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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

머리말

1995년 이후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책들이 마련되고 수많은 학교

폭력 연구들이 수행되는 등 학교폭력 방과 근 을 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반 으로 감소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학교폭

력의 피ㆍ가해 경험이 연령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의 연령화 추세에 비하여 학교폭력의 방은 등

학교 시기부터 실시되어야 효과 이라는 취지하에 기존의 로그램과는 차별 으로 일

반 학생들의 폭력성을 감소시키기 한 기본 인 인성, 태도 교육은 물론 다양한 가ㆍ피

해 상황과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다. 

특히, 2007년도인 올해 수행된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 개발 연구는 2006년도 

연구를 통해 구축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운 의 필수 인 기본 인 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동으로 수행되는 2차 년도 연구에 해당된다. 즉, 본원에서는 

등학생 상의 방 로그램 4종을 개발하 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ㆍ고

등학생 상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 로그램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 로그램 

2종을 개발하 다. 

두 기 의 연계와 조 하에 개발된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이 일반 학생을 

한 학교폭력 방 교육, 인성 교육과 가치  교육 자료로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선도

와 피해 학생 치유에 활용됨으로써 향후 학교폭력 방  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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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신 학교폭력 련 문가 선생님들과 

로그램의 타당성 평가에 조해 주신 등학교 선생님, 학생들께도 감사의 말 을 드린

다. 한 다양하고 많은 업무의 리ㆍ운 이 요구되는 동 연구 수행과 복잡한 진행과

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로그램 개발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연구진에게도 노고를 치

하하는 바이다.

2007년 12월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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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연구의 개요

  최근 들어 학교폭력은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의 범

도 ㆍ고등학생에서 등학생으로 연령화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한 책 마련도 요하나 근본 인 해결을 해서는 학교폭력을 

방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부 응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험, 잠재

 요인을 지닌 학생들에 한 방  처 로그램을 개발ㆍ 용함으로써 인성교육

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편의 학교폭력 방  처 로

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로그램들은  주로 학교폭력에 한 정보와 

처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안 을 두고 있을 뿐 학교폭력 련 학생들의 심리ㆍ사회  발

달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지 까지 개발된 로그램

은 방 자나 동조자를 상으로 하거나 학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방하려

는 노력이  부족하 다. 

  본 연구는 일반 학생들의 폭력성을 감소시키기 하여 공감이나 갈등해결과 같이 기본

인 인성 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학교문화와 풍토를 건강하게 변화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2. 연구 결과

  ◈ 선행 연구  기 개발된 국내ㆍ외 로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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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 을 수행하기 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방과 련 있는 요인

을 개인 특성과 환경 차원으로 구분하 으며 개인 특성과 환경 차원별로 학교폭력 발생

을 발하는 험요인과 억제하는 보호요인을 추출하 다. 한 방 과학의 에서 

학교폭력 방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공감/ 채택, 사회  정보처리, 래 재, 안

한 학교환경을 선정하 고 각 요인별로 개념과 구성요소, 학교폭력 방과의 련성에 

하여 논의하 다. 

  기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수집하여, 

목 , 구성요소, 상자, 구 방식, 활용방법, 운 의 용이성, 효과성 평가 차원에서 분석

하 다. 한 각 로그램의 특징, 제한 과 시사  등을 추출하여 로그램 개발을 한 

구성안을 마련하 다. 

 

  ◈ 로그램의 개발  활용

►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목 과 기본 원칙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로그램은 방과학(preventive science)의 에서 학교폭력 

발생을 발하는 개인  환경의 험 요소를 이고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개인 

 환경의 보호 요인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방하는 데 목 이 있다. 

  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귀인양

식, 분노조  등 부정 인 특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학교폭력 방을 돕는 정 인 개

인 특성인 공감과 채택 능력을 발달시킨다. 셋째, 학  내 갈등을 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래 재자를 양성한다. 넷째, 학교폭력 방  처를 한 학  규칙

을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세운다. 다섯째, 학교 내 폭력문화에 한 민성과 의식을 고양

한다. 여섯째, 학교 환경 개선을 한 구체 인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집단따돌림(왕따), 언어폭력, 신체폭력, 품갈취 등의 학교폭력 사례를 

로그램의 에피소드로 삼아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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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4편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각각 공감과 채택능력, 

사회  정보처리, 래 재와 갈등해결, 안 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 4편은 등학교 고학년(4~6학년) 학생

을 상으로 하며 로그램 종당 시청시간은 15분 내외이다. 로그램 시청 후에 교사가 

학생활동을 함께 개하는 경우 동 상 시청을 포함하여 략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차별  특징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차별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상 시청과 교사 주도의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높인다. 둘

째, 애니메이션 심의 DVD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심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킨다. 셋째, 학교폭력의 방 자를 친사회 이고 정서 으로 건강한 래 

재자로 변화시킴으로써 방 효과를 강화한다. 넷째, 개인의 심리⋅사회  특성 뿐 아

니라 학 이나 학교 환경 차원에서 학교폭력 방을 도울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강화한다. 

► 로그램의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

양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방을 목표로 창의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조회시간이나 종례시간, 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 상만 시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로그램 활용

에 한 구체 인 내용은 교사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DVD로 제작되었다. DVD 제작에 

한 기술 용역의 개요와 내역, 차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본 보고서 Ⅲ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로그램의 시나리오(개요), 주인공 캐릭터와 주요 장면은 <부록>에 첨부하 다. 

한 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하여 리 릿 형태의 교사 매뉴얼을 제작하 다. 교사 

매뉴얼에는 로그램의 목 , 구성과 내용, 활용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사가 수업시

간, 창의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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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램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그램을 장에 보 하기 에, 등학교 4개교를 선정하여 

학생과 교사들을 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 으며 로그램 내용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 다. 한 학교폭력 이론  장 문가를 상으로 한 로그램의 

타당성 평가 과정을 통해 수정ㆍ보완 사항에 한 의견을 수합하 다. 

  로그램 반에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 로그램의 흥미도, 메시지 달력, 

이해도, 행동결심, 만족도 차원에서 부분의 학생, 교사들은 정 으로 평가하 다. 학

생과 교사, 문가들의 의견은 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데 반 하 다. 

 

  3. 정책  제언

  우리나라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  용의 활성화를 한 정책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은 방과 기 처치에 을 맞추어야 한다. 학교폭력에 한 한 

방이 최선의 처방법이기 때문에 등학교 연령부터 방교육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나 집단 역동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에 터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 방교육이 법 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회 이고 행사 주로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방교육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학교폭력 방을 창의  재

량활동 시간에 다루거나 도덕과 수업 내용  련이 많은 단원에 포함시켜 지도함으로

써 방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방은 학생을 상으로 하는 교육 뿐 아니라 복도, 식당, 화장실, 운동

장 등 학교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타당성이나 효과를 평가하기 한 체계 이고 과

학 인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질 높은 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장 용 과정

을 거치지 않는다면 로그램의 객 인 효과를 입증할 수 없고 결과 으로 활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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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한 방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효과에 한 종단  조사가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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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5년 이후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책들이 마련되고 수많은 학교

폭력 연구들이 수행되는 등 학교폭력 방과 근 을 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반 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학교폭

력은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의 범 도 ㆍ고등학생에

서 등학생으로 연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박효정 외(2005, 2006)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

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ㆍ ㆍ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2005년에는 

학교폭력 유형별로 6.0～13.0% 으나 2006년에는 ㆍ ㆍ고등학생 14,376명  3.8%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 다. 그러나 이제

까지의 피해 실태 양상과는 달리 2006년 조사결과에서는 ㆍ고등학생( 학생: 4.0%, 고

등학생: 2.6%)보다 등학생(5.0%)들의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로 학교

폭력의 피ㆍ가해 경험이 연령화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는 등학교 시기부터 학교폭력 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양한 방  처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학

교폭력의 근본 인 해결을 해서는 잠재 인 가ㆍ피해 학생은 물론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한 방  차원의 근이 필요하다. 즉, 학교폭력을 방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부 응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험, 잠재  요인을 지닌 학생들에 

한 방  재 로그램을 개발ㆍ 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학교폭력 방과 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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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 이고도 필수 인 인 라이며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 방안이 된다는 에서 더욱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한 방  근은 일 부터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외

국에서 활발히 개되어 왔다. 즉, 이들 국가들은 20~30년 부터 국가 차원에서 주기

인 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 로 다양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

을 활발하게 시행해 오는(Leff, et al., 2001; Morita, 2001; Olweus, 1993) 등 학교폭력 문

제 해결을 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로그램 개발의 노력과 의지 한 미흡한 실정이다(박효정 외, 2005, 2006). 즉, 최근에 우리나

라에서 개발된 학교폭력의 방  처 로그램들은 주로 민간 차원의 기 에서 부분 으

로 수행되어 왔으며, 다루고 있는 내용도 주로 학교폭력에 한 정보와 처 방법을 알려주

는 데 주안 을 두고 있을 뿐 학교폭력 련 학생들의 심리ㆍ사회  발달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학교폭력의 방 자나 동조자를 상으로 한 방교육 

로그램도 무한 실정이다(곽 주 외, 2005; 고성혜 외, 2005; 문용린 외, 2005).

  2007년도 올해 본원에서 수행한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 개발 연구는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동 연구로서 2차년도 

연구에 해당된다. 총  연구인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 개발 연구는 2006년도 

연구를 통해 구축된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운 의 필수 인 기본 인 라 구축

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의 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의 연령화 추세에 비하여 학교폭력의 방은 등학교 시기부

터 실시되어야 효과 이라는 취지 하에, 본원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폭력성을 감소시키

기 한 기본 인 인성, 태도 교육은 물론 다양한 가ㆍ피해 상황과 유발 요인을 인식하

고 공감할 수 있는 방 로그램을 개발하 다. 그리고 동연구 기 인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에서는 ㆍ고등학생 상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 로그램과 학교폭력 가

해 학생 선도 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이와 같이 두 기 의 연계와 조 하에 개발된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은 일

반 학생을 한 학교폭력 방 교육, 인성교육과 가치  교육 자료로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치유에 활용됨으로써 향후 학교폭력 방  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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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를 한 교육 인 라 구축  활용을 통한 학교폭력 근  효과 제고 
∙학교폭력 근 을 통한 안 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 조성 

연구 과제 산출물연구 내용

1차년도
(2006년)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
체제 구축  운  방안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책을 한 지역사

회 네트워크의 실천  운  
∙학교폭력 방을 한 법ㆍ

제도  정비 방안

∙보고서 5종 
 － 총 보고서 1종
 － 하 과제 보고서 3종 
 － 학교폭력실태조사 보고서 

1종 
∙연구자료 4종 
 － 문가 토론회 자료집 
 － 세미나 자료집 
 － 교육청 인 라 황 자료집 
 － 국내ㆍ외 지원체제 구축 

사례집

2차년도
(2007년)

학교폭력 처를 
한 교육 인 라 

개발  활용 연구(Ⅰ)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
체제 모형 타당화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 개발(학생용) 

∙보고서 4종 
 － 총 보고서 1종
 － 하 과제 보고서 3종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 6종  매뉴얼
∙학교폭력 처를 한 지원

체제 시범운  보고서 2종
∙세미나 자료집 1종

3차년도
(2008년)

학교폭력 처를 
한 교육 인 라 

개발  활용 연구(Ⅱ)

∙학교폭력 책  로그램 
용 효과 평가 

∙학교폭력 지표 개발  활용 

∙보고서 4종
 － 총 보고서 1종 
 － 하 과제 보고서 3종 
∙학교폭력 지표 

[그림 Ⅰ-2-1] 연도별 협동 연구 추진 계획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가. 연구 추진 계획

  본 연구는 학교폭력 처를 한 교육 인 라를 구축하기 한 목 으로 추진되는 

동 연구로서 3개년 연구 추진 계획에 따른 연구 과제와 연구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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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연도별 추진 계획 하에 2차 연도인 2007년에 수행되는 동연구 추진체계

는 다음〔그림Ⅰ-2-2]와 같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개발ㆍ적용을 통한 학교폭력 감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4종)
  

  ◦공감   채택

  ◦사회  정보처리 

  ◦ 래 재와 갈등 해결

  ◦안 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치유 로그램 개발(2종)

  ◦부  정서 조 , 자존감 향상

  ◦학교폭력 이해와 처법

  ◦ 인 계 기술 습득 

  ◦선도ㆍ치유 로그램 각 7회기씩 

총 14회기

 

  ∙학교폭력 방  처를 한 이론  기  탐색
  ∙ 로그램 내용 요소  구성 원리 추출
  ∙ 로그램 문가의 검토  제안 수렴

추진 과제

개발 략

    

목 표

구과제 운 틀 

∙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 개발 용을 통한 학교폭력 감소 

∙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한 스트 스 감소를 통한 심리  안정감 도모

∙ 학교폭력 근 을 통한 안 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 조성

기  효과  

[그림 Ⅰ-2-2] 협동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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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문제

  와 같은 연구의 목 과 필요성에 터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리와 차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통해 발달시켜야 할 학생의 심리ㆍ사회  특성

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학교폭력의 방을 한 로그램 내용 요소와 교육 활동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학생들의 흥미와 발달수 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로그램의 효과성을 극

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구  방식과 매체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수립한 연구 추진 체계와 단계별 연구 내

용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2-3]과 같다.

