정학, 훈계 처분과 그 밖에 학생을 나무라거나 일

어서도록 하는 등의 사실행위로써 징계가 있으며 이는 교원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은 어떠

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행위가 체벌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상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

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 행정해석을 통한 징계와 체벌의 개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의 경우 실정법으로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

로 어떤 행위가 체벌에 해당되어 금지되며 어느 행위는 체벌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명확

9) 일본 사례는 문보현(나고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의 원고를 기초로 수정‧보완하 음.
10) 학교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은 아동, 중‧고등학교학생은 생도, 대학생은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음. 법률조항을 제외하고는 아

동, 생도를 학생으로 통칭함.
11) 이외에 일본은 아동에 대한 학대금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 그 밖의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를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이익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에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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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교당국은 체벌 해당 여부에 관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아동징계권의 한계'(1948년 법무청 법무조사의견 장관회답)

이 회답에 따르면 ‘학교교육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체벌이란 “징계의 내용이 신체적 성질을 가

진 경우를 의미한다.” 즉, “①신체를 침해하는 징계인 때리기, 발로 차기와 같은 유형이 이에 해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②벌을 받는 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도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무릎 꿇리기, 똑바로 서있게 하기 등 특정 자세를 장시간에 걸쳐 유지 시키는 징계는 체벌의 일

종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징계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2) '생도에 대한 체벌금지에 관한 교사의 마음가짐'(1949년 법무청 발표)

이 발표에서도 체벌에 해당하는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징계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①용변을 보러가지 못하게 것과 ②식사시간이 지나도 교실에 남겨두는 것은 체벌이라고 

한다. 또한, ③지각을 하거나 수업시간 중에 딴전을 부리거나 떠드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④물건을 훔친 경우 등에 있어서 해당 학생이나 증인을 심문하는 것은 

좋으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체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3) '학교에서 폭력사건 근절에 대하여'(1957년 문부성초등중등교육국장 文初中 제393호 통지, 

1957,7.6)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하

고 징계를 하더라도 형식적, 감정적, 보복적이거나 불공평하고 무책임한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진실로 교육적인 배려를 가지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는 징계의 원칙을 밝혔다.

(4)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2007년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장 文科

初 제1019호통지, 2007.2.5)

비교적 최근인 2007년 2월에 문부과학성은 초등중등교육국장 통지의 형식으로 '문제행동을 일으

킨 학생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를 발표하 다. 이는 지금까지 ‘학교교육법’이 금지하는 체벌에의 해

당여부를 위의 (1)내지 (3)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던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학교가 보

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있었던 법원의 징계 및 체벌에 관한 판례

들12)을 반 하여 재정리한 것이었다. 이 통지의 경우에도 체벌금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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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통을 주지 않는 징계행위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체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학생의 연령이나 건강, 심신발달 상황,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체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는 ‘아동징계권의 한계’를 기준으로 한다. 또 휴대폰에 관해서

도 수업 중에 메일 등을 하거나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에 악 향을 미치는 경우 학부모와 연

계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맡아두는 것은 교육상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학생의 교사에 대

한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력 행사도 정당한 행위로 본다.

③ 징계가 체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단순히 징계를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주관적인 의견

을 통해 판단해서는 안 되고, ①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배려한 행위 는가 하는 점 등의 관점이 중요하다. 

④ 폭력행위에 대한 방어나 학생 간의 폭력행위 중재에서 어쩔 수 없는 유형력의 행사는 체벌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학생 체벌 관련 사례

1) 재판례

1960년대 이후 교내폭력이 늘어나면서 사랑의 매로써 체벌을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체벌 금지

론과 옹호론에 관한 사법부의 주목할 만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첫째, 1981년 4월에 도쿄고등재판소의 체벌에 관한 독자적인 판단기준, 즉 “사회통념상 허용되

는 정도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는 교사에게 인정된 징계권의 범위내의 행위로써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교육상 체벌옹호론이 사법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유형력의 행사

가 구타, 발로차기 등 학생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결과를 가져올 때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됨은 

물론이다.13) 

둘째로 1996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의 체벌금지 재확인 판결, 셋째로 2000년 1월 고베지방재판

12) 미토5중학교 사건(水戸五中学校事件）1981．4．1．東京高判（暴行被告事件）判例タイムズ442号163頁：여교사가 체력진단을 하는 

날 중학2년 남학생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는데 8일후에 두부피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제1심 미토간이재판소에서는 사

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들어 폭행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 항소심은 외형적으

로는 학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 으나, 학교교육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교사에게 인정된 정당한 징계권행사로서 

허용한도내의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함. 
이 판결의 판단기준을 따르는 최근 판례로는　横浜地判(2008．11．12) 刑事弁護59号110頁：교내식당에서 식기를 정리하지 않은 

고교1년 남학생에게 주의를 주면서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시간강사에 대해서 폭행에 해당되나, 생활지도상의 행위로서 정당

한 업무행위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함.  
13) 入間豊岡中学校事件(浦和地判1990.3.26) 判例時報1364号71頁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등교를 금지한 교사의 행위는 징계권의 범

위를 일탈한 위법이라 판단한 사례: 학교 계단에서 피고 선생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단 위쪽에서 날라차기로 

얼굴, 머리 등을 3~4차례 차고, 복부를 무릎치기 등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두 번 다시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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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판결로, 체벌 책임론의 범위로서 첫 번째 사건을 더 구체화하여 유형력의 행사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체벌의 결과를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다. 

넷째로 유형력 행사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번째 사건과 도요오카 사건판결14)을 인

용한 최고재판소 2009년 4월 판결은 신체를 침해하는 징계가 사안에 따라서는 정당한 교육적 지

도로 취급될 수 있다고 인정하 는데 이는 앞으로 하급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학교

교육법 제11조의 단서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교육적 지도로써 제한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는 예외적으로 징계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다.

(1) 1981년 미토5중학교(水戸五中学校)사건  

이 사건은 여교사가 체력진단을 하는 날 중학2년 남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는데 8

일 후에 두부피하출혈로 사망하면서 비롯된 사건이다. 제1심 미토간이재판소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들어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하 고, 항소심은 외형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 으나, 학교교육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사에게 인정된 정당한 징계권행사로서 허용한도내의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 다.

