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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

머리말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로 공론화되면서 정부, 학계, 민간단체는 학교폭력 근 을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계획』추진 책들이 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해서는 유 기 들이 연계하여 긴 한 

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2006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동으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유 기 들이 

유기 인 연계 속에서 학교폭력을 방하고 처하는 데 실질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지원체제 모형을 구안하고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된 지원체제가 학교폭력을 방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지원체제의 시범운 을 통한 타당화 과정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7년도인 올해 연구에서는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지역  특성을 반 하여 시범 운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지원체제 모형의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 운  방안과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체제의 제도화

의 기반 마련 등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 장의 학생들과 학교폭력 가⋅피해자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방  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끝으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시범 운 에 참여해 주신 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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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과 력학교 선생님, 학교폭력 방  처 업무에 조해 주신 

학교폭력 유 기 의 문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 을 드린다. 한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동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연구진에게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

이다.

2007년 12월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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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동 연구로서 2006년도에 수행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운  방안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제 1차년도인 2006년에는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동연구로 수행하 다. 2차년도

인 2007년도 연구에서는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시범 운 함으로써 학교폭력 방과 처를 한 지원체제 운 의 문제 을 추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데 목

이 있다. 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수행한 구체 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련 선행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지

원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에 한 이론  기반을 제시하 다. 

둘째, 교육인 자원부의 조 하에 지역  특성을 반 하여 2개 지역 교육청과 각 교

육청별로 2개 력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교육청과 력학교가 심이 되어 지원

체제를 시범 운 하 다. 

셋째, 시범 교육청  력학교의 지원체제 시범 운  결과를 분석하 다. 

넷째, 소도시 지역에서 민간기 을 심으로 운 되고 있는 지원체제 운  사례와 

교육인 자원부가 한국청소년폭력 방재단에 의뢰하여 운 하고 있는 학교폭력SOS지

원단 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ㆍ교육청 심 지원체제의 개

선 방안  력 방안에 필요한 시사 을 도출하 다. 

다섯째,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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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에 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지원체제의 제도화  확산을 한 정책  제언을 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문헌연구, 문가 의회 개최, 심층면담, 사례연구, 연구용

역, 세미나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2. 연구 결과

  ◈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황  결과

학교ㆍ교육청 심의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도시와 소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 하여 2개 교육청과 력학교에 실제로 용하 다. 시범 운 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 운  황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먼  시범 운 에 참여한 교육청과 

력학교의 배경을 이해하기 하여 교육청  력학교 소재지의 지역  특성, 시범 

교육청  력학교의 규모, 인  구성의 특성, 학교폭력 처를 한 인 ㆍ물  인

라 실태 등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시범 운 에 참여한 교육청과 각 교육청 소속 력

학교의 시범 운  황을 방과 처의 응 목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 기타 지원체제 운  황 분석

2006년도에 본원에서 구축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는 학교와 교육청 심의 

지원체제이다. 학교와 교육청 심 지원체제의 타당화를 하여 다른 지원체제 운 에 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고 학교와 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시범 운  지역

과 동일하면서도 비교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은 경기 B 지역에서 민간기 이 심이 된 

지원체제 운  사례와 학교폭력SOS지원단 운  사례를 분석하 다. 

민간기  심의 지원체제와 학교폭력SOS지원단 운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학교ㆍ교

육청 심의 지원체제 운 의 장 과 단 을 분석하고 향후 학교ㆍ교육청 심 지원체

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 타당성 분석에 기 한 지원체제 모형  운 방안 개선 안

시범 운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에 제안한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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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정안과 수정안에 따른 운  방안을 제시하 다. 

►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 다.

첫째, 학교폭력 방  처를 한 주  부처는 교육인 자원부가 담당한다. 

둘째, 시⋅도 교육청(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이하 책 원회라 칭함)’

를 설치한다.

셋째, 교육청 수 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이 단  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

회(이하 자치 원회라 칭함)’ 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제 1수 의 지원체제와 제 2수

의 지원체제가 긴 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실질 으로 가동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단 학교의 지역  특성을 반 하여 지원체제가 운 되도록 한다. 

여섯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효율성을 해 고등학교 학교폭력 련 산은 시⋅도 

교육청에, ㆍ 학교 학교폭력 산은 지역교육청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지원체제 모형 구축의 구성 요소

지원체제 구축의 구성 요소는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로 심 기 과 코디네이

터, 유  기 으로 구분된다. 단 심 기 과 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 다.

첫째,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이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이 됨으로써 학교폭력 방이나 사안 처리에서 교육청 수 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각 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이 인증하는 민간단체의 학교폭력 분쟁 유경험자를 

단 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으로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문 인 재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을 받는다.

► 지원체제 기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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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분석 결과 제 1수 은 단  학교의 ‘자치 원회’가 되고 제 2수 은 교육청의 

‘ 책 원회’가 심이 되는 지원체제의 기본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도에 제시했던 모형에서 원회 구성  역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 다.

첫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구성에 한 것으로 학교장은 제 1수  ‘자치 원회’ 

원으로 해당 지역 제 2수 의 ‘ 책 원회’ 원들과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의 학교폭력 재자( 를 들면 학교폭력SOS지원단 소속 인사)’를 한다. 

둘째, 원장에 한 것으로서 실 으로 외 계가 많은 교육감이나 교육장보다는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국장이, 지역 교육청의 경우 학무국장이 제 2수 의 ‘ 책 원

회’의 ‘ 원장’에 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청 수 의 ‘ 책 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인  구성을 한다. 

우선 법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자 에서 선정해야 하며, 인원은 지역교육청 당 문상

담교사를 포함하여 6～8명 정도가 정하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람은 교육인 자원

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 소속 학교폭력 분쟁 조정자(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 

계자 등), 가ㆍ피해 학생 학부모간 갈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능력을 갖고 

있는 자, 집단따돌림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의 상태가 가해학생(들)의 언행으로 인한 결과

인지에 해 문가가 아니면 단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과 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면 해당병원을 력 기 으로 지정하여 운 하여야 한다. 교사의 경우는 지역실정에 

밝고, 법령에 능통하고, 학생지도 경력이 우수한 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 학교폭력 방을 한 지원체제 운  방안

타당성 분석 결과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방을 한 지원체제 운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운  방안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를 한 지원체제 운  방안

에 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수  1단계: 사안 발생 시 신고ㆍ 수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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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 18조에 근거

하여, 학교나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 제1수  2단계: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소집  사안 처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1차 으로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소집된다.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여 가해⋅피해 학생이 합의하고, 가해 

학생에 한 징계  선도, 피해 학생에 한 치료  보호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종결된

다. 이 때 단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청 수 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제2수  

지원체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으로 

된 제2수  지원체제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이 연계자 역할을 한다.

▪ 제1수  3-a 단계: 교육인 자원부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에 의뢰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재에 실패하거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사안 처리를 교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한 경우 원장은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이 인증하는 민간단체(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의 ‘ 기지원센터’ 등) 소속 인사에게 

재를 의뢰한다. 여기서 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소송이 제기되고, 

분쟁 조정에 성공하면 사안은 종결된다. 는 제1수 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가해⋅피

해 학생의 추수 지원을 해 교육청 차원의 ‘ 책 원회’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 는 지역 교육청의 ‘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한다(3-b단계로 진행). 

▪ 제2수  3-b 단계: 교육청 ‘학교폭력 책 원회’에서 인 ㆍ물  지원

사안이 종결된 후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게 된다. 

   3. 정책적 제언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 제시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가 실질 으로 가동하기 해서는 지원체제 가동의 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에 

2006년도 연구에서 제 조건과 지원체제 활성화를 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  산

에 한 제언을 하 으나, 학교안 공제회 기 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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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 것 외에는 실 된 사항이 없다. 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  운  방안이 수정된 바, 수정된 지원체제의 제도화  확산을 하여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수정ㆍ보완하여 제언하 다.

► 행법 제9조와 제10조 사이에 ‘학교폭력 책 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소집ㆍ

운 에 한 부분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소집에 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 필요할 경우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원으로 된 교육청 ‘학교폭력 책 원

회’ 원인 민간단체(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 등)의 분쟁조정 문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분쟁 조정에 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 학교폭력 련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조사 는 심의 내용을 일부 련 인사에게 공개하도록 법⋅제도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 퇴직 경찰이 포함되거나 직 경찰이 참여했을 때 학교폭

력 사안을 인지해도 수사  검찰 송치까지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학교폭력에 처하기 한 방안을 수립⋅실행하기 해 지역사회 유 기 과 업무 

조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책임 교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12조에 학교폭력의 처와 련하여 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의 역할에 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교육인 자원부의 학교폭력 책 이 학교폭력 업무를 주 하고 련 부처와 기 은 

이에 조하도록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명시화해야 한다. 

►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6조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치료⋅상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기 의 설립 기  

 구성원에 해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해 행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학

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을 첨가해야 할 

것이며, 시⋅도  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를 신설한다면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이 지역 교육청의 심의 사항으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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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부모에 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재안이나 명령에 한 구속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 지원체제의 원활한 가동을 해서는 학교폭력 련 산 항목, 규모, 흐름 등 재

원의 황을 악하여 학교폭력 련 산의 방만한 운  황을 개선하고 산

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 공익자 의 일부를 학교폭력 처를 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 교외 학교폭력 방을 한 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단 학교 학교폭력 방을 한 산은 일차 으로 단 학교가 책임진다(교육

청에서 산 편성에 한 지침을 내릴 때 학교폭력에도 일부 편성하도록 지침

을 내리는 방안).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보호를 한 기 을 마련한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률이 높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학교폭력 련 산을 많이 

배정한다.

  ▪ 단 학교에서 학교폭력 방을 한 특별 교육이나 분쟁 조정 시 필요한 산

을 일부 교육청에 공개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 유 기  간 긴 할 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 기  활용 책자 발간, 원

활한 조체제에 한 인센티  부여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유 기  활용을 한 안내 자료가 지나치게 산만하게 흩어져 기  활용을 

한 일목요연한 국 자료가 있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유 기

 활용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

  ▪ 일선 학교와 유 기 과의 조체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와 

기  등의 평가 시 가산  부여 등 유 기 과의 극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수정ㆍ제시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가 실효성

을 거두기 해서는 무엇보다 앞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실 되어야 하며, 학교

폭력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청이 리ㆍ감독 기 이 아닌 력ㆍ지원기 이라는 학교장의 인식 환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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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교육 주체에 하여 학교폭력 방  처에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치료  안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탄력 으로 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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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책이 수립되고 학계나 

민간단체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2004년 1월 29일에는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이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같은 해 7월 30

일에 제정ㆍ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2005년 2월 범 정부차원에서의 학교폭력 방 

 근 을 하여 교육인 자원부 주 으로 청소년보호 원회, 행정자치부, 문화

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이에 따라 교육인 자원부는 학교폭력 

책 기획단을 구성하여 2005년 부터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기본계획’의 

책들을 극 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학교 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한 심과 인식이 제고되고는 있으나 

다양한 책들이 그 실효를 극 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유 기  간에 연계와 조가 잘 이루어지

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에 처하는 수많은 기 들의 활

동이 산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 기 들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학교폭력에 처하기 해 구축된 네트워크들이 실질 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

으며, 한 학교폭력 유 기  간 유기 인 연계체제를 가동시킬 수 있는 주 기

이 없다는 것이다(박효정 외, 2006). 따라서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기본계

획’이 장에서 제 로 수행됨으로써 실효를 거두기 해서는 학교폭력 실태에 한 

정확한 악, 학교폭력 책에 한 효과 평가와 더불어 학교폭력 유 기  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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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원이 작동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되었다.

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2006년도에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운 방안 연구’를 수행하 다. 즉 학교폭력 유 기 들이 유기 인 연계 속에서 

학교폭력을 방하고 처하는 데 실질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체제 모형

을 구안하고, 지원체제의 기 별 역할과 기능을 분담ㆍ설정하여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2006년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체제 모형과 운  방안이 정착되어 학교폭력 

처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들이 검증되어야 한다.  

첫째, 2006년도 연구에서 지원체제 모형을 상세화 하고 응 목표별로 운 방안

을 구체 으로 제시하 으며, 지원체제 활성화를 한 법ㆍ제도  방안을 마련하

으나 지원체제의 타당화  정교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 다. 따라서 구축된 지원체

제가 학교폭력을 방하고 특정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지원체제의 시범 운 을 통해 어떤 문제 이 있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

지 등에 한 타당화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운  방안에

서는 기본 모형과 함께 응 목표별 지원체제 운  방안을 제시하 으나 지역 특성

을 반 한 운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2006년도 연구 결과 학교폭력 방  

책을 한 유 기 의 인 ㆍ물  인 라 황, 학교폭력 련 산과 사업 내역

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운 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 되는 바, 지역  특성을 

반 한 지원체제 구축  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동 연구로서 2006년도에 수행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운  

방안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제 1차년도인 2006년에는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

체제 구축 연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동연구로 수행하

다. 본원에서는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 구축  운  방안을 마련하

고, 본 연구와의 유기 인 련 하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 지역사

회의 학교 밖 청소년 련기 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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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원체제의 구속력과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법ㆍ제도  정비방안을 마련

하 다. 2차년도인 2007년도 연구에서는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폭력 처

를 한 지원체제를 시범 운 함으로써 학교폭력 방과 처를 한 지원체제 운

의 문제 을 추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

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데 목 이 있다. 

이와 같은 지원체제 모형의 타당화 연구는 향후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가 실질 으로 기능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 요인과 활성화 요인을 규명하고 개

선함으로써 지원체제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2. 연구 내용

가. 연구추진 계획

본 연구는 학교폭력 처를 한 교육 인 라를 구축하기 한 목 으로 3개년간 추진

되는 동 연구의 2차년도 연구  하나로서 3개년 연구 추진 계획에 따른 연구 과제와 

연구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그림Ⅰ-2-1]과 같다. 

나. 연구 문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를 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역, 응 목표  지원체제 수  별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지원체제 운  방안, 지원체제 운 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는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가? 

연구문제 2-1. 지역  특성에 따른 기능의 차별  특성과 요건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2. 방과 처 등 응 목표에 따른 작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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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효과 제고 

∙학교폭력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 조성 

연구 과제 산출물연구 내용

1차년도
(2006년)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 방안

∙보고서 5종 
 － 총괄보고서 1종
 － 하위과제 보고서 3종 
 － 학교폭력실태조사 
    보고서 1종 
∙연구자료 4종 
 － 전문가 토론회자료집 
 － 세미나 자료집 
 － 교육청 인프라 현황 
     자료집 
 － 국내ㆍ외 지원체제
    구축 사례집

2차년도
(2007년)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육 인프라 
개발 및 활용 
연구(Ⅰ)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개발(학생용) 

∙보고서 4종 
 － 총괄보고서 1종
 － 하위과제 보고서 3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6종 및 매뉴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시범운영 
보고서 2종

∙세미나자료집 1종

3차년도
(2008년)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육 인프라 
개발 및 활용 
연구(Ⅱ)

∙학교폭력 대책 및 프로
 그램 적용 효과 평가 

∙학교폭력 지표 개발 및
 활용 

∙보고서 4종
 － 총괄보고서 1종 
 － 하위과제 보고서 3종 
∙학교폭력 지표 

[그림 Ⅰ-2-1] 연도별 협동 연구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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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3. 지원체제의 제1수 과 제2수 별 작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지원체제 모형  운  반에 한 개선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학교폭력 지원체제 운 의 정착을 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다. 연구 내용

앞에 제시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추진 체계를 수립하

고 이를 토 로 다음 [그림 I-2-2]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정하 다. 

1) 연구의 이론적 기초 정립

국내ㆍ외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련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

에서 시범 운 하게 되는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이론  기반을 제시한다.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개념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구축 모형  운  방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의 시범 운영 및 관리

교육인 자원부의 조 하에 지역  특성을 반 하여 2개 지역 교육청과 각 교육

청별로 2개 력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교육청과 력학교가 심이 되어 지

원체제를 시범 운 한다. 

▪ 도시와 소도시의 2개 지역교육청 선정

▪선정된 교육청에서 할 구역 내 등학교 1개교, 학교 1개교의 력      

학교 선정

▪선정된 2개 지역 교육청  각 교육청 산하 력학교에 시범 운  용역

▪시범 교육청  력학교의 지원체제 운 황 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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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이론적 고찰

▪ 지원체제의 개념

▪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 학교ㆍ교육청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모형 및 운영방안

▪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시범 운영 결과 평가

심층 면담 ⟺ 시범 운영기관

자체평가

지원체제 모형의 타당화 및 정교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 운영 방안 제시

▪ 지원체제 타당화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 수정

▪ 지원체제 활성화 요인과 장애 요인 탐색

▪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ㆍ 제도적 정비

  방안의 타당화 및 정교화

지원체제의 제도화 

지원체제의 제도화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의 시범 운영

지역적 특성

이 다른 2개 

교육청 선정

해당지역 내 지원

체제 운영

협력학교 선정(초

ㆍ중 각 1개교씩)

지원체제

운영에 대한 

연수 실시

지원체제 시범 운영

      
지원체제 시범 운영

에 대한 지원









[그림 Ⅰ-2-2]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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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시범 운영 결과 평가

2006년에 구축한 지원체제 모형과 운  방안에 터해 선정된 교육청과 력학교가 

지원체제 시범 운  시 교육청과 력학교에 다음과 같이 구체 인 운  내용을 반

하도록 요구하 다. 

▪선정된 지역의 지리 ㆍ사회  특성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 련 산  사업 내역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인 라 황

▪해당 지역 교육청  력학교의 학교폭력 방을 한 지원체제의 작동 과정, 문

제   개선 사항

▪시범 운  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청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문제  

 개선 방안

▪학교와 교육청 간의 연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과 개선방안

▪추진 활동에 따른 소요 산

▪지원체제 운 에 따른 지원체제 활성화  장애 요인

4) 기타 지원체제 운영 사례 분석 

B 지역에서 민간기 을 심으로 운 되고 있는 지원체제 운  사례와 교육인

자원부가 한국청소년폭력 방재단에 의뢰하여 운 하고 있는 학교폭력SOS지원단 

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ㆍ교육청 심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  력 방안에 필요한 시사 을 도출한다.  

▪운  방법  과정 등 지원체제의 역할

▪지원체제 운 의 성과와 문제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구축  운 에의 시사  추출

5)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의 타당화 및 정교화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 개선 

안  운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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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제 시범운 을 통한 지원체제 활성화 요인과 장애 요인 탐색

▪시범 운  결과를 바탕으로 법ㆍ제도  정비 방안의 정교화

6)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제도화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시범 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모형  운  방안의 

문제 과 개선 방안 등 지원체제 타당화를 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 다. 이와 

함께 구축된 지원체제가 제도화되고 운  방안들이 효율 으로 실 되어 시 지 효

과를 거두기 해 정책 으로 지원ㆍ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타당성 분석에 기 한 지원체제 모형  운 에 한 개선 방안

▪지원체제의 제도화  확산을 한 제언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사용한 연구 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국내ㆍ외 련 문헌과 인터넷에 탑재된 자료 등을 분석하 다.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개념, 필요성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타당화 련 선행 연구 분석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과 운  방안

나. 전문가 협의회 운영 

연구 운  과정 반에 걸친 주요 사항에 한 검토와 자문을 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가 의회를 개최하 다. 

▪연구의 구체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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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제 시범 운 을 한 지역 선정

▪교육청  력학교의 연구계획서 검토

▪지원체제 시범 운  결과 평가를 한 평가 내용  평가 방법에 한 성

과 실 가능성 등 검토와 자문

다. 심층 면담

1) 면담 목적 

심층 면담은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교육청과 학교의 지원체

제 운  실태와 문제 을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 면

담을 통해 악된 운  실태와 문제 , 개선 사항은 지원체제 모형과 운  방안을 

개선하는데 반 되었다. 

2) 면담 대상 

면담 상은 2개 시범 운  교육청 연구 력진, 교육청 소속 문상담순회교사( 방 로

그램 실시 강사 자격), 각 교육청 별 력 등학교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다. 

<표 Ⅰ-3-1> 협력학교의 면담 대상 및 면담 대상자 수

면담 대상 수

W초

학생
시우보우 로그램 시청 + 교사와의 활동 경험한 학생 5

시우보우 로그램을 시청만 한 학생 4

래 상담 훈련 참여 학생 5

교사
시우보우 로그램 활동을 실시한 교사 3

로그램 시청 지도만 한 교사 3

교장 교장(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3

B중
학생

인지행동치료기법 용 학생 7

미술치료기법 용 학생 6

1:1 A청소년상담센터 동반자 로그램 용 학생 4
강사 상기 로그램 실시 강사(교육청 소속 문상담순회교사) 1

J초
학생

인터넷 독 치유 로그램 이수 학생 3

집단 심성수련 활동 참여 학생 4
교사 집단 따돌림 방 교육 운 능력 배양을 한 연수 참여 교사 4

학부모 학부모 상 학교폭력 방에 한 연수 참여 학부모 2

S중
학생

K척도검사를 활용한 방교육 이수 학생 3
교우 계 부 응 학생 상 집단 심성 훈련 로그램 이수 학생 3

축구활동 참여 학생 5

교사 교사연수(4월 16일 시행) 참여 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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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질문내용

일반

사항

학생
인  구성

로그램 참여 경험

교사
인  구성

학교폭력 방 교육 실시 경험

지

원

체

제 

운

학생

로그램 실시 상황에 한 기술

로그램 참여 후 반 인 소감

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어려웠던 

나에게 새로웠던 

배우고 느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싫었던 

다른 학생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한다면 개선되어야 할 

이 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습과 달라진 

로그램 실시 상황에 한 기술

교

사

방

교

육

로그램에 한 반 인 소감

로그램 실시 기간 동안 어려웠던 

로그램 용에 한 학생들의 반응, 효과 여부

교사로서 나에게 새롭거나 인상 깊었던 

방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

교사로서 학교폭력 방 로그램 실시와 련한 제안

학교폭력 사례에 한 사안 처리 

교 연수에 한 반 인 소감

면담은 2007년 7월 에 교육청과 력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력학교의 구체

인 면담 상은 다음 <표 Ⅰ-3-1>과 같다. 

3) 면담 내용 

면담 내용은 지원체제 시범 운 에 한 만족도, 시범 운 을 통한 지원체제 운

상의 문제 , 지원체제에 한 요구  개선 사항 등이었다. 교육청 연구 력진

과는 지원체제 시범 운  지원 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지원체제 운 상의 문

제   지원체제 모형 개선안에 한 의견을 교환하 으며, 력학교 면담 상에

게 질문한 구체 인 내용은 다음 <표 Ⅰ-3-2>와 같다. 면담 내용은 면담 상에 따

라 내용이나 순서가 변경되었다.

<표 Ⅰ-3-2>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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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질문내용

사

연

수

연수 실시 기간 동안 어려웠던 

나에게 새로웠던 

배우고 느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싫었던 

방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

교사로서의 개선 요망 사항(연수, 학생 상 학교폭력 방교육 등)

학부모

연수에 한 반 인 소감

연수 실시 기간 동안 어려웠던 

나에게 새로웠던 

배우고 느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싫었던 

방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

학부모로서의 개선 요망 사항(학부모 연수, 학생 상 학교폭력 방교육 등)

학교

폭력 

실태

학생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 가ㆍ피해 경험 

교사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상담 경험 

라. 연구 용역 및 사례 연구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을 해 선정된 2개 교육청을 상으로 

용역을 의뢰하 다. 지원체제 타당화를 한 시범운  용역 업무의 구체 인 과정과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3-1]과 같다.

마. 원고 집필 용역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ㆍ교육청 심 지원체제의 타당화를 하여 비교분석의 

의의가 있는 민간기  심의 지원체제 운  황에 한 원고 집필 용역을 의뢰하

다. 이를 하여 학교와 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시범 운  지역과 동일하면서도 

비교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은 경기 B 지역 사례의 황과 문제 , 성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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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내용

주 KEDI
교육인 자원부에 시범 교육청 선정 의뢰

지원 교육인 자원부

⟱
주 KEDI

계획서 심의  최종 시범 지역 선정
지원 교육인 자원부

⟱
주 선정된 교육청

선정된 교육청 할 지역 내 력학교 선정
지원 KEDI

⟱
주 KEDI 선정된 교육청 연구 력진을 상으로 지원체제 운

에 한 연수 실시지원 선정된 교육청

⟱
주 교육청  력학교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지원 KEDI 지원체제 시범 운 에 한 지원

           ⟱

주
선정된 교육청  

KEDI
지원체제 시범 운  결과 평가

[그림 Ⅰ-3-1] 지원체제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 흐름도 

바. 세미나 개최

○ 목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지역  특성을 반

하여 시범 운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의 타당성을 모색하기 

해 개최되었다.

○ 일시 : 2007년 9월 13일(목) 13 : 30 - 17 : 30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세미나실

○ 주요 내용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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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1. 연구의 이론  기  정립
 문헌연구

 문가 의회

2.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리
 문가 의회

 연구 용역

3.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결과 평가

 문가 의회

 심층면담(출장)

 사례연구

(원고 용역  출장)

4. 기타 지원체제 운  사례 분석   원고 집필 용역

5.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의 타당화  정교화

 문헌연구

 문가 의회

 세미나 개최

6.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제도화  확산을 한 정책

 제언 제시

 문가 의회

 세미나 개최

 ▪ 도시  소도시 지역의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결과

 ▪학교폭력 처를 한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와 학교폭력SOS지원단과의 

력 방안

○ 참석자

발표자, 토론자, 시도  지역 교육청 계자, 학교폭력 련 민간 기 의 문가, 

학교 교사  련 연구진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을 연구 내용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Ⅰ-3-3>과  같다.

<표 Ⅰ-3-3>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4. 기대 효과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

원체제 운  방안 제시, 구축된 지원체제의 제도화  효율  운 과 련하여 다음

과 같은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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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계획’ 등 기존에 수립된 학교폭력 정책과 ‘학

교폭력 방 처에 한법률’의 수정ㆍ보완 등 법ㆍ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가 효율 으로 운 되는

데 필요한 실제 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운 시 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SOS지

원단과의 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한 지원체제 구축의 요성과 의미, 구체 인 지원

체제 구축  운  방안 수립 차에 한 지식 축 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정교화와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함으로

써 연구 결과가 장에 용될 경우 지원체제 운 을 통한 학교폭력 감소  방 

효과를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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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의 이론적 고찰

가.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의 개념1)

유  기  간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독립 인 기 들을 유기 으로 연계시

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구성하

는 각 독립  기 들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

한다. 지원체제는 연계체제 는 네트워크와 혼용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일

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원체제는 일반 으로 사회  행 자들 간의 조, 

력, 통합을 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체 으로는 특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련 조직들과 사회 행 자들 간에 력  계를 유지하거나(박경숙, 1996; 

Trevillion, 1999), 련 분야의 조직들 간 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 이고 통

합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변용찬, 1996). 결국, 수혜자 입장

에서 지원제체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련 기 들과 행 자들 사이에 

력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조흥식 외, 2000; Trevillion, 1999). 

이상과 같은 지원체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2006년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

생했을 때 이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하여 인 ㆍ물  자원을 체계화하고 유 기

의 연계를 조직화한 것’으로 정의하 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1)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개념은 이미 2006년도 연구(박효정 외, 2006)에서 고찰한 내용

으로 일부를 발췌ㆍ수정하여 제시함. 



20 ❚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 

데 고려해야 할 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 다. 

첫째, 학교폭력 방을 하여 개인,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험 요

인을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 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처하여 피해 학생의 치료와 회

복을 돕고, 가해 학생의 선도를 한 방안을 모색하여 용해야 한다. 

셋째, 지원체제는 사안 해결 이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법  논리보다 ‘교육 ’ 논리가 앞

서야 한다.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모두 미숙한 학생이기 때문에, 우발 이고 

일시 으로 폭력 인 행동을 지를 수 있다.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는, 가

해 학생에게 한 조치를 취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한 피해 학생 역시 학교폭력의 상처나 고통을 극복하고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인 계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

아야 한다. 

나. 지원체제 타당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련 책이 수립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 유 기  간 연계와 조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는 인식에 따라 유 기  간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연구가 수행되

어 왔다. 를 들어 학교폭력 책국민 의회나 청소년폭력 방재단과 같은 NGO 심 

모형과 지역사회 청소년 련 기 을 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방배유스센터 모형

이 지역사회 심의 지원체제 모형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 모형으로는 교육인 자

원부의 모형과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구축한 모형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어떤 기 이나 기구가 지원체제의 심이 되며, 

어떠한 기 과 연계하는지,  각 기 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하여 제시하 을 뿐 

구축한 지원체제 모형의 장 용성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유일하게 장 용성을 시

도한 연구로는 이민희 외(2003; 2006)의 연구가 있다. 이민희 외(1998)는 청소년 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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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상을 더욱 문화하여 청소년 폭력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청소년 폭력 책 모델을 개발하 다. 이어서 2003년도

에는 1998년도에 제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인 ‘컴넷(ComNet: Community 

Network)'을 서 구 구립방배유스센타를 코디네이터로 하여 서 구 지역사회에서 시

범 으로 운 한 과정과 그 결과를 제시하 다. 

2006년도 연구에서는 서 구 학교폭력 책 네트워크의 실천  운 에 한 연구를 

하여 학교폭력 사례를 실제로 처리하는 네트워크의 연계 기 들에 한 시뮬 이션

을 통해 네트워크를 평가ㆍ분석하 다. 그 결과 학교폭력 책을 한 지역사회 네트워

크의 구성, 활성화, 실천  운용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 다(이민희 외, 2006).

첫째,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자체 구성원들이 해결한다는 의식과 인식이 필요하

다. 

둘째,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와 강한 결속력이 있는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사후 치료나 선도기 이 네트워크의 심이 되는 것보다는 방활동과 계있

는 기 이 심 기 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행정  지원은 필수 이며, 지원할 수 있

는 법  근거를 조례 등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문제 청소년이나 기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를 만들어 운 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 내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활동을 검해서 내실있게 운 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사안이 발생하면 개인  네트워크와 부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

므로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 학부모 상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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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교육청 중심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및 운영 방안2)

본 에서는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하여 본 연구에서 시범 용하고자 하는 학

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에 하여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

제 모형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 제시하는 내용은 타당화 연구 이

인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  운  방안으로서 본 연구 결과 개선되는 내

용은 Ⅴ장에 제시할 것이다.  

가.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2006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 기본 방향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주관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한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의하면 교육인 자원부가 학교폭력 책의 주

무 부처로서 학교폭력 방  근  책에 한 기본 계획의 수립ㆍ평가, 검 등

의 업무를 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10월 재 교육인 자원부에는 학교

정책국 산하에 학교폭력 책 이 조직되어 있어 학교폭력 방  책 기획 반

을 다루고 있다. 

한 동법률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ㆍ 박ㆍ따돌

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행 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장소가 학교

2) ‘학교ㆍ교육청 심의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  운  방안’은 본 연구의 기 가 되

는 것으로서, 2006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 결과다. 본 연구의 이해를 하여 

2006년도 연구 결과에서 발췌ㆍ수정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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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학교폭력 가ㆍ피해 상 역시 학생인 만큼,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주  부처는 교육인 자원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ㆍ도 교육청(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를 두어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한다. 

학교 수 에서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와 같이 시ㆍ도 교육청(지역 교육청) 

수 의 ‘학교폭력 책 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한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

회 원장은 종 과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담당하되, 학교폭력 책임 교사가 해당 학

교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담 장학사가 해당 교육청

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하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장은 교육감이 맡도록 한다.

다) 대응목표(예방, 대처) 수준에 따라 지원체제의 중심 기관을 달리한다.

기본 으로 학교와 시ㆍ도 교육청( 는 지역 교육청)은 상호 력 계를 유지하

면서 공동으로 학교폭력을 방하고 처하기 한 지원체제 심 기 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수 (단 학교 심의 지원체제)의 심은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

자치 원회’가 되며, 제2수 (교육청 심의 지원체제)의 심은 시ㆍ도 교육청(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가 된다. 

재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은 학교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구성

하여 방활동과 사안처리에 한 일련의 과정에 해 의사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와 학교폭력 안 응

 구성과 역할은 동법률이나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원체제의 효율  가

동을 해서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와 학교폭력 안 응  신설조항을 개정

되는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과 시행령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안 처리 수 에 따라 지원체제의 심 기 을 달리한 것은 첫째, 학교 

실정이나 학교가 처한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둘째, 

일의 처리 속도를 신속히 하기 함이며 셋째, 제2수 으로 넘어갈 경우 재정  지

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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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심은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와 학교가 심이 될 경우 사안처리의 객 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가의 

견해를 반 하여 심 기 을 제1수 과 제2수 으로 구성하 다.  

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지원체제 구축의 가장 근본 인 방향은 ‘실질 으로 가동할 수 있는 지원체제의 

구축’이다. 지원체제를 실질 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

을 때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지원체제에 

자문하고,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유 기 과의 연계와 조 속에서 신속하게 응

할 수 있도록 통합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제를 구축ㆍ운영한다.

학교폭력의 발생률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의료 기 ㆍ법률 기 ㆍ상

담 기  등 학교폭력을 방하거나 사안 발생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 의 인

라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는 지역의 학교

폭력 유  자원의 실태와 특성을 반 하여 구축하도록 한다.

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시ㆍ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관련 예산의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산의 방만한 운 을 정비하고 일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하여, 시ㆍ도 교육

청(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지원체제 운 에 한 산 집행 권한을 집 시킨다. 

2) 지원체제 모형 구축의 구성 요소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 구축의 구성 요소는 심 기 과 코디네이

터, 유 기 으로 구분된다. 심 기 과 유 기 은 기 의 인  자원과 물  자원

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 기 과 유 기 의 연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법ㆍ제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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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지원체제 심 기 은 실태 조사와 요구조사, 면담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와 시ㆍ도  지역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한다. 심 기 의 역할과 기능은 응 목

표나 사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차 으로 학교폭력의 방과 사건 처

리는 학교가 책임을 맡는다. 