다. 연구 내용

1) 이론적 기초 정립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방 로그램의 이론  기 를 정립하기 해서 등

학생의 발달ㆍ심리  특성과 학교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에 한 이론과 연구결과를 검토한다. 한 방 과학  에서 문제 

행동이나 험 요소를 이는데 효과 인 다양한 보호요인을 탐색하기 하여 련 선

행 연구를 분석한다.

◦ 등학생의 발달ㆍ심리  특성과 학교폭력 양상에 한 분석 

◦ 학교폭력에 향을 미치는 개인  환경 특성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과정 이해 

◦ 학교폭력 방을 한 보호요인의 개념, 련성 탐색

2) 국내ㆍ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분석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학교폭력 방, 선도  치유 로

그램을 수집하여 로그램의 내용 요소  구성 원리를 탐색한다. 개 하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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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기  정립

• 학교폭력에 향을 

미치는 개인  환

경 특성 분석

• 학교폭력 방을 

한 보호 요인 탐색

국내ㆍ외 로그램 분석

• 국내ㆍ외 학교폭력  

로그램 내용요소 

 구성원리 분석

• 국내ㆍ외 학교폭력 

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실태 분석  요구 조사

• 기 개발 로그램

의 문제 과 황

에 한 문가 의

견 수합 

• 학교폭력 방 

로그램 활용 극

화를 한 문가 

요구  제안 수렴

프로그램 개발 및 매체 제작

• 구성 원리  내용 요소 추출
• 스토리보드와 시나리오 작성
• 매체 제작 
• 매뉴얼 집필 

프로그램 예비실험 실시 및 시연회 개최

 • 로그램 비실험 실시  분석

 • 로그램 시연회 개최  의견 수렴

프로그램 개발 완료

• 실험과 시연회 결과를 반 한 로그램 
수정ㆍ보완

• 최종 로그램 완성 

학교폭력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틀 구안

• 프로그램의 목적 설정•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수립• 프로그램의 가치 요소 구안

[그림 Ⅰ-2-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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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효과성 평가연구가 수행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해당 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을 추출한다.

◦ 방, 선도  치유 로그램의 내용 요소  구성 원리 탐색

◦ 로그램 효과 제고에 기여하는 요인 추출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안 개발

가)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틀 구성

  학교폭력에 한 이론  기  분석 결과와 국내ㆍ외 로그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로그램 구성에 포함

해야 할 가치 요소를 추출한다. 

◦ 로그램의 목  설정 

◦ 로그램의 기본방향  원칙 설정

◦ 로그램 구성의 가치요소 구안

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로그램은 발달  차원, 구성  차원, 상  차원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우선 발달

 차원은 학교폭력 방을 해서 필요한 인지, 정서  사회성을 분석하며 구성  차

원에서는 인성 교육, 심성 훈련, 생활지도 등을 포 하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개발

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등학교 4~6학년 

학생으로서 학교폭력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상으로 한다.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DVD 제작

가) 프로그램 내용의 극화 작업

  로그램의 내용 요소가 추출되면 이 요소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극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극화 작업은 로그램 매체 제작의 이  단계로 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매

체제작 업체의 문 작가에 의해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로 작성된다.



1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나) 프로그램 DVD 매체 제작 

  로그램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가 완성되면 교육매체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애니메

이션과 다큐 등 동 상 로그램을 제작한다. 로그램 제작 과정에는 로고송, 타이틀 

음악,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된다.  

5) 교사 매뉴얼 제작

  로그램 운 자인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매뉴얼을 작성한다. 매뉴얼에

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학생 활동지를 포함한다. 

6)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실시

  4종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일차 으로 완성되면 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로그램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한 목 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타당성 평가 

조사는 학생들에게 방 로그램을 시청하게 한 후 학생들의 반응과 의견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서 질문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한다. 

한 교사와 문가를 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로그램 타당성을 평가하고 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한다. 

7) 프로그램 시연회 개최

  일선 학교의 학교장, 상담  담임교사와 청소년 시설의 로그램 운 자  련 

문가를 상으로 로그램 시연회를 실시한다. 시연회에서 지 된 내용을 바탕으로 

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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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구성 방향, 로그램의 이론

 기  마련  내용 구성을 하여 국내ㆍ외 학교폭력 련 문헌과 연구 결과, 국내ㆍ

외 학교폭력 방  처를 한 로그램을 분석한다. 

◦ 국내ㆍ외 학교폭력 련 문헌  연구 결과 분석

◦ 국내ㆍ외 학교폭력 방  처 로그램 분석

나.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와 련하여 2차례의 문가 의회를 개최하 다. 1차 문가 의회는 로

그램 개발의 기본방향과 연구내용에 한 검토를 해 개최하 다. 2차 문가 의회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 구성안에 한 의견을 수합하기 한 목 으로 개최하

으며 논의된 사항은 방 로그램 개발에 반 되었다.  

1) 제 1차 전문가 협의회(2007. 3. 20)

◦ 회의안건 :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과 연구 내용 검토

◦ 주요 논의 사항 :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활용도가 극히 낮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로그램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동 상만 시청하는 로그램보다 부분 으로 토론이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지침서 개발이 필요함.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해서는 동 상의 질  

수 이 제고되어야 함.

학  내에서의 집단역동 등 학교 환경에 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에 기

한 로그램(school-based program)이 제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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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차 전문가 협의회(2007. 4. 25)

◦ 회의 안건 : 로그램 구성(안) 검토

◦ 주요 논의 사항 :

연구진이 상정한 보호 요인과 험 요인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행동 특성이

므로 치료가 아니라 방이 목 이라면 공감하기나 입장 바꾸기 등이 로그램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 

학교폭력 방 교육은 학교보다는 등학교에서 용하기 더 쉬울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함. 따라서 학생 상보다는 등학생용 방 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학교폭력의 방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시청각 자료의 단순한 시청만이 아니라 

토론  역할 시연 활동 등 다양한 구연 방법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한 학생들

의 반응에 따라서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지 개발이 필요함.  

다. 타당성 평가 조사

  로그램이 일차 으로 매체로 제작된 후, 내용의 성, 학습자 발달수 의 부합 여

부, 학습자 흥미  심 유발 정도, 구 방식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고자 학생, 교사, 

문가를 상으로 로그램을 시연 후 의견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를 반 하여 로그

램을 수정ㆍ보완하 다. 

◦ 목  :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타당성 검증과 로그램의 수정ㆍ보완 사항 확인

◦ 상자

학  생 : 등학교 4개교의 5～6학년에서 2개 학 씩 총 8개 학

교  사 : 해당 등학교의 교감, 학교폭력 련 담당  담임교사 등 각 학교별로 

6명씩 총 24명

 문가 : 학교폭력 이론  교육 문가, 상담 문가 등 3인

◦ 기  간 : 2007년 10월 23일～12월 20일  4회

◦ 조사방법 : 설문 조사  면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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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연구 방법

1. 로그램 개발의 기본 틀 구성
- 련문헌  연구결과 분석

- 문가 의회 개최

2. 국내ㆍ외 로그램 분석 - 련 문헌  로그램 분석

3. 로그램 개발 문가와 로그램 운 자 

의견수렴  요구조사
- 문가 의회 개최

4. 로그램 내용 구성  시나리오 작업
- 문가 의회 개최

- 연구용역 실시

5. 로그램 타당성 평가
- 설문 조사

- 면담 조사

6. 로그램 DVD 매체 제작
- 기술용역 실시

- 문가 의회 개최

7. 로그램 시연회 개최 - 시연회 개최

라. 프로그램 매체 제작 용역

  본원에서 개발하는 로그램의 매체(DVD) 제작은 교육 매체 제작 경험이 풍부하면서 

두 번의 입찰에 모두 참여한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 용역을 의뢰하 다.

◦ DVD 제작 업체 : (주)테크빌닷컴 

◦ 용역 기간 : 2007년 8월 1일~11월 30일 

◦ 용역 산출물 : 로그램  DVD 4종, 매뉴얼 1종, 개발보고서 등

마. 시연회 개최

  일선 학교의 상담 교사와 청소년 시설의 로그램 운 자를 상으로 개발된 로그

램을 시연하고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다. 시연회에서 지 된 내용은 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 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하는 데 반 하 다. 

<표 I-3-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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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기대 효과

  본 연구를 통해 기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에 한 이론  고찰과 선행 로그램 분석을 기 로 개발된 본 로그

램은 일반학생을 한 학교폭력 방교육은 물론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치유 

등 다양한 목 을 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 응이나 스트 스를 감

소시켜  뿐 아니라 동과 친사회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 인 안정감을 회복시

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로그램의 장 용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험으로부터 벗어남으

로써 학교 생활에 잘 응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방 로그램의 한 활용을 통해 학부모 역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교사와 학교에 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본 로그램은 학교폭력 방 뿐 아니라 일반 인 인성 교육이나 가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 한 학교문화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론적 기초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분석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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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론적 기초

  이 장에서는 등학생을 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등학생

의 발달심리학  특성과 학교폭력의 양상 등에 한 분석내용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방과 련 있는 요인을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으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발생을 발하는 험 요인과 억제하는 보호 요인을 추출하 다. 

한 다양한 보호 요인과 험 요인 에서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을 한 보호 요

인으로 공감, 사회  정보처리, 래 재, 안 한 학교환경을 선정하 고, 선정된 요인

들의 이론  타당성을 해 각 요인별로 개념과 구성요소, 학교폭력 방과의 련성에 

하여 논의하 다. 

가.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폭력 양상

  학교폭력은 래(들)로부터 지속 이고 반복 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서 신체  힘이나 사회  권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Olweus, 1979). 학교폭력은 

신체   물리  폭력뿐 아니라 집단따돌림이나 언어폭력, 품갈취 등을 포 하는 개

념이다. 학교폭력 유형은 학생들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향을 받는다. 등학교 연령

에서는 집단따돌림이나 언어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학교 이후부터는 학교폭

력이 집단화되거나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청소년기 이후의 학교폭력은 청소년 비행

이나 일탈, 성인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후 개입이나 처치의 효과가 극히 미

미하다. 한 여학생은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인 계에 해를 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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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반면에 남학생은 물리 이고 신체 인 방식을 선호한다. 

  발달심리학 에서 볼 때,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기에 이르는 과도기(transition)이다. 이 시기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키나 

몸무게가 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신체 으로나 정신 으로 

성숙해지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한 이 시기 학생들은 차 가정이나 부모의 향보다

는 래와의 계나 친구의 향을 더욱 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Harter et al., 

1998). 남학생은 사회  계나 권력 계를 요하게 생각하며 학교폭력을 자신의 권

나 힘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여학생은 단짝 친구와 배타 이면

서 친 한 교우 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인 계 특성으로 인해 학교폭

력 양상인 집단따돌림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Berk, 2001; Coie & Dodge, 1998; 

Crick et al., 2000). 

  심리ㆍ사회  특성에서 보면 아동기 기에 비해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언어능력

이 증가하고 문제해결 능력이나 채택 능력 등 사회인지가 발달한다. 더불어 아직 미숙

한 발달수 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이나 독립성(자율성)에 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어른

들로부터의 간섭이나 감독을 무조건 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른들에게 알리는 것은 미숙하고 어린 행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

들이 해결하거나 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등의 반응 양상을 보인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체로 즉흥 이고 반응 으로 폭력에 

가담하기 보다는 놀림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이 의도 이면서 동시에 간 인 방식으로 

래를 괴롭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친구 집단으로부터 특정 학생을 소외시

키거나 배제하는 집단따돌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발달  양상

은 최근에 조사된 한국교육개발원 실태조사(박효정 외, 2005, 2006)에서도 확인되었다. 

나. 학교폭력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에서 학교폭력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방을 돕는 보호 요인과 학교폭력 방을 해하는 험요인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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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특성 

  지난 수 십 년 동안 국내ㆍ외 으로 학교폭력과 련 있는 개인 특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 까지 밝 진 바를 종합해 보면, 표 인 학교폭력 련 개인 특성은 

분노나 충동성과 같이 정서조   행동통제 능력, 자아개념,  귀인과 같은 사회인

지 요인이다. 

  첫째, 정서조 과 행동통제 능력은 공격성이나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한 련이 

있다. 정서조 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결여된 아동은 래에게 공격 으로 행동한다. 

Rubi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5)에 의하면, 기질 으로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아동들은 래들에게 공격 이고 으로 행동한다. 