즉,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겉으로 유형력의 행사처럼 보이는 행위가 학교교육법상 징계행위로

써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학교교육법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 다. 구체적으로 

재판소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유형력 행사가 징계권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인가를 판단할 때,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엿볼 수 있는 교육원리와 교육지침을 염두에 두

고, ‘학생의 나이, 성별, 성격, 성장 과정, 신체적 상황, 비행 등의 내용, 징계의 취지, 유형력행사

의 형태, 과정, 교육적 효과, 신체적 침해의 대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국에

는 사례별로 상당성 유무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신체적 침해가 

있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 내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이 판결의 판단기준을 따르는 최근 재판례15)로는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소재 현립 고교 사건

으로, 교내식당에서 식기를 정리하지 않은 고교1년 남학생에게 주의를 주면서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시간강사에 대해서 폭행에 해당되나, 생활지도상의 행위로서 정당한 업무행위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 다.

14) 주13)을 참조할 것.
15) 横浜地判(2008.11.12,상해사건) 刑事弁護59号11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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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 도쿄도립 히가시구루메중앙(東久留米中央)중학교 사건16)

이 사건은 피고 교사가 원고 학생에게 문화제에서 사용할 설문조사 집계를 하라고 지시하자, 

원고가 “집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놓고서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요.”라고 말하자, 피고가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하면서 구타를 하고 머리채를 잡았다. 상처는 입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를 체벌이라 주장하면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학생에게 공포감을 주어 현존하는 문제를 잠

재화시켜 해결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장래를 짊어질 학생에게 폭력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기질

을 심어주는 것이 되며, 또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감정에 치우쳐 학생

을 폭행하는 것은 교육적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체벌이 학교교육의 장에서 일체 금지됨을 재확

인하 다. 

(3) 2000년 다쓰노 시립 잇사이니시(龍野市立揖西西)소학교 사건17)

이 사건은 잇사이니시 소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가 담임선생에게 운동회포스터를 “내 마음대로 

그려도 돼요?”라고 묻자, 담임은 수업 중에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다시 묻는다고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체벌을 받은 그날 자기 집 뒷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담임선생의 체벌과 망자의 자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학교는 학생의 안전

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 으므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 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 다

  학교교육법 제11조 단서가 체벌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징계목적이 정당하고 그 필요성이 높다하더라도 

그것이 체벌이 되면 그 교육적 효과의 불측성이 높아지고, 가령 피징계자의 행동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

고 보일지라도 이는 표면적인 것이 많고, 거꾸로 학생에게 굴욕감을 주어 쓸데없는 반발과 반항심을 불러

일으켜 교사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다.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과 체벌은 현장에서 

흥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제어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함이다. 따

라서 교사가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징계(유형력의 행사)는 학생의 나이, 건강상태, 장소, 시간적 환경 등 제

반 사정에 비추어 피징계자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는 아주 경미한 정도에 그칠 경우를 제외하고

는 체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16) 東京地判(1996.9.17) 判例タイムズ919号182頁
17) 神戸地裁姫路支判(2000.1.31) 判例時報1713号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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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마모토(熊本)공립소학교 사건18)

이 사건은 공립소학교 교원이 장난질을 치는 2학년 남학생을 쫓아가 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벽에 밀고 큰소리로 “그만 둬”라고 꾸중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공립 소학교 교원이 여학생 여러 명을 발로 차는 등 짓

궂은 장난을 한 2학년 남학생을 쫓아가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놓고 큰 소리로 꾸중한 행위는 멱

살을 잡는 등 온당치 못한 방법을 사용한 점과 학생의 나이나 신장의 차이, 그리고 서로 면식이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학생의 공포심은 상당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종합 해 보면 

이 사건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육적 지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학교교육법 제11조를 단서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체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 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지방재판소와 달리 본건행위(멱살을 잡고 큰소리 친 것)는 학생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해당 학생이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 여학생 여러 명을 발로 찼으며 이

에 주의를 준 교원의 정강이 부분도 발로 두 번 차고 도망간 사실, 그리고 이런 짓궂은 장난의 

벌로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이러한 행위가 온당함을 잃은 것이기는 하

지만 행위의 목적, 형태, 지속시간 등으로 판단하여 교원이 학생에게 허용되는 교육적 지도의 범

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며 학교교육법 제11조 단서의 체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다. 즉, 

인정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원심과 달리하여, 결과적으로는 문부과학성의 통지를 사법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사례19)

2010년 7월에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체벌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 다. 이 지침의 작성 취지는 

교육은 학생의 인격완성을 목표로 더 좋은 사회의 형성자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현실을 향한 교육활동의 밑바탕에는 학생과 교사는 마음이 통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즉, 교내 체벌은 법률로 금지되어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도 있어서

는 안 되며, 이는 교사 지도력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체벌은 당한 학생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길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벌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지침은 학교교육법 제11조,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장 통지, 최고재판소(구마모토 공립

소학교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여 교직원들의 체벌에 관한 공통이해를 넓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체벌을 판정하는 3요소로 ‘목적, 형태, 지속시간’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종합적이고 객관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이 체벌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8) 最高裁第３小判(2009.４.28) 判例時報2045号118頁
19) http://www.karisen.gsn.ed.jp/boe/htdocs/?action=common_download_main&upload_id=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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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학생 대처 방안 및 체벌에 관한 법적 책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은 ‘학교교육법’ 제11조를 기본으로 하여 실정법상 체벌을 금지

하고 있다. 그리고 금지된 체벌 유형은 행정해석을 통해 볼 때, 신체적인 실력행사, 육체에 고통

을 주는 벌, 구타, 장기간 세워놓기, 무릎 꿇려 앉히기, 작업 혹사 등이다. 아울러 학생을 체벌했

을 때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등 교원에 대한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 문제 학생 대처 방안

일본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제26조는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정도에 관해서는 학교장의 재

량에 맡겨두고 있어, 경계에 대한 통일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제1항. 교장 및 교원이 아동 등을 징계할 때는, 아동 등의 심신 발달에 대응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2항. 징계 중, 퇴학, 정학 및 훈고(訓告)의 처분은 교장(대학은 학장의 위임을 받은 학부장을 포함한다)이 

한다. 

제3항. 제2항의 퇴학은,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는 취학 연령 아동 또는 취학 

연령 학생을 제외하며,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다.

1. 성행불량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학력열등 등 학업의 장래성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

4.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반하는 자

제4항. 제2항의 정학은, 취학 연령 학생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2007년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해 미국의 제로똘레랑스(Zero-Tolerance, 

의연한 대응20)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지도 충실, 출석정지제도, 징계와 체벌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

워 각 도도부현에 통지하 다. 

(1) 생활지도 충실

① 학생 개개인의 성향파악과 깊은 이해를 통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학

생들의 다양한 고민에 적극적으로 교육상담을 한다. 