학교를 심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에 착하 을 경우, 심 기

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옮아간다. 교육청마다 할 지역의 학생  학교 수, 학

교폭력 련 산 규모, 학교폭력 발생 비율 등의 차이가 크므로 학교폭력 련 지

표들을 고려하여, 시ㆍ도 교육청 혹은 지역 교육청이 심 기 이 된다. 

심 기 으로서 시ㆍ도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방 교육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기 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

해배상에 한 분쟁을 조정한다. 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가ㆍ피해 학생이 학

교에 잘 응할 수 있도록 교육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교나 학 차원에서 학교폭

력 재발 방지를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 기 의 코디네이터는 학교폭력 방  처를 하여 유 기  사이의 

의와 업무 분담을 조정한다. 한 코디네이터는 산의 집행과 사업의 운  과정을 

리하여 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일선 학교에

서는 학교폭력 책임 교사가,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담 장학사가 코디네이터 역할

을 담당한다. 

특히 학교폭력 책 원회의 학교폭력 담 장학사는 학교로부터 문제해결을 요청

받았을 때, 외부 문가를 학교폭력 안 응 의 장으로 지정하여  일선 학교에 

견한다. 학교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학교폭력 담 장학사는 

학교폭력 책 원회를 소집하여 응방안에 해 의한다. 

학교폭력 방과 처를 하여 상호 연계되어야 할 유 기 은 교육기 , 청소년 

기 , 경찰, 의료 기 , 법률 기 ,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 , 시민 단체, 학  연

구기  등 9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 기 이나 공공 기 의 경우에는 유형 내에

서 상  수 부터 하  수 까지 계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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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 기 의 인 라는 새로운 지원체제가 구축된다 해도 재와 크게 달

라지는 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제가 실질 으로 가동되기 해서는 지원체

제 가동의 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그 지 못할 경우 이는 지 까지 구축되

어 온 기존의 지원체제에서 크게 발 된 모습을 기 하기 어렵다. 

지원체제가 가동되기 한 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 교육인 자원부 내에 새롭게 조직된 ‘학교폭력 책 ’이 학교폭력 련 

업무를 주 하고, 유  부처와의 연계와 조 하에 학교폭력 방  근 을 한 

책 수립과 시행은 물론 이와 련된 산 확보ㆍ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제

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시ㆍ도 교육청(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를 설치하고 원회의 구

성ㆍ소집ㆍ역할  기능 등을 명문화해야 하며, 학교폭력 책 원회에서 선임하는 

학교폭력 안 응 장( 재자)의 자격 요건과 에 한 구성ㆍ소집ㆍ역할 등을 명

문화해야 한다.

셋째, 재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필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재 불합리하고 실질 으로 용될 수 없는 사항이 시정되어야 한다. 를 들어 비

설 지 조항, 차 개입권 보장 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가장 요한 사항으로 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해 정부 부처의 학

교폭력 산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집결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단  학교에 

한 산 지원을 확 해야 한다. 한 학교안 공제회 기 이나 학교폭력 보험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가ㆍ피해자의 치료  선도를 한 실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지원체제 구축 모형 및 운영 방안

이상과 같은 기본 방향에 터해 학교폭력 방과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을 도

식화하고 방과 처라는 응목표별 지원체제 운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한 지원체제가 효율 으로 가동되기 한 활성화 방안에 해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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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체제의 기본 모형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은 심 기 과 유 기 으로 나 어 볼 수 있

다. 우선 학교 심의 제1수  심 기 과 교육청 심의 제2수  심 기 으로 구

성된다. 제1수  심 기 과 제2수  심 기 은 상호 조 계를 유지한다. 

제1수  심 기 은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책임을 맡는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장이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원장을 맡으며, 책임 교사(생활부장이나 상담부장), 청소년 문가, 경찰, 의

사, 변호사 등이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원이 된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의 방과 처에 한 일련의 의사결정인 학교폭력 방과 처에 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한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년  학교장과 책임 교사에 의해 되며, 을 

수락한 원들은 2년 동안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 참석한다. 참석한 

원들에게 소정의 회의비를 지 할 수 있다. 

제1수 의 심 기구인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을 방하고 

처하는 데 필요한 산  인  구성, 사업의 개발  시행에 한 책임을 담당

한다. 

제2수 의 심 기구는 시ㆍ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내 학교폭력 책 원회가 책

임을 맡는다. 행 ‘학교폭력 방 처에 한법률’에서는 교육청 수 에서 의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3), 추후 개정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학교폭력 책 원회는 교육감이 원장이 되며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실무 책

임자가 된다. 한 학교폭력 책 원회의 원은 유 기 의 실무 책임자가 된

다. 를 들어, 시ㆍ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가 신설된다면 해당 시ㆍ도청의 

청소년부서 책임자,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 청소년부서 책임자, 16개 역시ㆍ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실장 등이 원으로 될 수 있다. 

재는 지역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생활 지도 반을 책임지고 

3)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련이 있을 때,  동 법률 제16조 제6항, 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학

교폭력 책 원회’를 둘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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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학교폭력 책 원회가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학교폭력 담 장학사가 어도 1명 이상 필요하다. 

학교폭력 책 원회는 학교폭력 방  처를 해 필요한 물 ㆍ인  자원을 

지원해  뿐 아니라 학교가 학교폭력 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겪는 다양

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한 학교폭력 책 원회는 학교폭력에 

한 국가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일선 학교에서 하

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시ㆍ도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요한 만큼, 교육인 자원부를 비롯한 련 국가 

기 이 마련하는 일련의 국책 사업과 산은 시ㆍ도  지역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

[그림 Ⅱ-2-1]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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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달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시ㆍ도  지역 교육청은 산이나 

국책 사업을 지원하는 유  국가 기 에 해 결과를 알리는 송환 체제를 유지한다. 

<표 Ⅱ-2-1>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구성 및 역할 

수  심 기구 구    성 역    할

1수 :
학교

학교폭력 책
자치 원회

∙ 원장(학교장)
∙교사
  (책임,상담,양호)
∙청소년 문가
∙시민 단체/자원 사
∙경찰/검찰/변호사
∙의사
∙지자체공무원

∙ 방 교육 계획수립  시행
∙학교폭력 련 산 확보  집행 인력

확보
∙교육청 학교폭력센터 의뢰 여부 결정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치료분쟁 조정

2수 :

교육청

학교폭력 책

원회

∙ 원장(교육감 는 
교육장)

∙장학 /장학사
∙청소년 문가
∙시민 단체/자원 사
∙경찰/검찰 문가
∙의사
∙지자체공무원

∙ 방 교육 계획수립  시행
∙학교폭력 련 산 확보  학교지원
∙교육청 할 학교 방 교육  학교
  폭력 사건 처리에 한 지도감독
∙학교에서 의뢰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 가해 학생 선도, 
 - 피해 학생 치료, 
 - 분쟁 조정, 
 - 학교폭력 발생 학교의 교사  학생
   지도

더불어 유  국가 기 은 교육인 자원부와의 의를 통해 산이나 국책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도 사업의 복성이나 산의 방만한 운 에 한 비 의 

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는 교육인 자원부를 심으로 학

교폭력에 한 국가차원 정책  산 배정 계획이 조정되어야 한다.

2) 대응목표4)별 지원체제 모형 및 운영 방안

응목표는 학교폭력 발생 이 과 이후를 기 으로 하여 방활동과 처활동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목표별로 제1수 과 제2수 의 운 방안  제1수 에서 제

4) 응목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한 방과 학교폭력 사

안이 발생했을 때 효율 으로 해결하는 처로 구분된다. 여기서 처는 사안 발생 이후의 일련의 

해결과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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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 으로의 이동 기 과 조건에 해 논의하 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운영방안

학교폭력 방을 하여 학교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제1수  운 방안과 교육청

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제2수  운 방안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수준 운영방안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1수  심 기구는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이다. 학교폭력 방을 하여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심으로 지원체제가 

운 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 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산과 인 ㆍ물  자원을 마련한다. 방 교육은 연 2회 학교 상담교사나 외부 문

가를 섭외할 수 있다. 방 교육을 한 문가 섭외는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해당 할 지역의 경찰ㆍ의사ㆍ상담가 등을 빙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ㆍ도  지역 교육청에 문가의 소개를 요청할 수 있다. 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시ㆍ도  지역 교육청이 주 하는 학교폭력 방을 한 정책과 교육 사

업을 효율 으로 수행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2) 제2수준 운영 방안

학교폭력 책 원회에서는 시ㆍ도  지역 교육청 수 에서 학교폭력을 방하도

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학교폭력 방에 한 기본계획에는 

교육인 자원부를 비롯한 국가 기  차원에서 시행되는 방활동과 시ㆍ도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  방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활동이 효율 으로 운 되기 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인  자원과 

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유 기 으로부터의 조가 필수 이다. 

(3) 제1수준에서 제2수준으로 이동 기준 및 조건

학교폭력 방에 한 일련의 사업과 정책은 제1수 에서 시행되며, 제2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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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수 에서 학교폭력 방활동을 해 지원체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인 ㆍ물  

자원을 지원해 주는 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방에 한 

한, 학교가 실질 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 의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방을 한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방활

동에 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때, 교육청 학교폭력 담 장학사가 다른 학교의 

책임 교사나 유 기 의 문가를 해당 학교에 견하거나 해당 학교에 방활동에 

필요한 산이나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한 학교폭력 방사업에 여러 학

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역 교육청 수 에서 계획하고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인 학교 밖 안 지도를 목

표로 한다면 교육청 차원의 계획  리가 일 것이다. 

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운영 방안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를 한 지원체제의 운  방안을 다음 [그림 Ⅱ-2-2]

의 흐름도에 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수준의 운영 방안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심이 되는 지원체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가) 1단계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

력 사건으로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학교나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1차 으로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소집된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로 학교폭력 방  처를 

한 학교 내 상설 기구로서 학교폭력 처를 한 제1수  지원체제의 심 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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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사안 발생 및 신고ㆍ접수

사안종결

2단계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및 

사안처리 

분쟁 조정   성공

추후지원   요청 

제1수

분쟁 조정   실패

3단계 :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지원 요청

4-b단계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인적ㆍ물적 지원

4-a단계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중재자 지정 

5단계 : 중재자가

       ‘학교폭력현안대응팀’ 구성 

6단계 : 사안처리

7-a단계: 지원 및

사안종결 

7-b단계 : 경찰서 신고 

       또는 

           소송 제기

8단계 : 학교폭력현안대응팀 해산

분쟁 조정   실패 분쟁 조정  성공

제2수

[그림 Ⅱ-2-2]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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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수

지원체제의 심
역할  기능

학교폭력 책

자치 원회 구성
특징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분쟁 조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선도

▪학교폭력 방 책
  에 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학교가 심이 되어 
학교폭력 사안 해결

▪학교의 학교폭력 처
에 한 책무성 증진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
한 해결 

재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와 동일하게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며 이  때의 

지원체제는 재 학교가 연계하고 있는 기 의 지원을 받는다.

(나) 2단계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여 가ㆍ피해 학생이 합의하고, 가

해 학생에 한 징계  선도, 피해 학생에 한 치료  보호가 이루어지면서 사

건이 종결된다. 2단계까지가 학교폭력 처의 제1수 이 된다. 

<표 Ⅱ-2-2>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제1수준 지원체제의 특징

(2) 제2수준의 운영 방안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분쟁 조정에 실패하거나 사안의 

함으로 인해,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신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게 된다.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3단계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재에 실패하거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

이 사안 처리를 교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한 경우, 원장은 시ㆍ도 교육청 

는 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한다(4-a단계로 진행). 는 

제1수 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가ㆍ피해 학생의 추후 지원을 해 교육청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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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폭력 책 원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시ㆍ도 교육청 는 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한다(4-b단계로 진행).

3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처를 한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게 된다.

(나) 4단계

① 4-a단계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는 이미 연계되어 있는 기 들을 심으로 기   

인력 pool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면 학교폭

력 책 원회 학교폭력 담 장학사가 교육청 차원에서 인증한 청소년 상담기  

는 NGO의 학교폭력 담당자를 ‘학교폭력 안 응 ’의 장( 재자)으로 지정한다. 

이때 지정되는 재자는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구성원 외의 제 3의 인물로

서 객 으로 사안을 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학교폭력 책 원회에서 인

증하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5)로서 학교 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4-b단계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재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가ㆍ피해 학생의 경제  

여건이나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청소년 기 의 인 ㆍ물  자원의 한계로 인해 가

해 학생의 상담이나 선도 는 피해 학생의 치유가 어려울 경우, 단  학교의 학교

폭력 책자치 원회가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해당

되는 지원을 해 다.  

(다) 5단계

선임된 재자는 ‘학교폭력 안 응 ’을 구성한다. ‘학교폭력 안 응 ’의 구성 원

칙은 학교 여건에 가장 합한 기 을 상으로 구성한다. 를 들어 학교에서 이미 

연계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법률 지원 기 , 의료 기 이 있을 경우 우선 연계 상으

5) 를 들어 학교폭력 사업이 주 목  사업인 NGO나 청소년 상담기 의 학교폭력 담당자  학교

폭력 사안의 재 경험이 있거나 련 기 의 ‘학교폭력 방 문가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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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그 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근거리 기 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재자가 구성하는 ‘학교폭력 안 응 ’은 학교폭력 사안 별로 는 사안의 

진행 과정에 따라, 그 인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를 들어 1차 으로 재

자, 청소년 상담 기  담당자, 해당 학교 교사, 경찰 등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소집 

회차가 거듭되면서 1차 구성원 외에 법률 지원 기 , 의료 지원 기  소속 인사를 

추가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할 경우에는 교육청 학교폭력 책 원회에서 이에 소

요되는 재정  지원을 해 다. 

(라) 6단계

‘학교폭력 안 응 ’은 발생한 사안에 하여 조사를 하고 재를 해 노력한다.

(마) 7단계

① 7-a단계( 재에 성공했을 경우)

‘학교폭력 안 응 ’이 재에 성공할 경우, 가해자에게 각서, 공개사과문  등을 작

성하게 하고 피해자에 한 보상 기 을 제시하여 가해자가 보상하도록 한다. 이때 

치료비 산정 등에 한 자문을 해 지원체제 내 의료 기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이 치료비 액을 지 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학교폭력 안 응 ’의 (가

칭)의료비지 심사 원회에서 심사하여6) 학교안 사고 방 보상에 한법률에 따라 

는 ONE-STOP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계에 드는 제반 비용은 ‘학교폭력 안 응 ’의 장(학교폭력 책 원회에서 선

임한 재자)이 교육청에 청구하면 교육청에서 해당 연계 기 에 지 한다. 

② 7-b단계( 재에 실패했을 경우)

제2수 의 ‘학교폭력 안 응 ’이 재에 실패하게 되면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

6)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한 치료비 지원을 안 공제회 기 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련 심의기구

를 통해 지원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된 재원에서 충당할 경우에는 ‘학

교폭력 안 응 ’의 의료비지 심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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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바) 8단계

‘학교폭력 안 응 ’의 재로 분쟁이 조정되고 사안이 종결되거나 아니면 피해

자가 소송 제기 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학교폭력 안 응 ’은 해산한다. 

(3) 제1수준에서 제2수준으로의 이동 기준 및 변화 사항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본 연구에서는 제1수 과 제2수 으로 구분하

다. 이 게 이원화한 이유는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방  처

의 주체는 학교가 되어야 하므로 우선 학교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학

교폭력에 한 학교의 책무성을 고양시키기 함이며 둘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교장이기 때문에 분쟁 조정의 객 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단되는 사안

의 경우, 제2수 의 학교폭력 안 응 을 구성함으로써 객 성을 확보하기 함이

며 셋째, 제2수 의 지원체제가 작동함으로써 소요되는 재정 인 면을 규모 있게 효

율 으로 운용하기 함이다.

그 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에 처하기 한 지원체제가 제1수

에서 제2수 으로 이동하게 되는 기 은 무엇일까. 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분쟁 조정에 실패한 경우, 둘째, 

사안의 함으로 인해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의 지원을 받아 ‘학교폭력

안 응 ’을 구성하기 하여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학교

폭력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하 을 경우로서 두 가지 경우 모두 ‘학교폭력 안

응 ’이 구성되어 제2수 의 실질 인 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외에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분쟁 조정에 성공했어도 제2수  지원체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를 들어 가해 학생 선도를 하여 가해 학생 부담으로 상담을 받

도록 한 경우, 학교에서 연계하고 있는 상담 기 이나 근거리 지역의 상담 기 이 

인 ㆍ물  자원의 한계로 상담을 해  수 없거나 는 가해 학생이 상담에 드는 

제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 단 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은 

제2수  지원체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때 ‘학교폭력 안 응 ’은 소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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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수 제2수

지원체제의 

심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
치 원회’

제1수 에서 분쟁 조정에 성공한 경우
: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

제1수 에서 분쟁 조정에 실패한 경우
: 학교폭력 책 원회에서 선임한 재자가 
  구성하는 ‘학교폭력 안 응 ’ 

역    할
분쟁 조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처분

분쟁 조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선도
를 한 지원체제 유 기 의 지원을 받을 때 
지원에 상응하는 지원비가 지

연계 기
청소년 기 , 다른 학교, 
NGO, 경찰, 의료 기 , 
법률지원기  등

제1수 의 연계 기 과 동일(단 지원에 한 
법  구속력과 산이 뒷받침됨)

지 않는다.

지원체제 가동 수 이 제1수 에서 제2수 으로 이동하면 다음 <표 Ⅱ-2-3>과 같

은 사항이 변화된다.

<표 Ⅱ-2-3> 제1수준과 제2수준 간의 차이점

이 외에도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되면 학교 내 구성원이 아니면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재자가 ‘학교폭력 안 응 ’의 장을 맡으므로 보다 객 성을 

담보할 수 있고, 지원하는 기 에 하여 실질 인 지원비가 지 되므로 보다 문

성 있는 인사를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 치료를 하여 ‘의료비지 심사

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치료비가 지 될 수 있어 실질 으로 피해 학생이 보

호받을 수 있다.  

3) 기존 지원체제와의 차별적 특성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과 운 방안이 기

존 선행연구의 지원체제 모형과 차별화될 수 있는지 그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2006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지원체제 모형의 기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된 지원체제는 학교가 학교폭력 방과 처에 

하여 일차 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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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원체제 모형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기 이나 NGO 단체가 심 기 의 

역할을 맡고 학교 밖 문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학교나 교사에 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반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부정 인 행 이며 발생 

장소 역시 학교 안 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방하거나 처하는 데 외부 기 과 

문가가 근하기 쉽지 않다. 한 외부 기 이나 외부 문가가 학교 장에 들어

옴으로써 자칫 생활 지도가 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으로 여겨져 교사들의 책임 

의식이 둔화될 우려도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 인성교육과 학

교 응 등 다른 교육문제와 하게 련 있기 때문에 생활 지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통합 이고 체계 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가 주도하는 방활동이나 사안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ㆍ도 교

육청(지역 교육청)이 극 으로 개입하여 지원한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책 원회와 학교폭력 안 응 을 통해 일선 학교에 필요한 

행정 ㆍ재정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당면한 학교폭력 안을 해결한다. 교육

청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해당 학교에 학교

폭력 련 산을 더 많이 배정하여 학교폭력 방활동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이러

한 법ㆍ제도  장치는 일선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태도를 지양시

키는 데 도움을  수 있다. 한 청소년 기  등 외부 기 이 심이 되는 지원체

제 보다는 학교의 상부 기 인 교육청이 심이 됨으로써, 보수  성향이 강한 학교

가 보다 극 으로 학교폭력 방  처를 해 노력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교육청과 유 기 의 연계를 강화하기 해서 산을 지원한다. 

재, 시ㆍ도 교육청이 ONE-STOP 지원센터와의 약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

생을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산을 지원하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일선 학교는 학

교 자체 산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산을 지원받아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원들에게 회의비를 지 함으로써 책임감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 기 과 약을 맺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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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련 산을 지원받아 이를 효율 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차

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산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유 기 으로부터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교육청은 자체 산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

야 한다. 

넷째,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체제는 사  방과 사건 처리, 추후 지도 

목표를 포 한다. 

기존의 지원체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데 을 맞추

어 개발되었다. 학교폭력 사안은 아무리 처리를 잘해도 사건발생 이 으로 회복시키

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은 학교라는 동일한 공

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지도가 요하다.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는 사건 처리 뿐 아니라 사  방과 

추후 지도 과정을 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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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시범 운영

현황 및 결과 

이 장에서는 학교ㆍ교육청 심의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2개 교육청과 

력학교에 실제로 용하여 운 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 운  황  그 결과를 분

석하여 제시하 다. 상세한 시범 운  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1. 시범 교육청 및 협력학교의 특성

본 시범 운 은 도시와 소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 하여 2개 교육청을 지

정하여 운 되었다. 시범 운 에 참여한 교육청과 력학교의 배경을 이해하기 하

여 이 에서는 교육청  력학교 소재지의 지역  특성, 시범 교육청  력학

교의 규모, 인  구성의 특성, 학교폭력 처를 한 인 ㆍ물  인 라 실태 등을 

제시하 다.  

가. 대도시 지역의 교육청(A 교육청) 및 협력학교

1) 지역적 특성

가) 교육청

A 교육청은 내에 유치원 83개, 등학교 58개교, 학교 38개교를 두고 있으

며, 행정구역으로는 2개의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다. A 교육청 소재 역시 자치구

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6년 말 기  30.4%인데 비하여 할 A 자치구는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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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치구는 34.6%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2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무척 크다. 소득층자녀의 식비를 지원 받는 비율로 보아도 A 자치구의 경우 

2007년 1/4분기 기 으로 등학교 5.25%, 학교 6.07%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만큼 주민의 생활수  역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A 자치구는 노후 주택이 많이 있고 미군 부  

등이 치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 자

치구는 단  아 트 집 지역으로 학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A 자치구에 비해 교육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나) 협력학교

(1) 초등학교

력학교로 지정된 등학교는 50학 으로 편성된 규모 학교로 남학생 909명, 

여학생 754명 모두 1,663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 주변은 단  아 트

가 치하고 있고 길 하나를 경계로 학교와 인 해 있어 아침 등하교시 매우 복

잡하여 교통지도에 애로가 많으며, 방과 후 인근 학교 학생들이 력 등학교에 

자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학교다.  

교사 구성에 있어 남, 여 교사의 비가 7 : 53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

으로 고학년 담임 배정 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업무, 특히 학교폭

력 련 업무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중학교

력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1학년 5학 , 2학년 6학 , 3학년 7학

 총 18학 으로 운 되고 있다. 주변 교육환경은 주택가의 경우 오래 에 형성되

어 재 재건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 바로 앞에는 모텔, 가요주

, 유흥주  등이 많이 있어 학생들이 폭력이나 비행, 유해 환경에 심각하게 노출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편부 가정 22명, 편모 가정 44명, 양친구몰 가정이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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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통의 다른 학교에 비해 열악한 편이며, 경제 인 상황 역시 기 생활수 자

가 1학년 11명, 2학년 15명, 3학년 14명으로 총인원 비 6.7%로 높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 역시 10명이나 되어 경제 으로 매우 어려

운 형편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 한 학부모들의 학력 역시 낮은 상태로 맞벌이 가

정이 70-80% 정도 되며 문직보다는 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들이 방치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폭력

에 노출되어 있거나 폭력이 발생해도 드러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실태

가) 교육청

(1) 인적 자원

A 교육청의 인  구성을 보면 교육 문직 17명, 견교사 3명, 일반직 52명, 기

능직 18명 등 총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지도 담당은 등장학사 1명, 등장

학사 1명이 각각 등과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 다른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들

과 마찬가지로 기 학력 지도, 연구ㆍ시범학교 담당, 학  리 등 여러 업무를 겸

하고 있어 생활지도에만 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부분(80.4%) 1명의 장학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책임지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박효정 외, 2006)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A 교육청은 2명

의 장학사가 등과 등으로 나뉘어 담당하고 있었다. 

(2) 예산

A 교육청의 2007년도 학교폭력 련 산은 총 5,320,000원으로 일반 운 비 

500,000원, 학생생활지도 국 의회 참석을 한 국내 여비 320,000원, 학생생활지도 

유 기 업무 의회비 600,000원, 교외(지역별) 생활지도업무 의회비 2,600,000원, 

교외( 단 ) 생활지도 업무 의회비 1,300,000원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학교폭력 련 산이  없다고 보고한 지역교육청이 6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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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가장 많은 산을 집행한 지역교육청은 6,880만원을 학교폭력 련 사업에 

사용하 다. 평균 으로는 54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박효정 외, 2006), 

A 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련 산은 평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3) 사업

A 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계획하여 수행 이거나 수행 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단 학교 심의 학교폭력 방 시스템 구축

▪연 2회『학교폭력 추방의 날』행사 추진  

▪신학기 학교폭력 방을 한  교원 집  연수

▪학부모 상 학교폭력 방교육 실시

► 기 자료, 면담,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요선도 학생 조기 악

► 상담ㆍ결연 지도

▪요선도 학생 1교사 1학생 상담제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 개 

▪학생상담자원 사자를 활용한 진로교육  상담활동 활성화 

► 단 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  처 시스템 작동 강화를 통한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방ㆍ근 활동의 지속  추진

▪단 학교 내에 학교폭력신고센터 운  활성화

▪교육청  유 기  학교폭력 신고센터 홍보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운  정례화(경찰청)

▪폭력피해 설문조사 : 분기별(교육청), 수시(학 )

▪가해학생  가해학생 부모에 한 책임 강화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활동 활성화

▪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를 통한 교내 분쟁의 신속 해결

▪교내ㆍ외 순회지도 강화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 안 망 구축 

나) 협력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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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가) 예산 

시범 운  지원비를 제외하고, 학교 자체의 학교폭력 방을 한 2007학년도 

산은 교직원, 학부모 연수를 한 강사료 200,000원만 책정되어 있으며 그 외는 책

정된 산이 없는 실정이다. 

(나) 사업

시범 운 과 별도로 연 에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이거나 수행 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학교 홈페이지에 ‘폭력 없는 교실’ 운  

► 가정 통신문 제작 배부

► 학교폭력 방 련 설문조사 실시

► 수막 제작 게시  교내 행사 활동 개최

(2) 중학교  

(가) 예산

A 교육청 소속 력 학교의 경우 2007학년도에 학교폭력 방  지도를 한 

행사활동의 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나) 사업

2007년 8월 재까지의 수행한 학교 폭력 방을 한 사업 수행 실태를 보면 다

음과 같다. 

► 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작 배부한 “시우보우” 로그램 실시

► 학교폭력 방  처요령 련 가정 통신문 제작 배부

► 학교폭력 방 련 설문조사

► 학교폭력 방을 한 캠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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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 방  경각심 고취를 한 교내 문 행사 활동 개최

나. 중소도시 지역의 교육청(B 교육청) 및 협력학교

1) 지역적 특성

가) 교육청

B 교육청의 지리  치는 공단 인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유흥업소 등 

다양한 종류의 유해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우발 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인 경우가 부분

이며, 아이들을 직  지도하고 찰하는 기회가 부족한 가정환경이 많다. 신도시 개

발로 유입 인구가 많아 해마다 신설 학교가 개교되고 있으며, 학 당 인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과 학 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매년 많은 수의 신임 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사안이 발생하 을 때

에 기 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 처에 한 실

질 인 지원 체제가 으로 필요하다.

나) 협력학교

(1) 초등학교

B시의 변두리 지역에 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단  아 트가 치하고 있는

데 인근에 등학교 3개교, 학교 3개교가 있고 한 주민의 90%이상이 외지에서 

입해 온 상태로 원주민은 10%미만에 불과하여 동심과 애향심이 부족하다. 

학부모의 부분이 세한 사업이나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

트 거주 가구가 부분이며(약15~18평정도) 다세  주택 거주 가구는 소수이다. 맞

벌이 부부가 많아 학생들의 가정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열은 높은 편이

다. 그러나 인성교육  체능 교육보다는 수 주의 서열에 심이 많아 학교 

교육에 한 보충이나 특기 신장을 한 학원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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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학교는 재 32학 에 특수학  1학  병설유치원 1학 의 규모로서 

학생 1,200여명, 교직원 40명의 도시형 간 규모의 공립 등학교이다. 학생들의 

학력 수 은 간 정도의 학력으로 기  학습 부진 아동은 없으나 수학 부진 아동

(60 미만)이 각 학년마다 약 5명 정도 있다. 학교 시설은 특별실을 고루 갖추고 

있어 다양한 특기 성 교육에 유리하다.

교원 황을 보면 여교사의 수가 남교사에 비해 히 많으며 원로교사 1명, 경

력 20년 이상 교사 7명, 10년 이상 8명, 10년 미만 교사 21명으로 교사들의 연령이 

낮아 기본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나 학생들과의 유  계는 좋은 편이다.

(2) 중학교

B 교육청의 력 학교는 남녀 혼합 46개 학 으로 구성되어있는 공립 학교

로 학  당 인원이 50.6명, 총학생수가 2,200여명으로 국 으로도 거  학 에 속

하며 학생들은 과 한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한 특수학 이 2개 반으로 편

성되어 22명의 학생이 통합 교육의 형태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B 시는 공단 배후 도시로 아 트와 연립이 혼재한 주거 환경으로 학생들의 주거 

형태에 따른 생활 소득 차이가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학교가 치한 지역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철역과 인 하여 주변에 유흥가가 많으며,  연립이나 단독 주택 

등의 지역에도 노래방이나 호 집, 게임방 등이 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쉽게 불건

한 문화에 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다. 한 공단과 인 한 도시의 특성상 유

입 인구가 많아 문화 으로 안정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따라 유입된 인구가 많

기 때문에 문화 인 공통 이 고 의식 구조가 다양하여 학교에 한 요구 사항도 

다양하다. 

교원은 비교  높은 경력의 교사와 낮은 경력의 교사 비율이 정하며 체 교사 

 남교사의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개교한 지 8년 되는 학교로서 

학교 시설이 비교  양호하며 학생 수업을 심으로 한 시설 지원을 통하여 좋은 

수업 환경을 만들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거  규모의 학교이지

만 비평 화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에 한 불안감이 있으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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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학력은 보통의 소도시 수 이다. 

2)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실태

가) 교육청

(1) 인적자원

B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인  자원을 보면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2명( 등교육과 1명, 등교육과 1명)과 교육청 소속 문상담순회교사가 2명으로 

다른 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이 외에 활용 가능한 인 자원은 문상

담교사 2명을 2개교에 배치하고 있으며, 배움터지킴이 2명(2개교에 각 1명씩), 학교

폭력 방 련 상담자원 사자 7명(7개교에 각 1명씩), 학부모명 교사 95명(95개교

에 각 1명씩), 학생상담자원 사자 120명(32개교), ㆍ고 생활지도부장 의회  44

명 등이다. 

(2) 예산

B 교육청의 2007년도 학교폭력 련 산은 57,550,000원으로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이  모범학생 표창, 학교폭력 방 리, 학생 생

활지도 운  등 학생생활지도 운 에 7,050,000원, 상담자원 사제 운 이나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에 50,500,000원이 배정되어 집행 에 있다. 

(3) 사업

B 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계획하여 수행 이거나 수행 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단 학교 심의 학교폭력 방 시스템 구축

▪연 2회『학교폭력 추방의 날』행사 추진

▪연 4회 학생부장 연수 실시

▪40개교 상 학교폭력 방 련 학부모 교육 실시 

▪연 2회 학교폭력 추방 연합 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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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 상담 화 운  : 1588-7179 

▪기 자료, 면담,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요선도 학생 조기 악

► 상담ㆍ결연 지도

▪‘B교육청  직원과 도울 학생 자매결연 사업’ 운동 개

▪진로교육  상담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운  정례화(경찰청)

▪폭력피해 설문조사 

▪가해학생  가해학생 부모에 한 책임 강화

(4) 연계기관

학교와 지역 사회를 심으로 인근의 등학교와의 연계, B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 B 내일 여성 센터, B 범죄 방 원회, S 지방법원 B 지청, B 안 학교 센터, 

B 시청 청소년계 등과 같은 청소년 상담 기 의 조, B 시 에 소재한 학의 청

소년 련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에서 운 하는 교육과

정, 사 활동 기  등과 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협력학교

(1) 초등학교

(가) 인적자원

력 등학교는 시 지역의 변두리 치에 있으며 학부모의 부분이 세한 사

업이나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고 있어 인  인 라를 구성하기에 열악한 환경이다. 

하지만 내 경찰서와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운

원회  학교 학부모 단체의 임원 심으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구성하

다. B 교육청 소속 력 등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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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B 교육청 소속 J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   분 직  는 직업 비 고

원장 학교장

교원 원 교  사

교원 원 교  사

교원 원 교  사

경찰 원 경찰공무원

지역 원 자 업 B시 범죄 방 원

학부모 원 주부 B교육청 상담자원 사자

학부모 원 자 업 학교운 원

지역 원 B시 의원 학교운 원회 지역사회 원

간사 교사 학교폭력 책 지도교사

(나) 예산

2007년도 학교운 비의 0.002%인 약 20만원이 학부모의 교외 생활지도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들의 활동비는 무한 상태이다. 

(2) 중학교

(가) 인적자원

B 교육청 소속 S 학교의 학교폭력 처를 한 인  자원 황은 학교 장, 인

성교육부장, 재량활동부장, 특별활동부장, 진학지도부장이며, 내 경찰서, 시민단체, 

시청,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고 있다. 

(나) 예산

2007년도에 학생 자치 활동 지원비로 학교운 비  약 220만 원 정도 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만을 한 산 지원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

들의 상담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비 등에 약간의 산을 편성하

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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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 운영 현황

여기서는 시범 운 에 참여한 교육청과 각 교육청 소속 력학교의 시범 운  황

을 응 목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처를 한 제2수  즉 교육청 수 의 지원체제는 심 기구로 ‘학교폭력 책 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 다. 이에 시범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책 원회’를 구성하여 시

범 운  기간 동안 학교폭력 방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범 운  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하여 안 응 을 가동하 다. 이에 먼  각 시범 교육청

에서 구성한 ‘학교폭력 책 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음 〔그림 Ⅲ-2-1〕과 같다.