  정서조 이나 행동통제 능력은 가해행동 뿐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행동에도 향을 미

친다. Schwartz와 그의 동료들(1998)은 주의결핍이나 과잉행동이 피해행동을 언하는 

주요 변수임을 밝혔다. 한 Pope와 Bierman(1999)도 짜증을 많이 내거나 주의집 이 어

려운 아동은 래에게 배척받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둘째, 정서조 이나 행동통제만큼 학교폭력과 한 련이 있는 개인 특성은 사회

인지이다. Dodge의 사회정보처리(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rick & Dodge, 1994) 

모형은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 이고 공격 인 행동을 이해하는 데 요한 설명 틀을 제

공한다. 사회  정보처리 과정의 한 하  요소인  귀인은 폭력 이고 공격 인 행

동이 유발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공격 인 아동이나 청소년은 애매한 상황에서조차 상

방이 자신에게 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Crick & Dodge, 

1996). 특히 오랫동안 공격자의 희생양이 되어 온 아동은 상 방이 인 의도를 가지

고 있다고 지각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

거나 보복행동을 하려고 시도한다. 

  셋째, 자아개념은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부정 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Rigby & Slee, 1993). Salmuvalli

와 그의 동료들(1999)은 자존감이 낮은 남아들이 래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괴롭힘을 당

했으며 자존감이 낮은 여아들 역시 종종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래들

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면서, 아동은 자기 비난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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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각하게 된다(Egan & Perry, 1998).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학생들은 충동성이나 분노, 공격성 수 이 높으며 피해 학생은 

성격 으로 소심하고 내향 이며 신체가 왜소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노나 공격성 수

을 증가시키는  귀인, 학 나 부당한 우, 스트 스, 무기력, 좌 감 등은 학교

폭력의 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개인 차원에서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은 자존감, 공감능력, 

채택능력, 자기통제, 학교 응 등이다.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통제 능력이나 정서조 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공격 이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자존감, 공감  

채택능력 등의 특성이 잘 발달되어 있고 충분히 성숙한 아동은 사회 으로 바람직

하고 수용될 수 있는 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에 가담할 가능성이 다.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는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감 인 반응과 

학교폭력 간의 계를 분석한 Endresen과 Olweus(2001) 연구에 의하면, 공감과 학교폭

력 간에 낮은 정  상 이 있었으며, 학교폭력에 한 태도가 이러한 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유사하게 Hastings과 그의 동료들(2000)은 학령 기부터 등학교 고학년까지 

공격 인 아동을 추 ㆍ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에 한 걱정( . 공감) 수 이 높은 아동

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격 이고 난폭한 행동이 감소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 한 

걱정 수 이 낮은 아동은 지속 으로 높은 수 의 가해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다른 사람에 한 걱정(공감)이라는 개인 특성은 공격행동의 발달을 억제하거나 

지할 수 있다. 

  Morrison과 그의 동료(1998)는 라틴계 소득층 가정의 공격 인 아동들을 상으로 

학교 응을 조사하 다. 그 결과, 공격 이지만 학교에 잘 응하는 아동 집단은 정

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  지원체계도 발달되어 있었으며 부모들은 자녀의 

방과 후 생활을 효율 으로 감독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에 

하여는 2) 환경 특성 이후에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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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인 험요인

• 자존감 • 분노

• 공감 •  귀인

• 채택 • 학 , 부당한 우

• 자기통제 • 스트 스, 무기력, 좌 감

• 학교 응 • 공격성, 반사회성

<표 II-1-1> 개인 특성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2) 환경 특성

  환경은 미시 ( 인 계) 수 에서부터 학 이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사회, 

매체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특성이 개인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학교폭력 문제를 통합 으로 이해하는 요한 틀이 될 수 있다(조성호, 2000). 

Bronfenbrenner(1995)의 생태학  체계 이론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개인 내  변인과 개

인 간 변인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수 의 환경

에 의해 악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복잡

한 생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에 한 이해는 학교폭력의 

방과 처치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다. 

  학교환경은 물리  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  학교폭력과 학교의 

물리  환경 간의 련성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화장실, 운동장이나 복도, 식당과 같이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Craig & Pepler, 1997). 따라서 심시

간이나 쉬는 시간에 성인이 감독을 하거나 학교 건물 주 를 수시로 순찰할 경우 학교폭

력은 감소한다. 

  일반 으로 학교건물이 무 더럽거나 춥거나 더울 경우 폭력이나 싸움은 증가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쾌 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

교폭력 방에도 효과 이다(Dawyer, Oser, & Warger 1998). 효과 인 학교환경 조성을 

해서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 으로 한 행동에 한 기 를 공유해야하며 일 성 

있고 공정한 학교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규칙은 교육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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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구나 이를 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에 하여 엄격하게 다루고 동일한 차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 야 한다

(Olweus, 1993). 

  다음으로, 학교의 사회  환경과 학교폭력 간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인 계의 향은 지 하다. 래나 부모와의 계, 교사와의 

계 등 요한 타자와의 계는 학교폭력과 한 련이 있다(박 신, 김의철, 2001). 

부모나 교사가 인 계의 갈등을 폭력 이고 공격 으로 해결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Bandura, 1995). 모방을 통해 학

습된 폭력 이고 공격 인 행동은 래와의 계 속에서 강화되거나 습 화된다

(Olweus, 1978; 1993). 

  학교폭력 가해 집단은 부모와의 계가 이며 부모의 감독이 고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경험이 많으며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이상균, 2005; 

신혜섭, 2005). 강압 인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가해학생의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부모의 비일 이고 엄격한 훈육, 감독의 부재, 따뜻함이나 애정의 부족, 자녀에

게 향하는 부정  언어 등은 가해행동과 한 련이 있다(Dishion et al., 1994; Park 

et al., 2005). 

  교사와 학생 간의 정 이고 친 한 계는 학생의 학교 응을 도울 뿐 아니라 난폭

하고 공격 인 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Birch & Ladd, 1997). 반면에 교사와의 계가 

이고 부정 인 학생은 학교부 응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더 자주 학교폭력 가

해행동에 가담한다(이상균, 2005; 박 신, 김의철, 2001). 특히 공격 이고 난폭한 학생일

수록 교사의 향이 크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험요인

이 될 수 있다(Park, 2006).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래로부터 배척받거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이들은 래 간의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감정을 

하게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격 이고 폭력 인 방식으로 발산하기 쉽다(Coie & 

Dodge, 1998). 이처럼 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부 응을 겪는 래와 

자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뿐 아니라 일탈이나 비행행동으로까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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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인 험요인

• 래 계 • 과도한 경쟁

• 교사애착 • 소외, 외톨이

• 학 규칙(처벌포함) • 학 규칙의 부재나 비일 성

• 래 재자 • 교사의 폭력 인 언어나 행동

• 교사의 무 심과 방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 교사, 래와의 계 등 인 계는 아동의 응이나 

학습, 발달 반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험요인이면서 동시에 보호요인으로 작용

한다. 재까지 미국에서 개발된 주요 방 로그램은 아동과 부모를 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부모교육의 효과는 어도 부모의 심과 참여를 제로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한 차선책으로 교사교

육에 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 계 에서 교육 으로 근 가능한 보호요인은 정 이고 지지 인 교사-학생

계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애착이론의 에서 교사 계의 보호  기능을 발견하 다

(Hamre & Piante, 2001; Nicolaides, Toda & Smith, 2002). 지 까지 공격 인 아동을 

해 교사 계 향상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용한 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국내ㆍ외

으로 지지 인 교사-학생 계가 학교폭력 방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요컨 ,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은 정 인 래 계, 교

사 애착, 공정한 학교 교칙(처벌), 래 재자 등이다. 반면에 학교폭력 발생을 유발하는 

험요인은 학 의 과도한 경쟁, 소외나 외톨이, 학  규칙의 부재나 비일 성, 교사의 

폭력  언어나 행동, 학교폭력에 한 교사의 무 심과 방임 등이다. 

<표 II-1-2> 환경 특성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방과학은 인간의 주요한 문제행동이나 정신질환을 방하고 조정하는 데 그 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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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oie, Miller-Johnson, & Bagwell, 2000). 학교폭력 방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험요인을 없애고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 발생을 이

거나 없애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정신건강이나 응에 향을 미치는 잠재 인 선행 

변수, 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을 체계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험요인과 보호요인에 

한 연구 결과는 방 로그램에 필요한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한다. 보호요인은 험

요인의 효과를 완충하거나 응유연성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개인이나 환경 자원으로 

직 으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보호요인은 험요인의 완충제로서 작

용하거나 매개과정을 끊음으로써 험요인이 문제행동을 유발시키지 못하도록 방한

다(박종효, 2007). 

  앞서 밝 진 학교폭력 련 변인 에서 학교폭력 방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

되는 보호요인을 아래와 같이 추출하고, 추출된 요인들의 이론  타당성을 제시하기

해서 선행연구 결과를 심으로 각 요인별 개념, 학교폭력 방과의 련성에 해 논의

하 다. 

1) 공감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상 방의 기분, 감정과 생각들을 충실하게 경험하

고 수용하여 하게 표 하는 능력이다(Hoffman, 1989; Selman, 1980). 선행연구에 의

하면, 공감은 친사회  행동이나 도덕성, 양심의 발달을 진할 뿐 아니라 공격 이고 

반사회  행동을 억제한다(Eisengerg & Fabes, 1998).

  박성희(2004)는 공감을 이해, 체험, 행동, 계의 4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

시하 다. 첫째, 이해의 차원으로서 공감은 공감  이해(empathic understanding)를 일

컫는다. 공감은 다른 무엇보다도 상 방을 이해하는 활동이 요하다. 둘째, 체험의 차원

으로서 공감은 화하는 상 방 안으로 들어가(feel into) 함께 느끼는(feel with) 상을 

일컫는다. 상 방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상 방의 내부에서 진행되는 심리  과정에 

동참한다는 뜻이고 함께 느낀다는 말은 모종의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결국 

공감은 상 의 내부 속에 뛰어 들어가 일시 으로 상 방의 삶을 직  체험하는 과정이

다. 셋째, 행동의 차원으로 공감은 자신이 공감한 바를 구체 인 행동과 의사소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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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는 것이다. 공감  행동은 상 방에게 주의를 집 하고 그의 내부 변화에 주 수

를 맞추며 상 방의 말과 행동에 몰입하고 개입하는 일련의 공감  태도를 일컫는다. 넷

째, 계의 차원으로 공감은 함께 하는 존재의 방식으로서 사람들을 깊이 만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계를 구성한다. 

 

2) 사회정보처리 모형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사회정보처리 모형은 인 계나 사회  상황에서 주어진 자극이 어떤 인지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실행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Crick & Dodge, 1994). 사회  정보처

리과정은 단서의 부호화 →단서의 해석→ 반응산출→반응평가→실행기술→행동의 순으

로 진행된다. 단서의 부호화는 특정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며 해석은 (

립 ) 귀인과정을 포함한다. 반응산출은 해석에 기 하여 가능한 행동 토리를 고려

하는 단계이며 평가는 각 행동 토리가 래할 결과를 비교ㆍ평가하는 과정으로서 

평가 결과에 기 하여 최 의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단계이다.

  공격 인 아동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부분의 단서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상황이나 

행 자의 의도를 으로 해석함으로써 공격 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비공격  반응 안 수가 기 때문에 공격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Slaby & Guerra, 

1988). Sancilio와 그의 동료들(1989)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 인 아동은 인 귀인에 

터해 공격 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상 방의 의도를 우호 으로 귀인했을 때에도 공격

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상 방이 자신에게 고의 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더

라도 공격 인 아동은 자신이  부정 인 결과를 경험하면 그에 한 보복으로 공격 으

로 행동한다. 

  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격 이고 폭력 인 아동을 변화시키기 해서는 여러 가

지 략이 가능하다. 를 들어, 해석 단계에서 귀인을 립 이거나 친사회 으로 변화

시킬 수 있고 반응산출에서는 공격 이거나 폭력 인 행동과 양립 불가능한 안행동을 

학습시킬 수 있다. 한 평가과정에서 비 실 이거나 불합리한 신념을 비 으로 고

려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시킬 수 있다(Espelage & Swear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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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갈등 해결 및 또래 중재 

  사회  갈등 해결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반 할 때 흔히 발생한

다. 갈등 해결과 련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순정, 2000). 첫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갈등이 생기게 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다. 둘째, 가능한 해결방법에 해 인스토 하고 여러 가지 안 에서 

상기술을 사용해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선택한다. 셋째, 갈등 해결

을 한 안을 생각한 후 해결방안을 행동으로 옮긴다. 

  래 재는 래 상담자로 소개되어 리 활용되는 교육 로그램이다(Johnson, 

Johnson, Dudley, & Ackigoz, 1994). 래 상담자는 래 상담자 양성 교육을 통해 필요

한 화기술을 훈련받고 개인 인 문제나 학교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학생

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래 상담자는 친하고 좋은 친구, 마음을 나 고 화하

는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래 재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은 경청하기, 화 이끌어 가기, 문제 정의하기, 감정 

공감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효과 인 질문과 메시

지 달 등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래 재자는 친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게 도움을  수 있도록 훈련 받는다.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은 첫

째, 친구의 기분을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

하게 정의하고, 상 방이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셋째, 상 방과 함께 안을 

생각해 보고 각 안에 한 결과를 측하여 구체 인 실천 계획을 세운다. 넷째, 계획

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추후에 만날 약속을 정한다. 