② 학생의 규범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각 학교는 이지메(집단학대)나 폭력행위 등에 관한 규정

20) 2005년 문부과학성은 ‘신‧아동생도의 문제행동대책 중점 프로젝트(중간정리)’보고에서 학생의 규범의식을 향상과 어린이들의 안전

한 학습환경 확보의 관점에서 학교내 규율유지를 지향하는 ‘제로 똘레랑스(의연한 대응)방식’의 생활지도 방침을 세워 학생지도체

제의 수정을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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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공표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한다.

③ 문제행동 가운데도 특히 교내 상해사건을 비롯한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경찰에 통

보하여 그 협력을 얻어서 대응한다. 

(2) 출석정지제도 활용

① 출석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학교질서 유지를 하고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한 조치이다. 각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이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상시 

규범의식을 키우는 지도나 세세한 교육상담을 끈기 있게 한다.

② 학교가 이런 지도를 계속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지메(집단학대)나 폭력행위 등 문제행

동을 거듭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상한 교육환경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촌 교

육위원회는 출석정지제도의 조치를 검토한다.

③ 이 제도를 운용할 때는 교사와 학교가 고립도지 않도록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교육위원회

나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배려를 한다.  학교는 해당 학생이 학교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보충을 하거나 학급 담임 등이 계획적 또는 수시로 가정방

문하여 독서 등 과제를 준다.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 출석정지 기간 중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개별 지도계획을 책정하는 등 필요한 교육조치를 고려한다.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지도주사나 학교상담사 파견, 교직원의 추가적인 조치, 해당 학생

을 받아들이는 기관과 연계 촉진 등, 시정촌 교육위원회나 학교를 뒷받침한다. 지역에서는 

경찰, 아동상담소, 보호사, 민생, 아동위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지원팀을 조직하는 것

도 유효하다.

④ 출석정지 제도 운용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제도의 운용 방식(2002.11.6자 문부과학성 초등중

등교육국장 통지)에 따름. 

(3) 징계, 체벌에 대해서

① 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로 학

생의 자기교육력이나 규범의식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감정에 지배되어, 

안이하게 판단하여 징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가정과 연계를 하여 평소부터 교원 등, 학

생, 학부모 사이에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한다.     

② 체벌이 어떤 행위인가, 학생에게 징계가 어떤 정도까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자칫하면 교원 등이 스스로의 지도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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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고, 실제 지도에서 과도하게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교원 등은 학생에게 지도

를 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침해, 육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인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체

벌로 지도를 하면 정상적인 윤리관을 키울 수 없고, 오히려 학생에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

도록 조장하게 되어, 이지메(집단학대)나 폭력행위 등의 토양을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③ 징계권의 한계나 체벌 금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적은 아동징계권의 한계 등을 교육위원회나 

학교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지도해왔다. 그러나 학생의 문제행동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문

제가 되고 있으므로 학교는 이런 문제행동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생활지도를 한층 충실히 해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체벌에 관한 법적 책임

일본에서 체벌에 관한 법적 책임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체벌이 행해진 경우, 교장

이나 교원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묻는 수가 있다. 첫째 형사상 책임으로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민법상의 책임으로, 예를 들면 체벌로 입은 상

처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이다(공립의 경우는 국가배상책임). 셋째는 행정상의 책임으로 사

안의 내용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면직의 징계처분이 있다. 또 교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체벌금

지 지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소속직원의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행

정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 

2009년도에 체벌과 관련되어 징계 처분된 공립학교 교원 수는 376명이고 지도감독 책임을 물

어 처분된 감독자 수는 155명으로 총531명이며21) 2005년도는 669명(감독자 222명), 2004년도에는 

621명(감독자 211명)이다.22)

4. 시사점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1조 단서는 '체벌을 할 수 없다'라는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어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해석에 맡기고 있다. 재판례

는 위 조항을 절대적 금지로 해석하는 사례와 학교교육법의 기본 취지를 볼 때, 일체의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제한된 조건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례

로 나뉘고 있다. 행정해석 역시, 원칙은 체벌금지이나 예외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체벌금지의 명문규정이 있는 일본에서도 금지되는 체벌의 실질적 범위 등은 법률해석에 따

21)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09/12/25/1288132_4.pdf
22) http://www.mext.go.jp/b_menu/houdou/18/12/061212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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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해를 달리한다. 이는 명문규정의 유무가 아니라 체벌의 교육적 필요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대립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교육적 필요로 체벌을 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서 유형력 행사의 여부, 허용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지위, 관계, 유형력 행사의 동기, 목

적, 형태,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생에게 미치는 악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행위 당시 상황에서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행동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

에 없음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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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23)

주 명 법 조항 내용

바덴-뷰템베르크 학교법 제90조 제3항 육체적 징계 금지

바이에른
교육과 수업에 관한 바이에른 
주법 제86조 제3항 

육체적 징계 금지 

베를린 학교법 제63조 제2항
모든 육체적 징계와 
존엄성을 해하는 조치 금지

부란덴부르크 학교법 제63조 제1항
육체적 징계와 
그 외 존엄성을 해하는 조치 금지

함부르크 학교법 제49조 제1항 
육체적 징계와 
그 외 존엄성을 해하는 조치 금지

헷센 학교법 제82조 제3항 육체적 징계와 비하하는 조치 금지

메켈렌부르크-
포아포메른

학교법 제60조 제4항 육체적 징계와 그 외 존엄성을 해하는 조치 금지

1. 학생체벌에 대한 독일의 실정법의 입장 

독일 학교에서 체벌(Körperstrafe/Prügelstrafe) 금지는 바이마르 

공화국(1918/19~1933)때부터 시도되었으나 나치 정권 때(국가사회

주의독일노동자당: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다시 허용되었다. 이후 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9년부터 동독일 

학교에서는 체벌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서독일의 경우는 

1970년대 초까지 가정과 학교에서 막대기나 자로 때리기, 뺨때리

기, 꿀밤, 머리 또는 귀당기기, 무릎 꿇기 등의 체벌은 흔한 일이

었다. 그러다가 1960~1970년대, 다수의 심리학자들의 연구로 체벌은 아동의 발달에 악 향을 준다

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서독일에서도 1973년부터 주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되기 시

작하 다. 1977년 바덴-뷰템베르크주, 1980년 바이에른 주가 마지막으로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면

서 모든 독일 학교에서 체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독일 학교 법 또는 규정(Schulgesetz/Vorschriften)에는 벌(Straf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를 대신하여 훈육적‧교육적 조치(Erziehungsmaßnahme oder pädagogische maßnahme) 또는 징계 

조치(Ordnungsmaßnahme)라고 표현하고 있다. 체벌 금지 조항은 교육적 조치(Erziehungsma 

ßnahmen) 또는 징계 조치(Ordnungsmaßnahme)조 안에 있다.