원장

교 육 장

부 원장

등교육과장

코디네이터

등생활지도담당장학사

력기 원 재자7)

ㆍ경찰서
ㆍ청소년수련원

<A 교육청>
ㆍ법무법인 B
ㆍA 청소년쉼터
ㆍA 청소년수련원
ㆍA 의료원
ㆍ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B 교육청>
ㆍB 시청
ㆍB 시 정신보건센터
ㆍ범죄 방 의회 등

ㆍ 등생활지도담당장학사
ㆍ교육청 문 상담 교사
ㆍ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A 교육청>
ㆍ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

력 장
ㆍ 등생활지도담당장학사

<B 교육청>
ㆍ청소년자원 사센터 상

담 장
ㆍA 학 사회복지과 교수

<A 교육청>
ㆍA 시청소년수련원

원장

<B 교육청>
ㆍB 청소년자원 사

센터소장

ㆍ

[그림 Ⅲ-2-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조직표

7) 2006년도 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 안 응 ’을 구성할 때마다 ‘ 재자’는다른 사람

을 지정할 것으로 제안하 다.〔그림 Ⅲ-2-1〕의 ‘ 재자’는 시범 운  기간 동안에 각 교육청에서 

지정한 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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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청 모두 원장에는 교육장을, 부 원장에는 등교육과장을, 코디네이터

는 등생활지도담당 장학사로 지정하 다. 력기 이나 원은 각 교육청별로 연

계 가능한 기 의 인사로 구성하 다. 학교폭력 책 원회는 학교폭력 방  처

를 해 필요한 인 ㆍ물  자원을 지원하며 학교가 학교폭력 련 업무를 수행하

는 데 겪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다. 구체 인 역할은 첫

째, 학교폭력 방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단 학교에서 제출된 사안에 해 

‘학교폭력 안 응 ’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에서 사안이 제출되면 학교폭력 책

원회가 소집이 되며 정원의 2/3이상 출석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시범 운영 현황

1) 대도시 지역 교육청(A교육청) 및 협력학교

가) A 교육청

○ 교육청 내 생활지도부장 네트워크 구성  운

○ 학교폭력 방을 한 학교 생활지도부장 워크  개최

○ 천사(1004) 도우미 제도의 시행

나) 협력 초등학교(W 초등학교)

○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다) 협력 중학교(B 중학교)

○ 학교폭력 방을 한 특강

► 1차 특강 : 2007. 3. 27.(화)

▪ 상 : 1, 2, 3학년( 교생)

▪강사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폭력 련 담당자

▪주제 :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혜로운 처 방안 

► 2차 특강 : 200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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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1, 2, 3학년( 교생)

▪강사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범죄 방 련 담당자

▪주제 : 범죄 방과 학교폭력 처방안 

► 3차 특강 : 2007. 6. 15.( )

▪ 상 : 1, 2, 3학년( 교생)

▪강사 : 학생생활지도  교육 문가

▪주제 :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미래를 비하는 마음가짐

○ 학교폭력 방  실태 악을 한 설문조사

► 실시 일자: 2007년 4월 2일

► 실시 일자: 2007년 7월 7일

○ 학교폭력 방  추방을 한 문 행사 실시

○ 학교폭력 방  책 마련을 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개최

► 1차: 2007년 5월 28일

► 2차: 2007년 6월 26일

► 3차: 2007년 7월 9일

○ 교육청- 력학교 연계 운

►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용한 학교폭력 방 교육 실시

► 학교폭력 방을 한 미술치료 기법의 용

► A 청소년상담센터의 동반자 로그램을 활용한 1:1 상담치료

► 사회극(Sociodrama) 로그램의 활용

2) 중소도시 지역 교육청(B 교육청) 및 협력학교

가) B 교육청

○ 학교폭력 방 동 상 제작  보

○ B 교육청  직원과 도울 학생 간 결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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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 초등학교(J 초등학교)

○ 집단 따돌림 방교육을 한 자율 연수

► 제1차: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책

► 제2차: 학교폭력에 한 올바른 인식

► 제3차: 따돌림 극복 로그램

► 제4차: 학교폭력 실태  방 책

○ 학교폭력 방교육 교사 직무 연수 실시

○ 문가 빙 교사 연수

► 제1차: 2007년 5월 29일(학교폭력에 한 교사 인식 제고)

► 제2차: 2007년 6월 28일(학교폭력 방교육 로그램 안내)

○ 4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학교폭력 방 워크

► 2007년 8월 11일-12일( 등학교에서의 생활지도  학교폭력 방  처 방

안 모색) 

○ 학부모 청 연수  홍보

► 2007년 5월 23일(자녀와 함께 하는 인터넷에 한 올바른 이해와 자녀의 올바

른 지도)

► 2007년 7월 16일(학교폭력의 피해에 한 이해와 방, 자녀의 올바른 지도를 

한 효과  화 방법)

○ 학교폭력 문가 청 학생 교육 실시

► 2007년 6월 16일(학교폭력의 원인과 심각성)

○ 자아존 감 증진을 한 집단 심성수련 활동

○ 외부 문 강사를 활용한 인터넷 독 치유 로그램 실시

○ 등 문상담 교사의 학생 상 학교폭력 방 교육 실시

○ MMTIC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인 계증진 로그램 운

다) 협력 중학교(S 중학교)

○ 학교폭력 방을 한 교사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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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16일(학교폭력에 한 올바른 이해 :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

○ 학생 상 학교폭력 방교육 실시

► 2007년 5월 2일

○ K-척도를 활용한 방교육 

○ 학교폭력 방을 한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

○ 학교폭력 방을 한 CF 상물 만들기

○ 학교폭력 방을 한 축구 동아리 교실 운

○ 학교폭력 방을 한 심성 수련 활동

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시범 운영 현황

1) 대도시 지역 교육청 및 협력학교

가) A 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분쟁 조

정에 실패하거나 사안의 함으로 인해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신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게 된다. 는 제1수 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가ㆍ피해 학생

의 추수 지원을 해 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책 원회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게 된다. 

(1) ‘현안대응팀’의 구성

A 교육청에서는 시범 운  기간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 안 응 ’을 구성

하여 운 하 다. A 교육청의 ‘ 안 응 ’의 구성은 다음 [그림 Ⅲ-2-2]와 같다. 



58 ❚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 

 

코디네이터  장 력자

등생활지도담당

장학사

○○ 청소년수련원원장

등 사안 성격에 따라 변동

교육청 근무

문 상담교사

   원

ㆍ○○ 정신보건센터 장

ㆍ○○ 성모여성병원 실장

ㆍ○○ 가톨릭의  부교수

ㆍ○○ 보호 찰소 서부지소 계장

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사안에 따라      

   원 재구성

〔그림 Ⅲ-2-2〕A 교육청에서 구성한 ‘현안대응팀’

A 교육청에서는 객  시각으로 사안을 재할 수 있고, 발생한 사안과 련하

여 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안 응 장을 선정하 다. 안 응 의 원은 사안

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실무진 주로 구성하 다. 실 으로 코디네이터가 

안 응  련 업무에 념하기 어려워 교육청에 근무하는 문상담순회교사를 

력자로 임명하 다.  

(2) 현안대응팀 운영 내용

2007년 5월 28일 A 교육청 상황실에서 ○○청소년수련원 원장( 장), 변호사, 

내 경찰서 경사, 해당학교 생활지도부장, 등생활지도담당 장학사, 가해자측 학부모 

4명, 피해자측 학부모 2명이 참석하여 사안 해결을 한 회의를 하 다. 재 노력

에도 불구하고 재에 실패하고 안 응 은 해산되었다. 

(3) 현안대응팀 운영 결과 분석

서로 다른 학교 학생이 연루된 사안인 경우 학교 간의 화나 학부형 간의 화 

등 사안해결을 한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학교폭력 사안, 다른 지역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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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발생 등의 경우 은폐보다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해결하려는 학교장의 의식

환이 실히 요구된다. 한 각 분야 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안 응 의 

원들을 학교폭력 발생과 련하여 필요한 시간에 소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육

청 차원에서 변호사 회나 의사 회와 약을 체결하여 사안에 해 력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의 궁극 인 처리 권한

은 학교에서 극 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교육청 재에는 한계가 있다. 재 학부

모가 학교폭력 안 응 의 재안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집행할 방안이 없는 상

태이다. 지원체제 모형이 정착되려면 학교폭력 안 응 을 법정 기구화 하여 재

한 사안을 학교에 권고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 협력 초등학교(W 초등학교)

도시 지역의 력 등학교에서는 시범 운  기간 동안 5학년 여학생의 학교폭

력 사안이 발생하 다. 학교폭력 책 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학교의 주

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에 한 어떤 처벌이나 피해가 되지 

않는 범  내에서 원만한 해결(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선)을 원하여 1차 으로 담임, 

2차 으로 학교장이 직  가해 학생 K를 맡아 지도를 하고 있다.  

다) 협력 중학교(B 중학교)

시범 운  기간 동안 력 학교에서는 여러 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 으

며, 그  한 사례를 제시하면 2006학년도 입시학원에서의 작은 다툼이 2007학년도

가 되어 학교 간  학교 내 폭력으로 확 된 사안이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열어 2명의 가해학생에게 등교정지 15일을, 

다른 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수 로그램 참가를,  다른 한 학생은 구체  행

를 증명할 수 없어 훈계로 끝내었다. 한 성추행 련 사안은 학교폭력 책자

치 원회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아니며, 이를 구체 으로 다룰 수 있는 교사가 없

고, 문제 확 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 특히 학부모들이 문제 삼지 말아주기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조사한 교사들의 반발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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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2) 중소도시 지역 교육청 및 협력학교

가) 협력 중학교(S 중학교)

(1) 체험 중심 치료활동       

○ 학교폭력 사안 발생

○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2차 소집ㆍ운

► 사회 사 부모 동행 3개월, 문가 상담 1개월, 방학  특별 교육을 이수하기

로 결정

○ 가해학생 선도처분

► 배려하는 마음, 분노 조 법 등의 내용으로 심성 수련 활동을 3회 실시

► 학생자치부에서 산악 체험 활동 실시 

(2) 심층미술 심리 치료 지원

○ 학교폭력  교우 계 부 응을 보이고 있는 1학년 여학생 지도

○ 지원 내용

<표 Ⅲ-2-1> 지원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비고

가정에서의 

지원활동

- B 시 YMCA 아동 청소년 상담실을 활용하여 놀이치료 3회, 그

림치료 3회씩 3주 실시를 계획하여 6월 - 7월에 실시함.

- 방과 후 활동으로 비보이 연습을 주2회 2시간씩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비용

학교

부담

학교에서의 

지원활동

- 부모, 자녀 간에 화를 많이 하도록 설득함.

- 학생이 원하는 연기 학원 등 주 3회 연기 활동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함. 이를 해 학교공부 활동과 연계된 토큰 경제 기법 

을 활용함.

상담

교사 

지원

(3) 사회 심리극을 활용한 상담 활동

학교 폭력 가해자 에서 심리극에 참여를 희망하는 2학년 여학생 4명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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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8월 25일에 사회 심리극에 참여하도록 함.

나) 교육청과 협력 학교의 연계에 의한 운영

(1) 사안 발생

한 학생에 한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교육청에서는 학

교폭력 책 원회를 소집하 다.

(2) 지원 과정

2007년 4월 15일, B 교육청 상황실에서 학교폭력 책 원회를 개최하 다. 참석

자는 B 청소년자원 사센터소장, B 교육청 학무국장, 해당학교 학생부장,  담당 형

사, 등생활지도담당 장학사 등이다.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하 다.

① 가해 학생에 한 정신과 진단 분석을 의뢰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B 시 정신

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 으로 치료하도록 한다.

② 피해 학생에 한 육체 , 정신  치료를 해 A 학교 ONE-STOP 지원센

터의 도움을 요청하여 치료하도록 한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들 모두에게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이 되도록 응 의 재 

역할에 최선을 기한다.

(3) 결과 처리

① 피해자 부모가 사안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상황으로 가해 학생에 

한 출 처리를 요구하여 가해 학생은 다른 역시의 학교로 출하 다.

② 피해 학생은 ONE-STOP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진료  입원 치료를 한 후 2

주일 만에 퇴원하 다.

③ 피해 학생의 정신  치료를 해 B시 정신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아 주 1회씩 

6개월 간 치료를 받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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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이상과 같이 도시 지역과 소도시 지역의 교육청과 력학교의 학교폭력 처

를 한 지원체제 시범 운  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가. 지역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소도시 교육청의 경우 도시에 비하여 지원체제를 운 할 수 있는 인 ㆍ물  

인 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라 해도 단  학교가 처해있는 지역  특

성에 따라 제1수 의 지원체제 운 에 필요한 인 ㆍ물  인 라는 다르다. 도시 

력 학교의 경우 유해 환경이 많은 곳에 학교가 치해 있고, 학생들의 경제 인 

상황도 기 생활수 자가 총인원 비 6.7%로 비율이 높아 경제 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학부모들의 학력도 낮고 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나 맞벌이 가

정이 70-80%로 학교폭력에 노출 확률도 높을 뿐 아니라 제1수 의 지원체제를 운

할 수 있는 교내 인 자원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소도시 지역교육청 소속 력

학교의 경우 학구 내에 법률  문가나 의학  문가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에 

처할 수 있는 인  인 라 구성이 어려우며,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학교활동에 

사해  수 있는 인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단  학교의 상황에서 볼 때 교육청의 지원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극 으로 임하게 하는 정 인 효과를 주었으며, 기존에 단 학교에

서는 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학교폭력 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 인 효과

가 있었다.  

나. 제1수준 지원체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학교 수 에서 지원체제를 운 한 결과 실 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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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첫째, 방교육 실시 강사의 부족 상이다.

소도시 지역일 경우 근거리에서 학교폭력 방교육을 해  강사가 부족하여 

방 활동 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  심리치료에 한 구속력 있는 명령 권한이 없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교사가 재하거나 는 학교폭력 고 험군 학생에게 

집 인 방 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하는 것이 실 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보면 지속 인 상담을 병행한 기타

의 방법으로 지도가 가능한 학생이 있는 반면 학교에서 지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

력성향이나 우울증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부모님

께 의료기 을 통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권유하지만 부모가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 

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을 한 지도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학교장에게 학생의 상담  심리치료에 한 구속력 있는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수 있어야만 학교 폭력 방  근

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때 병원진료를 한 일정부분의 경제  부담을 교육

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재안에 한 구속력이 없다. 

학생들의 폭력성이 험 수 을 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한 향을 미칠 사

안인 경우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권고 등이 내려

진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는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부분으

로 재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결과는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학

교가 의무교육으로 학생에게 퇴학 등의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결과에 법 인 강제성을 부여

하여 학부모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 운 상 학교폭력 련 행사나 방교육의 시간 확보가 어렵다.

교육과정 상에서 학교폭력 방교육을 실시하기 한 시간 확보가 어렵다. 한 

고 험군 학생에게 집 인 교육을 시키고자 하여도 방과 후 외에는 시간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호응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학교 교육과정 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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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화 시켜 진행하기 해서는 연  학교운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

며, 이를 해서는 리자가 생활지도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한 인식을 가지고 

시간 확보를 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다섯째, 교사의 업무 부담 가  문제다.

체험활동 심의 로그램 운 을 지원하기 해서는 토요 휴업일에 교사가 참여

해야 하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 된다. 한 단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련 교육  행사를 실시하기 해서는 생활지도부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며, 의지

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원활한 일의 진행을 하여 생활지도부장에 

한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권리  신변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의 처리과정에서 처리의 미흡 는 가ㆍ피해자의 일방

인 요구에 부응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뒤늦게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언행 

 자질을 문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일방 인 견해인 경우가 

많지만 교사는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담당 지도 교사의 

신변에 한 법 , 사회  보장과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다. 제2수준 지원체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교육청 수 에서 지원체제를 운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 내 담당자가 극 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청 내에 학교폭력 방을 한 지원 이 구축되어 있으나 실 으로 다양

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극 인 참여를 기 하기 어렵다. A 교육청 

등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의 업무를 보면 학생생활지도 업무 반, 교외생활지도, 안

교육  교복 련 업무, 수학여행, 수련, 야 , 학생회 지도, 학생 표창, 동원, 사

고 처리, 학생 국제교류, 국외여행  유학업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업

무, 기 학력 책임지도(부진학생 지도), 생활기록부  학 리(조기진   졸업 

업무 포함), 연구ㆍ실험ㆍ시범학교 련 업무, 미술ㆍ음악과 교육  문화 술 행

사, 학생문화큰잔치, 등음악발표회 업무, 술 재교육원 련 업무 등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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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  학생생활지도(특히 학교폭력 련)업무는 생활지도담당장학사 업무  

일부분의 업무이므로 학생생활지도업무에만 집 하기는 곤란한 것이 실이다. 학생

생활지도(특히 학교폭력 련)의 효율성과 문성 신장을 해서는 단  교육청별로 

생활지도만 담할 수 있는 문직의 신설이 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문

제 해결을 한 상설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 안 응 ’ 운  시 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학생사안의 부분은 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 손상 는 정신  피해 등이며, 

이런 피해와 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나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가 필요하게 된다. 만일 시범 운 이 아니라 ‘학교폭력 안 응

’의 의회가 활성화된다면 계속 으로 자문을 해  의사나 변호사를 섭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지역의 의사 회나 변호사 회 등 기  차원의 조가 필요한 부

분이다.

라. 제1수준과 제2수준과의 연계 과정상의 문제점

학교와 교육청과의 연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은 아직도 학교는 교육청을 지원

기 이라기보다는 지시ㆍ감독 기 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학교에서 학교

폭력 발생 시 아직도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력학교를 제외한 

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 방을 한 극 인 지원 요청에 소극 이다. 학교에서는 

고정 념에서 탈피하여 교육청에 극 인 도움을 요청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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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지원체제 운영
현황 분석

2006년도에 본원에서 구축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는 학교와 교육청 심

의 지원체제이다. 학교와 교육청 심 지원체제의 타당화를 하여 다른 지원체제 운

에 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교와 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시범 운  지역과 동일하면서도 비교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은 경기 B 지역

에서 민간기 이 심이 된 지원체제 운  사례와 학교폭력SOS지원단 운  사례를 분

석하 다. 

민간기  심의 지원체제와 학교폭력SOS지원단 운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학교ㆍ교

육청 심의 지원체제 운 의 장 과 단 을 분석하고 향후 학교ㆍ교육청 심 지원체

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1. B 지역의 민간기관 중심의 지원체제 운영 현황 분석1)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운영 현황

B 지역에서 민간기 이 심이 되어 학교폭력 방을 한 지원체제를 운 한 사

례를 보면 A 센터의 방교육, 학교 내 사회복지사에 의한 방교육, 법무부 범죄

방 원 B 지구 의회 ‘한사랑 사단’의 사례 등이 있다. 

1) 이 내용은 김상곤(안산1 학 교수)에게 의뢰한 용역 원고로서 본 보고서에는 핵심 인 내용만 발

췌ㆍ수정하여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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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센터의 예방교육 운영 사례

가) 내용

청소년을 한 A 센터는 청소년 문화활동, 유해환경감시단, 자원 사, 성교육, 학교

폭력 방교육센터를 주요 사업으로 운 하는 순수 민간조직이다. 학교폭력과 련한 

업무는 ‘학교폭력 방교육2)’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 원 견’, ‘학교폭력상담활동’, ‘학

교폭력으로 인한 사회 사 명령 시 사활동터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

교폭력 방교육 강사 훈련  배치를 담당하는 교육 장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폭

력 방교육 자원 사자 20여명이 주 2회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방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운 한 학교폭력 방교육 사례는 B 시 내에 있는 등학

교 1개교와 학교 9개교로, 학교폭력 방교육(2~4시간) 실시와 련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이 이루어졌다. 공문에 의한  이외에 개인 인 계나 주변의 소개로 

학교폭력 방교육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와의 에 있어서 처음에는 주로 학

생부장이나 교육환경 부장과 을 하고 담당교사와 학교 측의 비사항과 센터의 

비사항을 의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 다. 학교폭력 방교육은 희망 학교의 동학년 

체학생을 상으로 창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 단  로그램을 2시간씩 

운 하 다. 

본 로그램에 투여되는 재원 규모는 자원 사 리 장 인건비 90만원과 교구

비  평가회의비 50만원이었다.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A 센터에서 자체 부담하

는 방식이었다.

나) 지원체제 분석

본 학교폭력 방교육에 련된 체계들은 A 센터, 어머니 자원 사단, 내 10개 

등학교와 학교 다. 네트워크의 심역할을 한 기 은 A 센터 으며, 네트워크의 순

서와 방향은 〔그림 Ⅳ-1-1〕과 같다. 

2) 학 단 로 2시간씩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개발한 로그램 ‘한 번 더 생각해 ’를 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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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관내 10개 

초등학교·중학교

어머니 

자원봉사단

③

①

②

④

[그림 Ⅳ-1-1] A 센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네트워크 분석

다) 성과와 문제점

민간단체에서 자발 으로 방교육에 한 극 인 과 인력  산 투입을 하

여 로그램을 실시해 으로써 학교 측은 로그램 실시에 한 부담을 덜었으며, 학

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방 교육을 통해 ‘사소한 말과 행동이 

폭력’이라는 사실과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법에 알게 되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 다. 

그러나 일부학교의 경우 학교 측 교육장비의 노후로 인하여 교육용으로 비된 미디

어자료를 활용할 수 없어서 교육의 효과를 극 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사업운

에 드는 모든 비용을 민간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인력 한 자원 사인력

이어서 사업의 지속 과 사업내용의 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2)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에 의한 예방교육

가) 내용

We Start K 등학교와 B 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은 B 시가 지원하고 B 학이 

탁 운 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 1인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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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욕구를 악하고, 그에 한 로그램을 개발· 용함으로써 학교 응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학생 복지사업이다. 학생들에 한 개별ㆍ집단상담, 학교폭력 방교

육  상담, 나눔 교육, 가정방문  가족상담,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 방교육은 학교 내 상주하는 학교사회복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의 결재라인을 통해 승인을 받은 후 학교의 연간 교육계획에 반 하여 교육과정 속

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과정  주로 창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2005년도에 처음 설치된 K와 B 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2005년 9월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4～6학년을 상으로 학교폭력 방교육을 실시하 는데, 

로그램 이후 아이들 스스로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실제 학교

에서의 폭력사례가 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6년에는 2005년도에 3학년이

어서 학교폭력 방 교육을 받지 않았던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삼성생명공인재단 

사회건강연구소에서 개발한 인성교육 로그램시리즈를 용해 4회기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방에 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첫해 년도에는 고학년을 상으로 학교폭력 방 교육을 실시하고 진

하는 4학년 학생을 상으로 학교폭력 방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도에 K 

등학교에서는 방교육을 받은 5~6학년을 상으로 2회기 후속 로그램을 실시

하 으며, B 등학교에서는 1회기 후속 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교육에 투여된 산은 총 200,000원이었으며, 로그램 진행을 한 교구재작 

비용과 강화물 비 110,000원, 로그램 평가비용 3만원이었다. 재원은 B시에서 지

원한 학교사회복지 사업비에서 충당하 다.

나) 지원체제 분석

본 학교폭력 방교육에 여된 지원체제는 K·B 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 B 시청 

We Start , B 학, 사회복지 련 학 2개교, 학생 자원 사자 다. B 시청과 

B 학 그리고 K와 B 등학교 3자간에 학교사회복지사업 운 을 한 약을 토

로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심기 의 역할을 담당하 다.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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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 련 학과를 상으로 실습생을 모집하 으며, 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인력을 개발하 다.

B 대학
K와 B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

B 시청

We Start팀

③

②

①

③

사회복지 관련 

대학 2개교

대학생 

자원봉사자

③

③

④

⑥

⑦

⑤

[그림 Ⅳ-1-2] K와 B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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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와 문제점

K와 B 등학교에서는 체 학생을 상으로 실제 인 학교폭력 방교육을 실

시할 수 있는 안정 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교폭력 방교육은 학교사회복지사

와 실습생 그리고 자원 사자가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방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폭력이 일어나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 ‘평화를 지키는 방법’ 등에 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평화수호천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생각하면서, “먼  나 

스스로가 폭력을 하지 않고, 폭력이 일어나면 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방 교육을 통해서 학생과 학교 그리고 

교사가 모두 만족해하고 있으며, 서로 돌보는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3)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 B 지구 협의회 '한사랑 봉사단'의 순찰활동

가) 내용

한사랑 사단은 법무부 범죄 방 원회가 조직하여 운 하는 학부모 자원 사 

단체이다. 재 활동시범학교로 운 되고 있는 학교는 총 6개 학교로서 학교 2개

교, 등학교 4개교이다. 활동하는 회원은 총 400여명이며 단 학교 당 50~100명의 

학부모들이 자원 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 으로 한사랑 사단원들은 주 3회에서 주 6회, 1~4시간가량 순찰활동을 실

시하는데, 학교 내 는 학교주변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S 학교 한사랑 사단은 8인이 1개조로 구성된 총 11개 조가 매일 같이 학교 

앞, 상가, 주택가, 인근 산악 지역 등에서 1시간씩 순찰하고 있다. 방과 후 1시간이 

지나면 부분의 아이들은 귀가를 한 상태이거나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방과 후 1

시간 동안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8명의 순찰조 가운데 3명은 교통지도를 실시

하고, 나머지 5명은 지역을 순찰하게 되는데, 선후배 간의 품갈취나 폭력, 흡연 

단속, 복장지도, 기 질서 유지 등 다양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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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체제 분석

본 사례에 나타난 학교폭력 방을 한 순찰활동의 지원체제에는 3개의 핵심주

체가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심기  역할은 법무부 산하 범죄 방 원회 S 

지구 의회이며, 학교와의 의를 통해 한사랑 사단 조직을 합의하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한사랑 사단을 조직하여 학교 내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사랑 봉사단 S 중학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S 지구협의회

④

③

③

④

①

②

[그림 Ⅳ-1-3] 한사랑 봉사단에 의한 학교폭력 순찰 활동 네트워크 분석

다) 성과와 문제점

한사랑 사단의 순찰활동이 시작되면서 사단원들의 존재만으로도 학생들의 문

제행동( : 폭력  품갈취)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 질서가 확립되고( : 쓰 기 

버리기), 험한 행동( : 자 거로 도로 역주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인력을 주로 활용하다보니 순찰시간이 제한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과 이나 녁시간 는 학원 끝나는 시간에 순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어

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부분 여성인력이어서 안 에 한 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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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운영 현황

B 지역에서 민간기 이 심이 되어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운 한 사

례는 B시 청소년지원센터의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  교육 사례, We Start G 등

학교 학교사회복지실 심의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종합  상담사례, F 병원 사회

복지실 Solution  지원체제 운  사례가 있다. 

1) B 시 청소년지원센터의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 및 교육 사례

가) 내용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게 2주간

의 사회 사 명령을 내렸으며, 학교에서 가해자 학생의 부모와 의하여 사회 사 

명령을 B 시 청소년지원센터에 의뢰함으로써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경찰과 부모님의 

의 하에 강경책과 회유책을 쓰면서 충동 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 에 

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한 해병  훈련캠 , 극기훈련 등도 함께 병행해서 육

체 인 한계도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도록 지속 인 심과 도 을 

주었다.    

반 회유책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과의 의 하에 강경책과 경고

가 가해학생들에게 약간의 두려움을 주어서 단기간의 효과가 있었다. 한 부모님의 

지속 인 심과 신뢰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반 하며 반성할 수 있는 결정

인 계기가 되었다. 

나) 지원체제 분석

본 사례에 있어서 지원체제에 참여한 체계는 학교(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청소

년지원센터, 학생·학부모, 경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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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청소년지원센터

②

⑤

⑤

①

④

③

경찰

⑦ ⑥

⑧

[그림 Ⅳ-1-4] 청소년지원센터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및 교육 네트워크 분석

다) 성과와 문제점

학교가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구성

하고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업무를 임받은 공 인 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폭

력 문제를 해결한 사안으로 법의 원칙 인 실행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사례이다. 폭력에 해서 부모나 청소년동반자 개인의 힘으로는 다소 역부족

이어서 경찰서와의 상호 조 하에 개입하게 되면서 보다 실제 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수행하는 기능이 복합 이고 학교폭력에 

한 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학교폭력 업무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재 상담지원센터의 기능, 인력과 조직, 산의 부족, 학교폭력에 한 낮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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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에 한 상담의 기능도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폭력 방에 한 업무는 거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 We Start G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 사례

가) 내용

We Start G 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은 B 시가 지원하고 B 학이 운 하는 학

교사회복지사업이다. 학교사회복지사 1인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복지  교육복

지 반에 걸친 사업과 더불어서 학교폭력 방교육  가해·피해학생 상담을 담당하

고 있다.

5학년 남학생 세 명이 학교 등교 길에 4학년 학생을 때린 신체폭행 사건으로, 사

건 발생 후 학교 부장교사가 학교사회복지사에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의뢰하여 

개입이 개시되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사와 력하여 가해·피해학생과 학부모 상담,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 다. 

나)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어머니의 분노와 극도의 불안심리가 재상담과 지지  상

담을 통해 해소되고 민감한 반응이 많이 어들었다. 특히, 가해학생이 직  진심으

로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불안을 많이 일 수 있었으며, 

피해학생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에 한 심과 만족도가 증가하 다.

다) 지원체제 분석

본 사례에서 지원체제에 참여한 체계는 G 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 B 시청, B 

학,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 다. B 시청과 B 학 그리고 G 

등학교가 학교사회복지실 운 을 약하 으며, 학교사회복지실을 심으로 담임

교사  학교 행정가들과 력하여 가해·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한 개입과 재를 



IV. 기타 지원체제 운영 현황 분석❚ 79

실시하 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자원이 필요함을 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반 인 복지문제를 지원할 수 있었다. 

B 대학

G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

담임교사

B 시청

We Start팀

③

②

①

③

가해·피해

학생·학부모

지역사회 단체

③

③

④

⑥

⑦

⑤

⑧

[그림 Ⅳ-1-5] G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종합상담 네트워크 분석

라) 성과와 문제점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사회복지모형으로서 학교 안에서 즉각 으로 가해·피해 교

사·학부모 모든 체계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에서 의미있는 개입이었다. 특히, 피

해 아동의 경우 자신의 주장이나 의사표 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학부모의 분

노와 억울함이 컸고 자칫 학교에 한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서로가 

진실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사례는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통한 개입이 아니라 교사들과의 친

분에 의한 자체 인 개입이었다. 즉, 교사들에 따라서 의뢰될 수도  그 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인 계에만 의존해야하며 개입도 비공식 으로 이루어진 

은 학교와 교사들의 폐쇄성에 의한 한계로 지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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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lution 팀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가) 내용

여 생 동 상 사건으로, 피해학생과 어머니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인터

뷰를 담당했던 의료사회복지사가 본 사례를 해결하기 해서는 문 인 의 구성

이 필요하다는 단 하에 학생에 한 임상 인 개입 이 에 Solution 을 구성하

여 기개입 방안을 의하기로 하 다. Solution 은 사회복지 공 학 교수, 의

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수퍼바이 , 통합 네트워크센터 소장, 학교폭력 문가, 

시청 계자로 구성되었다. 

Solution 은 우선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하여 구체 인 사안 

내용을 악하 으며, 그 후 학생에 한 개입방안과 부모, 남동생에 한 개입 방안

을 의하 다. 가능할 경우 학교체계에 한 개입 가능성을 탐색하기로 하 다. 

의료사회사업가는 피해학생을 면담하 으며, 피해학생에 한 심리 인 지지와 

로, 피해학생이 경험한 사건에 한 정리와 심리 ·인지 ·신체  증상에 한 확인

과 설명 등의 활동을 통해 피해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이 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란 인식을 심어주었다. 상담의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의 신체화 증상은 많이 

감소하 으며, 의사와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상담과정을 통해 바르게 회복되어 갔다. 

의료사회복지사가 피해학생을 상담한 후 학교장의 방문을 받았는데, 의료사회복지

사는 Solution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한 기개

입 활동을 구상하게 되었다. 학교수, 학교사회복지사, 학교폭력 문가로 구성된 

Solution 에서는 ‘교사에 한 기개입’과 ‘교사들을 통한 학생에 한 개입’ ‘피

해학생의 학 과 가해학생의 학 에 한 개입’을 수립하여 학교에 달하 으나 교

사들의 반 로 학교에 한 개입은 무산되었다.

나) 지원체제 분석

본 사례의 지원체제에는 F 병원 의료사회복지실, 피해 학생·학부모·동생, 학교, 

Solution 이 포함되어 있는데, F 병원 의료사회복지실이 심 거 의 역할을 하

면서 Solution 을 구성하여 피해학생과 가족  학교체계를 지원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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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께서는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해 학교체계에 한 개입을 희망하

으나 체 교사들의 반 로 인해 학교에 한 개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 지만 

Solution  구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 다.

의료사회복지실

Solution 팀

(대학교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학교폭력 전문가, 

공무원 등)

④
③

피해

학생·학부모·동생

학교체계

⑦

②

⑤

⑥

①

[그림 Ⅳ-1-6] F 병원 사회복지실에 의한 Solution팀 운영 네트워크 분석

다) 성과 및 문제점

충격 인 사건을 경험한 사례를 해결하기 해 신속하게 Solution 을 구성하여 

최 의 개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에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 으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개입의 도움으로 낙천 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

며,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오히려 엄마와 아빠를 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퇴원 후 고등학

교에 진학하여 학교생활에 잘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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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 현황 분석3)

2007년 5월 교육인 자원부는 학교폭력 련 민간단체인 청소년폭력 방재단과 ‘학

교폭력 근 을 한 업무 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SOS지원단 서비스를 개시하 다. 