4)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

  학교폭력은 개인의 성향 뿐 아니라 사회  역동이나 환경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억제

될 수 있다. 따라서 물리  차원 뿐 아니라 심리ㆍ사회  차원의 학교환경을 개선함으로

써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화장실, 운동장, 복도, 식당과 같이 구조화되지 않은 학교환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Craig & Pepler, 1997; Craig, Pepler, & Atlas, 2000; Olweu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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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vin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쉬는 시간이나 운동장 놀이 시간에 연령이나 성에 

한 구조화된 활동을 제공하거나 성인이 감독하는 경우에 공격 인 행동은 감소하며 

친사회  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 졌다. 

  한 Dawyer와 그의 동료(1998)는 학교폭력을 방하기 한 효과 인 학교 환경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효과 이고 안 한 학교는 강한 리더십이 있고, 배려

하는 교직원이 있으며 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에 극 으로 여하고 참여한다. 방

의 시작은 학교 환경을 안 하고 돌 을 받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심시

간이나 쉬는 시간에 성인은 학생들을 살펴보고 수시로 학교 주 를 순찰한다. 일반 으

로 학교 건물이 무 더럽거나 춥거나 더울 경우 폭력이나 싸움은 증가한다. 

  요컨 , 무질서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학교 풍토에서는 학생들 간에 폭력 행동이 더 

증가하는 반면, 효과 인 학교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 으로 한 행동에 한 기 를 

높이고 이러한 행동을 지지한다. 한 효과 인 학교를 만들기 해서는 교육 주체가 모

두 참여하여 동 으로 공정한 학교 규칙을 만들고 구나 이를 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에 해 엄격하게 다루고 공정하게 처

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 야 한다. 이와 함께 래 재나 갈등해결과 같은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통해 학교풍토를 비폭력 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분석

  본 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분석하 다. 각 로

그램은 목 , 구성 요소, 상자, 구  방식, 활용 방법, 운 의 용이성, 효과성 평가 등의 

차원에서 분석되었으며 이를 기 로 로그램의 특징과 제한 , 시사  등을 추출하 다.

가.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우리나라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시우보우, 무지개 로그램, 내가 바로 지킴이, 

헬핑 로그램, 작은 힘으로 시작하자!의 5종을 분석하 다(<표 Ⅱ-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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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명 핵심 구성요소 상 회기/시간
개발기  

(개발연도)

시우보우 

로그램

이타행동, 인 계, 의사소통, 인권

과 평화의식, 폭력 문화,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 ,고

학교 별

10편, 편당 

7-10분

서울  

발달심리

연구실(2006)

무지개 

로그램

마음의 힘, 심과 사랑, 친구상담, 

학교갈등 통찰, 희망가꾸기, 선배체험 

나 기 

, ,고 10회기

청소년

보호 원회

(2002)

내가 바로 

지킴이

학교폭력 ○☓ 퀴즈, 방나무, 으랏

차차, 무비오 , 방교육 강의 등
, ,고 60분

청소년폭력

방재단

헬핑 

로그램

학교폭력에 한 인식, 방 자와 재

자 역할, 학교폭력 법률과 처요령
, 8회기

서울

발달심리

연구실(2005)

작은 힘으로 

시작해 !

폭력 개념, 폭력 트라이앵 (가해자, 피

해자, 방 자), 처행동에 한 이해
40분

사회정신건강

연구소(2005)

<표 II-2-1>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개발 년도가 없는 프로그램은 개발 기관이 현재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연도를 명시하지 않았음. 

1) 시우보우(서울대학교 발달심리연구실)

  이 로그램은 등학생과 ㆍ고등학생을 상으로 동 상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

인 인성 교육, 폭력에 한 인식과 학교폭력 처양식을 학습시키기 하여 개발되었다. 

이 로그램은 학생의 발달수 과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차원을 고려하여 제작되었고 

학생의 흥미와 주의집 을 유발할 수 있도록 상효과를 극 화하 다. 이 로그램은 

교사의 개입이나 훈련과 시ㆍ공간의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강 이 있는 반면에 학

생들이 수동 으로 동 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학생의 극 인 참여나 

활동이 부족하다. 한 이 로그램은 방을 목 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선도나 피해 학생의 치유를 해 활용하는 데 제한 을 가지고 있다. 

2) 무지개 프로그램(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무지개 로그램은 등학교와 ㆍ고등학생을 상으로 학교와 청소년 기 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피해 학생 치유  재활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피해 학생

이 폭력과 상처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에 한 열정과 심을 갖도록 돕는 미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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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 로그램이다. 다만 로그램 모형 개발의 성격이 강해서 학교 장이나 청소년 

시설에서 직  활용하는 데 제한 이며 학생의 흥미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나 

활동이 부족하다. 

3) 내가 바로 지킴이(청소년폭력예방재단)

  내가 바로 지킴이 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의 이해, 실태, 처방법으로서 

등학교 학년과 고학년, ㆍ고등학교용으로 개발되었다. 학  단  혹은 교생 단

의 로그램으로서 자료화면 제시 후, 모둠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개념과 처방법

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ㆍ고등학생용은 역할극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의 입장을 구체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로그램의 경우, 학교

폭력에 한 개념과 처 방법에 치 되어 있어 방  차원에서의 인성교육이나 가ㆍ

피해 학생의 치유  상담의 성격이 약하고 로그램 운 을 해서는 외부인사의 도움

이 필요하다는 제한 이 있다. 

4) 헬핑 프로그램(서울대학교 발달심리연구실)

  헬핑 로그램은 학  체를 상으로 총 8회기로 이루어지며, 단계 인 근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정보처리과정의 개념을 용시킨 것으로서 따돌

림  폭력 련 상황에서의 의도 추론, 비폭력  안행동 생성  행동 결과 측, 애매

한 상황에 한 정 인 해석 연습  정 인 안 반응의 생성 훈련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로그램은 미국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모형으로서 우리나라 학생의 발달  

특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문제는 인지  추론과정에 국

한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 이고 다면  근이 필요하다. 

5) 작은 힘으로 시작해 봐!(사회정신건강연구소)

  작은 힘으로 시작해 ! 로그램은 6～8명 정도로 구성된 모둠 5～6개가 집단상담 

방식으로 총 8회기에 걸쳐 수행되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학생들

에게 슬라이드나 동 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의 개념 이해, 학교폭력 피해/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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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자 학생의 입장별 이해, 처행동에 해 알려 다. 이 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구체 인 처 방식에 한 을 제공한다는 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부 문 강사에 의존해야 한다는 과 로그램 회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제한

이 있다. 

  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특징과 제한 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학교폭력 방을 하여 애니메이션과 다큐를 활용한 동 상 로그램으로는 

시 우보우와 헬핑 로그램이 표 이다. 이들 로그램은 기존 인쇄물 형식의 로그

램에 비해서 비교  학생들의 흥미나 주의를 끄는 데 성공 인 편이다. 그러나 시우보우

는 학생들이 수동 으로 로그램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학생의 극

인 참여나 활동이 부족하다는 제한 이 있다. 한 헬핑 로그램 매뉴얼은 교사가 스스

로 학습하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 단 으로 지 될 

수 있다. 

  둘째, 무지개 로그램, 작은 힘으로 시작해 ! 등은 로그램 모형의 성격이 강해서 

학교 장이나 청소년 시설에서 직  활용하는 데 제한 이다. 한 학생의 흥미나 심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나 활동이 부족하다. 

  셋째, 내가 바로 지킴이 로그램은 학교폭력에 한 개념과 처방법에 치 되어 있

어 방  차원에서의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하는데 미흡하다. 한 로그램 운  시 외

부 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한 활용상의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나.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외국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RCCP, PATHS, Friendly Schools & Families, I 

Can Problem Solve등 4개의 로그램을 분석하 다(<표 Ⅱ-2-2> 참조).

1) RCCP 프로그램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RCCP)은 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갈등을 

해결하는 데 비폭력 인 방법을 사용하고 폭력 인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방하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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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로그램 명 핵심 구성요소 상 회기
개발기

(개발년도)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 

(RCCP)

능동  경청, 자기주장, 

정서 경험, 채택, 동, 

상, 문제해결, 갈등 분석, 

편견 제거 등

유치원생-

고등학생

(K-12)

51회기

RCCP National 

Center, New 

York, USA 

(1985)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문제해결능력, 자기 통제, 

정서조  등
등학생

6권 

119회기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 Univ. 

of Colorado, 

USA (1998)

Friendly Schools &  

Families (FSF)

정  사회 기술 학습, 

학  규칙, 학부모 참여와 

연계, 학교 풍토와 환경

유치원생-

등학생

5수

3단

단 별

3-5 회기

Child Health 

Promotion 

Research Unit, 

Australia (1999)

I Can Problem Solve

(ICPS)

문제해결 용어 학습,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채택, 인과 계 학습, 

안 산출, 결과 평가, 

행동선택

학령 기 

아동-

등학생

59-83

회기

Research Press, 

IL, USA (2001)

문화  이해를 진하기 하여 고안된 로그램이다. 로그램의 내용으로하는 능동  

경청, 자기주장 훈련, 정서  경험, 채택, 동, 상, 문제해결, 갈등분석, 편견의 억

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RCCP는 미국의 다인종 사회와 문화  맥락에 합한 로그램으

로서 우리나라 상황에 용하기에는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계층이나 사회ㆍ문화

 배경이 다른 학생들 간의 가치 갈등을 화합과 화해로 해결하는 사회  기술은 차 

다민족 사회로 변해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발달시켜야 할 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표 II-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 PATHS 프로그램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로그램은 유치원부터 

등학교 5학년까지의 아동을 상으로 정서인식능력, 정  교우 계,  문제해결능력 

등 친사회 행동 기술을 가르치기 하여 고안된 로그램이다. PATHS 로그램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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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동  청소년의 문제해결기술, 자기통제, 정서  조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

다. PATHS는 공격성 발달이론에 근거를 두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효과성을 경험 으로 검증받은 로그램이다. 다만 이 로그램의 운 자는 일정 

기간의 훈련과 연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나 보편화에 제한 이 있다. 

3) Friendly Schools & Families 프로그램

Friendly Schools and Families(FSF)는 호주의 표 인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다. FSS 로그램은 학교폭력 방을 하여 학생 개인 뿐 아니라 학부모와 가정, 학교

와 지역사회가 체계 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로그램은 호주의 학교 

안  기본계획(National Safe Schools Framework)에 기반하여 학교가 주도 으로 

방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로그램의 

주요 요소는 학교정책, 학교 분 기, 학생 리  지원, 학  리, 학생 가족과 학교의 

연계, 물리  학교 환경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뿐 아니라 학  차원에서 교사

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와 포스터 등을 제공한다. 이 로그램은 학교가 주도하고 가

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체계 인 근이 강 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로그램 활용

도가 높지 않다는 단 이 있다. 즉, 로그램의 내용이나 활동이 포 일 뿐 아니라 

교사의 재량에 따라 로그램 내용을 변화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로

그램 효과나 운 의 정확성(integrity) 차원에서 안정 이지 못하다.

4) I Can Problem Solve 프로그램

I Can Problem Solve(ICPS)는 학생들의 인 계나 사회  문제해결 기술을 향상

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을 방하기 하여 고안된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교사가 

심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문제를 하게 해결하고 

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로그램은 문제해결 비기술(Pre-Problem-Solving 

Skills)과 문제해결 기술(Problem- Solving Skills)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 비기

술은 문제해결과 련 있는 용어를 배우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을 고려하면서 사건의 계열이나 흐름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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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제해결 기술은 문제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생각하고 그 결과를 

상하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결정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단계 으로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이러한 기술을 게임이나 이야기, 인형, 역할극 등을 활용해서 가

르치며 실제 생활에 용해 보도록 안내한다. 한 이러한 학습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에 통합되어 인 계 기술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친다

는 이 강 이지만 학생 개인 의 행동에만 을 맞추고 있고 학 이나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책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설령 학생들이 이러한 

인 계나 문제해결 기술을 습득하 다 하더라도 다양한 환경  험요인이 상존하는 

이상, 학교폭력을 충분히 방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상에서 분석한 외국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특징과 제한 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RCCP는 다인종 사회와 문화  맥락에 합한 로그램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 문화에 용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계층이나 사회ㆍ문화  배경이 다른 학생들 

사이의 가치 갈등을 화합과 화해로 해결하는 사회  기술은 다민족 사회로 어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 요성이 차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PATHS는 공격성 발달이론에 근거를 두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

을 상으로 효과성을 검증받은 로그램이다. 다만 이 로그램의 운 자는 일정 기간

의 훈련과 연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나 보편화에서 제한 이 있다.