<표 2> 독일에서의 체벌 금지 관련 주(州)법 조항

23) 독일 사례는 정수정(독일 기센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의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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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명 법 조항 내용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없음

1971. 7. 22: 독일 주들 중 처음으로 관보(Amtblatt) 420
쪽을 통해 학교에서 육체적 징계금지
1977. 7. 5: 육체적 징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학교행정법 
제26a조 제3항) 
2005년: 개정 학교 법부터 더 이상 금지조항도 존재하지 
않음 

라인란트-팔즈 학교법 제53조 제2항 제7문
육체적 벌, 정신적 상해, 그 외 집단 처벌 등 존엄성을 해
하는 조치 금지  

잘란트
학교 질서를 위한 잘란트 주법 
제32조 제3항

육체적 징계 금지 

작센 학교법 제39조 제2항 육체적 징계 금지 

작센-안할트 학교법 제44조 제2항 징계조치로 인해 학생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됨

슬레스빅 홀슈타인 학교법 제25조 제3항 육체적 징계와 그 외 존엄성을 해하는 조치 금지

튜링엔 학교법 제51조 제5항 육체적 징계 금지

한편, 2000년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의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권도 독일에서 

금지되었다. 독일 민법 제1631조에 따르면 아동은 ‘폭력 없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게 육체적 벌, 정신적 상해, 존엄성을 해치는 조치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의 향으로 일부 주에 

있어서는 학교에서의 체벌도 당연히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 2000년 이후 개정된 학교관계법들에서

는 체벌금지 조항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학생 체벌 관련 사례

1) 교과서로 한 번의 체벌 4,500유로(원화 6백 8십만원 가량) 벌금형"(4,500 Euro für einen 

Klaps mit dem Schulbuch): 배를리너 차이퉁24) 2005. 8. 24

자연과학 수업 중 학생들이 떠들자 52세 여교사가 11살의 한 여학생에게 “너 어느 쪽 맞을래?” 

라고 물은 후 “조용”이라고 외치고 학생의 머리를 15cm 두께의 교과서로 내리친 사건이 발생하

다. 이 학생은 의사로부터 가벼운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다른 학생들 앞이라 수치심

을 느꼈다고 한다. 경력이 25년인 해당교사는 사건 직 후 미안함을 느껴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하

으나 학부모의 고소로 모아비트(베를린의 한 구역)법원은 교사에게 4,500유로의 벌금형(90일형, 

일당 50유로)을 판결하 다. 해당 학부모는 다섯 자녀를 홀로 키우는 주부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의 협의 하에 법적인 해결보다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 으면 좋

24) http://www.berlinonline.de/berliner-zeitung/archiv/.bin/dump.fcgi/2005/0824/lokales/0055/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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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것이라고 하나 교사는 부모가 원치 않았다고 하 으며 해당학생의 어머니는 학교 측이 홀로 

참석하기를 요구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 다.

2) 눈가의 멍: 여교사 무죄(Blaues Auge: Freispruch für Lehrerin): 뉴스클릭25) 2006. 9. 22

64세의 여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14세 여학생을 교실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던 중 발생하

을 지도 모를 눈가의 멍 때문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 다. 이 학생은 평상시 결석이 

잦았다고 한다. 이 날도 지각하 는데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자 해당 여교사가 교실 바깥으로 

나갈 것을 명하 으나 무시하 다고 한다. 해당 여교사는 이에 여학생을 교실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 다고는 하 으나 멍이 생긴 사유는 알 수 없다고 하 다. 해당 학생도 교사가 고의적으로 지

신을 때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연히 생겼을 것이라 하 으며 동 학급 학생들의 의견도 정

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브라운 슈바이그 행정법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나가’라고 지시한 것

은 정당하며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 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 다. 또한 문

제학생을 교실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학생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 다.

3) “교사는 왜 학생을 건드려서도 안 되는가”(Warum Lehrer Schüler nicht berühren sollten): 

레러 프로인트 2009.7.10

59세 교사가 12살 남학생이 자신과 상관없는 학급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목덜미를 잡아 교

실 밖으로 내보내는 사건이 발생하 다. 다음날 교사는 학생의 피부가 붉어졌다는 의사의 진단으

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11,0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하 으나 판사는 경미한 사건이라 하며 2,600

유로의 벌금형으로 판결하 고 교사는 집행유예로 650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판결에 대

해 교사에게 과한 선고라는 견해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미한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면 신체접촉이 

중요하고 필요한 주의력 장애나 행동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문제제

기와 논의가 있었다.

4) “교사는 학생을 체벌 할 수 있다” 법원 판결(Gerichtsurteil: Lehrer dürfen Schüler 

körperlich maßregel): 레러 프로인트 2010. 3. 12

여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 11세 학생이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자 교사가 팔을 잡고 교실 

바깥으로 끌고 가는 도중 학생의 팔에 약 2cm가량의 멍이 들었다. 검찰은 폭행죄로 간주하여 기소

하 으나, 지역법원과 상위기관인 베를린 지방(주)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 다.

25) http://www.newsclick.de/index.jsp/menuid/2048/artid/59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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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논거는 1) 폭행죄가 성립될 만큼 상처가 현저하지 않다는 것, 2) 교사가 학생을 체

벌할 목적이 아니라 전체 학급의 바른 수업을 위한 것이었으며 대안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여교

사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 베를린 GEW(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교육과 학문 노조)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하 다.

1. 학생이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수업을 방해했음을 고려했을 때, 학생이나 부모 편으로 치우지지 않은 객

관적인 결정임.

2. 학생이 교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난 후 신체적 접촉에 의하여 교사의 뜻을 관철시킨 것은 학생의 부적절

한 행동에 따른 학교의 규칙을 위한 것이므로 그 방법이 현저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과는 무관함.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학생을 벌주거나 징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규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이란 경찰을 부르거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인데, 이것은 지방

법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교사의 권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임. 교사가 11살 학생을 상대로 규

칙을 관철시키지 못하였더라면 교사의 권위나 학교의 규칙은 지속적으로 무너졌을 것임.

 

법조계에서는 ‘대안이 없음’이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베를린 법원에서 교사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는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었다’(한계상황)고 판결한 것에 대해 주목하

다. 그리고 여기서 다소간 논란이 되었던 것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경미한 상처가 허락된

다면 발로 엉덩이를 차는 것이나 뺨을 가볍게 때려 증거가 남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교내에서 체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시점인지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매체에서는 베를린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근본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체벌을 허락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육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 다. 