가. 학교폭력SOS지원단 설치 현황 및 운영 체계

학교폭력SOS지원단은 ‘학교폭력 기상담센터’와 ‘학교폭력 기지원센터’로 구성된

다. 재 ‘학교폭력 기상담센터’는 서울에 치하고 ‘학교폭력 기지원센터’는 국 

5개 지역에 있다.

‘학교폭력 기상담센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ㆍ가해 학생  부모를 상으로 

문 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폭력 기지원센터’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

하기 어려운 사안을 개입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 ‘학교폭력 방 교육  치료사업’을 수행 한다.

[그림 Ⅳ-2-1]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 체계도

3) 이 내용은 본 연구와 련하여 2007년 9월 13일에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장맹배(청소년폭력

방재단)의 원고 일부를 발췌ㆍ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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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SOS지원단 서비스의 주요 차  역할을 보면 다음 [그림 Ⅳ-2-2〕와 

같다.

         

기

상담

센터

화상담 

수

1588-9128  

1588-7179

∙학교폭력 고민  해결을 한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 학

부모, 교사에게 학교폭력상담 

∙ 한 상황 시 경호서비스 지원 

∙상담을 통해 유 기  연계 

∙학교폭력 문정보 제공(의료/법률/복지/심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한 반 이고, 지속 인 화상담 제공.



기

지원

센터

재 개입 

신청 수

∙1588-9128 / 1588-7179로부터 사건 수

∙ 재개입신청서 수

∙사례심의 후 개입여부 확정

∙의뢰자에게 개입결과 달

∙담당코디네이터와 문상담원  구성

∙필요시 방문하여 심리검사  면 상담실시    


장방문

  

문상담

∙ 련정보  자료 취합

∙ 문상담

 -피해, 가해학생 상담 /피해, 가해 학부모 상담 /교사상담

∙사례평가를 통한 개입 략수립



분쟁조정

∙합의조정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미 개최 시 자치 원회 자문을 통한 

분쟁조정

  -개최 시 가ㆍ피해 측 학부모, 교사 면담을 통한 합의조정

  -법 소송사례에 한 민ㆍ형사상 합의조정



원만한 

사건해결

 추수상담

∙피해, 가해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학교폭력문제해결  재발

방지를 한 추수상담

  - 피해, 가해학생 합의서 작성

  - 재개입 결과 달

  - 피해, 가해 학생 학교 응 로그램 연계

  - 추수상담

  - 학교안정화 구축

 

[그림 Ⅳ-2-2] 학교폭력SOS지원단 서비스 절차와 방법

주요 차 학교폭력SOS지원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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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 현황

1)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 전화상담 사례 분석

학교폭력 기상담센터는 2007년 6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68일 동안 1,911

건(일평균28건)의 화 상담을 실시하 다. 상담 자료를 분석하면 학교  별 구분에

서는 등학교 332건(17.4%), 학교 1,170(61.2%), 고등학교 388건(20.3%) 기타 21

건(미취학, 학업 단 1.1%)으로 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은 신

체폭행 1,443건(27.7%), 품갈취 513건(10.6%), 집단따돌림 629건(13%), 괴롭힘 

729건(15.3%), 언어폭력 662건(13.6%),  633건(13%), 사이버폭력 255건(5.3%), 

성폭력 93건(1.9%)으로 신체폭행이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기간 구분은 1회성이 545건(28.5%), 3개월 미만 463건

(24.4%), 3개월에서 6개월이 569건(29.8%), 6개월에서 12개월이 57건(3%), 1년 이

상이 141건(7.4%), 기타가 136건(6.6%)로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의 피해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개최여부는 개최한 사례가 46.1%로 개최율이 조하나, 

6월부터 차 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Ⅳ-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구  분 6월 7월 8월

개최함 24.3 32.4 46.1

개최안함 67.2 48.2 37.5

개최 정 3.3 7.4 3.0

무응답 5.2 12.0 13.4

합계 100 100 100

학교폭력 상담의뢰자는 가해ㆍ피해 부모가 6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은 교사 상담이 317명(16.6%)으로 부모 다음으로 높게 나타냈는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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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도 문기 의 도움이 필요함을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체 인 상담 의뢰자 내용은 다음 <표 Ⅳ-2-2>와 같다.

<표 Ⅳ-2-2> 상담 의뢰자

구     분 빈    도 비   율

피해가해부모 1156 60.5

교사 317 16.6

피해가해본인 206 10.7

형제친척 95 5

기타무응답 81 4.2

상담 문가(경찰) 56 3

합  계 1,911 100

 * 교사상담 비율 2005년: 4% 2006년 3%, 2007년 16.6%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 중재 사례 분석

학교폭력 사건의 분쟁을 조정 할 때에 가장 요한 가치는 학교폭력 피해상황을 

단시키고 사건의 왜곡 확 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해 분쟁조정에 개입하여 

가해자에게는 치료(상담)와 선도로, 피해자에게는 조기의 신체ㆍ정신  치유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기 의 상태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다수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입장 충돌로 인한 갈등이므로 재자의 가장 

요한 자세는 갈등상황에서 립 인 입장을 취해야한다. 객 인 제3자의 입장에

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 인 분쟁조정 기술을 통해 재를 유도한다.

학교폭력 기지원센터의 분쟁조정 사례는 총39건으로, 그  재 종결은 20건, 

단 5건, 진행 인 사례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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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지 까지 B 시의 민간기  심의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운  황과 

학교폭력SOS지원단의 운  황을 살펴보았다.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와 비교하여 B 시의 사례를 통해서 본 민간기  

심 지원체제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명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하여 열정 이다. 

외부로부터의 권고나 지원 없이 순수 민간을 심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 특징은 사명과 헌신성이다. 민간조직에서 나타나

는 사명과 헌신성은 학교폭력 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자발성과 극성으로 나타나

고 있다. 

둘째, 극 으로 자원을 개발한다.

민간조직이 자신들이 설립한 조직의 사명에 의해 학교폭력 련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조직의 생존과 사명수행을 한 인 ·물

자원을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한 민간자원과 공 자원들

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순수 민간 자원 사 인력을 개발하고 조직화하는 등 학교

폭력 지원역량을 개발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자율성이 높다.

민간 심의 학교폭력 지원체계가 가지고 있는 요한 특징 의 하나는 자율성이

다.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순수 민간 조직의 경우에는 높은 수 의 자율성이 보장되

므로 학교폭력과 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부분

의 민간조직이 정부로부터 사업을 탁 운 하는 방식으로 정부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 부분이 침해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 직  운 하는 형태

보다는 탁기 을 심으로 한 민간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넷째, 업무의 문성이 있다.

순수 민간조직이든 아니면 정부보조를 받는 민간조직이든 간에 민간부분이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할 경우 조직의 사명을 실천하기 해서는 문 인 역량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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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지 못할 경우 사업 운 을 한 

민간기 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업무를 의뢰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정부보조 을 받는 민간조직일 경우에도 탁체 변경이라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문성을 높이기 해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 이 있다.  

첫째, 재정과 조직력이 약하다.

민간 심의 조직에서 학교폭력 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가장 근본 인 문

제로 두되는 것이 재정 인 문제와 조직력의 문제이다. 학교폭력 방  처 사

업이 결국 사람이 심이 되어서 효율 인 재정이 확보될 경우 운 되는 것인데, 민

간조직의 경우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고용된 사람들의 조직

체계가 느슨해 질 수 있는 문제 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  인식이 조하다. 

학교폭력 업무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상으로 수행되게 된다. 그러나 교육행정 조

직이나 학교체계가 민간조직과 함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에 하나는 인식

과 신뢰의 문제이다. 교육행정 조직과 학교는 민간단체에 한 인식의 부족과 불신 

그리고 공동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책임의 문제에 한 부담으로 인

해 력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 근이 용이하지 못하다.

민간단체를 심으로 한 학교폭력 지원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 하나는 

근성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 방  처에 한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조직이 공 인 문서를 통해 학교 장에 사업을 알리 수 있거나 홈페

이지나 소식지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학교 장에 알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이로 인해서 민간조직은 학교 장에 근하기 어려우

며, 학교 장은 좋은 로그램에 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서비스 공 량과 안정 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부분의 비 리 민간단체들은 내부 인 수익창출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비

리 조직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해 활용하는 요한 방법은 회비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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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는 정부로부터의 보조  등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공동모 회와 같은 공익 

지원 법인이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내부 으로 자원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자원을 의존하기 때문

에 재정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공 할 수 있는 서비스 양

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서비스를 안정 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SOS지원단 운  사례를 보면 행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에 반되는 사례가 있다. 를 들어 같은 학교 학생 간의 폭력 행 의 경우는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모든 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

정의 모든 사항은 법 제19조에 의해 비 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알

리거나, 요청을 한다는 것은 법한 행 가 되기 때문이다. 방교육이나 교원연수 

등의 요청은 문제가 없으나 자료 요구, 지원 요청, 기타 차 등에 해 제3자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법이기 때문이다(김학일, 2007). 한 시기 으로 학교폭력

이라는 안을 해결하기 하여 지원단 운 의 필요성은 감하나 법 , 제도  보

완이 지원된 후에 본격 으로 운 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미 198개 교육청에서 운 하고 있는 학생고충상담 화가 있는 가운데, 학교폭

력SOS지원단의 화상담 라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

는 학교폭력 련 상담의 경우 지원단의 라인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러나 학교는 수많은 사안들이 진행되는 복합 인 곳이다. 학교폭력 문제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분쟁 조정만이 요한 것이 아니라 방교육이 더 요하다. 한 학

교폭력 문제는 학교교육 계자가 직  상이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청을 떠난 

별개의 기구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고 본다. 민간에 이양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구와 학교ㆍ교육청이 연계하여 시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 그에 따른 법ㆍ제도  보완의 선행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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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체제 개선 안 및
정책적 제언 

여기에서는 지원체제 시범 운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에 제안한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모형의 수정안과 수정안에 따른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수정한 지원체제 모형이 실질 으로 가동하기 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하

고자 한다.   

1. 타당성 분석에 기초한 지원체제 모형 및 운영방안 개선 안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모형의 타당성을 지원

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구성요소, 제 조건, 기본 모형, 운  방안의 측면에서 분

석하 다. 지원체제 구축의 구성요소나 제 조건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기본 모형  운  방안은 일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정ㆍ제시한다.

첫째, 학교폭력 방  처를 한 주  부처는 교육인 자원부가 담당한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의하면 교육인 자원부가 학교폭력 책의 주무 

부처로서 학교폭력 방  근  책에 한 기본 계획의 수립, 평가, 검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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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  부처는 교육인 자원부가 담당해야 한다. 

<표 Ⅴ-1-1> 지원체제 모형 구축의 기본 방향 개선 안

2006년도 연구 2007년도 개선 안

► 학교폭력 방  처를 한 주  부
처는 교육인 자원부이다.

좌동

► 시ㆍ도 교육청(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와 학교폭력 담 장학사를 두

어 학교폭력 업무만을 담하도록 한다.

► 시ㆍ도 교육청(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학교폭력 련 
업무는 시ㆍ도 교육청이, ㆍ 학교 학교
폭력 련 업무는 지역 교육청에서 담당하
도록 한다. 

► 응목표( 방ㆍ 처) 수 에 따라 지원
체제의 심 기 을 달리한다.

► 교육청 수 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
이 단  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제 1수 의 지원체제
와 제 2수 의 지원체제가 긴 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질 으로 가동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좌동

► 지역  특성을 반 한 지원체제를 구축
한다.

► 단 학교의 지역  특성을 반 하여 지원
체제가 운 되도록 한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효율성을 해 시
ㆍ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련 산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효율성을 해 고등
학교 학교폭력 련 산은 시⋅도 교육청
에, ㆍ 학교 학교폭력 산은 지역교육
청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시ㆍ도 교육청(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학교폭력 

련 업무는 시ㆍ도 교육청이, ㆍ 학교 학교폭력 련 업무는 지역 교육청에서 담당하

도록 한다. 

2006년도 연구에서는 ‘시⋅도 교육청(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이하 책

원회라 칭함)’와 학교폭력 담 장학사를 두어 학교폭력 련 업무만을 담하도록 

한다.’라고 한 부분을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모두 ‘학교폭력 책 원회’를 두되 

행 행정체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은 ㆍ 학교의, 시ㆍ도 교육청은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련 업무를 담하도록 수정하 다. 한 학교폭력 담 장학사를 두어 학교폭력 

련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실정에서 실 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삭제하 다. 

셋째, 교육청 수 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이 단  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이하 자치 원회라 칭함)’ 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제 1수 의 지원체제와 제 2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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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

목표
작동
수

심 기구  기능

2006년도 안

방

제1수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으로 방 활동을 실시함.

제2수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
∙상부 기 에서 수립한 학교폭력 방 책을 시행하

고,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한 학교폭력 방활동을 
수행하며, 학교가 방 교육  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지원함.

처

제1수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상설 기구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을 처리함.

제2수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사안이 해결되

지 못했을 경우,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
회에 신고하여 지원을 받음. 

∙실질 인 사안처리는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
에서 재자(외부 문가)를 선임하고 재자가 학
교폭력 안 응 을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함.

2007년도
개선 안

방ㆍ
처

제1수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으로 방 활동을 실시하

고, 사안 발생 시 상설 기구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을 처리함.

제2수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 
∙상부 기 에서 수립한 학교폭력 방 책을 시행하

고,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한 학교폭력 방활동을 
수행하며, 학교가 방 교육  책을 시행하는 데 

지원체제가 긴 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2006년도 연구에서는 ‘ 응목표( 방, 처) 수 에 따라 지원체제의 심 기 을 달리

할 것’을 제안하 으나 시범 운  결과 이를 명확하게 양분하는 것은 비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원화 할 경우 여 히 학교에서(제 1수 ) 교육청(제 2수 )에 보고하거나 

지원 요청을 꺼려할 수 있으며, 사안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같은 지역 내 서로 다른 학교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 사안이나 다른 구역에 소속된 

학교 학생들 간의 폭력 사안일 경우 교육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안 해결의 

신속성과 법률 19조 비 설 지 등에 한 조항에 배되지 않기 해서는 교육청의  

‘ 책 원회’ 원들이 단  학교의 ‘자치 원회’ 원으로 학교장이 할 것을 제안한

다. 수정한 지원체제의 심 기구와 기능은 다음 <표 Ⅴ-1-2>와 같다.

<표 Ⅴ-1-2> 지원체제의 중심 기구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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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

목표
작동
수

심 기구  기능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지원함.
∙교육청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은 할 지역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이 되어 단
학교에서 사안을 해결하는데 교육청 수 에서 지

원해야 할 부분을 지원해 주는 연계자 역할을 함. 

넷째, 실질 으로 가동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단 학교의 지역  특성을 반 하여 지원체제가 운 되도록 한다. 

2006년도에는 ‘ 도시 지역과 ㆍ소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 하여 지원체제를 

구축ㆍ 운 할 것’을 제안하 으나 시범 운  결과 도시, ㆍ소도시라는 지역  특성 

보다는 단  학교의 지역  특성이 보다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 주변에 

유해 환경이 거의 없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의 학부모의 사회ㆍ경제  지 나 학력이 

높고 경제수 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사안 발생률도 낮고, 학교폭력에 노출될 기회도 다. 

이러한 경우 사안이 발생해도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지 못한 지역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일이 요하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단 학교의 

경우 ‘자치 원회’ 인  구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육청 수 의 ‘ 책

원회’가 극 개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한 방교육 등에 한 교육청 수 의 

산 지원도 단  학교가 처한 지역  특성을 반 하여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효율성을 해 고등학교 학교폭력 련 산은 시⋅도 

교육청에, ㆍ 학교 학교폭력 산은 지역교육청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06년도 연구에서 ‘학교폭력 련 산은 시ㆍ도교육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 으나, ㆍ 학교 학교폭력 련 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

하 다. 산 집행의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에만 부여할 경우 ㆍ 학교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 방교육이나 사안 해결을 해 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처리

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어 사안 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래하기 때문이다. 

나. 지원체제 구성 요소

지원체제 모형 구축의 구성요소는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로 심 기 과 코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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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연구 2007년도 개선 안

► 지원체제의 심 기 은 학교와 교육청
이 담당한다. 다만 일차 으로 학교폭
력의 방과 사안처리는 단  학교가 
책임을 맡는다. 

좌동

► 학교를 심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
하면서 어려움에 착하 을 경우 심
기 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옮아간다. 

► 교육청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이 단 학
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이 됨으
로써 학교폭력 방이나 사안 처리에서 교
육청 수 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각 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심 기 으로서 시⋅도  지역 교육
청과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
록 다양한 차원의 방 교육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
생하면 교육 기 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에 한 분쟁을 
조정한다.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후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학교에 잘 

응할 수 있도록 교육  조치를 취해
야 하며 학교나 학 차원에서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좌동

► 심 기 의 코디네이터는 학교폭력 
방  처를 하여 유 기  사이의 

의와 업무 분담을 조정한다. 한 코
디네이터는 산의 집행과 사업의 운  
과정을 리하여 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심 인 역할을 담당한
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책임 교
사가,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담 장
학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좌동

► 학교폭력 책 원회의 학교폭력 담 장
학사는 학교로부터 문제해결을 요청받았
을 때 학교폭력 안 응 의 장으로 
외부 문가를 섭외하여 일선 학교에 
견한다. 

►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이 인증하는 민간단
체의 학교폭력 분쟁 유경험자를 단 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으로 함
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문 인 

재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을 받는
다(‘지원체제 운  방안’ 참고)

이터, 유  기 으로 구분된다. 단 2006년에 제안한 내용  심 기 과 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은 수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Ⅴ-1-3>과 같다.

<표 Ⅴ-1-3> 중심기관과 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에 대한 개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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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기 과 유  기 은 기 의 인  자원  물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 

기 과 유  기 의 연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법ㆍ제도, 행정  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유 기 은 교육 기 , 청소년 기 , 경찰, 의료 기 , 법률 기 , 지방자치단체, 시민 

단체, 국가 기 , 학  연구 기 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기 별로 교육 서비스, 

상담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ㆍ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다. 지원체제 기본 모형

지원체제 기본 모형에서 제 1수 이 단  학교의 ‘자치 원회’가 되고 제 2수 은 교육

청의 ‘ 책 원회’가 심이 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체제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박효정 외, 2006). 

제1수  심 기 은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책임을 맡는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장이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원장

을 맡으며 책임 교사(생활부장이나 상담부장), 청소년 문가, 경찰, 의사, 변호사 등이 학교

폭력 책자치 원회의 원이 된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의 방과 처에 

한 일련의 의사결정인 학교폭력 방과 처에 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한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년  학교장과 책임 교사에 의해 되며 을 수락

한 원들은 2년 동안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 참석한다. 참석한 원들

에게 소정의 회의비를 지 할 수 있다. 

제1수 의 심 기구인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을 방하고 처

하는 데 필요한 산  인  구성, 사업의 개발  시행에 한 책임을 담당한다. 

제2수 의 심 기구는 시ㆍ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내 학교폭력 책 원회가 책임

을 맡는다. 교육청 수 의 ‘학교폭력 책 원회’의 신설  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하

여는  추후 개정되는 ‘학교폭력 방 처에 한법률’과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재는 지역 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생활 지도 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책 원회가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학교폭력 

담 장학사가 어도 1명 이상 필요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재 학교폭력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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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지원체제 기본 모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의 업무량을 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책 원회는 학교폭력 방  처를 해 필요한 인 ㆍ물  자원을 지원

해  뿐 아니라 학교가 학교폭력 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한 학교폭력에 한 국가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일선 학교에서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시⋅도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요한 만큼, 교육인 자원부를 비롯한 련 국가 

기 이 마련하는 일련의 국책 사업과 산은 시⋅도  지역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달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시⋅도  지역 교육청은 산이나 국책 

사업을 지원하는 유  국가 기 에 해 결과를 알리는 송환 체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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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심 기구 구성 역할

제1수 : 
학교

학교폭력 책
자치 원회

2006년도 
안

∙ 원장(학교장)
∙교사(책임,상담,양호)
∙청소년 문가
∙시민 단체/자원 사
∙경찰/검찰/변호사
∙의사
∙지자체공무원

∙ 방 교육 계획수립  시행
∙학교폭력 련 산확보  집행 인

력 확보
∙교육청 학교폭력센터 의뢰 여부 결정
∙학교폭력 사건 처리:
 - 가해 학생 선도
 - 피해 학생 치료분쟁 조정

2007년도 
개선 안

∙자치 원회 원 부
분 추가

 -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

 - 교육부나 교육청 인
증 민간단체의 학교
폭력 재자( 를 들
어 학교폭력SOS지
원단 기지원센터 
소속 인사 등)

∙역할 부분 삭제  수정
 - ‘교육청 학교폭력센터 의뢰 여
부 결정’ 부분 삭제하고 ‘필요 시 
교육청에 지원 요청’ 부분 추가
 - ‘학교폭력 사건 처리: 가해 학생 
선도’ 부분 ‘가해 학생 선도 처분’
으로 수정
∙역할 부분 추가
 -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은 단 학교 ‘자치 원회’ 
원이 됨으로써 단 학교 학교폭력 

방  처에 직 으로 개입하
고 교육청 수 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계자 역할을 함.
 - 교육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
의 학교폭력 재자는 단 학교 
‘자치 원’으로 됨으로써 합법

이고 문 으로 학교폭력 분쟁
을 조정함.

제2수 : 
교육청

학교폭력 책
원회

2006년도 
안

∙ 원장(교육감)
∙장학 /장학사
∙청소년 문가
∙시민 단체/자원 사
∙경찰/검찰 문가
∙의사
∙지자체공무원

∙ 방 교육 계획수립  시행
∙학교폭력 련 산확보  학교지원
∙교육청 할 학교 방 교육  학교

폭력 사건 처리에 한 지도감독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 가해 학생 선도 
 - 피해 학생 치료 

더불어 유  국가 기 은 교육인 자원부와의 의를 통해 산이나 국책사업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재도 사업의 복이나 산의 방만한 운 에 한 비 의 소리가 높은

데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는 교육인 자원부를 심으로 학교폭력에 한 

국가차원 정책  산 배정 계획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6년도에 제시했던 모형에서 원회 구성  역할 일부를 다음 <표 Ⅴ-1-4>

와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표 Ⅴ-1-4> 지원체제에서 학교 및 교육청의 구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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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심 기구 구성 역할

 - 분쟁 조정 
 - 학교폭력 발생 학교의 교사  학생 

지도

2007년도 
개선 안

∙ 원장(교육감) 부분 
수정

 - 시ㆍ도 교육청의 경
우 ‘교육국장’이, 지역 
교육청의 경우 ‘학무국
장’이 학교폭력 책
원회 원장이 될 것
으로 수정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사
안 처리’ 부분 삭제하고 ‘단
학교의 학교폭력 방  처
에 한 지원’ 추가 

첫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구성에 한 것으로 학교장은 제 1수  ‘자치 원회’ 

원으로 해당 지역 제 2수 의 ‘ 책 원회’ 원들과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의 학교폭력 재자( 를 들면 학교폭력SOS지원단 소속 인사)’를 한다. 

이러한 경우 ‘자치 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  학교의 경우 

‘자치 원회’ 구성 자체가 가능해지며, 방활동에 필요한 교육청 수 의 인 ㆍ물  

자원의 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 한다. 한 ‘학교폭력SOS지원단’ 소속 인사를 ‘자치

원회’ 원으로 하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비 설 지 조항 등에 배됨 없이 합법 으로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

체( 를 들면 학교폭력SOS지원단의 기지원센터 등)’에 의뢰가 가능하여 학교폭력 분쟁 

조정 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 지원체제 운  

방안’ 참고). 

둘째, 학교폭력 책 원회 원장에 한 것으로서 2006년도 연구에서는 시ㆍ도교육

청의 원장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의 원장은 교육장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 책

원회’ 원장이 될 것을 제안하 으나, 실 으로 외 계가 많은 교육감이나 교육장보

다는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국장이, 지역 교육청의 경우 학무국장이 제 2수 의 

‘ 책 원회’의 ‘ 원장’에 합할 것으로 보여 와 같이 수정하 다. 

셋째, 교육청 수 의 ‘ 책 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인  구성을 한다. 

우선 법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자 에서 선정해야 하며, 인원은 지역교육청 당 문상

담교사를 포함하여 6～8명 정도가 정하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람은 교육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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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 소속 학교폭력 분쟁 조정자(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 

계자 등), 가ㆍ피해 학생 학부모간 갈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능력을 갖고 

있는 자, 집단따돌림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의 상태가 가해학생(들)의 언행으로 인한 결과

인지에 해 문가가 아니면 단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과 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면 해당병원을 력 기 으로 지정하여 운 하여야 한다. 교사의 경우는 지역실정에 

밝고, 법령에 능통하고, 학생지도 경력이 우수한 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라. 지원체제 운영 방안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운영 방안

타당성 분석 결과 학교폭력 방을 한 지원체제 운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방을 한 지원체제 운  방안은 다음과 같다(박효정 외, 

2006).

학교폭력 방을 하여 학교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제1수  운 방안과 교육청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제2수  운 방안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수준 운영방안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1수  심 기구는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이다. 학교폭력 방을 하여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심으로 지원체제가 운 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그림 Ⅴ-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 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산과 인 ㆍ물  자원을 마련한다. 방 교육은 

연 2회 학교 상담교사나 외부 문가를 섭외할 수 있다. 방 교육을 한 문가 섭외에 

해서는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해당 할 지역의 경찰, 의사, 상담가 등을 빙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도  지역 교육청에서 문가의 소개를 요청할 수 

있다.

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시⋅도  지역 교육청이 주 하는 학교폭력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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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과 교육 사업을 효율 으로 수행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를 들어,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배움터 지킴이나 문 순회 상담교사제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한 

운 방안을 마련하고 방 책이 효율 으로 작동하는지 검한다. 

[그림 Ⅴ-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제1수준 모형

   나) 제2수  운 방안

학교폭력 책 원회는 시⋅도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방하기 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학교폭력 방에 한 기본계획에는 교육인 자원

부를 비롯한 국가 기  차원에서 시행되는 방활동과 시⋅도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  방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활동이 효율 으로 운 되기 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인  자원과 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유 기 으로부터의 조가 필수 이다. 를 들어 교육

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방 교육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육청 뿐 아니라 

청소년 기 , 학교폭력 문 NGO 단체, 학이나 연구 기 의 조가 필요하다.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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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에 필요한 산은 교육인 자원부나 다른 국가 기 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 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개발된 로그램은 제1수 의 일선 학교나 청소년 기 이 주 하여 시행한다.

[그림 Ⅴ-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제2수준 모형

유사하게 교육청을 심으로 학교폭력 방을 해서 교외 연합생활지도를 계획한다

면, 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하고 있는 책임 교사들을 소집하고, 경찰과 지역 자원 

사 단체의 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해 교육청의 담 장학 이나 장학사는 

학교폭력 책 원회를 통해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다) 제1수준에서 제2수준으로 이동 기준 및 조건

학교폭력 방에 한 일련의 사업과 정책은 제1수 에서 시행되며 제2수 은 제1수

에서 학교폭력 방활동을 해 지원체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인 ㆍ물  자원을 지원

해 주는데 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방에 한 한, 학교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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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 의 역할을 한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방을 한 정책

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방활동에 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때, 교육청 학교폭력 담 장학사가 다른 학교의 책임 교사나 유 기 의 문가를 해당 

학교에 견하거나 해당 학교에 방활동에 필요한 산이나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한 학교폭력 방사업에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역 

교육청 수 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어 연합 교외생활지도나 

지역사회 험 지역  취약 지구 순찰은 할 지역 내 ⋅ ⋅고등학교와 경찰, 시민 

단체 등이 연계할 필요가 많다. 특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인 학교 밖 안 지도를 

목표로 한다면 교육청 차원의 계획  리가 으로 요구된다. 

2)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운영 방안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를 한 지원체제 운  방안

에 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수정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제2수  지원체제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 안 응 ’에서 

기존 학부모의 인식을 환할 수 있는 립 인 인사를 재자로 확보하는 것이 건이나 

지역 사정에 따라 ‘ 안 응 장’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한 ‘ 안 응 ’ 

을 구성하거나 ' 안 응 ‘과 가ㆍ피해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분쟁 조정의 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1수 에서 기 응차원

의 지지그룹  문제 해결 이 기에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 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를 참여시킨 이유는 이미 교육인 자원

부와 청소년폭력 방재단이 MOU를 체결하여 ‘학교폭력SOS지원단’을 운 하고 있지만 

재는 ‘학교폭력SOS지원단’이 단 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 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의 첫째 조건을 교육인 자원부가 

학교폭력 방  처를 한 주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 기 때문에 교육인 자

원부가 약을 체결하여 운 하고 있는 학교폭력SOS지원단과 같은 민간단체가 합법 이

고 효율 으로 단 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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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1수준의 운영 방안 

(1) 1단계: 사안 발생 시 신고ㆍ접수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으로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 18조에 근거

하여, 학교나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2) 2단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및 사안 처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1차 으로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소집된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로 학

교폭력 방  처를 한 학교 내 상설 기구로서 학교폭력 처를 한 제1수  지원체

제의 심 기구가 된다.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여 가해⋅피해 학생이 합의하고, 가

해 학생에 한 징계  선도, 피해 학생에 한 치료  보호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종결된다. 이 때 단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청 수 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제2수  지원체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으로 된 제2수  지원체제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이 연계자 역할을 한다. 

(3) 3-a 단계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재에 실패하거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사안 처리를 교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한 경우 원장은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

청이 인증하는 민간단체(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의 ‘ 기지원센터’ 등) 소속 인사

에게 재를 의뢰한다. 이미 이들이 교육청 수 의 ‘ 책 원회’와 단  학교의 ‘자치 원

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 으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다. 

지원체제 기본 모형’ 참고).

‘2단계’에서 한 단계 진행된 후에 민간단체의 재자가 개입하도록 한 것은 첫째, 단  

학교의 학교폭력에 한 책무성을 제고하기 함이고, 둘째, 단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해 민간단체 재자가 개입하기에는 인  인 라가 충분히 갖추



V. 지원체제 개선 안 및 정책적 제언❚ 105

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치 원회’ 원장은 사안의 특성에 비추어 ‘3-a' 단계로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  

여기서 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소송이 제기되고, 분쟁 조정에 성공

하면 사안은 종결된다. 는 제1수 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가해⋅피해 학생의 추수 

지원을 해 교육청 차원의 ‘ 책 원회’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 는 

지역 교육청의 ‘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한다(3-b단계로 진행). 

<표 Ⅴ-1-5>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제1수준 지원체제의 특징

제1수
지원체제의 

심
역할  기능

학교폭력 책
자치 원회 구성

특징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분쟁 조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징계  선도

2006년도 

안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

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학교가 심이 되어 

학교폭력 사안 해결

▪학교의 학교폭력 처

에 한 책무성 증진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

한 해결 

2007년도 

개선 안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

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교육청 ‘학교폭력 책 원회’ 

원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인

증 민간단체( 를 들어 ‘학

교폭력SOS지원단’ 등) 소속 

학교폭력 분쟁 조정자

나) 제2수준의 운영 방안: 3-b 단계

사안이 종결된 후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신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게 된다. ‘자치

원회’의 재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가해⋅피해 학생의 경제  여건이나 학교와 연계

되어 있는 청소년 기 의 인 ㆍ물  자원의 한계로 가해 학생의 상담이나 선도 는 

피해 학생의 치유가 어려울 경우, 단  학교의 ‘자치 원회’가 교육청의 ‘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면 이에 해당되는 인 ㆍ물  지원을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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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수정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업무 흐름도

분쟁조정이 어렵거나

분쟁조정에 실패

1 단계

사안발생 및 
신고ㆍ 접수

2 단계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및 사안처리

3-a 단계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에 의뢰. 

예)학교폭력SOS지원단의 
위기지원센터 등 

사안 종결

경찰서 신고 또는

소송 제기

1 수준1 수준

3-b 단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인적ㆍ 물적 지원

2 수준2 수준

분쟁조정에  성공 분쟁조정에 실패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에서 인적ㆍ 물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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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체제의 제도화 및 확산을 위한 제언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 제시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가 실질 으로 가동하기 해서는 지원체제 가동의 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에 

2006년도 연구에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운 의 제 조건과 지원체제 

활성화를 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  산에 한 제언을 하 으나, 학교안 공제회 

기 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외에는 실 된 사항이 

없다. 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  운  방안이 수정된 바, 수정된 

지원체제의 제도화  확산을 하여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을 수정

ㆍ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가. 지원체제 제도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 방안

현행법 제9조와 제10조 사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소집

ㆍ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행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분

쟁을 조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에 한 규정이 없다. 다만, 행법을 

살펴보면 제16조에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즉 제16조 제6항과 제7항에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분쟁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와 서로 할을 달리하는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 분쟁에 교육감이 직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속의 다름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해 시⋅도 교육청이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처럼 분쟁 당사자의 학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뿐 아니라 

분쟁이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해 조정되지 않은 사안에 해서도 시⋅도 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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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는 학교폭력 책 원회를 설치하여 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문화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책 원회’의 설치

학교폭력의 방  책에 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단  학교의 학교폭력 방 

 책에 한 지원을 해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를 둔다.