셋째, FSS는 학교폭력에 한 정책, 사회  물리  환경, 학생 지지, 가족과의 연계, 

학  규칙 등 학교폭력 방을 한 교육원리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개인 인 특성 

이외에 가정과 학교의 보호요인을 강화한다는 에서 포 인 근이지만 로그램 

내용이 방 하고 문 이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ICPS는 유아원부터 등학교 연령의 아동의 인 계 문제를 해결하고 반사회

 행동을 방하기 하여 개발된 로그램으로서 게임이나 이야기, 인형, 역할극 등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아동의 사고양식을 변화시키도록 고안되었다. 교사를 한 스크

립트(Script)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 히 일반 교사가 활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는 제

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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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국내ㆍ외 학교폭력 방 로그램에 한 분석 결과를 기 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국내ㆍ외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부분 8회기 이상 장기 으로 운 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로그램 운  역시 훈련받은 문가에 의존하도록 개발되었다. 이러

한 은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데 가장 큰 제한 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로그램의 회기를 이고 별도의 훈련 없이 최소의 노력으로 교사

가 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부분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활동 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실 상황

에 합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수업과 비슷한 형식을 취하면서 활동 보다는 동 상 시

청과 같이 편리한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에서 개발된 로그램들은 주로 퀴즈나 게임 형식을 빌어서 학교폭력에 

한 지식을 달하는 데 주안 을 두었다. 지식이나 정보 달 주 방교육보다는 학생

들의 심리ㆍ사회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원 인 근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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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이 장에서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하여 로그램 개발의 기본 

틀, 로그램 내용, 로그램 DVD 제작, 교사 매뉴얼 제작  활용방법에 하여 논

의하 다. 

1.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틀

  문헌연구 분석, 국내ㆍ외 학교폭력 방 로그램 분석 결과와 문가 의회의 논의

내용을 기 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로그램의 기본 틀을 구성하 다. 기

본 틀에는 로그램의 목표, 기본원칙, 교육 략, 로그램 개발 차, 차별  특징을 포

한다. 

가. 목표

  방과학(preventive science)의 에서 학교폭력 발생을 발하는 개인  환경  

험 요소를 이고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개인  환경  보호 요인을 강화함으로

써 학교폭력을 방하고 근 하는 데 목 이 있다. 

나. 기본 원칙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방과학에 기 하여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개발한다. 방과학

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험요인은 감소시키고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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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통해  귀인양식, 

분노조  등 부정 인 특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공감과 채택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둘째, 본 로그램의 목 은 가해( 험) 학생이나 피해( 험) 학생의 심리⋅사회  특

성을 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학  내 건강하고 힘 있는 래 집단을 형성하는 데 주안

을 둔다. 즉, 학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래 갈등을 건설 이고 정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래 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래 재자

는 래 간의 갈등을 정 으로 해결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악화되지 못하게 할 뿐 아니

라 교사나 성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은 하고 간 인 유형의 학교폭력을 포착하여 

개입하는데도 효과 이다. 

  셋째, 학교폭력은 일 일 개인 간의 갈등이나 다툼보다는 집단 압력이나 학   학교 

분 기에 의해 유발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등학교 고학년이나 학교 학생들의 경

우 아직까지 심리ㆍ사회 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정서조 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충분

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의 압력과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쉽게 학교

폭력에 가담한다. 따라서 학교나 학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들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우발 이고 충동 인 폭력 행동을 하게 통제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다툼과 갈등이지만 여 히 학교 안 에서 일어나는 폭력

이기에 교사나 학교장은 학교폭력에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본 로

그램은 외부 문가에 의한 방 로그램 운 보다는 교사나 학교장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나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교

사나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방  처를 해 필요한 다양한 교칙이나 학  

규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 외에도 교사나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문화에 한 민성을 고양시킨다든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나 취약지역에 

한 환경 개선 활동과 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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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전략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학교폭력 방을 한 교육 략은 다음과 같다. 교육 략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교폭력 방 로그램에 체 으로 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로그램에만 용되기도 한다. 를 들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략은 모든 로

그램에 용되는 반면에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략은 특정 로그램을 목표로 

하 다. 

  첫째, 학교폭력은 아동기부터 진 으로 증가하다가 청소년기 기에 가장 정 에 

이르며 고등학교 시기부터는 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등학교에서 

학교로 옮아가는 시기에 학교폭력 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요하다.

  둘째, 로그램 자체는 학교폭력 방 교육을 한 교수-학습 지도자료의 성격이 강하

며 로그램을 교사 매뉴얼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극 화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등학생의 경우 사실 이고 실 인 이야기를 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은 발달수 이나 교육  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동화나 우화와 같이 간

이고 우회 인 방식으로 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로그램 시청 후 교사 재량에 의해

서 해당 학교나 학 별로 융통성 있게 실제 사안이나 사건을 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넷째, 공감  채택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방

자 학생의 기분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친사회  행동을 학습시킨다.  

  다섯째, 학교폭력 발생을 유발하는 일련의 인지과정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친사회

인 안행동(의사소통 기술)을 습득시킨다. 

  여섯째, 학교폭력 방을 한 래 역할의 요성에 기 하여 학생들에게 구체 인 

래 재 기술과 행동 요령을 학습시키고 이를 학 에서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일곱째, 학교폭력은 개인 특성 뿐 아니라 학교 환경과 하게 련 있음을 이해시키

고 이를 토 로 안 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 만들기의 요성과 실천 략을 소개함으로

써 개별 학교가 자발 으로 ‘안 하고 즐거운 학교환경 만들기’에 극 으로 동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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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라.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는 등학교 4~6학년 학생을 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차에 따라 학교폭력 방 로그램 4종을 

완성하 다. 

  첫째, 이론  검토, 문가 의회 결과, 국내ㆍ외에서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로그램에 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목   구성 요소를 추출하 다. 

  둘째, 로그램의 목 과 구성 요소, 구  방법 등을 포함하는 로그램 개발안을 작

성하고 이론 문가와 장 문가의 검토를 통해 이를 수정ㆍ보완하 다. 

  셋째, 로그램별로 목 과 내용 요소에 근거하여 비 시나리오를 작성하 으며 시

나리오 내용을 이론 문가와 장 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수정ㆍ보완하 다. 

  넷째, 콘텐츠 제작 업체 선정을 하여 입찰을 실시하 다. 2차의 입찰공고에도 불구

하고 1개 업체만이 지속 으로 신청하여 본원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 다. 

  다섯째, 계약 업체와의 의회를 통해 개발진의 인  구성과 과업지시 내용, 최종 산

출물 등을 조정하 으며 이를 근거로 착수보고서를 수하 다.

  여섯째, 로그램별로 목 이나 내용 요소, 구  방식에 한 연구진의 개발안을 개발

업체에 달하고 이에 한 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 으며 기술 인 차와 매체 선정

에 하여 의하 다.

  일곱째, 로그램 1부터 로그램 4까지 작가는 로그램의 시놉스를 작성하여 연구

진의 검토를 통해 수정ㆍ보완하 으며 시놉스를 확장하여 시나리오 안을 완성하 다. 

그런 다음 본원 연구진과 외부 자문 의 검토를 통해 시나리오 안을 수정ㆍ보완하 다. 

  여덟째,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캐릭터 시안을 작성하고 검토를 통해 시안이 확

정되면 애니메이션 제작이 시작된다.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후 음악과 더빙 등이 입 지

고 일차 으로 완성된 작품은 연구진과 외부 문가의 검토를 통해 수정ㆍ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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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째, 로그램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하여 장조사를 실시하 다. 일

차 으로 완성된 애니메이션은 등학교 4～6학년 에서 8개 학 을 선정하여 이들에

게 시연한 후 연구진이 제작한 평가지를 활용하여 비조사를 실시하 다. 한 장 교

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실험이 진행된 해당 학교의 학교장(교감), 학교폭력 담당 

교사, 생활(인성) 담당 교사,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6인의 교사 평가단을 상으로 집

단 면담방식으로 로그램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열번째, 로그램 평가를 하여 이론 문가와 장 문가를 상으로 문가 의회

를 개최하고 로그램의 구성, 내용 요소, 구  방식, 활용도 등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열한번째, 학생, 교사와 문가 반응을 수렴하여 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하 다. 로

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하여 음악이나 더빙, 화면 처리 등에 한 기술 인 부분에 

해서도 수정을 지시하 다. 

  열두번째, 4종의 로그램을 동일한 차와 과정을 통해 개발한 후, 로고송과 타이틀

을 제작하여 개발된 4종의 로그램과 함께 편집하여 완성하 다. 한 교사들이 로그

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매뉴얼을 제작하 다. 

마. 차별적 특징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기존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과 차

별화될 수 있는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상 시청과 교사 주도의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높

이고자 하 다. 기존의 로그램이 활동 심이거나 상담 문가 등 외부 인사에 의해 운

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그램은 교사가 손쉽게 학생들을 상으로 

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동 상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 다.

  둘째, 애니메이션 심의 DVD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심을 제고함으로써 교

육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 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발달수 을 고려하면서 동

시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과 동 상 방식으로 방 로그램을 제작하

다. 재까지 부분 학교폭력 방 교육은 학교 교사나 외부 련 인사( . 경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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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한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이나 흥미를 제고하는데 제

한 이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증 시키고자 하 다. 

  셋째, 학교폭력의 방 자를 친사회 이고 정서 으로 건강한 래 재자로 변화시킴

으로써 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가해행동이나 피해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학생들의 특성(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특히 피해학생을 돕고 가해학생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래 재자를 

양성하여 래 간의 갈등을 효과 으로 해결하도록 도와 으로써 학교폭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다. 이러한 내용은 로그램 3, 우리 반의 평화는 내 손으로!에서 

래 재에 필요한 기술과 차를 소개하 다. 

  넷째, 개인의 심리ㆍ사회  특성 뿐 아니라 학 이나 학교 환경 차원에서 학교폭력 

방을 도울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강화한다. 학교폭력은 개인 차원에서 

심리ㆍ사회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학 이나 학교 차원에서 학

교폭력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폭력 이고 갈등 인 학  분

기나 학교 문화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수용 인 분 기나 풍토로 바꾸어야 할 것이

다. 이를 해서 교사나 학교장은 학교폭력에 한 명확한 규칙과 기 을 제정하여 학생

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규칙과 기 이 공평하고 철 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집단따돌림(왕따), 언어폭력, 신체폭력, 품갈취 등의 학교폭력 사례 로그램

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4종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각각 공감과 채택능력, 사

회  정보처리, 래 재와 갈등해결, 안 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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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그램 1 : 입장 바꿔 생각해 봐!

1) 목적

  로그램 1은 학교폭력 보호요인인 공감과 채택능력을 발달시키기 하여 개발

되었다. 공감과 채택능력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 기분을 이해하는 친사회  능

력의 기 이다. 이 로그램의 소재는 학 온 학생이 학 친구로부터 놀림을 받고 따돌

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사례이다. 집단따돌림과 놀림 등의 언어폭력은 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선생님이나 학부모는 그 심각성을 제 로 느끼

지 못하는 표 인 학교폭력 유형이다. 

2) 줄거리

서 이는 지방에서 학 온 학생이며 주인공 동훈이는 서 이의 짝이 된다. 반 친구

들은 서 이가 지방에서 왔고 말이나 행동이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서 이를 놀

리고 괴롭힌다. 선생님께서는 동훈이에게 서 이를 도와주라고 말 하셨고 학  친구

들이 서 이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동훈이는 갈등에 빠져 있다. 

선생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동훈이는 다른 반 친구들처럼 서 이에게 무 심하고 

불친 하게 한다. 동훈이는 서 이가 열쇠고리를 애타게 찾지만 못 본 척 한다든지, 

학 온 첫날, 컴퓨터실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서 이에게 알아들을 수 없게 설명하고

는 도망가 버린다. 컴퓨터실에서 서 이가 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당황해 할 때도 도와주지 않고 귀찮아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훈이는 서 이가 어떤 

기분이고 입장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동훈이는 우연히 엄마가 미국에 계신 고모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는다. 엄마는 지난여름 고모 에서 만난 랭크 안부를 묻고, 동훈이는 미국에 있는 

랭크를 떠올린다. 랭크는 동훈이가 미국에서 만난  친구로서 서 이처럼 낯설고 힘

든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  따뜻한 친구 다. 그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불 듯 서

이의 입장이 미국에서의 자신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비로소 동훈이는 서 이가 낯선 학교에 학 와서 학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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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서 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비로소 동훈이는 서 이의 친구가 되고자 결심한다. 다음 날부터 

동훈이는 서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하며 배려하고 친 하게 한다. 이러한 동훈이

의 마음은 2인 3각 달리기 시합에서 크게 빛을 발한다. 짝이 없어서 침울해 하는 서

이를 해 동훈이가 짝이 되어 주었고, 서 이와 동훈이가 자신의 이 지고 있는 상황

을 역 시킴으로써 친구들이 서 이에 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 일을 통해 반 친구들은 서 이를 좋아하고 친구로 여기게 된다. 동훈이의 배려

나 도움에 해 서 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한 동훈이는 랭크를 떠올리며 친구

의 마음과 기분을 잘 이해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치

롭고 기쁜 일임을 경험한다. 

 

3) 교수ㆍ학습 활동

  이 로그램은 학  내에서 따돌리거나 편을 나 어 사귀는 학생들의 행동을 주요 소

재로 다루었다. 비록 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은 서로 차별하고 놀

리며 괴롭히는 일이 흔하다. 놀림을 당하거나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

은 없는지, 이러한 학생들이 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지,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어떤 기분인지, 그 일이 옳은지 등에 하여 학생들이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요하다. 