한 교사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흔히 교사를 고소하는 것이나, 교사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좋은 경고라고 하 다. 그러나 이 교사의 의견에 대해 규칙을 위해 체벌한다

면 그 경계와, 학생이 폭력성을 배울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며, 교사의 권위는 체벌만으로는 세워

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 또한 없지 않다. 

3. 문제 학생 대처 방안

학교는 수업과 기타 교육활동의 진행에 특정 학생으로부터 현저한 방해를 받을 경우, 교육 사명

을 보장하고 사람과 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Erziehungsma ßnahmen)와 

징계 조치(Ordnungsmaßnahme)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적 조치가 우선이며 교육적 조치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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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을 경우 징계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주의 학교법에 징계조치

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그 내용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육적 조치에 대하여는 법 조항

이 없고 규정(Verordnung)만 있는 주가 있다.

1) 교육적 조치(Erziehungsmaßnahmen)

사소한 문제 발생 시 교사는 규칙에 따라 우선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교육적 조치 없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교사는 부모 및 관계된 모

든 사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베를린 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나타난 교육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과 교육적 상담

2. 공동의 약속

3. 구두 질책(꾸짖음)

4. 학급일지에 기록

5. 야기된 피해에 대한 보상 

6. 현 상황에 대한 임시적 교육

그밖에 자리 재배치,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있는 것, 자신의 잘못으로 소홀히 한 수업만회, 잘못

을 깨닫게 할 과제나 벌칙 부과, 수업과 학교규정에 침해가 되는 대상 수거 등이 있다. 

교사는 원칙을 고려한 교육적 책임 하에 교육적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나이와 인품

(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조치는 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 징계 조치(Ordnungsmaßnahme)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육적 과제 수행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위험을 줄 경우에 

교육적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합성의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smä ßigkeiten) 하

에 징계 조치(Ordnungsmaßnahme)를 할 수 있다. 징계 조치는 학생이 법, 학교규칙을 위반하 을 

경우, 교장 또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베를린 학교법 제62조 제3항

에 나타난 징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서면 질책(경고) 

2. 수업이나 학교 활동 제외

   - 학생이 학교규칙을 수차례 어겼을 경우 특히 규칙준수가 요구되는 학습 여행이나 수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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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참여 할 수 없음. 

   - 동료 학생을 겁주고 위협했을 경우, 급우를 위험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한 경

우 3주 반(헷센주)을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

3. 다른 학급이나 수업집단으로 보냄 

   - 학생이 가스총을 학교로 가지고 와 급우에게 보여 주었을 경우, 교사가 학생을 운동장에

서 마주쳤을 때 가스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급우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반으로 보낼 수 

있음

4. 동급의 학교로 전학

5. 퇴학(의무교육이 종료된 학생으로 9학년 이상이거나 직업교육 또는 평생교육과정인 학생)

   - 학교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마약을 소지한 경우 절차 없이 퇴학시킬 수 있음  

모든 징계조치는 서면 경고가 있어야 하며 징계조치 결정시 학생과 학부모가 동석하여야 한다. 

징계조치 1, 2는 교장의 책임 하에 학년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3은 교사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다. 4, 5는 학교회의 후 학교감독청과 함께 결정하게 된다. 다만, 위급 상황 시 임시적으로 교장이 

단독으로 1~3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서면경고에 대한 

권한은 초등, 중등1단계에서는 담임 또는 교장에게 있으며 중등2단계에서는 교장에게만 있다. 이

외 다른 징계 조치에 대한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 

교장은 서면 경고 이외의 징계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학년회의 결과와 학생(학생이 미성년일 경

우 부모)의 발언을 들어야 하며 모든 징계조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부모에게 조치의 근거와 함

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양한 폭력에 의해 성적‧문화적‧인종적‧종교적 존엄성이 침해를 당한 

것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학교 심리학자등과 같은 교육적 조력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징계가 

결정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며 이에 대해 학생과 부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1) 수업이나 

학교 활동 일시적 제외, 2) 다른 학급이나 학습 집단으로 보냄, 3) 동급 학교로 전학, 4) 의무교육

이 종료되었을 경우 퇴학 등과 같은 징계조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3) 체벌

체벌은 독일 학교에서 전면 금지된 지 오래이므로 학교법에 체벌관련 조항이나 교사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없다. 독일에서는 가벼운 체벌 또는 신체 접촉도 흔적이 남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

으며 체벌이 문제가 될 경우 학생의 고소나 검사의 기소로 교사는 형법 또는 민법상의 처벌을 받

게 된다. 재판과 판결과정에는 교사와 학생의 평소 인품이나 대인관계 등이 다양하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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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독일 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모든 인간은 생명과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도 “아동은 폭력 없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아동에게 육체적 벌, 정신

적 상해, 존엄성을 해치는 조치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학교들

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학교교육에는 체벌은 없지만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다양한 조

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사소한 일에도 부모를 소환하여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

치들은 체벌을 대신하여 학생과 부모에게 교육 참여와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는 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체벌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역기능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학교교육의 

중심에 두고 사회발전 방향, 국제적 교육의 흐름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체벌에 관해 우리나라 교육

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 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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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랑스26)

1. 학생체벌에 대한 프랑스 실정법의 입장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어 왔다. 프랑

스 혁명 이후 1795년에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의 공교육

위원회(Comité d'instruction publique)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규

정을 마련하 다. 또한, 1834년 프랑스 정치인인 프랑수와 기조

(François Guizot)가 “어떠한 학생들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

을 발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1887년에는 구체적으로 체

벌을 전면 금지하는 규칙이 제정되었다. 특히, 당시 교육부에서 

제정한 규칙 제19조에는 “초등학교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징벌은 평가, 질책 또는 견책, 쉬는 시

간의 단축, 교사의 감독 하에 방과 후 학교에 체류, 정학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

며, 제20조에는 “모든 체벌은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의 체벌은 실질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1991년에 규정된 초등

학교 규칙(circulaire n. 91- 124 du 6 juin 1991)에 의해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무관심, 의심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초등학교에서의 모든 체벌을 금지한다.”는 규칙이 다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학

생들과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교사의 감시 하에 혼자 둘 수 있다

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처벌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오늘날 프랑스의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에서는 이 “금지” 조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학교에서의 학생 체벌이 국가 차원에서는 불문법으로 유지되거나, 각 학교 차원에서 