► ‘학교폭력 책 원회’의 기능

▪학교폭력 방을 한 제반 활동( 로그램 선정  운 , 캠페인, 유해업소에 

한 경찰  련 공무원 합동 단속, 단  학교와 문가  문 단체 연계 등)

▪단  학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단 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으로 ‘자치 원회’에 참여 

▪교원 연수 등 

► ‘학교폭력 책 원회’의 구성

▪ 원장: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국장, 지역 교육청의 경우 학무국장(교육국장)

▪ 원: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 11조 3항에 명시된 자, 문상담교사,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 등) 소속 

인사, 정신과 문의 등 

▪ 원수: 6-8명

► ‘학교폭력 책 원회’의 소집

▪학교폭력 방 책 수립을 한 연 2회 정기 소집

▪단  학교의 학교폭력 방  처를 한 지원에 한 의사결정 시 새로이 보

완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소집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 자치 원회 원에 교육청 ‘학교폭력 책 원회’ 원 2-3인을 1)

▪교육청 ‘ 책 원회’ 원은 해당 지역 소속 단  학교에 공동 원으로 

▪단  학교 ‘자치 원회’에 된 교육청 ‘ 책 원회’ 원에는 정신과 문의, 

1) Ⅴ. 타당성 분석에 기 한 지원체제 모형 개선 안의 3) 지원체제 기본 모형 참고



V. 지원체제 개선 안 및 정책적 제언❚ 109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이 인증한 민간단체(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 등) 

소속 인사가 포함되도록 함

▪단  학교 ‘자치 원회’에 된 교육청 ‘ 책 원회’ 원은 단 학교 ‘자치

원회’ 소집에 필요시에만 탄력 으로 응할 수 있음

필요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

원회’ 위원인 민간단체(예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 등)의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 조정의 어려움에 처한 단  학교에 실질 인 도움을 주기 함이며, 

둘째, 신속히 사안을 처리하기 함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교육인 자원부를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주무 부서가 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재 교육인 자

원부와 MOU를 체결하여 운 하고 있는 학교폭력SOS지원단이 단  학교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합법 으로 개입하게 하기 함이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 내용을 일부 관련 인사에게 공개하도록 법⋅제도적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재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학교

폭력 책자치 원회의 조사 내용이나 심의 내용은 학교폭력 련 학생  학부모에

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는 학교나 교육청 자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 공개하기도 

하지만 여 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

다.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회의 내용을 일부 

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비  설 지 등에 한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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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퇴직 경찰이 포함되거나 현직 경찰이 참여했을 때 학교폭

력 사안을 인지해도 수사 및 검찰 송치까지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11조는 자치 원회의 구성원으로 할구역의 

경찰서 소속 국가 경찰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 경찰을 참여하게 하는 

경우 가해 학생의 처리와 련하여 사법 차상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즉, 경찰이 

개입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해 인지하게 되면 소년법과 소년사법 차에 의해 처리

해야 한다. 행 소년법은 범죄소년은 물론 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서도 경찰이 

발견한 경우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5조에 타 법률의 우선 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소년법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폐지하거나 혹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사법 차에 의한 처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책임 교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12조는 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의 업무에 해 

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자치 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상담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의 책임교사에 해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책임교사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 학교폭력 방  책을 실행하기 해 유 기

과 실질 인 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상담교사  책임교사의 업무로 규정한다면 교사

의 역할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12조에 학교폭력의 대처와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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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당사자 혹은 보호자가 교사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고 교사에게 분쟁 조정 실패의 책임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제12조에 학교폭력

의 처와 련하여 상담교사와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여한 경우 책임을 면하도

록 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대책팀이 학교폭력 업무를 주관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명시화해야 한다. 

재는 학교폭력 방  근 을 해 국가 수 의 8개 부처가 모두 여하고 있어 

부처 간에 사안 처리에 한 시각과 근 방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나 업무가 복되는 

등 방만하고 비효율 인 형태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제에서는 

학교폭력 유 기 들의 책무성을 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단일 선상으로 

집결시킴으로써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최근에 조직된 교육인

자원부의 학교폭력 책 이 학교폭력 련 업무를 주 하고 유  부처와의 연계와 

조 하에 학교폭력 방  근 을 한 책 수립과 시행은 물론 이와 련된 산 

확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6조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관한법률’에 치료⋅상담 및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기관의 설립 기

준 및 구성원에 대해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는 학교폭력에 한 치료⋅상담  교육과 련하

여 제6조에 교육인 자원부장 이 피해 학생에 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학교폭력

의 방과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련단체 는 문가

에 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인 

치료⋅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련단체 혹은 문가에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즉 기본 계획에 따라 청소년 련단체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구체 인 설립 기 , 구성원, 

임무  치료⋅상담 내용과 교육인 자원부 혹은 학교와 어떤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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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학

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을 첨가해야 할 

것이며,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신설한다면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이 지역 교육청의 심의 사항으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담⋅치료를 포함하여 학교폭력 근 을 해서는  지역사회

의 조가 필수 이다. 그러나 행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는 학교폭력을 

방하고 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학교폭력을 방하고 처하기 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안이나 명령에 대한 구속

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행 ㆍ 등교육법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에 의하면 학교 교육은 의무교육

과정으로 학생의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교 측의 극 인 노력에도 불

구하고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의 재안을 거부하는 경

우,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퇴학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일선 학교에서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있

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 의료기 의 상담  심리치료에 한 강제명령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지속 인 상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가 가능한 학생이 있는 

반면 학교에서 지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력성향이나 우울증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의료기 을 통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권유하지만 부모가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 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을 한 지

도가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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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학생의 상담  심리치료에 한 강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수 있어야만 학교 폭력 방  

근 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진료비 문제로 학부모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가정경제 상황에 비추어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지원체제 제도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영 방안

지원체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관련 예산 항목, 규모, 흐름 등 재원

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폭력 관련 예산의 방만한 운영 현황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

보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재 ‘학교안 사고 방  보상에 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공제자(학생 등)의 

고의 는 한 과실로 학교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 치료 보상하고, 학

교안 사고를 일으킨 자 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구상권이 인

정되어 있다. 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ONE-STOP 지원센터를 운 하는 

병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보호를 한 기  마

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기 해서는 산 확보와 함께 산의 효율  

운용을 해 련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명문화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자 의 일부를 학교폭력 처를 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 교외 학교폭력 방을 한 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단 학교 학교폭력 방을 한 산은 일차 으로 단 학교가 책임진다(교육청

에서 산 편성에 한 지침을 내릴 때 학교폭력에도 일부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

리는 방안).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보호를 한 기 을 마련한다. 

  를 들어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가 비교  잘 운 되고 있는 일본 요코

하마와 같이 유치원생과 ㆍ 등 학생에게 1인당 매년 1회 300 엔씩을 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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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합하여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생 안 사고에 해 보상해 주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률이 높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학교폭력 련 산을 많이 배

정한다.

► 단 학교에서 학교폭력 방을 한 특별 교육이나 분쟁 조정 시 필요한 산을 

일부 교육청에 공개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다. 지원체제의 확산을 위한 제언

유관기관 간 긴밀할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활용 책자 발간, 원활한 

협조체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유 기  활용 책자 발간

학교 폭력 방과 해결을 한 사회 유  기 의 활동  활용 방법 등에 한 

안내를 기 별로 하지 말고 교육청 단 로 모아 일선 학교에 송부하여 활용하도록 

한다면 유 기  간의 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유 기 과의 조 체제 활성화 방안 마련

유 기  활용을 한 안내 자료가 지나치게 산만하게 흩어져 기  활용을 한 

일목요연한 국 자료가 있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련한 문제 학생의 경우 유 기 (경찰서,  사활동단체, 복지 , 사회

사기  등)과의 조 체제가 원활(기 별 법령 잣 가 다른 경우 는 기 의 업

무 일정 계 등이 서로 맞지 않는 등의 연계성 부족)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하여

도 학생 상담  사회 사, 특별교육 로그램 이수 등의 조 의뢰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유 기 을 통한 특별교육이수와 사회 사 등의 활동

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후의 지속 이고 장기 인 지도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일선 학교와 유 기 과의 조체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와 기  등의 평가시 가산  부여 등 극  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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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단위학교장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단 학교에서는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에서 주 하는 사업에 하여 일회 이

고 즉흥 인 사업이라고 불신하거나  다른 업무가 부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

우가 있다. 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은폐하려는 경향도 여 히 강하므로 단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학교폭력 처를 한 력ㆍ지원기 이라는 학교장의 인식 

환과 함께 자발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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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 연구의 개요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기본계획’이 장에서 제 로 수행됨으로써 실효를 

거두기 해서는 학교폭력 실태에 한 정확한 악, 학교폭력 책에 한 효과 평

가와 더불어 학교폭력 유 기  간 조와 지원이 작동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되었다. 

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2006년도에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운 방안 연구’를 수행하 다. 즉 학교폭력 유 기 들이 유기 인 연계 속에서 

학교폭력을 방하고 처하는 데 실질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체제 모형

을 구안하고, 지원체제의 기 별 역할과 기능을 분담ㆍ설정하여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2006년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체제 모형과 운  방안이 정착되어 학교폭력 

처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들이 검증되어야 했다.  

첫째, 2006년도 연구에서 지원체제 모형을 상세화 하고 응 목표별로 운 방안

을 구체 으로 제시하 으며, 지원체제 활성화를 한 법ㆍ제도  방안을 마련하

으나 지원체제의 타당화  정교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 다. 따라서 구축된 지원체

제가 학교폭력을 방하고 특정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지원체제의 시범 운 을 통해 어떤 문제 이 있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

지 등에 한 타당화 과정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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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운  방안에

서는 기본 모형과 함께 응 목표별 지원체제 운  방안을 제시하 으나 지역 특성

을 반 한 운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2006년도 연구 결과 학교폭력 방  

책을 한 유 기 의 인 ㆍ물  인 라 황, 학교폭력 련 산과 사업 내역

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운 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 되는 바, 지역  특성을 

반 한 지원체제 구축  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동 연구로서 2006년도에 수행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운  

방안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제 1차년도인 2006년에는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

체제 구축 연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동연구로 수행하

다. 본원에서는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 구축  운  방안을 마련하

고, 본 연구와의 유기 인 련 하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 지역사

회의 학교 밖 청소년 련기 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서는 지원체제의 구속력과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법ㆍ제도  정비방안을 마련

하 다. 2차년도인 2007년도 연구에서는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폭력 처

를 한 지원체제를 시범 운 함으로써 학교폭력 방과 처를 한 지원체제 운

의 문제 을 추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

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데 목 이 있다. 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수행한 구

체 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ㆍ외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련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시범 운 하게 되는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에 한 이론  기

반을 제시하 다. 

둘째, 교육인 자원부의 조 하에 지역  특성을 반 하여 2개 지역 교육청과 

각 교육청별로 2개 력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교육청과 력학교가 심이 

되어 지원체제를 시범 운 하 다. 

셋째, 시범 교육청  력학교의 지원체제 시범 운  결과를 분석하 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VI. 요약 및 결론 ❚ 121

▪선정된 지역의 지리 ㆍ사회  특성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 련 산  사업 내역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인 라 황

▪해당 지역 교육청  력학교의 학교폭력 방을 한 지원체제의 작동 과정, 

문제   개선 사항

▪시범 운  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청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문제  

 개선 방안

▪학교와 교육청 간의 연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과 개선방안

▪추진 활동에 따른 소요 산

▪지원체제 운 에 따른 지원체제 활성화  장애 요인

넷째, B 지역에서 민간기 을 심으로 운 되고 있는 지원체제 운  사례와 교

육인 자원부가 한국청소년폭력 방재단에 의뢰하여 운 하고 있는 학교폭력SOS지

원단 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ㆍ교육청 심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  력 방안에 필요한 시사 을 도출하 다. 

다섯째,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시범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 

 운 에 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지원체제의 제도화  확산을 한 정책  제언

을 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문헌연구, 문가 의회 개최, 심층면담, 사례연구, 연구

용역, 세미나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구체 인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이론  기 를 정립하기 하여 문헌연구를 하 다. 

둘째, 지원체제 시범 운   리를 하여 문가 의회를 개최하고 시범 운

에 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 다. 

셋째, 시범 운  결과 분석을 하여 문가 의회를 개최하고, 심층 면담과 원

고 용역을 실시하 다. 

넷째, 기타 지원체제 운  사례 분석을 하여 원고 집필 용역을 실시하 다. 

다섯째,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정교화를 하여 문헌연구, 문가 의회 개최, 

세미나를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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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지원체제 제도화  확산을 한 정책  제언을 해 문가 의회와 

세미나를 개최하 다. 

◈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  기 로서,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하여 제안하고 본 연구에서 

시범 용하게 되는 지원체제에 하여 지원체제의 기본 방향, 구성 요소, 지원체제

의 기본 모형, 지원체제 운  방안 등을 제시하 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체제의 개

념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하여 인 ㆍ물  자원을 체계화하고 유 기 의 연계를 

조직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지원체제 타당화 련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시범 운영 현황 및 결과

학교ㆍ교육청 심의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도시와 소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 하여 2개 교육청과 력학교에 실제로 용하 다. 시범 운 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 운  황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먼  시범 운 에 참여

한 교육청과 력학교의 배경을 이해하기 하여 교육청  력학교 소재지의 지

역  특성, 시범 교육청  력학교의 규모, 인  구성의 특성, 학교폭력 처를 

한 인 ㆍ물  인 라 실태 등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시범 운 에 참여한 교육

청과 각 교육청 소속 력학교의 시범 운  황을 방과 처의 응 목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시범 운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 다. 

► 지역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소도시 교육청의 경우 도시에 비하여 지원체제를 운 할 수 있는 인 ㆍ물  

인 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라 해도 단  학교가 처해있는 지역  특

성에 따라 제1수 의 지원체제 운 에 필요한 인 ㆍ물  인 라는 다르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단  학교에서 지원체제를 구축  운 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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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교육청의 지원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극 으로 임하게 하는 

정 인 효과를 주었으며, 기존에 단 학교에서는 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학교폭

력 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 인 효과가 있었다. 

► 제1수준 지원체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첫째, 방교육 실시 강사의 부족 상이다.

둘째, 상담  심리치료에 한 구속력 있는 명령 권한이 없다. 

셋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재안에 한 구속력이 없다. 

넷째, 교육과정 운 상 학교폭력 련 행사나 방교육의 시간 확보가 어  렵다.

다섯째, 교사의 업무 부담 가  문제다.

여섯째,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권리  신변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

► 제2수준 지원체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첫째, 교육청 내 담당자가 극 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  운 실

정이다. 

둘째, ‘학교폭력 안 응 ’ 운  시 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 제1수준과 제2수준과의 연계 과정상의 문제점

학교와 교육청과의 연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은 아직도 학교는 교육청을 지원

기 이라기보다는 지시ㆍ감독 기 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고정 념에

서 탈피하여 교육청에 극 인 도움을 요청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 기타 지원체제 운영 현황 분석

2006년도에 본원에서 구축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는 학교와 교육청 

심의 지원체제이다. 학교와 교육청 심 지원체제의 타당화를 하여 다른 지원체제 

운 에 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고 학교와 교육청 심의 지원

체제 시범 운  지역과 동일하면서도 비교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은 경기 B 지역

에서 민간기 이 심이 된 지원체제 운  사례와 학교폭력SOS지원단 운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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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민간기  심의 지원체제와 학교폭력SOS지원단 운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학교

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운 의 장 과 단 을 분석하고 향후 학교ㆍ교육청 심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와 비교하여 B시의 사례를 통해서 본 민간기  

심 지원체제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명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하여 열정 이다. 

둘째, 극 으로 자원을 개발한다.

셋째, 자율성이 높다.

넷째, 업무의 문성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 이 있다.  

첫째, 재정과 조직력이 약하다.

둘째, 사회  인식이 조하다. 

셋째, 근이 용이하지 못하다.

넷째, 서비스 공 량과 안정 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한편 학교폭력SOS지원단 운  사례를 통해 시기 으로 학교폭력이라는 안을 

해결하기 하여 지원단 운 의 필요성은 감하나 법 , 제도  보완이 지원된 후

에 본격 으로 운 되었어야 하는 것을 논의하 다. 

◈ 타당성 분석에 기초한 지원체제 모형 및 운영방안 개선 안

시범 운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에 제안한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모

형의 수정안과 수정안에 따른 운  방안을 제시하 다. 

►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 다.

첫째, 학교폭력 방  처를 한 주  부처는 교육인 자원부가 담당한다. 

둘째, 시⋅도 교육청(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이하 책 원회라 칭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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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다.

셋째, 교육청 수 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이 단  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이하 자치 원회라 칭함)’ 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제 1수 의 지원체제와 제 2수 의 

지원체제가 긴 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실질 으로 가동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단 학교의 지역  특성을 반 하여 지원체제가 운 되도록 한다. 

여섯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효율성을 해 고등학교 학교폭력 련 산은 시⋅도 

교육청에, ㆍ 학교 학교폭력 산은 지역교육청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지원체제 모형 구축의 구성요소

지원체제 구축의 구성 요소는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로 심 기 과 코디네이터, 

유  기 으로 구분된다. 단 심 기 과 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  일부를 수정하 다.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를 심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에 착하 을 경우 

심기 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옮아간다.’를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이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이 됨으로써 학교폭력 방이나 사안 처리

에서 교육청 수 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각 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로 수정

하 다.  

둘째, ‘학교폭력 책 원회의 학교폭력 담 장학사는 학교로부터 문제해결을 요

청받았을 때 학교폭력 안 응 의 장으로 외부 문가를 섭외하여 일선 학교에 

견한다.’를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이 인증하는 민간단체의 학교폭력 분쟁 유경

험자를 단 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으로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문 인 재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을 받는다.‘로 수정하 다.

► 지원체제 기본 모형

타당성 분석 결과 제 1수 은 단  학교의 ‘자치 원회’가 되고 제 2수 은 교육청의 

‘ 책 원회’가 심이 되는 지원체제의 기본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1수  

심 기 은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책임을 맡는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장이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원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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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책임 교사(생활부장이나 상담부장), 청소년 문가, 경찰, 의사, 변호사 등이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원이 된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의 방과 처에 

한 일련의 의사결정인 학교폭력 방과 처에 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한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년  학교장과 책임 교사에 의해 되며 을 수락

한 원들은 2년 동안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 참석한다. 참석한 원들

에게 소정의 회의비를 지 할 수 있다. 

제1수 의 심 기구인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을 방하고 처

하는 데 필요한 산  인  구성, 사업의 개발  시행에 한 책임을 담당한다. 

제2수 의 심 기구는 시ㆍ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내 학교폭력 책 원회가 책임

을 맡는다. 교육청 수 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하여는  추후 개정되는  ‘학교폭력

방 처에 한법률’과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책 원회는 학교폭력 방  처를 해 필요한 인 ㆍ물  자원을 지원

해  뿐 아니라 학교가 학교폭력 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한 학교폭력에 한 국가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일선 학교에서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시⋅도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요한 만큼, 교육인 자원부를 비롯한 련 국가 

기 이 마련하는 일련의 국책 사업과 산은 시⋅도  지역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달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시⋅도  지역 교육청은 산이나 국책 

사업을 지원하는 유  국가 기 에 해 결과를 알리는 송환 체제를 유지한다. 

더불어 유  국가 기 은 교육인 자원부와의 의를 통해 산이나 국책사업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재도 사업의 복이나 산의 방만한 운 에 한 비 의 소리가 높은

데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는 교육인 자원부를 심으로 학교폭력에 한 

국가차원 정책  산 배정 계획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6년도에 제시했던 모형에서 원회 구성  역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

다. 

첫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구성에 한 것으로 학교장은 제 1수  ‘자치 원회’ 

원으로 해당 지역 제 2수 의 ‘ 책 원회’ 원들과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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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학교폭력 재자( 를 들면 학교폭력SOS지원단 소속 인사)’를 한다. 

이러한 경우 ‘자치 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  학교의 경우 

‘자치 원회’ 구성 자체가 가능해지며, 방활동에 필요한 교육청 수 의 인 ㆍ물  

자원의 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 한다. 한 ‘학교폭력SOS지원단’ 소속 인사를 ‘자치

원회’ 원으로 하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비 설 지 조항 등에 배됨 없이 합법 으로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

체( 를 들면 학교폭력SOS지원단의 기지원센터 등)‘에 의뢰가 가능하여 학교폭력 분쟁 

조정 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장에 한 것으로서 시ㆍ도교육청의 원장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의 원장

은 교육장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 책 원회’ 원장이 될 것을 제안하 으나, 실

으로 외 계가 많은 교육감이나 교육장보다는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국장이, 

지역 교육청의 경우 학무국장이 제 2수 의 ‘ 책 원회’의 ‘ 원장’에 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청 수 의 ‘ 책 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인  구성을 한다. 

우선 법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자 에서 선정해야 하며, 인원은 지역교육청 당 문상

담교사를 포함하여 6～8명 정도가 정하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람은 교육인 자원

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 소속 학교폭력 분쟁 조정자(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 

계자 등), 가ㆍ피해 학생 학부모간 갈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능력을 갖고 

있는 자, 집단따돌림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의 상태가 가해학생(들)의 언행으로 인한 결과

인지에 해 문가가 아니면 단하기 어려우므로 정신과 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면 해당병원을 력 기 으로 지정하여 운 하여야 한다. 교사의 경우는 지역실정에 

밝고, 법령에 능통하고, 학생지도 경력이 우수한 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운영 방안

타당성 분석 결과 학교폭력 방을 한 지원체제 운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방을 한 지원체제 운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의 1수  심 기구는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이다. 학교폭력 방을 하여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 방 교육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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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산과 인 ㆍ물  자원을 마련한다. 방 교육은 연 2회 학교 

상담교사나 외부 문가를 섭외할 수 있다. 방 교육을 한 문가 섭외에 해서는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해당 할 지역의 경찰, 의사, 상담가 등을 빙할 수 있으

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도  지역 교육청에서 문가의 소개를 요청할 수 있다.

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시⋅도  지역 교육청이 주 하는 학교폭력 방을 

한 정책과 교육 사업을 효율 으로 수행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제2수 의 학교폭력 책 원회는 시⋅도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방하기 

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학교폭력 방에 한 기본계획에는 

교육인 자원부를 비롯한 국가 기  차원에서 시행되는 방활동과 시⋅도  지역 교육

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  방활동이 포함된다. 

►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운영 방안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를 한 지원체제 운  방안

에 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수정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제2수  지원체제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 안 응 ’에서 

기존 학부모의 인식을 환할 수 있는 립 인 인사를 재자로 확보하는 것이 건이나 

지역 사정에 따라 ‘ 안 응 장’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한 ‘ 안 응 ’ 

을 구성하거나 ' 안 응 ‘과 가ㆍ피해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분쟁 조정의 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1수 에서 기 응차원

의 지지그룹  문제 해결 이 기에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 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를 참여시킨 이유는 이미 교육인 자원

부와 청소년폭력 방재단이 MOU를 체결하여 ‘학교폭력SOS지원단’을 운 하고 있지만 

재는 ‘학교폭력SOS지원단’이 단 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 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지원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의 첫째 조건을 교육인 자원부가 

학교폭력 방  처를 한 주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 기 때문에 교육인 자

원부가 약을 체결하여 운 하고 있는 학교폭력SOS지원단과 같은 민간단체가 합법 이

고 효율 으로 단 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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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수준 1단계: 사안 발생 시 신고ㆍ접수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으로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 18조에 근거

하여, 학교나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 제1수준 2단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및 사안 처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1차 으로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소집된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는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로 학

교폭력 방  처를 한 학교 내 상설 기구로서 학교폭력 처를 한 제1수  지원체

제의 심 기구가 된다.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여 가해⋅피해 학생이 합의하고, 가

해 학생에 한 징계  선도, 피해 학생에 한 치료  보호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종결된다. 이 때 단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청 수 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제2수  지원체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으로 된 제2수  지원체제의 ‘학교폭력 책 원회’ 원이 연계자 역할을 한다. 

▪ 제1수준 3-a 단계: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인증 민간단체에 의뢰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재에 실패하거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사안 처리를 교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한 경우 원장은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

청이 인증하는 민간단체(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의 ‘ 기지원센터’ 등) 소속 인사

에게 재를 의뢰한다. 이미 이들이 교육청 수 의 ‘ 책 원회’와 단  학교의 ‘자치 원

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 으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3) 

지원체제 기본 모형’ 참고).

‘2단계’에서 한 단계 진행된 후에 민간단체의 재자가 개입하도록 한 것은 첫째, 단  

학교의 학교폭력에 한 책무성을 제고하기 함이고, 둘째, 단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해 민간단체 재자가 개입하기에는 인  인 라가 충분히 갖추

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치 원회’ 원장은 사안의 특성에 비추어 ‘3-a' 단계로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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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소송이 제기되고, 분쟁 조정에 성공

하면 사안은 종결된다. 는 제1수 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가해⋅피해 학생의 추수 

지원을 해 교육청 차원의 ‘ 책 원회’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 는 

지역 교육청의 ‘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한다(3-b단계로 진행). 

▪ 제2수준 3-b 단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인적ㆍ물적 지원

사안이 종결된 후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게 된다. ‘자치 원회’

의 재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가해⋅피해 학생의 경제  여건이나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청소년 기 의 인 ㆍ물  자원의 한계로 가해 학생의 상담이나 선도 는 피해 

학생의 치유가 어려울 경우, 단  학교의 ‘자치 원회’가 교육청의 ‘ 책 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해당되는 인 ㆍ물  지원을 해 다.  

◈ 지원체제의 제도화 및 확산을 위한 제언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 제시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가 실질 으로 가동하기 해서는 지원체제 가동의 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에 

2006년도 연구에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운 의 제 조건과 지원체제 

활성화를 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  산에 한 제언을 하 으나, 학교안 공제회 

기 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외에는 실 된 사항이 

없다. 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제 모형  운  방안이 수정된 바, 수정된 

지원체제의 제도화  확산을 하여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수정ㆍ보완하여 제언하 다.  

► 행법 제9조와 제10조 사이에 ‘학교폭력 책 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소집ㆍ

운 에 한 부분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소집에 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 필요할 경우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원으로 된 교육청 ‘학교폭력 책



VI. 요약 및 결론 ❚ 131

원회’ 원인 민간단체( 를 들어 학교폭력SOS지원단 등)의 분쟁조정 문가가 개

입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분쟁 조정에 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 학교폭력 련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조사 는 심의 내용을 일부 련 인사에게 공개하도록 법⋅제도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 퇴직 경찰이 포함되거나 직 경찰이 참여했을 때 학교폭

력 사안을 인지해도 수사  검찰 송치까지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학교폭력에 처하기 한 방안을 수립⋅실행하기 해 지역사회 유 기 과 업무 

조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책임 교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12조에 학교폭력의 처와 련하여 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의 역할에 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교육인 자원부의 학교폭력 책 이 학교폭력 업무를 주 하고 련 부처와 기 은 

이에 조하도록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명시화해야 한다. 

►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6조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치료⋅상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기 의 설립 기  

 구성원에 해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해 행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학교

폭력 책자치 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을 첨가해야 할 

것이며, 시⋅도  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책 원회를 신설한다면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이 지역 교육청의 심의 사항으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 학생  학부모에 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의 재안이나 명령에 한 구속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 지원체제의 원활한 가동을 해서는 학교폭력 련 산 항목, 규모, 흐름 등 재

원의 황을 악하여 학교폭력 련 산의 방만한 운  황을 개선하고 산

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 공익자 의 일부를 학교폭력 처를 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 교외 학교폭력 방을 한 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단 학교 학교폭력 방을 한 산은 일차 으로 단 학교가 책임진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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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청에서 산 편성에 한 지침을 내릴 때 학교폭력에도 일부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안).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보호를 한 기 을 마련한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률이 높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학교폭력 련 산을 많

이 배정한다.

▪ 단 학교에서 학교폭력 방을 한 특별 교육이나 분쟁 조정 시 필요한 

산을 일부 교육청에 공개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 유 기  간 긴 할 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 기  활용 책자 발간, 원활

한 조체제에 한 인센티  부여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유 기  활용을 한 안내 자료가 지나치게 산만하게 흩어져 기  활용을 

한 일목요연한 국 자료가 있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유

기  활용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

▪ 일선 학교와 유 기 과의 조체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와 

기  등의 평가 시 가산  부여 등 유 기 과의 극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연구에서 구축한 학교ㆍ교육청 심의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을 지역  특성을 반 하여 도시 교육청과 소도시 교육청  력학교

에서 시범 용하여 보았다. 시범 운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에 제안한 학교ㆍ교육청 

심의 지원체제 모형의 수정안과 수정안에 따른 운  방안을 제시하 으며,  한 수정한 

지원체제 모형이 실질 으로 가동하기 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수정ㆍ제시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해

서는 무엇보다 Ⅴ장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실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원체제 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청이 리ㆍ감독 기 이 아닌 력ㆍ지원기 이라는 학교장의 인식 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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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단  학교에서는 교육인 자원부나 교육청에서 주 하는 사업에 하여 일회 이

고 즉흥 인 사업이라고 불신하거나  다른 업무가 부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

우가 있다. 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은폐하려는 경향도 여 히 강하므로 단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학교폭력 처를 한 력ㆍ지원기 이라는 학교장의 인식 

환과 함께 자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교육 주체에 하여 학교폭력 방  처에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방이 요하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학교 폭력에 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요하므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과 

방을 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등학생의 경우 고학년을 상으로 학

교폭력 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일선 교사들에게는 학교폭력과 련하여 방 

 처 요령 등을 포함하는 연수를 의무 으로 받도록 하여야한다. 

셋째,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과정에서 학생 인권 문제와 상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를 

피하기 하여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권 

보호  강화에 한 구체 인 법 ㆍ제도  방안 수립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넷째, 치료  안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학교도 고등학교처럼 학 은 원 교에 두되 생활은 치료  안학교에서 하는 

형태의 운 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의 안학교 형태를 보면 학생을 상으로 

하는 치료  안학교는 무한 실정이며, 있다 해도 출석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을 한 출석 인정의 치료  안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탄력 으로 운 해야 한다.

학교폭력과 함께 성추행, 성폭력 등의 다른 문제가 복합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

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학교폭력과 분리하여 다루는 것은 합리 이지 못하다. 복합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탄력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는  상황에서는 온

하게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산 지원도 연구비에 의존하 고, 법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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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둘째, 시범 운 에 참여한 연구 력진의 경우 학교폭력 근 과 지원체제 구축 

 운 에 한 열의가 있어 지원체제를 가동했으나, 실 상황에 용할 경우  

다른 제한 이 도출될 것으로 상된다.

셋째, 시범 운  지원비에 입각하여 지원체제를 가동한 바, 실제로 지원체제를 운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측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제한 을 보완하고, 지원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하여 

실제 상황에서 학교폭력 방 교육과 사안 발생 시 처에 소요되는 경비를 측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 까지 2006년도에 구안하여 제시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모형의 타

당화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지원체제 모형에 한 개선안을 제시하 으며, 지원

체제가 제도화 되고 확산되기 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원체제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련자들의 심과 인식의 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책도 시ㆍ도  지역 교육청이 주 하여 해당 지역의 실태와 

요구를 반 한 학교폭력 련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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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Supporting System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Park, Hyo-Jung 

Chung, Mi-Kyung 

Park, Jong-Hyo

Outline of study

The study is a collaborative research conducted on the basis of a three-year 

plan from period 2006 through 2008, and a succeeding research of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measures of the supporting system model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carried out in 2006. In the first year 

of 2006, a collabora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on construction of 

the supporting system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For the 

second year of 2007, the goal i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supporting 

system model so as to locat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deriving from 

the supporting system in operation that was built in 2006. From the model 

operation of 2006-built support system,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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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d at preventing and intervening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would be 

analyzed.  Following are specific contents of the study intended to achieve 

goals previously mentioned. First, by analyzing prior research on model 

operation of support system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theoretical bases were presented regarding the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support system. 

Second, under the cooper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fice of District Education from 2 different districts 

and 2 cooperative schools for each Office of Education were selected; the 

selected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and cooperative school worked as a team 

in model operation of the supporting system.  

Third, analyses on the result of model operation of the supporting system in 

Office of Education and cooperative school were made.

Fourth, by analyzing the cases of operation in private institutions in small 

and medium cities, and of the SOS Assistance Group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that was born as a resul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ntrustment to 

'Youth Institute for Prevention of Violence', improvement objectives and 

collaborative methods needed in school and Office of Education-centered 

support system were drawn. 

Fifth, based on the result of model operation of the supporting system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and implications of policies for systematization and 

spread of support system were given. 

Research methods including study of literature review, opening of experts' 

council, in-depth interview, case studies, and seminar were used.  

Result of Study



영문초록❚ 139

◈ Status and result of model operation for coping with school violence

School and Office of Education-based support system for coping with school 

violence was actually applied in the two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and 

cooperative schools,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etropolitan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Based on the cases of model operation, status 

and the result of the operation were analyzed. First of all,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participant in the education offices and schools, 

regional characteristics, siz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of participants were presented. Next, status of model operation 

by participating Office of Education and cooperative schools were presented 

under the classified objectives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 Analysis on the status of other support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The supporting system for coping with school violence that was built by our 

institute,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ad school and Office 

of Education as core participants. Our Institute decided that it would be 

meaningful to analyze cases of other support systems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school and Office of Education-centered support system. Therefore, 

in region B of Kyunggi province, where there were frequent school violence 

cases and was part of a region where a model operation of support system 

with school and Office of Education as its core participants was built, both the 

cases of privat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and that of the SOS assistant 

group for school violence were investigated.   

By analysis of privat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and the SOS assistant 

group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both merits and 

demerits of school and Office of Education-centered support system were 

analyzed and schemes for future improvement were proposed. 

◈ Plan for improvement based on validity model

Based on a model operation, amendments and directions fo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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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to the amendments were given to school and Office of 

Education-centered support system model. 

► General directions for construction of supporting system

Based on validity analysis, general directions for construction of supporting 

system as suggested in research of 2006 were presented as below. 

First,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in charge 

of preventing and intervening school violence. 

Second,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established in municipal 

and district Office of Educations.  

Third, a member of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at Office of Education 

level should participate as a member in an 'Autonomous Committee 

Preventing and Intervening School Violence' and help build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support systems at two different levels.  

Fourth, a realizable support system should be organized. 

Fifth, a support system should consider regional traits of which unit school 

belongs to. 