  한 이러한 학생들이 지속 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도록 그 로 방치해 

두기 보다는 극 으로 도와주고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해 구체

으로 어떻게 도와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 인지를 학생들이 자발 으로 생각

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행동이 학 에서 보편화될 수 있도록 교사는 학  규

칙을 마련하거나 보상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프로그램 2: 나라면 어떻게?

1) 목적

  로그램 2는 사회  정보처리과정을 기 로 하여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과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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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통해 폭력 이고 공격 으로 응하기 보다는 사회 으

로 수용할 수 있고 한 방식으로 응하도록 학습시키는 데 목 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상 방과 우연히 부딪히거나 상 방이 얼굴을 푸릴 때, 는 친구들이 말

하다가 자신을 보고 자리를 피할 때와 같이, 행 자의 의도가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부정 이고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귀인 양식

을 가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공격 이고 폭력 인 응행동을 하고 효과 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실행에 옮긴다. 본 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에서  는 부정 으로 

해석하는 것이 한지, 공격 이고 폭력 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래하는지를 학생

들이 생각하고 평가하도록 개발되었다. 

2) 줄거리  

  주인공 경식이는 청솔이와 같은 반 친구이다. 평소 청솔이의 지나친 장난 때문에 청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경식이에게 어느 날 새로 산 필통을 청솔이가 무례하게 빌려가

려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 경식이는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고 청솔이도 치사하다며 가

버린다. 잠시 후 화장실 앞에서 뛰어오던 청솔이와 경식이가 그만 부딪히게 되고 경식이

는 넘어지고 만다. 넘어진 경식이는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경식이에게는 마음의 악마와 천사가 나타나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한다. 악마는 

필통을 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청솔이가 복수를 하기 해서 일부러 부딪힌 것이라고 

하면서 평소에도 못마땅했던 청솔이의 다른 행동들을 떠올리게 한다. 악마의 충동에 동

의하는 경식이는 미안하다는 청솔이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식

이와 청솔이는 싸움을 하게 되고 싸움이 심각해져서 청솔이가 크게 다치게 되었다. 다친 

청솔이를 보면서 경식이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경식이는 상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화장실 앞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돌아가 있고 

이번에는 천사의 선택을 하게 된다. 천사는 경식이에게 자신이 실수했던 경험이나 다른 

친구가 오해해서 속상했던 일등을 생각해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식이는 청솔이의 사

과를 받아들이면서 둘은 사이좋은 계가 된다. 한 경식이는 청솔이의 새로운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친구와의 계에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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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ㆍ학습 활동

  이 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래 간의 갈등이나 폭력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친구들끼리 생기는 사소한 말다툼부터 집단끼리 부딪히는 몸

싸움까지 그 발달은 상 방에 한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학

생들이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학생들이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본 로그램을 시청 후, 교사는 로그램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 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 갈등 상황

을 나열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정 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이 우발 이고 즉흥 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강

조하고 상 방과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할 경우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나 결과를 상

해 보는 것도 요하다.

다. 프로그램 3: 우리 반의 평화는 내 손으로!

1) 목적

  로그램 3은 학교폭력 방을 하여 래 재와 갈등 해결 방법을 소개하는 데 목

이 있다. 래 재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다툼을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러한 래 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뿐 아니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련 

있는 사람들의 요구나 기 를 최 한 수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요구나 기 를 양보하

고 타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로그램 3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갈등을 방 자의 자세와 태도로 하기보다는 극 이고 창의 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래 재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줄거리

  연주의 반에서 다른 두 친구(철수와 호민이)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연주는  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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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재를 하게 된다. 연주는 호민이의 얘기를 먼  들어보는데, 호민이는 어느 

날 생일 선물로 받은 인라인 스 이트를 학교에 가져오고 이를 본 철수는 호민이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지만 호민이는 철수가 자기에게 게임기를 빌려주지 않았다며 거 한

다. 호민이가 다른 친구( 희)와 놀러 나간 사이에 호민이의 인라인 스 이트가 망가졌

고 호민이는 철수를 의심한다. 

  연주는 철수에게 설명해  것을 부탁하고 철수는 얘기를 시작한다. 철수는 호민이가 

나간 사이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호민이의 인라인 스 이트를 타고 나간다. 하지만 

철수는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고 호민이의 인라인 스 이트는 망가지게 된다. 놀란 철수

는 일단 한 마음에 호민이의 사물함에 다시 넣었는데, 수업이 끝난 후 호민이가 와서 

크게 화를 내게 되고 철수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몰라 한다. 호민이는 이를 이용해 

철수의 게임기를 빼앗아가고 음료수 값을 철수에게 떠넘기는 등 철수를 곤란하게 한다. 

다음 날 철수의 숙제마  빼앗으려고 하면서 철수의 무릎을 치게 되고 더 이상 참지 못

하게 된 철수는 호민이와 싸움을 벌이게 된다.

  양쪽의 얘기를 들은 연주는 호민이와 철수에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수 있는 역할극

을 제안하게 되고 둘은 서로의 입장에 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어서 연주는 두 친

구에게 게임기와 인라인 스 이트를 서로 빌려  것을 제안하고 호민이와 철수는 수

을 하면서 서로에게 사과한다. 연주의 재로 인해 두 친구는 화해를 하게 되고 연주는 

뿌듯한 마음이 든다. 

3) 교수ㆍ학습 활동

  이 로그램은 학교폭력을 방하기 하여 래 재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학 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데 목 이 있다. 학

교폭력은 교사나 성인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괴

롭히거나 폭력을 가할 때 다수의 학생들이 방 자 는 수동  공격자의 역할을 담당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방 자나 수동  공격자를 변화시켜서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

하려는 노력이 요하다. 래 재자 로그램은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것으로

서 로그램 3은 래 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인 기술과 역할을 알려 으로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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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학교폭력의 조짐이 발견되었을 때 정 이고 사회

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할 수 있도록 비시키는 데 을 둔다. 따라서 교

사는 학생들에게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차에 해 알려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학 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 프로그램 4: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1) 목적

  로그램 4는 학교 환경이 학교폭력 발생을 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 하여 학교폭력 방을 돕는 최 의 학교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해 학교폭력에 한 규칙 정하기, 학교 평화 지킴이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시하고 이

러한 활동들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자체 으로 학교폭력 방을 돕는 학교환경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줄거리

유리네 학교는 얼마 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6학년 

형들이 어린 동생의 돈을 뺏기도 했고, 5학년 교실  화장실에서는 같은 반 친구끼리 

싸우다 한 명이 많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유리는 당한 은 없지만 그래도 

늘 불안에 떨면서 학교를 다녔다. 

학교폭력이 무 심해지자, 교장선생님은 교직원 회의를 열어 책을 상의했고 학생

들의 참여가 요하다는 단 하에 학 별로 학교폭력 방을 한 학 회의를 열도록 

하셨다. 학생들은 학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를 만들 수 있을지에 해 논의하 다. 유리네 학교에서는 학 회의에서 나온 의견 에

서 가장 좋은 안건들을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칭찬방’이 개설되어 있다. 이 방에는 구든지 들어와서 친구를 보

살펴 주고 도와  친구를 칭찬하도록 한다. 이 방에는 실명으로 가 어떻게 도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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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는다. 학생들은 수호천사나 믿음지기를 뽑아서 어려움을 겪거나 폭력을 당하

는 학생들을 극 으로 도와주고 이러한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 

다.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거나 이메일, 채  등을 활용하여 서로 친

감을 유지하며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학교 내에서 폭력이 있었던 장소에는 쁜 의자가 놓이고 밝은 빛의 조명을 항상 

밝  두었다. 쁜 의자와 조명이 생기면서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고 이런 장소에서 친구

들은 함께 비 이야기를 나 다. 화장실이나 복도에도 싸움이 있었던 곳에는 쁜 그림

을 걸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힌 액자를 놓아둠으로써 학생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키우

도록 하 다.

3) 교수ㆍ학습 활동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 만들기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를 확인하고 그러한 장소를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폭력 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을 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한 물리  환경뿐 아니라 교사와 학

생 사이의 계나 래 학생 간의 계 등 학교의 사회  환경을 정 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 역시 학교폭력을 방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응을 돕는데 크

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 이나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한 애교

심을 향상시키고 학교 구성원에 해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 DVD 제작 

  로그램 DVD 제작 기술 용역은 등학교 4~6학년 학생을 한 학교폭력 방 로

그램 4종을 DVD로 제작하는데 목 이 있다. 각 로그램은 15분 내외의 애니메이션 3종

과 다큐 형식의 동 상 1종이 제작되었다. DVD로 제작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국 등학교와 청소년 기 에 배포하여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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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 내용

  기술용역을 통해 제작되는 DVD 로그램 제작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그램 타이틀, 로고, 로고송을 제작한다. 타이틀, 로고와 로고송은 네 편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시작되는 도입 부분에 들어가며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메시지를 효과 으로 달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하 다. 

  둘째, 로그램 스토리보드 작성  극화 과정이다. 로그램의 안은 한국교육개발

원 연구진이 제공하며 이 원고를 바탕으로 구성작가가 참여하여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흥미롭게 구성하 다. 한 스토리보드의 타당성과 합성을 검증하기 해서 설계 후 

수차례에 걸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과 자문 원의 검증을 받아 수정ㆍ보완하 다. 

  셋째, 시나리오가 완성된 후 캐릭터 시안을 개발하 다. 캐릭터는 주인공을 포함하여 주

요 인물의 특성  역할 등을 반 하여 개발하 다. 캐릭터가 개발된 후에는 시나리오와 

스토리 보드에 입각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다. 애니메이션은 나래이션, 효과음, 배경

음악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효과를 활용하여 래시 형태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애니메이

션은 편집과정을 거친 후 각 로그램 별로 타이틀과 로고송, 로고가 입 져 완성되었다. 

나. 개발 절차

  로그램 개발 차는 착수, 분석, 설계, 개발  제작, 실행  평가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II-3-1]과 같다. 

  첫째, 착수 단계에서는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서를 검

토하여 수정을 요청하며 이를 기 로 제작사가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작하여 제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검토ㆍ승인한다. 

  둘째, 분석 단계에서는 콘텐츠 개발 략을 수립하기 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제작사, 

련자들이 워크 에 참여하 다. 워크 에서는 학습자 특성 분석, 교육목표와 학습내용 

 학습 환경에 한 기본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를 기 로 학습주제가 선정된다. 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원고에 한 검토와 함께 제작사는 콘텐츠별 설계서를 작성

하여 검토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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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DVD 제작 절차

  셋째, 설계 단계에서는 콘텐츠별 설계를 바탕으로 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시험 으로 

용해 보며 이에 한 검토  승인을 통해 스토리보드와 콘티를 작성한다. 

  넷째, 개발  제작 단계에서는 콘텐츠가 개발되고 이를 본원 연구진과 자문 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시범 용한다. 콘텐츠 개발은 캐릭터 개발  애니메이션과 동 상 제작 

과정을 거쳐 일차 으로 완성된다. 

  다섯째, 실행  평가 단계에서는 학생, 교사와 문가를 상으로 비실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 하여 애니메이션과 동 상을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5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4. 교사 매뉴얼 제작 및 활용

가. 교사 매뉴얼 제작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교사 매뉴얼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주기 하여 제작되었다. 교사 매뉴얼은 학교폭력 방교육을 하여 

교사가 미리 알아야 할 지식이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하여 

시 인 교수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교사 매뉴얼에는 

로그램의 목 , 구성과 내용, 활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리 릿 형태로 제작되어 교

사들로 하여  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책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기존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과 달

리 학교폭력 자체에 한 지식이나 처방법을 알려주기 보다는 학교폭력을 방할 수 

있는 보다 근원 인 근으로서 학생의 주요 심리⋅사회  특성을 강화하고 학교 환경

을 안 하게 변화시키는데 주안 을 두고 있다. 각 로그램의 내용 요소인 공감, 사회  

정보처리과정, 갈등해결( 래 재), 안 하고 즐거운 환경에 한 설명과 함께 이러한 요

소가 어떻게 학교폭력을 방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지 제시하 다. 

 

나. 활용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 4편은 등학생을 상으로 한다. 

로그램 1종당 시청시간은 15분 내외이나 로그램 시청 후에 교사가 학생 활동을 개하

는 경우 동 상 시청을 포함하여 략 40분정도가 소요된다.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로그램은 다양한 시간에 활용될 수 있다. 학교폭

력 방을 목표로 창의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어려

운 경우, 조회 시간이나 종례시간, 심시간 등 수업 이외 시간에 학생들이 동 상만 시

청할 수 있다. 로그램 활용에 한 자세한 내용은 교사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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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이외의 시간 활용

  본 로그램은 가능한 교사가 별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재미있게 시

청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을 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한 아침조회나 종례

시간, 심시간, 기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사 매뉴얼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로그램을 시청할 경우, 교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유의  등을 밝 서 로그램 실시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효과를 제

고할 수 있도록 하 다. 

  심시간 동안 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학생들이 심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20분 내외로 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해서 교사가 유의할 은 다음과 같다. 