학교 내규로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교육적 폭력(violence éducative)’이

라는 표현으로 어린이나 학생에 대한 과도한 폭력이나 학대(maltraitance)와는 구분하여 최소한의 

체벌을 통한 훈육을 용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생 체벌에 관한 금지와는 별개로 가정에서의 체벌은 법으

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이나 폴란드가 학교 및 가정에서의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는 가정에서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위해 엉덩이 때리기, 뺨 때리

기 등의 체벌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프랑스 

여당(Personne appartenant au parti de l’UMP, UMP)에서는 가정을 포함해서 어린이들의 ‘엉덩이 

때리기(fessée)’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프랑스 사회에서의 체벌에 관한 논란을 다시

금 가져왔는데, 약 82%의 국민들이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 프랑스 사례는 최지선(프랑스 소로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의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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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체벌 관련 사례

최소한의 체벌을 통한 훈육이 용인되는 프랑스에서도 단순한 교육적 체벌이 아닌 교사에 의한 

폭력 사례와 아동학대(maltraitance)는 문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2003년 11월에 아동보

호협회(Défenseure des Enfants)가 발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각종 행위들(손바닥으로 때리기, 맨 엉덩이 때리기, 휴식시간 박

탈, 학생 비방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발과 관련된 사례들이 담겨 있다.

한편, 2004년 교육부는 ‘아동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에 관한 보고서(Brutalités et 

harcèlement physique et psychologique exercés sur des enfants par des personnels du ministère)’를 

발간하 다. 이 보고서에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과도한 폭력 사례 68건이 분석되어 있다. 

특히, 체벌이나 징계가 거의 행해지지 않는 초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보고된 폭력 사례를 분석

하고 있는데, 분석된 사례 중 22건이 유치원에서, 46건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폭

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연령은 약 2세-14세 정도이다. 그리고 폭력 유형으로는 어린이의 맨 엉덩이

를 때리거나 테이프로 입을 붙인 일, 모욕적인 언사, 물기, 목조름 등이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제

시된 학교에서의 아동 폭력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보르도(Bordeaux) 학군: 유치원 여교사가 학생의 입에 테이프를 붙임.

2. 그르노블(Grenoble) 학군: 교사가 4세 어린이 세 명을 대상으로 한 남자 아이를 학교에 있는 

옷걸이에 밀쳐 다치게 했으며 수업 시간 동안 테이프를 붙이고, 다른 여아에게는 낮잠 시간

에 눈을 가리고, 쉬는 시간에 땅바닥에 눕게 하 으며, 다른 여아에게는 발차기를 하 음.

3. 까엉(Caen) 학군: 쉬는 시간 동안 교실에 혼자 남게 하거나, 추가 숙제를 내주거나 수업 시

간에 복도에 나가 서 있도록 함. 

 

이러한 교사의 폭력과 관련하여 50건의 경우 부모에 의해, 7건의 경우 동료 교사에 의해, 2건

의 경우 ‘학대 받는 어린이 SOS’, 3건의 경우 사회상담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11명의 부

모가 학교 책임자에게 편지를 보냈고, 32명의 경우 교육부 장관과 장학관 또는 교육 감시관

(Inspecteur de l’Education Nationale)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16명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 다.

한편,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5건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45건의 경우 교육감

시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25건의 경우 경찰에 의해서 조사되거나 법적인 중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건의 경우 조사에 의해 교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7건의 경우 교육중재자

(médiateur de l’éducation nationale)에 의해 중재를 받았으며, 다른 7건의 경우 정신심리전문가에 

의한 의료적 진단을 받았다. 또, 1명의 교사는 퇴직을 하고, 다른 교사는 해고 조치를 당하 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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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다.

교육법에서는 국‧공립 교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에 대해 공무원 징계와 마찬가지로 사안의 

수위에 따라, 1) 경고, 질책, 2) 승진 명부에서 삭제, 직급을 낮추거나 최대 15일 정직, 3) 강등, 3

개월에서 2년까지 정직, 4) 퇴직,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 교사들의 경우, 수위에 따라, 1) 

경고, 질책, 2) 승진 명부에서 삭제, 직급을 낮추거나 최대 15일 정직, 3) 급여 삭감, 3개월에서 2

년까지 정직, 4) 교사 계약 해지, 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문제 학생 대처 방안

1) 처벌(punition scolaire)과 징계(sanction scolaire)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을 ‘처벌(punition scolaire)’과 ‘징

계(sanction scolaire)’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처벌로 학생들

이 비교적 가벼운 의무사항을 어겼을 경우나 학교의 교칙을 어겼을 경우에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

다. 이러한 ‘처벌’의 예로 구석에 가서 서 있기(mis au coin), 교실 밖에 서 있기, 추가 숙제하기

(devoirs supplémentaires), 방과 후 남기(retenu/colle) 등이 있는데, 방과 후 남기 처벌의 경우 초등

학교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홀로 격리되는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사가 지켜보는 가

운데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징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보다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의 형

태로 교장이나 학교훈육위원회(conseil de discipline)가 결정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공식적인 처벌을 의미한다. 특히, 프랑스의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은 중등학교에서

의 징계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징계로는 경고, 견책, 정학, 퇴학이 있는데, ‘처벌’과 달리 징계 사항은 법적 다툼의 대

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절차와 원칙을 충실히 지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학이나 퇴학이 이루어

지기 전에 교장이나 학생 책임교사와의 상담, 훈육위원회 회의, 학부모 출석 등 교칙에 따른 다양

한 방식으로 학생 교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징계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징계 이전에 

학교내규에 규정된 조치들, 예를 들어 예방, 교정, 부모님 호출 등이 없었을 경우 정학, 퇴학 명령

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학(l’exclusion temporaire)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퇴학

을 제외하고 모든 징계는 1년 후 학생 기록에서 지워지게 되어 있다. 정학과 관련하여서는 유예

기간을 두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3주간 정학 징계에서 15일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 학생이 실제

로 겪는 정학 기간은 8일이 된다. 

최근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의 언어폭력도 신체적인 폭력만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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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 다. 반면, 8일 이상의 

정학은 학업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 훈육 절차(procédure disciplinaire)

교육법은 ‘훈육 절차(procédure disciplinaire)’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훈육 절차’는 교장에 

의해 훈육위원회가 소집되어 이루어진다. 훈육위원은 교장, 교장의 보좌관, 학생 책임자, 학교 재

무 담당, 4인의 교사, 행정‧보건‧기술 서비스 관련 업무 담당 중 1인, 학부모 대표 3인, 학생 대

표 2인으로 구성된다. 