Sixth, to raise efficiency of management of school violence, municipal and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should be authorized to manage relevant budget on 

high school violence, and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should have 

authorization for budget related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violence.

► Factors constituting the construction of support system 

Constituents of the supporting system construction are classified into the 

central organization, coordinator, and relevant organizations. Only parts of 

major roles of the central organization and coordinator were revised as below.

First, an immediate assistance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or 

intervention of violence cases is made possible by appointing a member of 

'Committee of School Violence' at Office of Education level to a member of 

'Autonomous Committee Preventing and Intervening School Violence' i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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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econd, a person with experiences in school violence-related troubles, who is 

atte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Office of Education, is appointed a member of 'Autonomous Committee 

Preventing and Intervening School Violence' of unit school thus in a case 

related to violence where professional advices are needed, an assistance could 

be given.   

► Basic Model of the Supporting System

From the validity analysis, a basic support system model containing the first 

standard as an 'autonomous committee' of unit school, and the second 

standard as 'Committee for Countermeasures' of Office of Education proved to 

be valid. However, from a model proposed in 2006, parts of organization and 

roles of the Committee were modified as below.  

First, regarding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the school 

principal is a member of the 'autonomous committee' at the first level and with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for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at the 

secondary level within the same region as the first level, entrusts an arbitrator 

belonging to a private institution certified by Office of Education o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e. a personnel 

from the SOS assistant group for school violence). 

Second, regarding the chairperson, compared to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or a superintendent of school who has to devote one's 

attention to foreign relations, a chief of education office from municipal and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s more suitable for the position as a 'chairperson' 

of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at the secondary level; in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it applies to head of the education and management bureau.  

Third, demographic organization of 'Committee for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at the level of Office of Education, following issues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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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of all, a personnel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provision of Article 

11 of the third clause, and six to eight persons including specialized counselors 

from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is optimum. An arbitrator belonging to a 

private institution authentic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r Office of Education (i.e. a personnel from the SOS 

assistant group for school violence), an expert that can solve the trouble 

between the parents of harmer and victim student, a psychiatrist that can judge 

whether the condition of a victim student is the consequence of harmer's 

words and deeds, in case of bullying case, because it is not something that 

anyone can verify, are people that must be included. Entrusting a hospital as 

a cooperative institution is another possibility. Included teachers should have 

full knowledge on the region, be well aware of laws and ordinances, and be 

distinguished in teaching experience.    

► Proposal for operation of support system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 analysis of validity of 2006 research showed that the operation of support 

system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as valid. 

► Proposal for operation of support system for coping with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result of validity analysis, proposed amendments for operation 

of support system to cope with school violence cases are presented as below. 

▪ The first stage at the first level: Reporting and acceptance of a ca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2 of the 'Law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is a case as described in 

the Article; in the occurrence of the case, either school or the parents are 

reported about the case under the Article 18 of the  'Law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 The second stage at the second level: Convocation and management of case 

of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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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initially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is convoked. The case is concluded after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of the school has settled the case and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harmer and victim students is achieved, disciplinary 

punishment and proper guidance for harmer student, as well as medical 

treatment and protection for victim student are conducted. In process of 

managing the case, if a unit school needs assistance at the level of Office of 

Education, a support from the secondary level may be given. In this case,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at the secondary level, who i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of 

a unit school, works as a connector.  

▪ The 3-a stage of the first level: Entrustment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r to a private organization authenticat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In case of failure in arbitration by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or the chairperson of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decides that management of the case is not possible within school, the 

chairperson may entrust the matter to a personnel belonging to a 'private 

organization authentic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r the Office of Education (i.e. the 'assistant center for crisis 

management' of the 'SOS assistant group for school violence')'.   If the 

arbitration of the case again fails, reporting to the police or starting a suit is 

possible and if the arbitration is successful then the case is concluded. Request 

of assistance to municipal and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or the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of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is permitted in case a support 

from the committee at the level of Office of Education is needed for further 

assistance for harmer and victim students, even if the case was concluded at 

the first level. (Advance to 3-b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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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b stage at the secondary level: human and material support from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within the Office of Education

After the case is concluded, a support system at the secondary level is 

operated if there is a request for support from the chairperson of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of the unit school, to the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within the Office of Education. 

Proposals

For realization of operation of support system for school violence as 

proposed in the study of 2006 and revised and presented in this study, 

prerequisites for operation of support system must be fulfilled. Therefore, legal 

and systematic plans for improvement, as well as proposals for budget, have 

been provided for the actualization of prerequisites and activation of support 

system in the study of 2006, but except for obtaining of medical treatment cost 

for victim students by utilizing fund provided by the Club for School Safety, 

no other proposals had been realized. Also,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support system model and the operational directions had been amended; 

following are revised and complemented proposals for the study of 2006, 

aimed at systematization and spread of revised support system.  

► Stipulation of specified regul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functions, 

organization, convocation, and operation of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that 

exists between the Article 9 and Article 10 of current law should be made.  

► An improvement in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function, 

organization, and convocation of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made. 

► A regulation related to the arbitration of school violence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a specialized arbitrator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and also as a me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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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within the Office of Education, from a private 

organization (i.e. the SOS support group for school violence) may intervene. 

►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relevant students and parents in case 

of school violence, a revision in law allowing the public opening of parts of 

investigation or discussions to members of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made. 

► If a retired police is included in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or police on service has participated, a provision allowing the police 

(whether he/she is retired or is on service) to defer investigation or sending 

to prosecution after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occurrence should be 

arranged.  

► In order to establish and execute the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teacher in charge should perform a role of a coordinator who regulates 

cooperation between the regional institutions, and the collaboration for 

operation. 

►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2, regarding the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an exemption clause to exempt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teacher in charge, as well as expert counselor, should be 

made.   

► A clarification of 'regulation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made so that a team for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with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anages operations related to school violence and relevant ministries and 

offices would cooperate.   

► Based on basic plans as indicated in Article 6 of the  'regulation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the 'regulation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needs to prescribe on 

standards of establishment of juvenile institutions that is in charge of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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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ounseling and education, and about its members.  

► For connection with regional society, an addition of 'organization of 

connection with regional society' for deliberation of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made under the Article 10, Clause 2. In building new 

committees for school violence in municipal, district and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a construction of connection between the regional society should be 

added as a deliberation for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 The binding force of the arbitration or instructions given to students and 

parents by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guaranteed. 

► For smooth operation of the support system, status of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items of relevant budget, the size, and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clarified to avoid reckless management of the budget for school 

violence; obtaining of budget, as well as stipulation of the budget to help 

efficient operation, is necessary.

▪ A portion of public fund should be utilized in a business related to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 Budget needed for prevention of out-of-school violence is aided by regional 

autonomous groups. 

▪ A unit school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budget needed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ithin the unit school. (A plan inducing an Office of 

Education to organize a portion of total budget to school violence) 

▪ Collection of fund for caring and protection of victim students should be 

prepared. 

▪ Budget should be allocated to Office of Education or to schools 

proportionate to the rate of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 In special education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unit school or in 

arbitration process, a mechanism promoting open request for necessary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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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ome Office of Education, in case of need, should be arranged. 

► Plans such as publication of books for relevant institutions, and grant of 

incentives for smooth collaboration system, are needed for sustainabl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 Publication of books for relevant institutions is necessary, for effectiveness 

is achievable only if there is a clear national material;  scattered informative 

materials should be put in order. 

▪ Benefits should be granted in evaluating schoo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smooth collaborative system thus induce active cooperation among 

relevant institutions. Realization of suggested plans will help achieve 

effectiveness of support system for school violence as previously mentioned 

and revised in the study; in order to cope with school violence in an efficient 

way, following prerequisit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a school principal should recognize Office of Education as a 

cooperative assistant institution, not a managing, supervisory institution. 

Second, education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methods of coping 

with school violence should be taught to educators. 

Third, plans for protection and consolidation of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s should be arranged.

Fourth, remedial alternativ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Fifth, the operation of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flexible.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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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학교ㆍ교육청 중심의 지원체제 

시범 운영 현황 

부록에서는 학교ㆍ교육청 심의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를 2개 교육청과 

력학교에 실제로 용하여 운 한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하 다.  

1. 시범 교육청 및 협력학교의 특성

본 시범 운 은 도시와 소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 하여 2개 교육청을 지

정하여 운 되었다. 시범 운 에 참여한 교육청과 력학교의 배경을 이해하기 하

여 이 에서는 교육청  력학교 소재지의 지역  특성, 시범 교육청  력학

교의 규모, 인  구성의 특성, 학교폭력 처를 한 인 ㆍ물  인 라 실태 등을 

제시하 다.  

가. 대도시 지역의 교육청(A 교육청) 및 협력학교

1) 지역적 특성

가) 교육청

A 교육청은 내에 유치원 83개, 등학교 58개교, 학교 38개교를 두고 있으

며, 행정구역으로는 2개의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다. A 교육청 소재 역시 자치구

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6년 말 기  30.4%인데 비하여 할 A자치구는 21.3%, 

B자치구는 34.6%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2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무척 크다. 소득층자녀의 식비를 지원 받는 비율로 보아도 A자치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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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4분기 기 으로 등학교 5.25%, 학교 6.07%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만큼 주민의 생활수  역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A 자치구는 노후 주택이 많이 있고 미군 부  

등이 치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 자

치구는 단  아 트 집 지역으로 학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A 자치구에 비해 교육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나) 협력학교

(1) 초등학교

력학교로 지정된 등학교는 50학 으로 편성된 규모 학교로 남학생 909명, 

여학생 754명 모두 1,663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 주변은 단  아 트

가 치하고 있고 길 하나를 경계로 학교와 인 해 있어 아침 등하교시 매우 복

잡하여 교통지도에 애로가 많으며, 방과 후 인근 학교 학생들이 력 등학교에 

자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학교다.  

교사 구성에 있어 남, 여 교사의 비가 7 : 53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

으로 고학년 담임 배정 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업무, 특히 학교폭

력 련 업무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중학교

력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1학년 5학 , 2학년 6학 , 3학년 7학

 총 18학 으로 운 되고 있다. 주변 교육환경은 주택가의 경우 오래 에 형성되

어 재 재건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 바로 앞에는 모텔, 가요주

, 유흥주  등이 많이 있어 학생들이 폭력이나 비행, 유해 환경에 심각하게 노출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편부 가정 22명, 편모 가정 44명, 양친구몰 가정이 4명

으로 보통의 다른 학교에 비해 열악한 편이며, 경제 인 상황 역시 기 생활수 자

가 1학년 11명, 2학년 15명, 3학년 14명으로 총인원 비 6.7%로 높은 비율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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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 역시 10명이나 되어 경제 으로 매우 어려

운 형편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 한 학부모들의 학력 역시 낮은 상태로 맞벌이 가

정이 70-80% 정도 되며 문직보다는 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들이 방치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폭력

에 노출되어 있거나 폭력이 발생해도 드러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실태

가) 교육청

(1) 인적 자원

A 교육청의 인  구성을 보면 교육 문직 17명, 견교사 3명, 일반직 52명, 기

능직 18명 등 총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지도 담당은 등장학사 1명, 등장

학사 1명이 각각 등과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 다른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들

과 마찬가지로 기 학력 지도, 연구ㆍ시범학교 담당, 학  리 등 여러 업무를 겸

하고 있어 생활지도에만 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부분(80.4%) 1명의 장학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책임지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박효정 외, 2006)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A 교육청은 2명

의 장학사가 등과 등으로 나뉘어 담당하고 있었다. 

(2) 예산

A 교육청의 2007년도 학교폭력 련 산은 총 5,320,000원으로 일반 운 비 

500,000원, 학생생활지도 국 의회 참석을 한 국내 여비 320,000원, 학생생활지도 

유 기 업무 의회비 600,000원, 교외(지역별) 생활지도업무 의회비 2,600,000원, 

교외( 단 ) 생활지도 업무 의회비 1,300,000원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학교폭력 련 산이  없다고 보고한 지역교육청이 6곳이

었으며, 가장 많은 산을 집행한 지역교육청은 6,880만원을 학교폭력 련 사업에 

사용하 다. 평균 으로는 54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박효정 외, 2006), 

A 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련 산은 평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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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A 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계획하여 수행 이거나 수행 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단 학교 심의 학교폭력 방 시스템 구축

▪연 2회『학교폭력 추방의 날』행사 추진  

▪신학기 학교폭력 방을 한  교원 집  연수

▪학부모 상 학교폭력 방교육 실시

► 기 자료, 면담,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요선도 학생 조기 악

► 상담ㆍ결연 지도

▪요선도 학생 1교사 1학생 상담제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 개 

▪학생상담자원 사자를 활용한 진로교육  상담활동 활성화 

► 단 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  처 시스템 작동 강화를 통한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방ㆍ근 활동의 지속  추진

▪단 학교 내에 학교폭력신고센터 운  활성화

▪교육청  유 기  학교폭력 신고센터 홍보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운  정례화(경찰청)

▪폭력피해 설문조사 : 분기별(교육청), 수시(학 )

▪가해학생  가해학생 부모에 한 책임 강화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활동 활성화

▪학교교육분쟁조정 원회를 통한 교내 분쟁의 신속 해결

▪교내ㆍ외 순회지도 강화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 안 망 구축 

나) 협력학교

(1) 초등학교

(가) 예산 

시범 운  지원비를 제외하고, 학교 자체의 학교폭력 방을 한 200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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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교직원, 학부모 연수를 한 강사료 200,000원만 책정되어 있으며 그 외는 책

정된 산이 없는 실정이다. 

(나) 사업

시범 운 과 별도로 연 에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이거나 수행 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학교 홈페이지에 ‘폭력 없는 교실’ 운  

► 가정 통신문 제작 배부

► 학교폭력 방 련 설문조사 실시

► 수막 제작 게시  교내 행사 활동 개최

(2) 중학교  

(가) 예산

A 교육청 소속 력 학교의 경우 2007학년도에 학교폭력 방  지도를 한 

행사활동의 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나) 사업

2007년 8월 재까지의 수행한 학교 폭력 방을 한 사업 수행 실태를 보면 다

음과 같다. 

► 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작 배부한 “시우보우” 로그램 실시

► 학교폭력 방  처요령 련 가정 통신문 제작 배부

► 학교폭력 방 련 설문조사

► 학교폭력 방을 한 캠페인 활동 

► 학교 폭력 방  경각심 고취를 한 교내 문 행사 활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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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도시 지역의 교육청(B 교육청) 및 협력학교

1) 지역적 특성

가) 교육청

B 교육청의 지리  치는 공단 인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유흥업소 등 

다양한 종류의 유해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우발 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인 경우가 부분

이며, 아이들을 직  지도하고 찰하는 기회가 부족한 가정환경이 많다. 신도시 개

발로 유입 인구가 많아 해마다 신설 학교가 개교되고 있으며, 학 당 인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과 학 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매년 많은 수의 신임 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사안이 발생하 을 때

에 기 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 처에 한 실

질 인 지원 체제가 으로 필요하다.

나) 협력학교

(1) 초등학교

B시의 변두리 지역에 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단  아 트가 치하고 있는

데 인근에 등학교 3개교, 학교 3개교가 있고 한 주민의 90%이상이 외지에서 

입해 온 상태로 원주민은 10%미만에 불과하여 동심과 애향심이 부족하다. 

학부모의 부분이 세한 사업이나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

트 거주 가구가 부분이며(약15~18평정도) 다세  주택 거주 가구는 소수이다. 맞

벌이 부부가 많아 학생들의 가정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열은 높은 편이

다. 그러나 인성교육  체능 교육보다는 수 주의 서열에 심이 많아 학교 

교육에 한 보충이나 특기 신장을 한 학원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력 등학교는 재 32학 에 특수학  1학  병설유치원 1학 의 규모로서 

학생 1,200여명, 교직원 40명의 도시형 간 규모의 공립 등학교이다. 학생들의 

학력 수 은 간 정도의 학력으로 기  학습 부진 아동은 없으나 수학 부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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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미만)이 각 학년마다 약 5명 정도 있다. 학교 시설은 특별실을 고루 갖추고 

있어 다양한 특기 성 교육에 유리하다.

교원 황을 보면 여교사의 수가 남교사에 비해 히 많으며 원로교사 1명, 경

력 20년 이상 교사 7명, 10년 이상 8명, 10년 미만 교사 21명으로 교사들의 연령이 

낮아 기본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나 학생들과의 유  계는 좋은 편이다.

(2) 중학교

B 교육청의 력 학교는 남녀 혼합 46개 학 으로 구성되어있는 공립 학교

로 학  당 인원이 50.6명, 총학생수가 2,200여명으로 국 으로도 거  학 에 속

하며 학생들은 과 한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한 특수학 이 2개 반으로 편

성되어 22명의 학생이 통합 교육의 형태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B 시는 공단 배후 도시로 아 트와 연립이 혼재한 주거 환경으로 학생들의 주거 

형태에 따른 생활 소득 차이가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학교가 치한 지역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철역과 인 하여 주변에 유흥가가 많으며,  연립이나 단독 주택 

등의 지역에도 노래방이나 호 집, 게임방 등이 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쉽게 불건

한 문화에 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다. 한 공단과 인 한 도시의 특성상 유

입 인구가 많아 문화 으로 안정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따라 유입된 인구가 많

기 때문에 문화 인 공통 이 고 의식 구조가 다양하여 학교에 한 요구 사항도 

다양하다. 공단에 직장을 가진 부모들은 월 을 정기 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비교

 안정 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1일 노동자나 실직자도 많이 있어 기 생활수

자와 차상  계층 자녀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마다 부모의 학력 수 도 

차이가 많아서 한 학 에 고등 교육을 받은 부모와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

도 함께 있다. 

교원은 비교  높은 경력의 교사와 낮은 경력의 교사의 비율이 정하며 체 교

사에 한 남교사의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개교한 지 8년 되는 

학교로서 학교 시설이 비교  양호하며 학생 수업을 심으로 한 시설 지원을 통하

여 좋은 수업 환경을 만들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거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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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지만 비평 화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에 한 불안감이 있

으며 학생들의 학력은 보통의 소도시 수 이다. 학  내에서 학생 간 학력차가 

크며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성숙한 청소년 문화가 없어 래 집단의 

어울림을 통하여 여가를 보내는 형편이다.

2)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실태

가) 교육청

(1) 인적자원

B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인  자원을 보면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2명( 등교육과 1명, 등교육과 1명)과 교육청 소속 문상담순회교사가 2명으로 

다른 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이 외에 활용 가능한 인 자원은 문상

담교사 2명을 2개교에 배치하고 있으며, 배움터지킴이 2명(2개교에 각 1명씩), 학교

폭력 방 련 상담자원 사자 7명(7개교에 각 1명씩), 학부모명 교사 95명(95개교

에 각 1명씩), 학생상담자원 사자 120명(32개교), , 고 생활지도부장 의회  44

명 등이다. 

(2) 예산

B 교육청의 2007년도 학교폭력 련 산은 57,550,000원으로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이  모범학생 표창, 학교폭력 방 리, 학생 생

활지도 운  등 학생생활지도 운 에 7,050,000원, 상담자원 사제 운 이나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에 50,500,000원이 배정되어 집행 에 있다. 

(3) 사업

B 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계획하여 수행 이거나 수행 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단 학교 심의 학교폭력 방 시스템 구축



부  록❚ 159

▪연 2회『학교폭력 추방의 날』행사 추진

▪연 4회 학생부장 연수 실시

▪40개교 상 학교폭력 방 련 학부모 교육 실시 

▪연 2회 학교폭력 추방 연합 페인 활동

▪교육청 학교폭력 상담 화 운  : 1588-7179 

▪기 자료, 면담,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요선도 학생 조기 악

► 상담ㆍ결연 지도

▪‘B교육청  직원과 도울 학생 자매결연 사업’ 운동 개

▪진로교육  상담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운  정례화(경찰청)

▪폭력피해 설문조사 

▪가해학생  가해학생 부모에 한 책임 강화

(4) 연계기관

학교와 지역 사회를 심으로 인근의 등학교와의 연계, B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 B 내일 여성 센터, B 범죄 방 원회, S 지방법원 B 지청, B 안 학교 센터, 

B 시청 청소년계 등과 같은 청소년 상담 기 의 조, B 시 에 소재한 학의 청

소년 련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에서 운 하는 교육과

정, 사 활동 기  등과 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협력학교

(1) 초등학교

(가) 인적자원

력 등학교는 시 지역의 변두리 치에 있으며 학부모의 부분이 세한 사

업이나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고 있어 인  인 라를 구성하기에 열악한 환경이다. 

하지만 내 경찰서와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운

원회  학교 학부모 단체의 임원 심으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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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 교육청 소속 력 등학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은 다음과 같다.

<표 1-1> B 교육청 소속 J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구   분 직  는 직업 비 고

원장 학교장

교원 원 교  사

교원 원 교  사

교원 원 교  사

경찰 원 경찰공무원

지역 원 자 업 B시 범죄 방 원

학부모 원 주부 B교육청 상담자원 사자

학부모 원 자 업 학교운 원

지역 원 B시 의원 학교운 원회 지역사회 원

간사 교사 학교 폭력 책 지도교사

(나) 예산

2007년도 학교운 비의 0.002%인 약 20만원이 학부모의 교외 생활지도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들의 활동비는 무한 상태이다. 

(2) 중학교

(가) 인적자원

B 교육청 소속 S 학교의 학교폭력 처를 한 인  자원 황은 학교 장, 인

성교육부장, 재량활동부장, 특별활동부장, 진학지도부장이며, 내 경찰서, 시민단체, 

시청,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고 있다. 

(나) 예산

2007년도에 학생 자치 활동 지원비로 학교운 비  약 220만 원 정도 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만을 한 산 지원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

들의 상담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비 등에 약간의 산을 편성하

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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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 운영 현황

여기서는 시범 운 에 참여한 교육청과 각 교육청 소속 력학교의 시범 운  황을 

응 목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처를 

한 제2수  즉 교육청 수 의 지원체제는 심 기구로 ‘학교폭력 책 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 다. 이에 시범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책 원회’를 구성하여 시범 운  기간 

동안 학교폭력 방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범 운  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사

안에 하여 안 응 을 가동하 다. 이에 먼  각 시범 교육청에서 구성한 ‘학교폭력

책 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원장

교 육 장

부 원장

등교육과장

코디네이터

등생활지도담당장학사

력기 원 재자1)

ㆍ경찰서
ㆍ청소년수련원

<A 교육청>
ㆍ법무법인 B
ㆍA  청소년쉼터
ㆍA 청소년수련원
ㆍA 의료원
ㆍ청소년상담지원
  센터 등

<B 교육청>
ㆍB 시청
ㆍB 시 정신보건센터
ㆍ범죄 방 의회 등

ㆍ 등생활지도담당장학사

ㆍ교육청 문 상담 교사

ㆍ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A 교육청>
ㆍ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 력 장

ㆍ 등생활지도담당장학사

<B 교육청>
ㆍ청소년자원 사센터 상담 장

ㆍA 학 사회복지과 교수

<A 교육청>

ㆍA 시청소년수련원

원장

<B 교육청>

ㆍB 청소년자원 사

센터소장

ㆍ

[그림 2-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조직표

1) 2006년도 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 안 응 ’을 구성할 때마다 ‘ 재자’는 다른 사람

을 지정할 것을 제안하 다. 〔그림 2-1〕의 ‘ 재자’는 시범 운  기간 동안에 각 교육청에서 지

정한 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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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청 모두 원장에는 교육장을, 부 원장에는 등교육과장을, 코디네이터

는 등생활지도담당 장학사로 지정하 다. 력기 이나 원은 각 교육청별로 연

계 가능한 기 의 인사로 구성하 다. 학교폭력 책 원회는 학교폭력 방  처

를 해 필요한 인 ㆍ물  자원을 지원하며 학교가 학교폭력 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겪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다. 구체 인 역할은 첫째, 학

교폭력 방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단 학교에서 제출된 사안에 해 ‘학교

폭력 안 응 ’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에서 사안이 제출되면 학교폭력 책 원

회가 소집이 되며 정원의 2/3이상 출석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시범 운영 현황

1) 대도시 지역 교육청(A 교육청) 및 협력학교

가) A 교육청

(1) 교육청 관내 생활지도부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교육청 웹메일 홈페이지에 ‘생활지도부장’ 클럽을 개설하여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내 학교 생활지도부장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생생활지도와 련된 정

보를 교환하 다. 이를 통해 실시간 정보 교환이나 학교폭력 방 련 워크  결과

를 각  학교 장에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 워크숍개최

2007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내 38개 학교 생활지도부장  등

교육과 장학사들과 워크 을 개최하 다. 워크  결과 학교폭력 방을 한 인지행

동 치료 기법과 미술 치료 기법의 용이 학교폭력 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수

렴되어 력학교를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3) 천사(1004) 도우미 제도의 시행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천사도우미 제도를 소개하여 실시를 권장하고, 희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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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휴 폰 1  이상을 무상 지원하 다. 

(가) 천사 도우미 제도의 개념

천사처럼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학생들이 서로 지켜보면서 

교내ㆍ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등 비행들을 하지 못하도록 신고해 주는 제

도이다 

(나) 천사 도우미 추진 과정

► 천사도우미 추진 안내

2007년 4월 20일 내 38개 학교 생활지도부장 회의를 소집하여 천사(1004) 도

우미 제도를 소개하고 극  도입을 권장하 다. 원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1  이

상의 휴 폰을 무상으로 공 하 다.

► 유의 사항

각 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천사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도록 조치하 다.  

▪천사도우미 제도가 추구하는 목 이 나쁜 행동을 행한 학생들을 발하여 처벌

하는 데 1차 인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행한 학생을 찾아내어 착

한 학생이 되도록 도와주는데, 그 근본 목 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이

해시켜서, 부담 없이 신고를 하도록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쁜 행동을 한 친구는 앞으로도 계속 나쁜 행동을 반복하

여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신고를 하면 훈계나 상담 는 일정한 징계를 받고 난 후

에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자부

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애교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휴 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고를 행하는 학생들은, 신고를 당한 학생들로

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심리 인 압박감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해서 발신인 번호를 ‘1004’로 통일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고

를 하도록 한다. 

▪생활지도부장의 휴 폰 번호를, 모든 학생들의 휴 폰에 등록하여 유사시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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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자 메시지가 수되면 신속하고 극 으로 응하여, 신고한 학생들로부터 

이 제도에 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천사 도우미를 통해서 학생들의 비행을 찾아낸 경우에, 가  많은 학생들에

게 그 사실을 방송이나 게시 을 통해 리 공고하여, 다른 학생들의 비행을 사 에 

방하고 억제하도록 한다.

(다) 천사도우미 제도 시행 결과 분석

학생이나 담임교사가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극 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생활지도 부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담임교사와의 역할 분담이 우

선 되어야 한다. 한 교육청 수 의 작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보면 학교별로 

본 제도 운 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생활지도부장 모임을 통한 홍보  

각 학교별 운  검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 연계에서 

나타난 문제 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주도하므로  다른 행정 업무의 부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천사도우미 제도 자체가 교육청 주 이 아닌 단  학교의 필

요성에 의하여 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가) 내용

학교폭력 방활동과 련하여 유 기 의 극 인 조를 확보하기 하여 

내 3개 경찰서 생활안정과장, 정보과장, 수사과장, 여성청소년계장, A 교육청 교육

국장, 등교육과장,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등이 의회를 개최하 다.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생활지도부장과 경찰이 연 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 언론( 고)을 통하여 학교폭력 방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행 사례 처법에 한 연수 기회를 마련한

다. 교육청은 지역 생활지도부장 연합과 경찰의 력 계를 원활하게 도와주며, 

의회를 주 하고 이에 따른 제반 경비를 부담하 다. 



부  록❚ 165

(나) 협의회 개최 결과 분석  

형식 으로는 학교당 담당 경찰 의 배치가 모두 이루어져 있어 유 기 간의 

한 연계가 형성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 으로는 일선 학교에서는 업무 담당

자 이외에는 학교 담당 경찰 이 있는지의 여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물리 으로는 의회를 가지고 서로간의 공감  형성을 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이나 학교 폭력 등과 련하여 실제 인 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업무상의 

여 한계가 있고, 학교폭력 문제 처리에 한 시각 차이로 사안에 한 극 인 해

결과 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교육청 간의 연계에서는 

학교에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에 한 우려와 불신이 여 히 남아있어 민ㆍ형사상

으로 고소ㆍ고발될 사안조차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학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안이 수된 이후에야 교육청에 알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선 학교와 교사에 한 불이익이 주어지

는 인사나 선입견에서 학교와 교육청 모두가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나) 협력 초등학교(W 초등학교)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가) 내용

W 등학교에서는 ‘시우보우(視友保友)’라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 다. 

‘시우보우’ 로그램은 친구에게 따뜻한 심과 손길을 나 자는 의미로 학교폭력 

방 차원에서 래 계, 의사소통, 문화, 이타행동, 기본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주고자 구성된 ㆍ 등학생용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다. W 등학교에서는 등 로그램을 용하여 사례별 

방  처 요령을 습득하도록 지도하 다. ‘시우보우(視友保友)’는 체 10회 분량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결과를 알아보기 해 5학년 9개 학   5개 학 은 

로그램 시청과 교사의 집  지도  토론, 나머지 4개 학 은 시청만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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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집  지도 학 은 11회 차 이후 1회 차를 추가하여 종합 정리 시간을 

가졌다. 로그램 지도 상  방법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시우보우 프로그램 지도 대상 및 방법

구    분 지도 상(5학년)  인원 지도 방법

집 지도
1반 2반 3반 4반 5반

165
교사의 집  지도 

 토론33 35 32 33 32

시청지도
6반 7반 8반 9반

130
시청만 하도록 

지도33 32 32 33

시우보우 로그램은 1교시 시작 에 약 20분 동안 시청  지도하 으며, 집  

지도 학 의 경우 창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40분 동안 발표  정리를 하

다. 지도 일시  내용은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시우보우 프로그램 지도 일시 및 내용

회차 일시  시간 내       용 지도 방법

1
6월 26일 

8:50～09:10(20분) 
인권과 평화의식

(우리에겐 인권이 있어요)
시청  토론 

2
6월 27일 

8:50～09:10(20분) 
인 계

(나와 조  다를 뿐이야)
시청  토론 

3
6월 28일

08:50 ～ 09:10(20분) 
이타행동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시청  토론 

4
6월 29일

08:50 ～ 09:10(20분) 
의사소통

(이 게 말해요)
시청  토론 

5
6월 30일

08:50 ～ 09:10(20분) 
폭력문화

(나도 폭력에 독되고 있다.)
시청  토론 

6
7월 3일

08:50 ～ 09:10(20분) 
집단따돌림

(내가 먼  시작할 수 있어요)
시청  토론 

7
7월 4일

08:50 ～ 09:10(20분) 
언어  폭력

(말도 상처가 되요)
시청  토론 

8
7월 5일

08:50 ～ 09:10(20분) 
신체  폭력

(아 게 하지 말아요)
시청  토론 

9
7월 6일

08:50 ～ 09:10(20분) 
품갈취

(부끄러운 일)
시청  토론 

10
7월 7일

08:50 ～ 09:10(20분) 
사이버 폭력

(내가 사이버 폭력을?)
시청  토론 

11
7월 12일

14:10 ～ 14:50(40분)
종합정리

(우리는 모두 하나다)
발표  정리

(나)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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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보우’ 로그램을 용하여 학교폭력 방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에게서 

학교폭력에 한 이해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학생들은 지 까지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자신들이 사소하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았으며 앞으로 주의해야겠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 집단따

돌림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가장 인상 이며, 로그램 시청 후 학 에서 친구를 

따돌림 하는 친구들 명단을 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는 등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행동을 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처 요령  선생님에게 즉시 알리

는 것에 해서는 회의 인 반응을 보 는데, 이유는 선생님에게 알려도 변화되는 

것이 없으며,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교사가 특별히 보호해 주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

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선생님께 알렸을 경우 가해 학생이 다시 괴롭힐 것이 두

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용할 경우 교사

가 극 으로 개입하여 학생들에게 로그램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한 학생들이 방교육 결과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에게 알리거나 잠재

 가능성을 고하면 즉각 인 응을 해 으로써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한 인식 수 을 높여주는 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협력 중학교(B 중학교)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특강

학교폭력 문제에 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하여 학교폭력 방을 한 특강을 

실시하 다. 시범 운  에 1회 실시하 으나 시범 운  후에 2회를 추가하여 총 

3차에 걸쳐 교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 1차 특강 : 2007. 3. 27.(화)

  ▪ 상 : 1, 2, 3학년( 교생)

  ▪강사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폭력 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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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혜로운 처 방안 

► 2차 특강 : 2007. 5. 11.( )

  ▪ 상 : 1, 2, 3학년( 교생)

  ▪강사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범죄 방 련 담당자

  ▪주제 : 범죄 방과 학교폭력 처방안 

► 3차 특강 : 2007. 6. 15.( )

  ▪ 상 : 1, 2, 3학년( 교생)

  ▪강사 : 학생생활지도  교육 문가

  ▪주제 :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미래를 비하는 마음가짐

〔그림 2-2〕학교폭력 예방 특강

      

〔그림 2-3〕학교폭력 예방 특강

(2) 학교폭력 예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교생을 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악을 한 설문조사를 2007년 4월 2일과 7월 

7일에 2차에 걸쳐 실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있는 학생들에 

한 신변보호와 잠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한 행동 제제를 함께 실시함으로

써 학교폭력 방 효과를 극 화하고자 하 다.

(3)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문예행사 실시

교생을 상으로 ‘학교폭력 방  경각심 고취’라는 주제로 2007년 6월 8일

에 다음과 같이 문 행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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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문예행사의 작품 영역

구  분    역 규   격

짓기
산   문 A4 용지 앞, 뒤 1매 정도

운   문 A4 용지 앞, 뒤 1매 정도

그리기
포스터 4 지 

만  화 4 지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학교 내  학교 간의 학교폭력 실태 악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에 

한 방과 처를 하여 2007년 5월 28일, 6월 26일, 7월 9일 등 총 3차에 걸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개최하 다. 원회에서 의된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처를 한 학교장의 교사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둘째, 학교폭력에 한 담임교사의 훈화를 강조하여 경미한 

폭력일지라도 극 으로 처하여 이후 발생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셋째, 학교폭력 

방을 한 각종 행사에 한 논의를 거쳐 설문조사 실시, 문 행사 실시에 한 

계획을 수립하 다.