  아침 조회시간에 오늘 심시간에는 방교육을 해 동 상 시청이 있을 것임을 알

려서 학생들이 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심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시간을 통제하여 가

능한 모든 학생이 정해진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개인 인 일을 마무리해서 정해진 시간에 학  체 학생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동 상 시청에 앞서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 부터 시청할 내용은 학생들에게 학교에

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심을 가지고 잘 보고, 이 만화 화를 다 본 후에는 

간단하게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할 것임을 알린다.

  시청하는 동안 학생들의 주의를 집 할 수 있도록 복도에 다니는 아이들을 통제할 뿐 

아니라 조명이나 소리의 크기 등을 하게 조정한다.

  시청 후에는 학생들에게 무엇에 한 내용인지, 어떤 것을 느끼거나 생각하게 되었는

지, 혹시 우리 반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없었는지에 해 간단히 질문을 하고 2～3명 정 

도의 학생이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만화 화 는 동 상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 다. 를 들어 동훈이나 서 이에게 편지쓰기라든지, 유사한 경험을 한 경우

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개인 으로 의견

을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좋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읽어  후 정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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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장 바꿔 생각해 !

학습 목표
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기분이나 생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을 놀리거나 괴롭히기 보다는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활동 과정 동 상 시청과 교사 진행의 학생 활동

학습 자료 애니메이션 

도입

- 만화 화를 보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해 간략히 설명해 다. 

- 학생들의 주의나 흥미를 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나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학  친구들 간의 갈등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개

로그램 동 상 시청(15분 내외)

- 학생들이 집 할 수 있도록 환경 인 방해요소를 차단하고 조명이나 소리

의 크기 등을 당히 조정한다.

- 학생들이 시청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주의가 산만하

거나 장난스럽게 반응하는 학생을 하게 통제한다. 

활동: 토론

- 학생들이 만화 화를 시청한 후 교사는 학생을 모둠으로 나 고 사 에 

비한 질문지를 돌려서 모둠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  수 있도

록 한다. 

- 모둠 토론을 한 시 질문은 다음과 같다. 

2) 수업시간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창의  재량활동이나 도덕과 수업의 

일부로 활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수업계획안을 작성하 다. 형 인 방식으로 도입, 

개, 활동, 정리로 구성되며 과정별로 교사와 학생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 다. 이는 수업

계획안의 모형이므로 학생 수 이나 학교 상황을 반 하여 교사 스스로 융통성 있게 변

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4종의 로그램 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의 수업지도안을 시 으로 제

시하 다. 다른 로그램 3종의 수업지도안은 KEDI 학교폭력 방 로그램 교사 매뉴

얼에 포함되어 있다.

<표 III-4-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업 지도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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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토론을 한 시질문

• 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 당했을 때 서영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 여러분이 서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 서현이를 괴롭히는 반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서현이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 만화 영화를 보고 서현이의 마음과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나요?
•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기분,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서현이는 동훈이가 다가와 따뜻하게 대해주고 함께 달리기 짝이 되자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 학생들이 모둠을 나 어 토론한 내용을 체 학 에서 돌아가면서 발표하

도록 하고 좋은 의견에 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정리

- 토론을 마친 후 학생들의 좋은 생각을 심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학습메시지를 정리 활동으로 신한다.  

학습메시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보다 열등해 보인다거나, 자기와 다르다고 해

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같이 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친구의 단

이나 부족한 에 해 놀리지 말고, 장 에 심을 갖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하는 자신도, 칭찬받는 친구도 즐겁고 행복해 집니다. 

학교폭력 방을 한 tip

•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입장 되어보고 마음 헤아리기
• 따돌림 당하거나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어 함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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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1. 타당성 평가의 개요

가. 목적 

  타당성 평가는 다음의 두 가지 목 을 해 수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

교폭력 방 로그램이 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쉽게 발생하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고 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로그램

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 수정ㆍ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반 한다.

나. 평가 절차 및 내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의 평가는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로그램 문가를 

상으로 실시하 다. 학생과 교사 상의 타당성 평가를 해 서울시교육청의 조를 얻

어 학교폭력 발생률과 사회ㆍ경제  수 을 고려하여 등학교 4개교를 선정하고 각 학

교별로 로그램 1편씩 진행하 다. 

  학생 평가는 해당 학교에서 임의로 선정한 4～6학년  2개 학 을 선정하여 해당 학

에서 로그램을 시연한 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교사 평가는 방과 후 

학  담임교사와 생활부장 교사를 포함한 6인을 상으로 진행되었고 로그램을 시청

한 후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문가 평가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 개발  활용과 

련한 이론  장 문가 3인을 상으로 본원 회의실에서 로그램을 시연한 후 집

단 면담 방식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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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이름 상학교와 상학생 평가일시

입장 바꿔 생각해 !
서울 S 등학교

5학년과 6학년 1개 학 씩

2007년 10월 24일(수) 

12:00～2:00

나라면 어떻게?
서울 B 등학교

5학년과 6학년 1개 학 씩

2007년 11월 13일(화)

2:00～4:00

우리 반 평화는 내손으로!
서울 C 등학교

4학년과 5학년 1개 학 씩

2007년 12월 18일(화)

2:00～4:00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서울 H 등학교

4학년과 5학년 1개 학 씩

2007년 12월 20일(목)

2:00～4:00

  로그램 별로 타당성 평가를 하여 선정된 상학교와 평가 일시는 다음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대상학교와 일시

  학생을 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내용과 교사  문가를 상으로 수행된 면담 조

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서는 로그램의 흥미도, 메시지 달 정도, 내용의 난이도, 행동 여 정

도, 만족도에 해 평가하도록 하 으며, 서답형 문항을 통해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구체

으로 확인하 다. 

  면담조사에서는 로그램의 타당성, 효과성, 발달수 에의 부합정도, 흥미도, 매체 구

  표 의 성, 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 으며 제안된 의견은 

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반 되었다. 

다. 평가 방법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하여 로그램 시연 후 학생에게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교사와 문가에게는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1) 학생 평가

  평가 상 학생들을 상으로 학 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 로젝트 TV로 학

교폭력 방 로그램 1편을 시청하도록 하 다. 그 후, 학생들에게 로그램에 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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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지를 배포하고 10분 정도 작성하게 하 다. 학생들에게 실시한 평가 조사지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지에서는 시청한 만화 화에 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

도로 재미있게 느 는지(흥미), 만화 화의 주제(메시지 달)나 내용을 어느 정도로 이

해했는지(이해), 만화 화를 본 후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심했는지(행동 여), 이런 만화 

화를 다시 보고 싶은지(만족도)에 해 질문하 다.

  한 주인공 입장이라면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로그램에서 놀리는 친구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하도록 해서, 로그램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달되었는

지를 질 으로 평가하 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로그램의 흥미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하여 재미있는 부분과 지루한 부분에 해 기술하도록 하 다. 

 

2) 교사 평가

해당 학교의 학교장( 는 교감선생님)과 학교폭력 방 교육에 심 있는 담임선생님 

등 6명의 교사가 로그램 평가에 참여하 다. 평가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한 학 에 모

여서 학생들이 시청한 동일한 방 로그램 1종을 시청하도록 한 후, 선생님들의 시청 

소감과 수정사항, 개선사항 등에 해 집단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교사들과의 집단 

면담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되었고 평가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3) 전문가 평가

  학교폭력 이론 문가, 학교폭력 교육 문가, 학교 상담 이론가 등을 상으로 학교

폭력 방 로그램 4종을 두차례에 걸쳐 시연한 후 로그램의 타당성에 한 의견, 수

정ㆍ보완해야 할 내용, 활용방법 제고방안 등에 하여 집단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문가 상 평가 의회는 각각 2시간 동안씩 진행되었다. 

라. 분석 방법

  학생용의 경우 서답형 문항은 빈도 분석을 심으로 반응결과를 제시하 고 주 식 

문항은 주요 반응을 심으로 요약하 다. 한 교사용과 문가용은 면담조사에서 나



매우 재미있음

43.1%

조금 재미있음

37.9%

보통

13.8%

조금 지루함

3.4%

매우 지루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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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결과를 요약하여 주요 경향을 제시하 다. 

2.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네 종의 로그램에 한 타당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1: 입장 바꿔 생각해 봐!

1) 학생 평가

  학생을 상으로 로그램 1에 한 흥미도, 메시지 달력, 이해도, 행동 결심, 만족

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흥미도

  로그램 1에 해 매우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3.1% 고 조  재미있다고 응답

한 학생도 37.9%로 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흥미도를 보 다.

[그림 Ⅳ-2-1] 프로그램 1: 흥미도

나) 메시지 전달력

  학생들에게 만화 화의 주제를 이해했는지에 해 질문한 결과, 확실히 알 것 같다고 



약간 쉬웠다
39.7%

그저 그렇다
15.5%

너무 쉬웠다
44.8%

약간 알 것 같다

45.6%

그저 그렇다

12.3%
확실히 알 것 같다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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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학생이 41.4%이고 약간 알 것 같다고 답한 학생은 44.8%로 부분의 학생들이 

로그램의 주제에 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

생은 단 한명도 없어서 학생들이 로그램의 메시지를 잘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로그램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 는지를 악하기 하여 ‘서 이를 놀리는 친구들

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은 서 이의 입장이나 감정, 

생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분의 학생들은 학 온 친구를 

놀리는 것은 나쁜 데 그 아이가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혹은 친구들도 서 이처럼 당해 

야 그 기분이 어떨지 안다고 답했다.

[그림 Ⅳ-2-2] 프로그램 1: 메시지 전달력

다) 이해도

  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는지 혹은 어려웠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분의 학생들

은 ‘ 무 쉬웠다(44.8%)’거나 ‘약간 쉬웠다(39.7%)’고 응답했다. 반면에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림 Ⅳ-2-3] 프로그램 1: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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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동 결심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해 결심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부분의 학생들(63.8%)

은 그 다고 응답한 반면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31.0% 다. 한 결심하지 못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5.2%로 소수 다. 

  구체 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에 해 부분의 학생들은 학 온 서 이가 불 하

고 외로울테니까 잘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응답하 다. 많은 학생들이 서 이의 

입장이나 생각,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뿐 아니라 행동 차원에서는 학 온 친

구나 따돌림 당하는 친구와 잘 지낼 것이라고 응답해서 부분 으로 공감이나 채택

능력이 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2-4] 프로그램 1: 행동 결심

마) 만족도

 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기 하여, 이런 로그램을  보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 

63.8%의 학생들이 다음에도 보고 싶다고 답했으며 24.1%의 학생은 그  그 다고 응답

하 다. 반면에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12.1% 다.

[그림 Ⅳ-2-5] 프로그램 1: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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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평가

  로그램 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교사를 상으로 로그램 1이 학교폭력 방 로그

램으로 한지, 로그램 내용 요소인 공감과 채택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발달수 에 합한지, 학생들의 주의나 흥미를 끌기에 

한지, 로그램 구 방식이나 표 이 한지, 로그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상하는지를 질문하 다. 

  그 결과 교사들은 우선 학교폭력을 직 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

교폭력 방 로그램으로 다소 부 한 것으로 생각하 다. 특히 학 온 학생에 한 

놀림이나 따돌림은 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오히려 실을 미화하는 것처럼 보 다고 평가하 다.

  반면에 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나 주의를 끄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며 학생들

이 좋아할 캐릭터 고 표정이 재미있었다고 평가하 다. 한 학생들이 흔하게 경험하

는 일들이어서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소 쉽게 느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 다. 

  로그램의 내용 요소인 공감이나 채택능력은 하게 표 되어 있기 때문에 학

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학생의 생각이나 심정을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로그램 활용도는 비교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만화 화만 보여주는 것

으로는 소정의 목 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한 재량활동이나 도덕시간과 같이 수

업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에게 로그램을 보여주고 교사가 수업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활

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교사가 로그램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지도안 형태의 교사 매뉴얼을 충실하게 작성해  것을 요청하 다. 

  교사들이 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으로 지 한 내

용은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것보다는 칭찬 카드나 숙제 면제와 같은 실성 있는 보상으

로 치하는 것이 좋겠고, 수업 비물은 학교에서 구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체육 회

를 지나치게 경쟁 으로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 다.



66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3) 전문가 평가

  학교폭력 이론  장 문가 3인을 상으로 로그램 1에 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하 다. 문가들이 지 한 의견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온 학생이 학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는 사례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으로서 실감이 있어서 좋았다. 다만 학  친구로부터 따돌

림을 당하는 아이들에 해서는 다양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이러한 오해로 인해 오히

려 피해학생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로그램을 시청하는 학생들이 쉽게 

공감하기 해서는 서 이가 놀림을 당하는 이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겠다. 이럴 때 

학생들은 서 이에게 쉽게 공감하고 서 이의 입장이나 생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로그램 내용 에서 실감이 부족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등학생들이 하

는 보다 친숙한 에피소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지방에서 학 왔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다는 가정은 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

들 사이에는 모둠을 나 어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은 모둠의 구성원이 되기 어렵고 구성원이 되어도 발언권을 주지 않아 소외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보여 으로써 학생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학교폭력의 유형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로그램의 캐릭터나 장면 표 은 하다고 단되며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들

어서 불필요한 장면은 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로그램의 핵심 장면은 더 확실하게 

강조해서 메시지가 직 으로 달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랭크를 떠올리며 자신

의 입장과 서 이의 입장이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을 상에서 잘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동훈이가 학교폭력의 방 자나 동조자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지해

주는 입장으로 바 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나. 프로그램 2: 나라면 어떻게?