교장은 일단, 훈육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최소 8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소집을 알린다. 또한, 

훈육 위원회 회의를 위해 학생 또는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대리

인, 학생을 변호하거나 도울 수 있는 사람, 교장에게 학생의 문제를 알린 사람, 문제가 된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소집하게 된다.

교장은 문제가 된 학생에게 징계 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학생이 스스로를 말이나 글로 

변호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학생이 선택한 사람을 함께 훈육 위원회에 동반할 수 있음을 알

린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러한 사안들은 학생의 법적 대리인에게 알려진다.

필요에 따라, 교장은 문제의 학생을 훈육 절차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학교에 올 수 없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징계’와 다른 의미이다. 문제의 학생은 훈육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훈육위원회 위원, 학생 대표 등을 할 수 없으며, 정학 징계가 내려진 학생은 한 학년이 끝

날 때까지 훈육위원회 위원, 학생 대표 등을 할 수 없다. 

훈육위원회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학생이나 학생의 대리인, 동반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며, 교장

이 정한 문제 학생 학급의 교사 2명, 문제 학생 학급의 학생 대표 2명,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이

야기를 할 수 있는 학교 내의 모든 사람들, 훈육위원회 참가자들 역시 발언할 수 있다.

훈육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훈육위원회 위원들만이 참가한 가운데, 비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

다. 징계가 결정이 되면 훈육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또는 대리인에게 결정을 알려주게 되며, 이 

결정은 그날 바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게 된다.  

4. 시사점

프랑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의 보호와 인권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심리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남

기 등의 처벌은 초등학교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을 혼자 격리하는 경우에도 항상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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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어야 한다. 또한, 중등 교육 기관의 경우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협조와 협력을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학생의 

문제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려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훈육 절차에 따라 훈육 위원회를 통해 학생과 교사 등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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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핀란드27)

1. 학생체벌에 대한 핀란드 실정법의 입장 

핀란드에 있어서 체벌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1983년의 ‘아동 

보호와 권리에 관한 법(Child Custody and Right of Access Act, 

1983)’이다. 이 법을 통해 학교는 물론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곳에

서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이 전면 금지되었다.

“Corporal punishment is prohibited in all settings, including the home.”

“신체  체벌은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지된다.”

먼저, 핀란드에서는 가정에서의 체벌부터 금지되어 있다. ‘아동보호와 권리에 관한 법 1, 3절

(1983, 1984부터 효력)’은 “아동은 이해와 안전과 사랑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 아동은 신체적으로 

처벌받거나 모욕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아동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격려 받고, 지지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 체벌이 불법이 된 것은 1872년부터이며,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금지는 1914년

에 확정되었고, 초등학교법(Primary School Act, 1985), 종합학교법(Comprehensive Schools Act, 

1985) 등에서 체벌 금지에 대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기초교육법(Basic Education Act, 

1998; 2003년 개정)의 36절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되는 징계 조치(permitted disciplinary measures)' 

사항에도 신체적 체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수업 방해 학생과 잠재적 위험학생 제거(Removal of a disruptive and potentially 

dangerous pupil)’를 규정하고 있는 36b절에서 제2항은 학생이 저항하는 경우에 학교장과 교사가 

전반적인 상황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의 연령에 합당한 방법과 위협의 절박성이나 저항의 심각성

에 따라 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3항에서는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지방자치단

체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제4항에서는 과도한 무력 사용의 경우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학생 체벌 관련 사례

현재 핀란드에서 체벌을 하는 학교는 없으므로 체벌에 관한 설문조사나 사례·판례, 뉴스 등은 

27) 핀란드 사례는 윤송희(수리고 교사 휴직 중, 현재 핀란드 거주)의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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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가정 체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모가 교육적 이유로 자녀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바닥

을 때리거나 하는 경우도 체벌로 간주되며 위법이다. 다만, 최근 기사를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

원(day care center)과 같이 아동이 어린 교육기관에서 식사 시간 동안 아이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

어 놓아 아동학대로 기소된 경우는 있다.

한편, 1996년에 유바스큘라 대학(University of Jyväskyulä)의 후사 싸리(Husa, Sari)에 의해 작성

된 ‘신체적(Physical) 체벌과 유아 교육: 핀란드 사례(Punishment and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The Case of Finland)’를 보면, 핀란드에서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

을 잡아당기거나(pulling hair), 손을 이용해 찰싹 때리는 슬래핑(slapping), 신체적 체벌(corporal 

punishment)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조치(strong measures)를 

통해 신체적 체벌을 한 적이 있다고 유치원 교사들이 설문조사에 답했다.28)

헬싱키 대학 교육학과 키르시 티리 & 타피오 푸오리마트카(Kirsi Tirri & Tapio Puolimatka,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Helsinki, Finland)가 2000년에 교육저널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vol. 26, No. 2, 2000)에 발표한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 핀란드 사례

(Teacher Authority in Schools: a Case Study from Finland)에서 학생과 교사 간 인터뷰 형식으로 

교사의 권위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신체적 폭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면,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나가게 했으나 학생

이 듣지 않고 오히려 교사를 놀리는 듯한 말을 해, 화가 난 남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학생을 붙잡아 몇 차례 벽으로 밀치고(shove)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대체로 남교사의 경우 물리적 처벌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여교사는 언어적으로 모욕을 주는 경

우가 많았다.

3. 문제 학생 대처 방안

핀란드에서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는 ‘기초교육법’(Basic Education Act, 1998, 개정 2003) 36절

(Section 36)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36. 징계(Section 36, Discipline)

제1항. 학생의 수업방해, 학교교칙 위반, 부정행위 등은 최대 2시간 방과 후 남김(detention), 또는 서면경고

(written warning)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사항이 심각하거나, 방과 후 남김이나 서면 경고 후에

도 위에 제시된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최대 3개월간 등교정지(suspension)될 수 

28) http://www.eric.ed.gov/ERICWebPortal/search/detailmini.jsp?_nfpb=true&_&ERICExtSearch_SearchValue_0=ED403062&ERICExtSearch_
SearchType_0=no&accno=ED4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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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2항. 수업방해 학생은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교실이나 기타 교육 현장에서 떠나 있게 할 수 있다. 