라) 교육청-협력학교 연계 운영 내용 

시범 운  기간 동안 교육청과 력학교가 자체 으로 학교폭력 방활동을 실시

하 으며, 이 외에도 력학교가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방을 한 인지행동 

치료 기법  미술 치료 기법을 용한 방 교육, 청소년상담센터의 동반자 로그

램을 활용한 일 일 상담치료, 사회극(Sociodrama) 로그램을 활용한 방교육을 

실시하 다.

(1)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적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학교폭력 유발요인은 사회문화  향이나 가정  배경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정서 인 특성에도 있다. 선행 연구와 장 문가에 의하면 분노와 공격성을 조

할 수 있는 사회 , 인지 , 행동 , 정서  기술을 습득한다면 학교폭력을 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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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내용

1회기 서로 알아가기
- 진행자 소개 - 로그램에 한 소개
- 사 검사  자기 소개

2회기 자신의 분노알기
- 자신의 분노감정 탐색
- 분노할 때의 신체 , 행동 , 생각을 탐색

3회기 자동  사고란?
- 분노표출과 억압의 장단
- A-B-C모델에 한 이해
- 자동  사고란? - 자신의 A-B-C 찾기

4회기 인지  오류 - 감정 알아차리기 - 인지  오류란?

5회기 인지  재구조화 1
- 자동  사고의 반박
- 합리 인 처신념 만들기
- 심상이완훈련

6회기 인지  재구조화 2
- 비합리  신념을 합리 으로 바꾸기
- I message 표 법 익히기

7회기 합리  처신념 활용
- 합리  처신념을 사용하기
- I message 를 활용하기

8회기 소망 나 기
- 느낀  나 기 - 티
- 사후검사, 로그램 평가지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를 한 집단 인지행동 치

료 로그램을 제작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 다.  

(가) 내용

① 상자 선발 과정

력 학교의 3학년 체 학생을 상으로 PAI-청소년 성격 평가 검사를 실시하

여 우울 수가 높게 나타난 학생을 1차로 선발하 다. 

② 인지행동 치료 로그램의 구성과 운  계획

본 로그램은 일주일에 두 번씩 방과 후에 도서실 모둠학습실에서 진행하 으며, 

실험집단에게 총 8회기(한 회기당 90분)의 로그램을 실시하 다. 로그램은 A교

육청 문상담교사와 청소년 문상담가가 강의를 담당하 다. 인지행동 치료 로그

램은 회기별 주제에 따라 과제 검, 강의, 활동, 발표, 서로에게 피드백 하기로 이루

어졌고, 매 회기 후 학생들에게 과제가 부여되었다. 

본 로그램의 각 회기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4> 인지행동 치료 기법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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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실험집단 PAI 검사의 평균사 , 사후를 검증 한 결과, 우울ㆍ반사회성ㆍ공격ㆍ스

트 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이는 집단인지행동치료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방에 효과 인 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① 인지행동 치료 로그램 실시에 있어 교육청의 역할

1차 심리검사 실시 후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학생을 상으로 2차 심리검

사를 실시하 으며, 이후 인지행동 치료 로그램을 진행할 문 상담교사를 지원하

다. 한 2차 검사 결과에서 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 을 가진 학생 

4명을 별도로 ○○청소년 상담센터의 자원 사자와 연계하여 으로써 개별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 다. 

② 학교 수 에서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 일반 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상담 는 치료라는 단어에 하여 정 이

지 못하기 때문에 1차 심리검사 실시 후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난 학생들을 상으

로 2차 심리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곤란하 다. 한 최종 로그램 

실시 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치료 로그램 용에 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에 한 학부모ㆍ학생ㆍ교사들의 인식 변

화를 한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 최종 으로 심리치료 상자를 선정하 으나, 재의 교육과정 운 으로는 치

료 로그램을 운 하기 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모든 정

규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실시하 으나 학원 수강 시간과 련하여 학생들의 불

만이 많고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교육과정 운 에서 심리치료가 필

요한 학생을 한 교육과정 운  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  교육청 수 에서 나타난 문제

► 최종 으로 선정된 심리치료 상자가 많을 경우 상자를 상담, 지원할 수 있

는 문상담교사가 부족하다.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조를 받을 수 있

으나 A 교육청이 있는 지역의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개소, 상담자원 사자 

13명에 그쳐 학생 수에 비하여 그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원 사자가 상

담교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청소년 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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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심리 상담 로그램을 용시키기가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이나 폭력 

지수를 나타낸 학생의 경우는 교육청 단 의 치료나 상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학

생의 경우 먼  학부모에게 실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병원과 연계하여 

문 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실 으로 학부모가 이를 인정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법 인 응책이 없으며, 교육청 단 의 련 산 한 

확보하기가 어렵다.

④ 학교와 교육청 연계에서 나타난 문제

시범 운 이 아닌 일반 인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연계하여 로그램을 실시

한다면 학교 장에서 로그램 운 을 담당할 교사의 업무가 가 되어 교사의 

극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그만큼 수업이 부실하게 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미술치료 기법의 적용

자아존 감이 낮거나 자살 충동이 높은 학생의 심리 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

게 도와 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으로 학교생활에 응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미

술치료 기법을 용하 다. 

(가) 내용

① 상자 선발

► 1차 심리검사 실시

력 학교의 3학년 체 학생을 상으로 PAI-청소년 성격 평가 질문지(학지

사) 검사(2007. 5. 7)를 실시하여 우울 수가 높게 나타난 학생을 1차 상자로 선

발하 다.

► 미술치료 기법 용 로그램을 실시하기  1차 검사 결과에서 우울 수가 

높은 학생을 상으로는 BDI(우울척도), ATQ-N(부정 인 자동  사고 척도), 

DAS(역기능 태도 척도) 검사(2007. 5. 11)를 실시하여 미술치료 기법 용 상자

를 최종 선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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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ㆍ일  시 : 5. 30(수) 15:30 - 17:00

ㆍ제  목 : 오리엔테이션  진단 치료(하트 그리기, HTP)

ㆍ 비물 : 학생의 인원수에 따른 스 치북, 명찰, 싸인펜, 다과 등

ㆍ활동내용: 간단한 다과 후 오리엔테이션과 진단 치료 실시 

ㆍ    상 : 김O지, 신O경, 이O로, 최O주, 배O권, 송O헌, 이O수, 김O , 정O훈, 정O우

(총 10명)

ㆍ상세 진행 내용

  학생들과 처음 만남이라 간단한 다과를 먹으며 자기소개를 하 다. 체로 밝은 표정

이고 특히 남학생들은 장난기가 있었는데 배O권 학생은 다른 아이들과 쉬 어울리지 못

하고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보 다. 몇몇 미술 치료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가지는 학생에

게 치료의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 다.

  기의 분 기로는 학생들이 가지는 문제의 깊이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밝고 화

② 미술치료 로그램의 용

미술 치료 로그램은 ○○○교사, ○○○교사가 담당하여 진행하 으며 5월 30

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8 회기 실시하 다. 회기별 미술치료 로그램 진행 순서

는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 순서

차 시 일   시 주   제

1 5.30(수) 15:30 ～ 17:00 오리엔테이션

2 6.01( ) 16:20 ～ 17:50 HTP(나무집)

3 6.05(화) 15:30 ～ 17:00 동  가족화

4 6.08( ) 16:20 ～ 17:50 난화그리기, 빈 상자 만들기

5 6.12(화) 15:30 ～ 17:00 감고 짝지어 조형하기

6 6.15( ) 16:20 ～ 17:50 꼴라쥬

7 6.19(화) 15:30 ～ 17:00 마음선물하기

8 6.22( ) 16:20 ～ 17:50 나무집, 동  가족화

각 회기별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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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애한 분 기로 출발하 다. 다과를 이용하여 분 기를 부드럽게 바꾼 다음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하 다.

▶ 실시 로그램의 내용과 일정

▶ 참가 시 비물과 주의  등을 설명 하 다.

  진단 치료는 내 마음속의 하트그리기와 좋아하는 색으로 채색하기를 난화그리기를 병

행해 시도하 다. 부분의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 하 으나 OO는   

 이때부터 시계를 보고 있다.

  OO에게 말을 걸었다. 

  OO이 오늘 바뿌나? 아니면 약속 있나? 

  ‘아니요’

  그런데 시계는 왜? 

  ‘귀찮아서요’  

  많이 권태로운 표정과 심드 한 답이 돌아 왔다.

  그림의 설명과 겸하여 자기 이름 표 하기로 유도하여 서로 이름과 별명을 거나 그

림으로 표 하고 소개하기를 하 다. 재미있게 소개하고 처음이라 쑥스럽게 생각되는지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 그림도 낯설고 분 기도 낯설고 빨리 그리고 가려는지 충 그리

고 채색도 간략히 한다.

  그러나 여학생 몇몇은 그림 자체에 흥미가 있는지 꼼꼼하게 재미있는 채색을 한다. 

부분의 남학생은 경쟁 하듯이 간단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있다. 아주 빠르다. 학생들의 그

림 진도가 빨라서 2차시 정된 HTP 검사까지 진행하 다.

<2회기>

ㆍ일  시 : 6. 01( ) 16:20 - 17:50

ㆍ제  목 : 동물 그리기(동물 가족화)

ㆍ 비물 : 학생의 인원수에 따른 스 치북, 명찰, 싸인펜, 다과 등

ㆍ활동내용: 동물 가족화 그리기

ㆍ    상 : 김O지, 신O경, 이O로, 최O주, 송O헌, 이O수, 김O , 정O훈, 정O우(총 9명)

ㆍ상세 진행 내용 

  오늘 수업도 역시 학생들이 간식을 먹고 하자고 제의하여 간단한 다과로 테이블에 둘

러 앉아 담소를 5분정도 나 며 서로 인사하며 출발한다.

  간식 먹는 동안에도 배O권이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 지도로 오늘 수업을 시작한다. 

  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고 바닷속 물고기를 생각하게 한다. 2-3분 경과하고 자기가 

생각한 상상의 물고기를 그리게 하고 마리 수에는 구애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각자 자유로운 분 기에서 그림을 그린다. 체  분 기는 좋다. 분 기는 양분되는 

느낌이다. 

  남학생  ○ 이와 ○수 그리고 송○헌이가 조  산만하고 정O훈이는 조용히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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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다. 자리는 이O로 으로 김O지가 자리를 바꿔 앉았다.

  물고기그림에 이어 원을 그리게 하고 원을 이용한 사람으로 변형하고 사자성어를 2개 

게 하여 자기 작품과 바꿔서 자기의견 이야기하기, 인생 에 해 토론 겸 발표를 하

다.

작품소개  (권O )

 

<3회기>

ㆍ일  시 : 6. 05(화) 15:30 - 17:00

ㆍ제  목 : 동  가족화, 색 토 조형(좋아하는 사물 만들기)

ㆍ 비물 : 사포(4 ), 크 스, 색지 토 

ㆍ활동내용: 동  가족화 그리기

ㆍ    상 : 김O지, 신O경, 이O로, 최O주, 송O헌, 이O수, 김O , 정O훈, 정O우(총 9명)

ㆍ상세 진행 내용 

  오늘도 O권이는 보이지 않고 학생들 하나 둘 모이고 있다. 오늘은 시작할 때 간식이 

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학생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는 도  마트에 가서 빙과류

를 하나 사서 주려고 생각을 하 다.

  오늘 할 주제는 동 가족화 그리기이다. 

  먼  주의력을 집 시키기 해 을 감고 주변인들과 가족을 생각하게 유도하고 가족

화를 그리게 하 다. 여학생들 체는 그려가는 속도와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고 

쁘게 그려 나갔다. O 이는 아빠가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라 그리지 않고 있었고 언니

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로는 친구들과 놀고 잇는 장면 그리고 언니도 친

구들과 놀고 있는 장면그림을 그리고 식구들 모두가 바쁘다. 아빠는 아빠 로 엄마는 엄

마 로...

  남학생들이 표 력이 떨어지고 그림내용이 단순하다.

  가족화를 그리고 개별 상담을 해 자리를 멀리 앉아 그림을 그리게 하여 그림을 그리

는 도  순회하며 화를 유도하고 그리는 내용에 맞게 상담을 하 다. 이 작업이 끝나

고 색 토로 형태 만들기와 형태를 이용한 심상표 을 하게하고 게임식으로 상 가 만든 

색 토 모양을 맞추는 게임을 하 다.

  만들기 과정에서부터 매우 흥미롭게 시작하고 선생님의 진행에 잘 따라 주었다. 상

를 생각하는 마을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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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재O이도 다른 학생 작품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었다. 제

작도  마트에 가서 빙과류를 사가지고 와서 게임에서 형태 맞추기에 정답을 맞히면 빙

과류를 나 어 주었다.

  가 먼  맞추는지를... 체가 골고루 하나씩 받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달해 왔다. 아이스크림은 수업이 마치고 나 어 주었다. 두 종류

의 아이스크림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 받아서 친구들과 교체해 

먹도록 유도했다. 

  수업을 마치고 다음에 할 작업에 해 달하 다. 요일 6월8일은 자기의 캐릭터나 

좋아하는 그림이나 을 사하기로 했다. 사하기 해 메일로 그림을 송해오면 컬러 

인쇄는 집에서 내가 해오는 것이 좋을듯하여 메일주소를 알려주었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도록 하기 해 사 에 통보하 다. 기  되도록 하기 해...

<4회기>

ㆍ일  시 : 6. 08( ) 16:20 - 17:50

ㆍ제  목 :난화 그리기

ㆍ 비물 : 포스터 칼라, 지, 붓, 물통, 다과 등 

ㆍ활동내용: 난화그리기, 컬러 토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

ㆍ    상 : 김O지, 신O경, 이O로, 최O주, 송O헌, 이O수, 김O , 정O훈, 정O우(총 9명)

ㆍ상세 진행 내용 

  이제는 제법 분 기에 익숙해진 모습 들을 보인다. 부분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 만의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보여 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스스

로 투 해 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직  하는 역할극과 같은 효과를 기  하 으나 표정만으로는 어떤 결과를 읽기가 어

려웠다. 난화 그리기에 있어서는 그림의 형태만으로는 학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한계성

이 많이 있다.

  한 난화라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많은 자유는 학생들로 하여  당황해 하거나 화

면에 한 공포심 까지도 느끼게 하므로 본 시간에 있어서는 색을 두 가지로 제한하여 

표  하게 하 다. 물론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떠한 표 도 허용해 다. 학생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의 그림에  다른 성격의 색이 더해져서 변함을 보면서 목표와 성취에 

하여 느 는지 모두 밝은 표정을 보여 주었다. 

<5회기>

ㆍ일  시 : 6. 12(화) 15:30 - 17:00

ㆍ제  목 : 감고 짝지어 조형하기

ㆍ 비물 : 색 지 토, 사포, 다과 등

ㆍ활동내용: 상 를 정하여 서로 조형을 교환하여 커뮤니 이션을 활성화 시킨다

ㆍ    상 : 김O지, 신O경, 이O로, 최O주, 송O헌, 이O수, 김O , 정O훈, 정O우(총 9명)

ㆍ상세 진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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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트 를 정한다. 친한 친구끼리는 친구끼리 는 서로 서먹한 상 도 괜찮다. 

을 감고 느끼는 손끝의 감각에 집 하면서 물체를 읽고 타인의 체온을 느끼면서 주 의 

사물에 한 느낌과 사람의 느낌을 극 화 시킨다.

<6회기>

ㆍ일  시 : 6. 15( ) 16:20 - 17:50

ㆍ제  목 : 꼴라쥬

ㆍ 비물 : 많은 양의 사진, 풀, 가 , 칼, 큰 상자나, 지 등

ㆍ활동내용: 상자를 이용한 꼴라쥬 만들기

ㆍ    상 : 김O지, 신O경, 이O로, 최O주, 송O헌, 이O수, 김O , 정O훈, 정O우(총 9명)

ㆍ상세 진행 내용 

  지나 도화지에 자신이 좋아 하거나 싫어하고 꿈을 꾸는 어떤 상에 한 사진을 모

은다. 어떤 이유도 좋으나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사진이면 된다. 다행스럽게도 모

두 열성 으로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완성된 상자를 장식 하여

도 되고 지로 상자를 만들어 역시 그것을 장식하기도 하 다.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시행 하 으나 모두 열성 으로 참여 하 다. 

<7회기>  생략

<8회기>

ㆍ일  시 : 6. 22( ) 16:20 - 17:50

ㆍ제  목 : 나무집, 동  가족화

ㆍ 비물 : 학생의 인원수에 따라 스 치북, 명찰, 싸인펜, 다과 등

ㆍ활동내용: 결과 진단을 한 HTP 검사, 동  가족화, 최종 수료식

ㆍ    상 : 김O지, 신O경, 이O로, 최O주, 송O헌, 이O수, 김O , 정O훈, 정O우(총 9명)

ㆍ상세 진행 내용 

  드디어 아쉬운 시간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화와 치료를 행하 으면 하

는데 사정상 정리의 시간이 되었다.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모두 잘 따라 주었지만 최O주의 경우 이제 오 이 시작 되었는

데 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신O경의 경우는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에 한 사랑을 확인 하는 게 느껴져 무 

기쁘다. 

  이O로의 경직 되었던 얼굴 표정도 이제는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송O헌의 마음은 아직 

겨울이다 아마도 마음에 드는 근이 었나 보다. 

신경을 쓴다고 하 지만 부족 하 나 보다. 방 좋아지길 기  하 는데... 결과의 비교

를 하여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HTP를 한 후 소감을 이야기 하 다. 결과물의 비교에

서는 별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학생들이 즐거웠다고 말하고 있다. 성인

가??? 확실하게 표정들은 밝아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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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① 미술 치료 로그램의 효과 

학생들의 감정 조 에 본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즉흥 이고 

충동 인 감정의 조 (공격, 우울, 자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사회성의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다소의 효과가 보인다. 스트 스의 경우 출석에 따른 부

담 때문인지 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미술치료에 성공하기 한 건은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치료가 필요한 상자

는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극

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의 경우 다소의 강제 인 면이 있어서인지 

학생들의 참여도는 좋았다.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다소 미흡한 결과도 나왔으나 미

술치료가 지 까지의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한 안의 하나로 유용성이 확인된 것

으로 보이며, 앞으로 보편화를 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② 미술 치료 로그램 실시에 있어 교육청의 역할 

1차 심리검사 실시 후 우울 수가 높은 학생을 상으로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

으며, 이후 미술치료 기법 용을 계획, 구성  실시하기 하여 A 지역 본청 

등미술교사 의회의 강사를 지원하 다. 

③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나타난 문제

인지행동 치료기법을 용하기 해 상자를 선정하고,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어려웠던 과 동일하다. 한 로그램 운 을 한 교육과정 상의 시

간 확보, 치료에 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어려움 등도 인지행동 치료기법 

때와 동일하다. 

④ 교육청 수 에서 나타난 문제

► 미술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문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강사의 양 ㆍ질  확 를 해 미술교사들을 상으로 미술치료 등과 련한 연수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표 화된 미술치료 로그램이 부족하다. 학 등과 연계하여 련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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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상담센터의 동반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1:1 상담치료

(가) 내용

학교에서 실시하는 집단 상담이나 치료가 부 하다고 단되는 학생들을 ○○

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하여 1:1로 동반자 로그램 상담원과 직  연결(2007. 5. 28 

신청)하여 3개월간에 걸친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 다. 

청소년동반자 로그램의 효율 인 운 을 한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4〕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체계도

① 상자 선발 과정

► 1차 심리검사  

력 학교의 3학년 체 학생을 상으로 PAI-청소년 성격 평가 질문지 검사

(2007. 5. 7)를 실시하여 우울 수가 높게 나타난 학생을 1차로 선발하 다. 

► 2차 심리검사 

1차 검사 결과 우울도가 높은 학생을 상으로 교육청에서 BDI(우울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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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Q-N(부정 인 자동  사고 척도), DAS(역기능 태도 척도) 검사(2007. 5. 11)를 

실시하 다. 2차 심리 검사 결과, 집단상담(인지행동 치료 기법)이나 미술치료에 부

당하다고 단되는 학생 4명을 최종 으로 선정하 다.

(나) 결과

①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하는 학생의 경우는 단순히 우울성향이 높은 학생이 아니

라 의사의 진단과 더불어 병원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의학 인 문  지식과 자격이 없는 교사가 다년간의 교육  경험만을 바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병원진료를 권유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며, 특히 학생 인권에 

하여 민감한 시 에 병원 진료에 한 안내나 권유가 곧 학생 인권유린으로 매도되

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고 있다. 학부모가 학생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병원 지료

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 자체 으로 학생을 진료 받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부분의 경우 방치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험요소로 남겨지고 있다. 

교사의 다년간의 교육경험은 존 되어야만 하며 교사의 반 인 찰과 단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부모와 학생에게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기 한 의무사항 는 강제성을 띠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학부모와 학생을 상으로 정신질환에 한 이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교육청 수 에서 나타난 문제

학교 수 에서 상 학생이 결정되어도 문상담교사의 부족으로 지속 인 상담

이 어렵고, 병원진료를 한 유 기 과의 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 확보가 실 으로 곤란한 상태이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통한 문상담센터 설립과 문

상담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며 병원진료를 한 유 기 의 조체제  경제 인 

력과 산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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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극(Sociodrama) 프로그램의 활용

(가) 내용

학교폭력이라는 주어진 상황에서 역할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의해 찰되어지고 

느껴진 자신의 모습에 한 통찰과 집단 안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변화를 

한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2007년 7월 3일과 5일, 양일간 ‘ 가 잘못이 있는가?’라

는 주제로 사회극을 하 다. 

학년/반 일자 시간 비고

2-3 07. 03(화) 14:35 ～ 16:30(6, 7교시) 창의  재량활동 포함

2-6 07. 05(목) 14:35 ～ 16:30(6, 7교시) 창의  재량활동 포함

① 상자 선발

력 학교 2학년 2개 반(3반, 6반)을 상으로 하 다.

② 내용

► 워 업 

▪책상을 뒤로 고 학  원이 의자를 들고 둥 게 앉은 다음 어깨 두드리기와 

안마하기 게임으로 시작한다.

▪2명씩 짝을 지어 가 바 보 게임을 통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칭찬한다.    

▪엇갈리게 손목을 잡은 뒤 둥 게 원을 만들어 마주본다.

▪학교에서 왕따와 같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거나 다른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본

이 있는지 확인한다.

► 주제설정을 한 문제 제기

▪지도자가 실제로 있었던 학  내 폭력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에 한 느

낌을 나 다.

▪이야기 속에서 일어난 상황을 재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한다.

▪동의 된 내용을 재연하기 해 상황을 설정하고 배역을 정한다.

▪첫 장면을 지도자가 설정하도록 도와  뒤, 계속되는 연기와 필요한 인물에 

한 묘사는 학 의 학생들이 하도록 방법을 가르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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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연 (Acting-out) 

▪첫 장면(사실 는 이야기의 재연)

  ㆍ반에서 유난히 잘난 척 하는 한 아이(주인공)가 있었다.

  ㆍ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미워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혼내주기로 했다.

  ㆍ시험 날, 등교한 아이를 담임이 오기 에 5명이 때려주었다.

  ㆍ그리고 1교시 수업 후 담임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때렸다.

  ㆍ아이가 도망을 가서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와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ㆍ아이들의 부모와 그 아이의 부모와 선생님 모두 화가 났다. 

  ㆍ 가 잘못인가?

▪두 번째 장면(안 해본 것 는 해 보지 못했던 역할 하기)

  ㆍ주인공이 때리는 아이 에 주동자나 주인공이 미워하고 무시했던 아이와 역

할을 바꿔서 그 입장에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한다.  

  ㆍ가해자 부모의 입장, 교사의 입장,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 서서 주장한 후 역

할 바꾸어 실연한다. 

▪마무리 장면(새로운 역할을 해보기)

  ㆍ만약 -- 했더라면, 이라는 가정 아래 천사와 악마 등 가상의 인물과 양심의 

소리 등의 역할을 통해 서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목소리 역할을 

한다.   

► 나 기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 속의 입장에서 역할연기를 한 경험

에 한 느낌 나 기와 역할을 벗어나서 지  재 학생으로서 느낌을 나 다.

▪지도자의 마지막 피드백 - 어느 구도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폭력이 아닌 안을 찾도록 해야 하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생각 나 기

와 실천에 한 아이디어를 나 고 마무리 한다.  

(나) 결과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입장이 되어보는 소시오 드라마를 실시한 후 학생 반응

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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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소시오 드라마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소감 내용이다. 

소시오 드라마를 실시하기 전에는 친구에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어떨지 이해를 잘 못했

지만 소시오 드라마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원)

우리 반 아이들이 직접 연극을 하기 전에는 친구들 간에 갈등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이 연극을 하니 오해가 커져서 왕따를 당해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아이들

에게도 물건을 빼앗기고 하는 것을 보았다. 오해가 커지면 이런 것이 학교 폭력으로 커질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만약 소시오 드라마에 나온 을순이라면 을순이처럼 사실을 말하

지 못했을 것이다. 학교 폭력은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

다.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반 아이들이 이해하고 소시오 드라마처럼 욕하지 않고 괴

롭히지 않고 잘 도와주었으면 좋겠다.(○○훈)

드라마를 실시하기 전에는 내 일이 아니라서 뭐 별 느낌이 없었지만 드라마를 실시할 때 

나는 연극을 했었는데 극중 내 역할이 왕따를 당하는 역할이었는데 연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 실제로 왕따를 당했다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석)

〔그림 2-5〕소감문 1 

  

〔그림 2-6〕소감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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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도시 지역 교육청(B교육청) 및 협력학교

가) B 교육청

(1)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제작 및 보급

학교폭력 방 연극제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연극 공연 장면을 동 상으로 제작하

여 각  학교에 보 하 다. 

(가) 목적

학교폭력에 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부모  교사, 시민들에게 학교 폭력 방

에 심을 갖도록 하기 함이다. 

(나) 내용

2007년 8월 31일 ‘MP3에 한 욕심’이라는 내용의 학교폭력 방 련 연극을 

교감, 학생부장, 학부모들을 상으로 교육청이 주 하여 공연하 다. 그 연극 공연 

장면을 교육청 소속 문상담순회교사가 동 상으로 제작하여 B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각 학교에서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 다. 

〔그림 2-7〕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 탑재 및 영상 자료

(다) 결과 분석

① 우선 학생들이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와 상물이어야 효과가 있다. 

② 1회성으로는 충분한 교육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

③ 일선학교에서 극 인 의지를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학생들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상 매체를 만들



부  록❚ 185

어 제공할 수 있는 산 지원과 문 기 의 육성이 바람직하다. 

(2) B 교육청 전 직원과 도울 학생 간 결연 활동

신입생들이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폭력 등 학교문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상담 기회가 고, 청소년들이 사회 인 계보다는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 한 의

존도가 높아 건 한 사회 계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ㆍ 학교에서 도울 

학생으로 추천된 학생들과 1 : 1결연을 맺어 학교생활에 쉽게 응할 수 있도록 하

다. 

(가) 내용

B 교육청  직원은 멘토가 되고 도울 학생은 멘티가 되어 형제ㆍ자매처럼 결연

을 맺어 학교폭력 방 등을 한 다양한 활동을 개하고,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개인 인 문제에 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① 등학생, 학생을 상으로 편성하되, 학교 별, 지역별, 규모별 다양한 유형

의 학생들을 도와  수 있는 형태로 운 하는 것을 극 권장한다.

② B 교육청 차원의 활동에서 형제애  친 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학생의 1

: 1 결연 사업에 알맞은 활동 시간과 내용을 계획하여 추진한다.

③ 학교에서의 부 응 학생에 하여는 교육 으로 개입하여 무리한 멘토링 계

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가능한 한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와 연계한 지도를 통해 가정, 학교, 사회가 

심을 갖고 지도한다.

(나) 세부 추진 계획

① 희망자를 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이 1 : 1 결연 맺기 운동을 추진

하도록 한다. 

② , 학교에서 희망자 수에 맞는 도울 학생을 요청하여 선정한다. 

③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1 : 1 결연을 조직하되, 동성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 응 학생이나 도울 학생이 있는 경우 운 과 활동에 교사가 지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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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고 교육  지도를 한다.

나) 협력 초등학교(J 초등학교)

(1)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을 위한 자율 연수

(가) 내용

직 연수의 기회를 확 함으로써 교사가 학교폭력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도

록 하고, 실제 교수 장에서 폭 넓게 용하도록 총 4회의 교사 자율 연수를 실시

하 다. 

(나) 운영 과정

시범 운  기간 동안 총 4회 연수를 실시하 으며, 구체 인 주제와 연수 담당자

는 다음 <표 2-7>와 같다. 

<표 2-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자율 연수

실시일 연  수  주  제 연수자 비고

4월 18일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책 폭력 담당 교사

5월 29일  학교 폭력에 한 올바른 인식 폭력 담당 교사

6월 28일 따돌림 극복 로그램 폭력 담당 교사

7월 16일 학교 폭력에 한 실태  방 책 외부강사 학생과 함께 실시

〔그림 2-8〕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자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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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①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에 한 문 인 소양과 교수-학습 능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② 학교폭력 방  처 방안에 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③ 학교폭력 방 교육에 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라) 문제점 및 제언

① 강의 주 연수로 실제 상황에 처하는 연수는 되지 못하 다.

② 다수의 교원을 상으로 하는 연수라 워크  형태이기보다 달 연수로 그치

게 되었다.

③ 구체 인 사례를 가지고 그룹별 토의 연수가 필요하다.

(2)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 직무 연수 실시

(가) 내용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효율 으로 처하도록 다양한 연

수 기회를 확 하고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직무연수비를 지원하 다. 

(나) 운영

① 상 :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교원

② 실시 방법 : 사회교육 기   직무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기 에 개인이 수, 

신청하여 수강하고, 학교에서는 직무연수비를 1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 다. 

③ 연수 기간 : 7월 23일 ~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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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직무연수 사이트

(다) 결과

① 교사의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 유형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가  소양

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다.

② 학교 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실질  도움을 주었다.

③ 각 유형별 문제행동에 한 개별 인 지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라) 문제점 및 제언

① 학교폭력에 한 등학생 지도용 연수 로그램이 부족하다.

②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원하나 산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③ 과학과 실험연수처럼 정기 연수화 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 초빙 교사 연수

(가) 내용

모든 교사들이 집단 상담이나 래 상담 로그램등과 같은 상담기법의 연수를 

통하여 문 인 안목으로 학교 폭력을 방하고 처할 수 있도록 5월 29일과 6월 

28일 양일간 교육청 문상담순회교사를 강사로 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 다. 

5월 29일에는 ‘학교폭력에 한 교사 인식 제고, 동 상: 학교폭력 지킴이 선생님’

을,  6월 28일에는 ‘학교폭력 방교육 로그램 안내 , 시우보우, 작은 힘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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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 등으로 강의를 하 다. 

〔그림 2-1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빙 연수

(나) 결과

① 문가가 가진 정보를 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② 사례 심의 연수로 실제 처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③ 학교폭력 방교육 로그램 안내를 받아 수업에 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문가의 부족으로 일선 장에서 강사를 섭외하기 어렵다.

② 본교는 순회교사를 활용한 무료교육이 가능하 으나 타교에서는 산 부족  

문가의 부족으로 실제 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4)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학교폭력 예방 워크숍

(가) 내용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학년별 생활지도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생활지도  

학교폭력 방  사안 발생 시 긴 한 조 체계를 구축하기 하여 2007년 8월 

11일부터 12일에 ‘ 등학교에서의 생활지도  학교폭력 방  처 방안 모색’이

라는 주제로 워크 을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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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학년별 학생 지도 방법을 공유하게 되어 유기 인 생활지도 방법을 모색할 수 있

게 되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교원 상의 워크 을 개최하는 것이 효과 이나 산 문제로 학년별 생활지

도 담당자만 참여하게 되었으며, 향후 학부모 참여 워크 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안되었다. 

(5) 학부모 초청 연수 및 홍보

(가) 내용

학교폭력 방을 해서는 가정과 연계한 교육이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5월 23일과 7월 16일에 학부모 상 연수를 실시하 다. 첫 번째 연수는 ‘자녀와 

함께 하는 인터넷에 한 올바른 이해와, 자녀의 올바른 지도’라는 주제로 한국지역

사회교육 의회에서 강사를 지원받아 실시하 다. 두 번째는 B시 정신보건센터 

장이 ‘학교폭력의 피해에 한 이해와 방, 자녀의 올바른 지도를 한 효과  

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담당하 다. 

〔그림 2-11〕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

(나) 결과

① 학교폭력 방을 해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② 외부강사를 빙하여 인터넷 독 방  학교 폭력 방에 한 자녀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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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 화 기법을 연수할 수 있었다.

③ 사회교육 기 에서 직  상담한 사례 심의 연수가 되어 학부모들에게 달

되는 효과가 높았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학업 성취에는 높은 심을 보이나 상 으로 인성  학교 폭력에 한 

심 부족으로 학부모의 참여율이 조하다.

② 학기 간보다는 학기 의 학부모 총회 시에 실시되어야 하나 산 부족으로 

실시되지 못하 다.

(6) 학교폭력 전문가 초청 학생 교육 실시

(가) 내용

학교폭력 문 사회교육 기 인 ‘청소년학교폭력 방재단’에 문가를 의뢰하여 

교생을 상으로 6월 16일 2-3교시에 ‘학교폭력의 원인과 심각성’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 다. 재 교육과정 운  상 학생 상 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조

하여 실시하 다. 실시 장소는 6학년은 다목  교실에 입실하여 직  강의를 듣고 

다른 학년은 교실에서 TV로 시청하 다.  