제3항. 학생의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또는 학생의 방해 행동이 교사의 수업이나 교육 관련 활동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 경우

에는 나머지 교육활동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4항. 숙제를 해오지 않았을 경우 방과 후 한번에 최대 1시간 동안 남아서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6a. 징계 절차와 정학 시행(Procedure in a disciplinary matter and enforcement of suspension)

제1항. 방과 후 남김(detention)이나 서면경고(written warning) 또는 등교정지(정학)를 시행하기 전에, 징계를 

유발한 행동․수업 태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

36절에 언급된 이외의 징계 조치는 학부모․양육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학생이 일시적으로 교육에 대

한 참여를 금지당할 경우(유기정학), 학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리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방과 후 남김이나 서면 경고등에 관한 공식적인 결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져야 하

며 36절에 언급된 나머지 징계들은 기록되어져야 한다.

제2항. 교육공급자(지자체, 학교장)는 정학을 선고 받은 학생들의 또래에 비해 학업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수

업을 주선해야 한다. 교과 과정에 따라 학생을 위한 개별계획을 세워 어느 부분을 가르칠 것이고 

학습을 감독할 것인가를 고안한다. 

제3항. 정학에 관한 근거 조항은 행정법(Administrative Judicial Procedure Act)의 31절의 제1항 내지 제2

항과 32절에 나와 있다.

제4항. 아동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로서 이것이 다른 아동들과 교사, 교육현장에서 위

협을 일으킬 재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학의 효력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교육현장 접근을 금지

시킬 수 있다.

 

36b. 수업 방해 학생과 잠재적 위험학생의 배제(Removal of a disruptive and potentially dangerous 

pupil)

제1항. 학교장과 교사는 36절 2항에 언급된 교육현장으로부터의 격리조치에 복종하지 않는 학생을 교실과 

교육현장에서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정학을 받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이 저항하는 경우, 전반적인 상황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의 연령에 합당한 방법

과 위협의 절박성이나 저항의 심각성에 따라 완력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제3항. 학교장과 교사는 앞의 제1항과 제2항의 상황에서 같이 또는 개별로 행동할 수 있다. 무력이 사용되

지 않을 수도 있으나 완력으로 제압한 경우 서면으로 교육공급자(지방자치단체)에게 사건 발생에 관

한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4항. 과도한 무력 사용에 관한 내용은 형법(panel code 39/1889) 4장 6절 3항, 7항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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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c. 법원 명령이나 법적 조치 보류 관련 징계(Disciplinary action in relation to pending legal action 

and a court order)

제1항. 법적 조치 보류 중 징계는 같은 이유로는 하지 않는다.

제2항. 법정이 학생을 무죄로 선고하는 경우,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징계조치로 처벌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

고 같은 이유로 징계 조치는 하지 않는다.

제3항. 법정이 처벌을 선고할 경우, 학교는 같은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 행

위의 범죄 연관성이나 이유 등 관련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다.

4. 시사점

핀란드는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정 및 교내 체벌을 금지했지만 실제 1960년대까

지만 해도 학교에서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주로 머리를 때리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물론 가

정 내 체벌(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손바닥 때리기 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교내에서는 체벌

이 없어졌다. 오히려 교육뉴스는 교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관한 문제가 자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미 Kiva Koulu(Cool School)이라는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Anti-bullying project)으로 유럽

지역 폭력예방 컨테스트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의무교육과정인 종합학교과정을 아우르는 기초교육

법(Basic Education Act)에서도 정학과 퇴학이 명시되어 있어 엄격한 징계가 가능하며, 석사과정 

이상을 요구하는 교사의 높은 사회적 위치, 핀란드 교사들의 높은 권위가 체벌 없이 학생을 제어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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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교육에 
주는 시사점

앞에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 5개국의 학교 체벌과 

관련된 실정법의 태도 및 구체적 사건 및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각국마다 자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시대인의 정의감을 적

절히 반 하여 학교 체벌에 대한 고유한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각국은 교육 특히 학교교육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학교체벌에 대하여 다소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부 체벌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는 각국마다 체벌

로 고려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

련 법령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어느 국가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고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단언

할 수 힘들 것이다.

또한, 각국에 있어서 체벌에 관한 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 체벌에 관대했던 국가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체벌을 규제하는 쪽으로, 학교 

체벌에 대해 엄격했던 국가들은 교육적 필요가 제기되면서 체벌 금지를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변화는 급진적이기보다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었다. 이는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학생인권보장이라는 가치와 생활지도·훈육의 측면을 포함한 교

육적 필요성이라는 가치 사이에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체

벌을 둘러싼 갈등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전반적으로 각국은 전술한 것과 같이 학교체벌에 관한 고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나름대

로의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체벌 허용 또는 금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업 등 교육

활동이 일부 학생들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체벌 이외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치들은 각 국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

로 어느 국가에서는 학부모 소환이 체벌을 대체하는 중요한 기제로 이야기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

으나, 이는 해당 국가에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체벌 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른 국가들도 모두 학교 체벌의 허용 또는 

금지 문제를 놓고 많은 사회적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 논란들을 통해 체벌에 관한 보다 정

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의 법령체제는 개선 될 필요성

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많은 결과들 특히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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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체벌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일소하고 

구히 존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다소 급진적인 시도보다는 사회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를 쫓아가는 다소 겸손한 입법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와 같은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으로 본다.

첫째, ‘체벌’에 관한 법규가 체벌 금지나 허용의 완벽한 제도적 장치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구

체적인 최소한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한다. 현재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정

도가 과도한 폭력에 가깝다면 법원에서 정당한 체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취지에서 경미한 수준으로 혹은 행동제지의 수준에서 이루어졌

다면 법으로 금지된 체벌로 보기보다는 훈육으로서 합법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규로 체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적인 보장을 위해 체벌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

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체벌에 대한 찬반토론만 해 왔을 뿐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찾

질 못했다. 앞서 보았듯이 각국에서는 다양한 체벌 대체 방안을 찾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소수 문제학생을 교내에서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정학 조치까지도 행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적 유형력을 동원해 교실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를 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체벌과 다른 유형력 행사로서 합법적이다. 이렇듯 문제학생에 대

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체벌 금지 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교권이 지켜지고 그 속에서 학교⋅

학급에서의 질서가 지켜지며, 이런 풍토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학부모에 대한 소환 조치 제도의 도입 등 가정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뒤에는 이른바 문제학부모가 있다. 학부모에 대한 

소환과 함께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오히려 학부모들이 학

교에 와서 교사에게 항의를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

선 담임교사 등이 면담을 하되, 학부모의 입장이 적대적일 경우에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를 상대

하지 않도록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학내조직을 활용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처

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학생지도 책임을 교사에게만 넘기지 말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이미 교육청마다 

Wee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

서 교권에 도전하는 문제학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직과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안학교위탁교육 등 다양한 제도들도 활용함으로써 학교 밖의 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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