〔그림 2-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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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원인과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6학년을 제외한 다른 학년은 교실에서 TV를 통해 강의를 들어서 달의 효과

가 떨어졌다.

② 등학교 학생에 한 교육 내용의 부재로 인하여 학년 학생들은 내용을 이

해하지 못하 다.

③ 문가 섭외에 있어 문가 풀이 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④ ㆍ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은 다양하나 등학생을 상으로 

한 로그램은 다. 

(7)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집단 심성수련 활동

(가) 내용

자아존 감은 자신이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이나 

성취, 동기, 응 등의 발달과 계가 크다. 따라서 자아 존 감 증진 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의 학교생활, 래와의 계 등에 정 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각 학 에서 교우 계도 조사 결과 교우들의 선호도가 지나치게 낮아 교우

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상으로 외부 문 자원 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맞춤 

사회 기술 훈련 증진 로그램을 용하 다. 

우선 자아 존 감 검사지(최보가, 귀연, 1993)를 통하여 평균 수가 가장 낮은 

1개 학 을 선정하여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5교시 재량활동 시

간에 총8회 실시하 다. 강사는 외부 자원 사자 9명이었으며, 사회교육 기 이 

YMCA의 아동 상담소의 조를 받아 실시하 다. 학교에서는 자원 사자 교통비 

360,000원만 지 하 다. 심성 로그램의 주제별 일정은 다음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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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심성 프로그램 주제별 일정

차시 실시일  주제  내용

1 5.  8  ○자아 존 감 검사 ( 5학년 6개반)

2 5. 22  ○ 계형성 - 별칭 짓기

3 5. 29  ○자신의 가치 발견하기 - 희망빙고 활동

4 6. 5  ○내안의 나 - 자신의 감정 느낌을 말로 표 하기

5 6. 12  ○내안의 나 - 계 속에서 나를 이해아기

6 6. 19  ○정말 괜찮은 나 - 정  자아상 구축 

7 6. 26  ○정말 괜찮은 나 - 행복한 나 조각하기

8 7. 3  ○달라진 나!! - 내 인생의 동아

9 7. 10
 ○새로워진 나를 향하여 - 변화된 나의 모습 되돌아보기

 ○자아 존 감 사후 검사  비교 분석

〔그림 2-13〕자아존중감 증진 심성 수련

(나) 결과

① 실시 에 비하여 실시 후 학생들의 자아 존 감이 높아져서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친구 계

에서 부당한 우를 받는 경우가 어들고 상 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변

화된 모습이 보 다.

② 집단심성 훈련  인성  교우 계에 상담을 요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본

교에 순회 상담 인 문 상담교사와 연결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 다. 한 

활동에 참여가 조하여 학교생활 부 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문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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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학생들은 문 상담 기 에 학부모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 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학  운 상 학기 간보다 학기 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교사들이 

지 하 다.

②  학 을 실시하려고 하 으나 인력의 부족  산의 부족으로 1개 학 만 

실시하 다.

③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로그램 운 으로 해당 학  담임교사가 창의  재

량활동 시간을 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④ 재량활동 시간  기타 시간에 학교폭력 방교육 시간을 의무 으로 확보해

야 한다. 

⑤ 학생들의 학교폭력 방교육 문 로그램 운 을 한 산을 확보해야 한다. 

(8)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인터넷 중독 치유 프로그램 실시

(가) 내용

인터넷 독은 부분 사이버 게임 독인데 청소년의 경우 밤새 게임을 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여 학교에 지각하거나, 며칠 동안 결석을 하기도 한다. 게임 이외의 

일에는 무 심하거나 학습 의욕을 상실하고 심각한 경우 게임 비용 마련을 한 

품 갈취 등 학교폭력이 나타난다.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외부의 문 상담 강사를 

활용한 맞춤 사회 기술 훈련 증진 로그램 교육으로 인터넷 사용 조  능력을 기

르며 잠재  폭력을 이도록 하 다. 먼  5~6학년 에서 K-척도 실시 후 고 험

군으로 선별된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은 아동 10명을 상으로 B시 정신보건센

터에서 추천한 미술치료 문가가 2007년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15:00~16:00, 총 6회 실시하 다. 구체 인 일정  상담 내용은 다음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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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일정

차시 실시일  주제    내용

1 4월 23일 ○ K-척도 검사 (5~6학년 12개반)

2 5월 7일 ○ 우리여기 모여 - 긴장을 해소  친 감과 신뢰감 형성하기

3 5월14일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 정 인 자신의 모습을 찾기

4 5월21일
○ 인터넷의 장.단
  - 인터넷에 해 객 인 인식하기
  - 인터넷에 한 자신의 문제 행동을 악하기

5 5월28일 ○ 이야기가 있는 인터넷 
  - 인터넷 독에 한 가족과의 계를 악하기

6 6월 4일 ○ 건강한 인터넷 사용
  - 자신의 정 인 부분 찾아 강화하기

7 6월11일
○ 인터넷과 나 
  - 집단 활동에서 동을 통해 사회  지지와  신뢰감을 쌓기
○ K-척도 사후 검사

〔그림 2-14〕인터넷 중독 치유 활동

(나) 결과

① 주 6회를 실시한 후 변화된 은 인터넷 게임 시간이 었고 의식 으로 시계

를 보는 습 이 형성되었으며, 인터넷 게임으로 잠을 못 자던 어린이가 교육 

후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② 학 에서 개인 인 행동으로 게임만을 추구하던 행동이 동 인 교육 계로 

변화되면서 활동 인 놀이를 하게 되었다.  

③ 인터넷 활용에 한 자기 조  능력이 향상되어서 부모님과 교사의 지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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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지로 다른 활동을 찾아서 하게 되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운  시간 확보가 어려워 방과 후에 실시하게 되자 학원 수강시간 문제 등으

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가 조하 다.

② 등학생의 경우 학부모들의 조가 많은 향을 미치는데 인터넷 상담활동에 

한 부정  인식으로 인하여 고 험군의 학생이 참여하지 못했다. 

③ 인터넷 독이 학교 폭력에 미치는 향을 교사들이 인식하고 극 으로 

방 교육을 학 에서 실시해야 한다. 

④ 학부모들이 문제의 상황을 인식하고 자녀 교육에 심을 갖는 사회  분 기

를 조성하기 해서 각 직장  사회교육 기 에서 학부모에 한 교육이 확

되어야 한다.

(9) 초등 전문상담 교사의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가) 내용

4, 5, 6학년 학생을 상으로 교과와 재량활동 시간을 변경하여 교육청 소속 문

상담순회교사가 학교폭력 방교육을 실시하 다. 구체 인 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0>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용

상 학년 주제 소주제

4-6학년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의 구성요인, 학교폭력의 종류 등

 학교폭력 사례  B시 내의 최근 사건, 동 상: 학교 폭력을 말한다

 학교폭력 처법  자기주장훈련, 학교 폭력상담 화 홍보 등

6학년

 집단따돌림에 해 

 생각해 보기
 동 상: 철이 이야기, 소감문

 미술치료를 통한 상담  물고기 가족화 검사, 가족에 해 상징표 하기

 학교 폭력 조사  학교 폭력에 한 이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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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구성 요인, 학교 폭력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 폭력에 처하는 방법을 구체 으로 익히게 되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학기 간에 갑자기 교육을 실시하여 각 학 의 교육과정 변동이 잦았다.

②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학교폭력 교육보다 교육  효과가 높았다.

③ 교육청 문상담순회교사가 본교에는 4월-7월(4개월)까지만 상주하여 지도가 

가능하 으나 향후 상주 계획이 없어 교육  상담 사후 리에 어려움이 많

을 것이다.

(10) MMTIC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

(가) 내용

6학년 6개반을 상으로 2007년 8월 28일 3교시에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고 

2007년 8월 30일 3-4교시 인 계 증진 로그램을 실시하 다. 먼  학 당 검사

를 실시한 후 유형별로 집단을 나 어 집단 로그램을 진행하 다. 로그램은 사회

교육 기 인 YMCA 아동 청소년 상담실 상담 문가 6인이 각 학 에 한 명씩 들

어가 진행하 다. 

〔그림 2-15〕 대인관계 증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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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① 교육청의 재정 지원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② 각 개인의 성향을 악하여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방  학생 지도를 하는데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다) 문제점 및 제언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인 계 증진 로그램을 운 하는데는 문가가 필요하나 

문가를 빙하기에는 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 협력 중학교(S 중학교)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가) 내용

2007년 4월 16일  교사를 상으로 ‘학교폭력에 한 올바른 이해 :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 다. 강의는 교육청 소속 문

상담순회교사가 담당하 다. 

(나) 결과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학교폭력 발생 원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폭력 

처 방안에 한 정보를 교환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도움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자료 심의 연수보다는 체험 심의 연수가 되도록 연수를 한 문 인 연

수원이나 강사 확보가 필요하다.

② 신규 교사와 경력이 은 교사가 많은 학교이므로 학교 폭력에 한 연수에 

심이 많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의욕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한 체

계 인 연수 과정과 학생들의 지도에 도움이 되는 연수 체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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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기 에 실시되는 연수 활동은 학교의 수업과 연수를 함께 하기 때문에 집

인 연수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방학 기간을 이용한 연수가 효율

이다

(2)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가) 내용

S 경찰서의 조를 받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 사례를 심

으로 2007년 5월 2일 1시간 동안 교생을 상으로 방 교육을 실시하 다. S 경

찰서 여성청소년 담당자가 방교육 강의를 맡았다. 

(나) 결과

학생들의 학교폭력 방에 한 인식을 내면화시켜 자신의 개성과 학교생활에서 친

구와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학교 폭력에 한 교육은 단발 이고, 일시 인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기 어려

우므로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하다.

② 학생들은 막연히 자신이 학교 폭력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극 으로 참

여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당황

하거나 감추려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성교육이 학동기 

아동들의 연령과 수 에 알맞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학교 폭력에 한 교육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폭력에 극 으로 응

하는 교육도 실히 요청된다. 

(3) K-척도를 활용한 예방교육 

(가) 내용

인터넷 사용 조  능력을 기름으로써 잠재  폭력을 이기 하여 B시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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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도움을 받아 외부 문 상담 강사를 활용한 맞춤 사회 기술 훈련 증진 로

그램을 용한 인터넷 독의 상담  방교육을 실시하 다. 

실시 상은 2007년 4월  K-척도를 실시하여 고 험군 학생을 선별하 으며 1

학년  고 험군에 속한 학생을 상으로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총 6회 실시하

다. 강사는 B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받은 미술치료 문가가 담당하 으며, 강사

료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지 하 다. 

구체 인 주제별 미술치료 로그램 내용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주제별 미술 치료 프로그램

차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1 반갑다! 친구들
로그램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 구성원들 간의 공감

를 형성하며 인터넷 과다사용에 해 탐색한다.

2 인터넷과 내 꿈
재 나의 인터넷사용을 살펴보고 내 꿈을 이루기 한 비행동

과 바른 인터넷 활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간이와 안이
시간활용에 해 생각해보고,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어든 활동

목록과 그에 따른 안활동 개발하도록 한다.

4 컴퓨터는 휴식  
인터넷 과다사용의 문제 을 인식하고 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볼 수 있도록 한다. 

5 생활 속 굳히기 
인터넷 과다사용의 욕구를 지연할 수 있고, 과다사용의 험성을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6
e-세상의 주인공, 

나와의 약속

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정  변화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계획

을 세울 수 있다. 

(나) 결과

① 인터넷 독에 한 자가 진단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의 험성을 경험하게 하

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도가 심한 학생들은 치료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② 인터넷 사용에 한 검증과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터넷의 폭력 이고 선

정 인 해한 환경에서도 자기를 조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었고 인터넷

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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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및 제언

① 교육 시간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방과 후에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학

원 시간에 늦는다는 학생들의 불평이 많았다.

②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 로그램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육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기도 하 으며 인터넷 상담활동에 한 부정  인식으로 교

육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었다.

③ 인터넷 독이 학교 폭력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사회 인 인식의 공유가 필

요하며 이를 이해하고 방하기 하여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극 인 교육

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

(가) 내용

학생들이 직  만들고 체험한 것을 홍보 자료로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학교 폭력 

방의 요성에 한 인식을 제고하기 하여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다양한 체

험 심 활동을 실시하 다.  

2007년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창의  재량활동 시간에 학교 폭력 방에 한 

내용을 심으로 만화, 표어ㆍ포스터, 짓기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 한 생각을 나

타내게 하고, 우수한 작품에 해서는 교내에 게시하여 학교 폭력의 방이 요함

을 홍보하 다. 

(나) 결과

① 학교 폭력에 한 학생들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② 만화나 포스터 등의 제작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되

었고 흥미 있는 작업 활동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정규 교육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학교 폭력에 한 활동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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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어려운 것이 학교 실정이다. 재량 활동 시간  범교과 시간에 사 

활동처럼 일정한 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정책 인 지원이 필요하다.

② 단계별 지도가 가능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외주 주의 자료 제작

보다는 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교사 심의 제작 활동을 통하여 장

감이 있는 교육 자료의 제작이 필요하다. 

〔그림 2-16〕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 활동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F 영상물 만들기

학생들 스스로 학교 폭력에 한 홍보 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교 폭

력의 피해와 처 방법 등을 익히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질서를 존 하고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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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할  아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기 하여 상 제작에 심

이 있는 3학년 학생들을 심으로 동아리를 구성하 다. CF 홍보 상물을 제작하기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하여 작품을 제작하 다.

(나) 결과 

학생들 스스로 제작한 작품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 폭력 방에 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상물을 학교 뉴스 시간에 방 하여 학생의 공감 를 형성하 고 이

를 통하여 학교 폭력에 한 방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학교 폭력에 한 CF용 상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지도하는 교사의 열

정과 심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심과 참여 역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촬  시간도 많이 소모되었다. 재 학생들의 생활 활동 시간을 

보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② 상물 홍보 회 등을 개최하면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학교 폭력에 한 

학생들의 심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학생들이 직  출연하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학교 폭력 방에 한 교육 자료를 

다양하게 만들면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된다.

③ 제작 활동에 필요한 산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도 교사가 필요하

다. 이러한 활동을 하여 지역 사회에 치한 방송국이나 미디어 매체 제작 

회사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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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F 영상 홍보물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축구 동아리 교실 운영

잠재  폭력 성향이 있는 2, 3학년 남학생 25명을 상으로 2007년 5월부터 8월

까지 매일 아침 오  7시 50분부터 약 50분 간 축구 활동을 통한 친교 활동을 가

졌다. 이는 체험 활동 심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친구들과 신뢰와 우정을 

쌓음으로써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사안을 미리 방하기 한 것이

다. 이 동아리 교실은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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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더 나아가 자신의 특기와 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서  안

정  미래를 주도 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 으로 한다. 

(나) 결과

① 남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으로 축구라는 운동 매체를 통하여 서로를 이

해하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

다. 

② B시 축구 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산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학생들이 운동 후에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 하고, 나 어 가질 수 있는 시간

ㆍ환경  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매우 많았다. 

② 매일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며 지도 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 하기 

한 재원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따른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

이 필요하 다. 

(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심성 수련 활동

(가) 내용

교우 계도 조사 결과 교우들의 선호도가 지나치게 낮아 교우 계에 부 응하

는 아동을 상으로 자아 존 감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 결과, 도울 학생 21명을 

선별하여 심성 수련 활동  상담 활동 개하 다. 구체 인 내용과 일정은 다음 

<표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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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2> 심층 상담 활동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정 상담내용 비고

자아존 감 검사 2007년 6월 1일 1차 검사

심층 

상담 

활동

2007년 6월 7일 만남의 장

2007년 6월 8일 자아 감각 발달시키기

2007년 6월 14일 자기 탐색

2007년 6월 15일 자기 수용

2007년 6월 21일 가족 안에서의 나 

2007년 6월 22일 있는 그 로의 나

2007년 6월 28일 자기 성장

2007년 6월 29일 결실의 장

자아존 감 검사 2007년 7월 6일 2차 검사 후비교

(나) 결과

학생들이 심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분노를 조 하는 방법을 익

히고 상 방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가졌다. 

〔그림 2-18〕심층 미술 심리 치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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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및 제언

① 간헐 인 집단 상담 활동을 통해 래포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 

학생들의 시간이 부족하여 상담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학교 폭력과 련된 학생들의 수업을 받을 권

리도 요하지만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기 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② 문가를 빙하여 상담 활동을 하기 해서는 이들에게 한 수당을 지

하기 한 산 편성과 상담 활동의 행정 인 지원을 한 교사 배치가 필요

하다. 이를 해서는 학교 폭력과 련된 학생을 지도하기 한 문 교사가 

필요하다. 

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시범 운영 현황

1) 대도시 지역 교육청 및 협력학교

가) A 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분쟁 조

정에 실패하거나 사안의 함으로 인해 단  학교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원장이 교육청의 ‘학교폭력 책 원회’에 신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게 된다. 는 제1수 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가ㆍ피해 학생

의 추수 지원을 해 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책 원회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제2수 의 지원체제가 가동하게 된다. 

(1) ‘현안대응팀’의 구성

A 교육청에서는 시범 운  기간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 안 응 ’을 구

성하여 운 하 다. A 교육청의 ‘ 안 응 ’의 구성은 다음 〔그림 2-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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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장 력자

등생활지도담당

장학사

○○ 청소년수련원원장

등 사안 성격에 따라 변동

교육청 근무

문 상담교사

 원

ㆍ○○ 정신보건센터 장

ㆍ○○ 성모여성병원 실장

ㆍ○○ 가톨릭의  부교수

ㆍ○○ 보호 찰소 서부지소 계장

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사안에 따라      

  원 재구성

〔그림 2-19〕A 교육청에서 구성한 ‘현안대응팀’

A 교육청에서는 객  시각으로 사안을 재할 수 있고, 발생한 사안과 련하

여 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안 응 장을 선정하 다. 안 응 의 원은 사안

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실무진 주로 구성하 다. 실 으로 코디네이터가 

안 응  련 업무에 념하기 어려워 교육청 근무하는 문상담순회교사를 

력자로 임명하 다.  

(2) 현안대응팀 운영 사례

(가) 사안 내용

놀이공원에서 장체험학습  ○○소재 A 학교 학생 2명이 놀이기구 타는 순

서를 지키지 않는 ○○소재 B 학교 학생에게 야유를 하자, 이에 B 학교 학생 

6~7명이 A 학교 학생을 집단 폭행하 다. 

가해자인 B 학교 학부모가 피해자인 A 학교 학부모측에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 으나 A 학교 학부형 1인의 거부로 사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A 

학교 학부형은 집단폭행 사건을 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문화공보부, 경찰청, 시

교육청 민원실에 복합민원을 제기하 다. A 학교 학부형의 피해보상 거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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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학부형의 아들이 A 학교 내의 여러 사건의 가해자로서, A 학교에서

는 강제 학이라는 징계조치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학부형이 이에 불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자 이번 사안을 징계건과 연계시켜 자신의 아

들이 학교의 징계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놀이공원 피해 사안을 합의하려고 하 다. 

A 교육청에서는 사안을 수하여 학교폭력 책 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사안을 분

리하여 장체험 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만을 상으로 하여 안 응 을 구성하

게 되었다. 

(나) 현안대응팀 운영 내용

2007년 5월 28일 A 교육청 상황실에서 ○○청소년수련원 원장( 장), 변호사, 

내 경찰서 경사, 해당학교 생활지도부장, 등생활지도담당 장학사, 가해자측 학부모 

4명, 피해자측 학부모 2명이 참석하여 사안 해결을 한 회의를 하 다.

안 응 에서 재한 결과,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객  의견이라 단

한 A 학교 학부형은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고 장체험 시 발생한 폭력

사안에 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

러나 A 학교 학부형 아들의 교내 징계에 해서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해 으로써 자기 자신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장 밖으로 나가던 A 학

교 학부형이 다시 들어와 합의를 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응  원들의 

합리 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에 실패하고 안 응 은 해산되었다. 

(다) 현안대응팀 운영 결과 분석

서로 다른 학교 학생이 연루된 사안인 경우 학교 간의 화나 학부형 간의 화 

등 사안해결을 한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학교폭력 사안, 다른 지역 학교와

의 문제 발생 등의 경우 은폐보다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해결하려는 학교장의 의식

환이 실히 요구된다. 한 각 분야 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안 응 의 

원들을 학교폭력 발생과 련하여 필요한 시간에 소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육

청 차원에서 변호사 회나 의사 회와 약을 체결하여 사안에 해 력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의 궁극 인 처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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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에서 극 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교육청 재에는 한계가 있다. 재 학부

모가 학교폭력 안 응 의 재안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집행할 방안이 없는 상

태이다. 지원체제 모형이 정착되려면 학교폭력 안 응 을 법정 기구화 하여 재

한 사안을 학교에 권고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 협력 초등학교(W 초등학교)

도시 지역의 력 등학교에서 시범 운  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안건

5학년 K양의 학교폭력 사안

(2) 사안 내용

5학년 K양이 같은 학교 동 생인 C양을 지속 으로 괴롭히다가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에 알리면서 해결되게 된 내용이다. 

가해학생 K양은 3학년 때까지는 학  임원을 할 정도로 모범생이었으나 4학년 

때인 2006년 5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해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

가면서부터 방과 후 집에 가지 않고 혼자서 놀이터나 동네를 밤늦게까지 배회하기 

시작하 다. 2007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같은 반 여학생을 자기가 다니는 학

원에 다녀라, 자기 동네 놀이터에 가서 놀자, 학원 시간이 맞지 않는데도 자기가 마

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라, 만약 그 게 하지 않으면 때리고 괴롭히는 등 여러 차

례 괴롭히고 있었다. 심지어 6학년 언니들도 불러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생 언니에게 연락하여 혼나게 한다는 등 박을 가하기도 하 다.      

피해학생 C양은 자기 할 일을 책임감 있게 잘 처리하는 학생이며, 학업성 은 상

 10%에 속한다. 지난 2007년 3월 하순부터 가해학생 K로부터 같이 놀자는 제의

를 받고 거 하 으나 4월 순 쯤 하교 길에 학교 인근 아 트 놀이터에 나오라고 

하더니 “왜 말을 듣지 않고 마음 로 하느냐?”면서 폭행을 가하여 그 날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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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K가 시키는 로 하게 되고 거짓말까지 하여 C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C

의 어머니가 묻자 이에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2007. 5. 23(수) 14:30,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서 교감, 교장선생님과 

자녀의 폭력 피해 문제에 한 상담을 요구하 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의 강한 

부탁으로 인해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소집하지는 않았다.  

(3) 결과 

피해학생 학부모가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교장, 교감에게 요구하자 교장은 가해학생과 담임교사를 불러 실태를 조사한 뒤 학

부모를 불러 상황에 따른 가정지도와 함께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경우 학교폭력 책 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하

으나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에 한 어떤 처벌이나 피해가 되지 않는 범  

내에서 원만한 해결(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선)을 원하 으며 만약 가해 학생을 제재

하거나 처벌을 할 것 같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하여 1차 으로 담임, 2차 으

로 학교장이 직  가해 학생 K를 맡아 지도를 하게 되었다.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유하여 학부모와 함께 상담을 받기로 약속

하 다. 가해학생 학부모는 사안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차에 걸친 노력으로 사안에 

하여는 인정을 하게 되었다. 가해학생의 선도를 하여 A 교육청 상담교사나 가

까운 병원의 의사, 그 외 상담실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자고 권유하 으나 동의

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지도하기로 결정하 다. 

학교장과 가해학생이 매일 하교 후 어디서, 구와, 무엇을 하는지 휴 폰으로 문

자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 답으로 학교장도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를 하 다. 담

임교사는 교실에서 모둠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고 놀이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하여 동생활을 몸에 익히도록 하 다. 2-3일에 한 번씩 교장실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하여 그 간 자기가 한 행동에서 피해 친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했을 지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행동에 해 의견을 말하고 뉘우치도록 계속 인 지도가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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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지속 으로 담임, 어머니와 학 , 가정에서 K의 행동을 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날이 갈수록 일탈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에 

보이던 반항 같은 행동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 다. 방학 에는 1주일에 2번 문자

로 자기의 근황을 알리도록 약속하여 실천하 으며, 주 2회 정도 K의 어머니와 지

속 인 통화를 통해 K의 행동이나 생활모습에 해 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 협력 중학교(B 중학교)

시범 운  기간 동안 력 학교에서는 여러 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 다. 

그  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안건

2006학년도 입시학원에서의 작은 다툼이 2007학년도가 되어 학교 간  학교 내 

폭력으로 확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사안 내용

력 학교 학생이 지속 으로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신체 폭행, 품 갈취 등

을 해온 학교폭력 사례와 여학생에게 한 성추행 련 사안이 밝생하 다. 련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가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폭력 가해 사례

가 나타났다. 

(3) 결과

학교폭력 사안에 해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열어 2명의 가해

학생에게 등교정지 15일을, 다른 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수 로그램 참가를,  

다른 한 학생은 구체  행 를 증명할 수 없어 훈계로 끝내었다. 한 성추행 

련 사안은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아니며, 이를 구체 으로 

다룰 수 있는 교사가 없고, 문제 확 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 특히 학부모들이 문

제 삼지 말아주기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조사한 교사들의 반발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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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2) 중소도시 지역 교육청 및 협력학교

가) 협력 중학교(S 중학교)

교사, 지역사회 의료기 , 청소년 상담가, 지자체 인사, 법률 문가로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련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 다. 폭

행과 련된 학생들을 상으로 학생부장과 함께 산행을 실시함으로써 자연과 더불

어 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B시 YMCA의 도움을 받아서 총 6회의 상

담활동  미술 치료를 실시하 으며, 별자리사회 심리극 연구소와 연계하여 학교 

폭력과 련한 학생들의 치료를 한 역할 심리극을 운 하 다. 부모님과 동행한 

상담치료 활동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부모님의 직장 생활로 인하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학부형님의 동참 의사가 매우 낮아 별 효과가 없었다. 

(1) 체험 중심 치료활동       

(가) 사안 개요

가해자인 학생들이 피해자인 A 학생을 C 등학교로 불러 B와 C, D 학생은 피

해자인 A 학생에게 “왜 째려보냐”고 말하며 말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A 

학생이 앞니 두개가 상하고  과 몸에 상처와 타박상을 입게 되는 사안이 발생

하 다. 이에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1차 2007년 4월 13일(목) 13:00-13:40, 2차 

2007년 4월 23일(월) 16:30-18:30에 소집하여 운 하 다.  

(나) 지원 과정

1차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4월 13일에 개최하 으나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월23일 2차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개최하여 사회 사 부모 동행 3개월, 

문가 상담 1개월, 방학  특별 교육을 이수하기로 결정하 다.

이후 담임  담당 지도교사의 찰  지도를 통하여 가해 학생들의 인성 교육

과 심성 수련을 실시하 다. 5월 에 B 교육청 문상담순회교사가 배려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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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 조 법 등의 내용으로 심성 수련 활동을 3회 실시하 으며, 7월에 학생자치부

에서 산악 체험 활동을 하 다. 

(다) 결과

① 자신의 분노를 잘 조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감정을 조 하는 법을 지속

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의 교우 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② 산에 오르며 열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화를 하게 되므로 학생의 가정환경, 

평소의 생각, 생활 태도 등을 잘 악할 수 있었다.

③ 교사가 학생과 친해질 수 있었으며 학생들도 교사를 더 신뢰하고 존경하며 바

른 권 에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을 느 다. 

④ 학생들이 육체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신, 부모, 형제, 이웃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 다. 

(라) 문제점 및 제언

신청한 학생들이 당일에 마음이 바 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들의 잘못에 한 처

벌의 일환임을 주지시키고 약속 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 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인 보완 체제가 필요하다. 

(2) 심층미술 심리 치료 지원

(가) 사안 내용

학교폭력  교우 계 부 응을 보이고 있는 1학년 여학생을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도 방안을 강구하 다.

(나) 지원 과정

2007년 6월부터 7월까지 매주 요일 오후 4시 이후에 도울 학생을 부모님과 면

담하여 문 상담 교사를 활용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도울 로그램을 투입하기로 

하 다. 먼  상 학생의 열등감, 축감 이 분노로 표출되고 이것이 폭력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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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지는 문제성을 악하게 되었다. 이에 문 상담 순회교사의 상담 활동을 

통하여 자존심 향상 로그램을 지속 으로 투입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도울 학생의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 다. 구체 인 지원활동 내용은 다음 <표 2-12>와 같다.

<표 2-12> 지원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비고

가정에서의 
지원활동

- B시 YMCA 아동 청소년 상담실을 활용하여 놀이치료 3회, 그
림치료 3회씩 3주 실시를 계획하여 6월 - 7월에 실시함.

- 방과 후 활동으로 비보이 연습을 주2회 2시간씩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비용
학교
부담

학교에서의 
지원활동

- 부모, 자녀 간에 화를 많이 하도록 설득함.
- 학생이 원하는 연기 학원 등 주 3회 연기 활동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함. 이를 해 학교공부 활동과 연계된 토큰 경제 기법 
을 활용함.

상담
교사 
지원

〔그림 2-20〕상담 활동 중 표현된 내담자의 그림

(다) 결과

상담 활동 후의 미술 치료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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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은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

을 때 자신의 요구,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자해하는 형태로 다른 사람의 관심

을 끌려고 하는 것 같다. 

문제행동의 원인으로는 학생이 집에서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해받거나 존중받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욕구가 청소년기의 특징인 또

래로부터 인정받고 소속당하고 싶은 욕구로 더욱 강하게 표현되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폭력

을 당한 경험도 있고 적절하게 상호 작용을 한 경험이 미숙하여 자신을 자해하면서 상대방

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보살핌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 

지속적으로 지적, 비난 받아온 아이들은 자존감도 없고 내면에 서운함, 억울함, 분노로 채

워져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존중받는 경험, 부족한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

을 통해 자신도 관심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생들 시기의 학생들은 미술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미술은 아이의 마음을 만나기 위한 매개물일 뿐이다.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되는 아이의 마음을 스스로 바라보고 자각하고 상담자가 공감해주고 수

용해주면서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만나고 성장해가게 된다.

6회의 상담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학생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인 관심과 배려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본인이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깨닫는 것이다. 따라

서 적어도 20회기 정도의 상담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 상담을 병행하여 부모와 함께 적절하

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문제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 본인이 

자각하도록 돕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준

다면 높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 문제점 및 제언

우선 사안 발생에 따른 학부모의 입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회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인 피해나 사후 지도에 따른 

인  자원의 배치에 있어서 담임교사나 상담 교사 등의 업무 부담이 가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3) 사회 심리극을 활용한 상담 활동

(가) 사안 개요

학교 폭력 가해자 에서 심리극에 참여를 희망하는 2학년 여학생 4명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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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8월 25일에 사회 심리극에 참여하도록 하 다. 이는 문 기 인 별자리 심리극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하 다. 

(나) 결과

① 학생들이 친구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을 방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었다. 

② 새롭게 하는 치료 방법에 학생들의 거부감이 었으며 여러 가지 자신의 문

제를 표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다) 문제점 및 제언

① 심리극 문가를 빙하여 학생들의 문제 진단과 해결을 시도한 로젝트 다. 

우선 학생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임하 으며 효과가 매우 좋았다. 이러한 

지도를 하기 하여 지역 사회의 문가와 연계한 학교 폭력 지원 체제가 필

요하 지만 해당 학교가 치한 지역에는 문가가 없어서 서울에서 빙하여 

운 하 다. 학교 장에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  자원을 구성한 지

원체제가 필요하다.

② 문가를 빙하여 학생을 지도하기에 따르는 비용이 매우 비싸 학교 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실성이 없다. 이번 기회는 특별히 지원된 산이 있어서 가능한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해서는 특별 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나) 교육청과 협력 학교의 연계에 의한 운영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련 학생을 지원하 다. 

(1) 사안 개요

2007년 4월 14일 16:00경에 K 학교 A 양이 인터넷 버디버디에서 본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B 양(피해학생)을 N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낸 후 (동료친

구 3명은 B 양 집에서 기) B 양 집으로 데려가 4명이 함께 구타를 하고, 이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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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끌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C 군의 집으로 가서 7명이  구타를 한 후 가해 

학생  한 명이 남학생들에게 성폭행 할 것을 요구한 후 성폭행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에 B 경찰서에 사건이 수되었고, 경찰이 사건 조사 후 성폭행 가해자 외 가

해 여학생은 법소년에 해당되어 훈방 조치되었다. 이 사건이 모 일간지 인터넷 게

시 에 기사화 되어, B 교육청 등생활지도담당 장학사가 B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

안을 악하게 되었다.  

한 학생에 한 학교 폭력과 성폭력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이후 교육청에

서는 학교폭력 책 원회를 소집하 다.

(2) 지원 과정

2007년 4월 15일, B 교육청 상황실에서 학교폭력 책 원회를 개최하 다. 참석

자는 B청소년자원 사센터소장, B교육청 학무국장, 해당학교 학생부장,  담당 형사, 

등생활지도담당 장학사 등이다.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하 다.

① 가해 학생에 한 정신과 진단 분석을 의뢰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B시 정신

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 으로 치료하도록 한다.

② 피해 학생에 한 육체 , 정신  치료를 해 A 학교 ONE-STOP 지원센

터의 도움을 요청하여 치료하도록 한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들 모두에게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이 되도록 응 의 재 

역할에 최선을 기한다.

(3) 결과 처리

① 피해자 부모가 사안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상황으로 가해 학생에 

한 출 처리를 요구하여 가해 학생은 다른 역시의 학교로 출하 다.

② 피해 학생은 ONE-STOP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진료  입원 치료를 한 후 2

주일 만에 퇴원하 다.

③ 피해 학생의 정신  치료를 해 B시 정신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아 주 1회씩 

6개월 간 치료를 받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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