1) 학생 평가

  학생을 상으로 로그램 2에 한 흥미도, 메시지 달력, 이해도, 행동 결심,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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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흥미도

  로그램이 매우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7.6% 고 조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

생도 37.9%로 부분의 학생들(65.5%)은 로그램에 한 높은 흥미도를 보 다. 반면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4.1% 으며 지루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0.4%로서 일부 학생

들은 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6] 프로그램 2: 흥미도

나) 메시지 전달력

  만화 화의 주제에 한 이해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알 것 같다고 응답한 학생이 

53.4%이고 약간 알 것 같다고 답한 학생도 34.5%로서 부분의 학생들은 주제에 해 

잘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0.3%로서 일부 학생들은 

로그램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7] 프로그램 2: 메시지 전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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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 는지를 악하기 하여 ‘경식이가 화를 낸 이유

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솔이의 사과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하 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학생들이 경식이가 화낸 이유는 지난번에 과자를 빼앗아 먹었을 뿐 아

니라 일부러 넘어뜨렸다는 악마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 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일부 

학생은 넘어져서 아팠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 경식이가 청솔이의 사과를 받아들인 

이유에 해서도 청솔이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청솔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천사

의 생각이 옳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한 학생들의 응답을 기 로 

해서 단해 볼 때, 로그램을 시청한 학생들은 부분 로그램이 의도한 내용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이해도

  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는지 혹은 어려웠는지에 해 질문한 결과, 부분의 

학생들은 ‘ 무 쉬웠다(53.4%)’거나 ‘약간 쉬웠다(31.0%)’고 응답했다. 반면에 무 어려

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소수(2명, 3.4%) 다.

[그림 Ⅳ-2-8] 프로그램 2: 이해도

라) 행동 결심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해 결심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부분의 학생들

(74.1%)은 그 다고 응답한 반면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22.4% 다. 한 결심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로 소수 다. 

  구체 으로 어떻게 결심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학생들에게 ‘네가 경식이라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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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행동할지’에 해 질문하 다.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많은 학생들은 

청솔이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고, 싸워

서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혹시 싸우는 것이 들키면 혼날 수 있기 때문이라

고 응답했다. 

[그림 Ⅳ-2-9] 프로그램 2: 행동 결심

  한편, 그냥 혼자서 일어난다고 응답한 학생도 상당 수 있었고 기분이 나쁘니까 화를 

낸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어 일부 학생들은 여 히 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 으로 볼 때, 이 로그램을 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은 싸우는 것이 

나쁜 결과를 래하고 그로 인해 자신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사회  정보처리 과정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

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 만족도

  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기 하여, 이런 로그램을  보고 싶은지에 해 질문한

[그림 Ⅳ-2-10] 프로그램 2: 만족도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다음에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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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7.9%의 학생들이 다음에도 보고 싶다고 답했으며 48.3%의 학생은 그  그 다고 

응답하 다. 반면에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13.8% 다.

2) 교사 평가

  로그램 평가를 실시한 등학교의 재직교사 5인과 교감선생님을 상으로 로그

램 2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으로 한

지, 로그램 내용 요소인 사회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학

교 4～6학년 학생의 발달수 에 합한지, 학생들의 주의나 흥미를 끌기에 한지, 

로그램의 구 방식이나 표 이 한지, 로그램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상하는지

에 해 질문하 다. 

  이에 해 교사들은 우선 로그램에서 학교폭력을 직 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비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비교  학교폭력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보다 극단 인 

학교폭력 에피소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 다. 

  로그램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보다는 일반 으로 

착하고 모범 인 학생들로 보이며 그들이 경험하는 사례 역시 학교폭력보다는 학생들 간의 

가벼운 다툼이나 갈등 정도로 보이기에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내용으로 해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은 등학교 학년 수 에서 도덕과 내용  일

부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 연계하여 가르치는 것이 해 보인다고 평가하 다.

  로그램은 반 으로 평면 이고 흥미롭게 구성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으며 특히 등학교 6학년에게는 유치하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하 다. 로그램 활용도에 있어서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제작

이 필요하며 교사 상 홍보가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하여 캐릭터의 표정이나 말소리 등을 생동감 있게 바꾸고 

다양한 효과음을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3) 전문가 평가

  학교폭력 이론  장 문가 3인을 상으로 실시한 로그램 2의 타당성 평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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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그램 2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인지  과정을 소개하는데 목 이 있다. 이

러한 인지  과정은 학생들이 흔하게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공격 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친사회 으로 반응할지를 결정하는데 요한 요소로서 학교폭력 방 로그램

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로그램은 이 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이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처하는지를 주로 다루었던 것과 차별화되면서 학교폭력 방을 해 

가장 기본 인 인성이나 심성을 다루고 있어서 신선하다고 평가하 다. 반면에 학생들

이나 일반 교사들이 로그램을 보고 이러한 인지  과정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입 부분이나 간 부분에서 이 로그램이 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가 무엇인지를 직 으로 제시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둘째, 로그램의 효과성을 극 화시키기 해서는 로그램 시청 후에 교사가 학생

들에게 유사한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하게 하며, 그

러한 선택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래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이 진행될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이를 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네 컷 만화를 완성해 보도록 한

다든지, 역할극의 시나리오를 써보고 역할극을 직  해보게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셋째, 문가들은 로그램의 제한 으로 만화의 완성도가 반 으로 떨어지며 색깔이

나 음악, 캐릭터의 모습, 장면처리 등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

다고 평가하 다. 특히 로그램에서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비교  단순하고 교육

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미있게 보기 해서는 내용 간 간에 재미있는 요소나 장치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더불어 학교 환경이나 주인공, 천사와 악마 

등이 학생들에게 인상 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메시지 달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만화 

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다. 프로그램 3: 우리 반의 평화는 내 손으로! 

1) 학생 평가

  학생에게 로그램 3에 한 흥미도, 메시지 달력, 이해도, 행동 결심, 만족도를 평



매우 재미있음

18.5%

조금 재미있음

57.4%

보통

14.8%

조금 지루함

7.4%

매우 지루함

1.9%

약간 알 것 같다

22.2%

그저 그렇다

5.6%

잘 모르겠다

3.7%

확실히 알 것 같다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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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흥미도

  로그램이 매우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8.5% 고 조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

도 57.4%로 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흥미도를 보 다.

[그림 Ⅳ-2-11] 프로그램 3: 흥미도

나) 메시지 전달력

  학생들에게 만화 화의 주제를 알겠는지에 해 물은 결과, 확실히 알 것 같다고 응답

한 학생이 68.5%이고 약간 알 것 같다고 답한 학생도 22.2%로 부분의 학생들은 주제

에 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2명뿐이 

[그림 Ⅳ-2-12] 프로그램 3: 메시지 전달력



약간 쉬웠다

27.7%

그저 그렇다

5.6%

약간 어려웠다

1.9%

너무 어려웠다

1.9%

너무 쉬웠다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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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들은 없었다.

  로그램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 는지를 악하기 하여 ‘ 래 재자 연주의 행

동이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싸울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해 질문하 다. 

그 결과, 부분의 학생들은 두 친구의 입장을 골고루 생각해 주기 때문에 는 애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 다. 일부의 학생

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연주의 방식 로 하면 더 싸움이 날 것 

같다거나 비 실 이라고 기술하 다. 

다) 이해도

  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는지 혹은 어려웠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분의 학생

들은 ‘ 무 쉬웠다(63.0%)’거나 ‘약간 쉬웠다(27.8%)’고 응답했다. 반면에 약간 어렵다

(1.9%)거나 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1.9%)은 각각 한명씩이었고 그  그 다고 답한 

학생도 3명(5.6%)이었다. 

[그림 Ⅳ-2-13] 프로그램 3: 이해도

라) 행동 결심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심했는지에 해 물은 결과, 부분의 학생들(83.3%)은 그

다고 응답한 반면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3.3% 다. 한 결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5.2%로 소수 다. 



잘 모르겠다

13.0%

결심하지 못했다

3.7%

결심했다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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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으로 어떻게 결심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철수나 호민

이라면 평화모임을 통해 정해진 약속들을 잘 지킬지’에 해 질문하 다. 철수와 호민이

의 입장을 나 어 질문한 결과, 철수(73.7%)가 호민이(62.5%)보다 평화모임을 통해 정해

진 약속을 더 잘 지킬것이라고 하 다.

  철수의 입장에서 약속을 더 잘 지킬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그 이유로 약속이니까,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반면

에 철수의 입장이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이유가 없다, 호민이

도 나에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 

  호민의 입장에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주로 자신의 잘못을 이해한다거

나 약속이니까라고 그 이유를 었다. 반면에 약속을 어길것이라고 응답한 부분의 학

생은 이유 없다고 기술하 다.

[그림 Ⅳ-2-14] 프로그램 3: 행동 결심

마) 만족도

  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기 하여, 이런 로그램을  보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57.4%의 학생들이 다음에도 보고 싶다고 답했으며, 35.2%의 학생은 그  그 다고 응답

하 다. 반면에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7.4% 다.



그저 그렇다

35.2%

별로 보고 싶지 않

다

7.4%

다음에도 보고 싶

다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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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5] 프로그램 3: 만족도

2) 교사 평가

  로그램 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교사를 상으로 로그램 3이 학교폭력 방 로그

램으로 한지, 로그램 내용 요소인 래 재 행동을 학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학교 4~6학년 학생의 발달수 에 합한지, 학생들의 주의나 흥미를 끌기에 한

지, 로그램 구 방식이나 표 이 한지, 로그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상하는

지에 해 질문하 다. 

  로그램 3에 해 교사들은 학교폭력 방 교육에 도움을  수 있는 효과 인 교수

ㆍ학습 자료라고 평가하 다. 즉, 교사들은 반 으로 볼 때 로그램 3은 학생들이 보

기에 재미있는 소재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반면에 로그램 내용 에서 실제 학교 장을 반 하고 있지 못한 이 몇 가지 지

되었다. 를 들어, 공식 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인라인 스 이트를 가지고 온다든지 

는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장면은 실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교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학생들의 흥미나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높

이기 하여 교실보다는 잔디밭으로, 학교에서 허용된 것보다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

라인 스 이트를 그 로 유지하기로 결정하 다.  

  로그램의 내용 요소인 래 재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요한 심리ㆍ사회  기

술이며 태도이지만 학생들이 로그램 내에서 래 재자인 연주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 지 되었다. 따라서 도입 부분에서 래 재자의 역할과 책임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다음에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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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필요가 있다는 이 제시되었다. 

  로그램 활용도는 비교  높다고 단되지만 만화 화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소정의 

목 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량활동이나 도덕시간과 같이 수업시간에 교

사가 학생들에게 로그램을 보여주고 토론이나 역할극을 실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

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교사들 입장에서 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해야할 부분으

로 지 한 내용은 학생들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름표를 달아주어야 하며 상 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할극은 정지된 화면보다는 동 상으로 보여주어야 학생들의 이해도

를 높일 수 있다는 도 제안되었다.

3) 전문가 평가

  학교폭력 이론  장 문가 3인을 상으로 로그램 3에 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하 다. 문가들이 지 한 의견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래 재는 학교폭력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요한 기술이

다. 래 재에 필요한 과정이나 차를 잘 보여 주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간단하게 짚어주는 멘트가 들어가면 좋겠다. 한 학생들이 래 재자인 연주

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연주가 해서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인상이 강하므로 구나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다소 서툴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율

해 가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다.

  둘째, 래 재 과정의 일부로서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수정ㆍ보완할 필

요가 있다. 재는 학생들이 구체 인 이유나 설명없이 타 안을 빠른 속도로 제시하기 

때문에 로그램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

이 실제로 고민해 가는 과정을 보여 으로써 왜 그 게 생각하는지, 어떤 선택이 왜 옳

은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학생들이 의견을 말할 때 정지된 

상태에서 입만 움직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수정해야 한다는 이 제안되었다.



매 우  재 미 있 음

32.7%

조 금  재 미 있 음

41.8%

보 통

18.2%

조 금  지 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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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우  지 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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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램 4: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1) 학생 평가

  로그램 4에 한 흥미도, 메시지 달력, 이해도, 행동 결심, 만족도에 한 평가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가) 흥미도

  로그램이 매우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2.7% 고 조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

도 41.8%로 부분의 학생들(74.5%)은 로그램의 흥미도를 비교  높게 평가 하 다. 

반면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8.2% 으며 지루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7.3%여서 일

부 학생들은 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었다.

[그림 Ⅳ-2-16] 프로그램 4: 흥미도

나) 메시지 전달력

  학생들에게 만화 화의 주제를 알겠는지에 해 질문한 결과, 확실히 알 것 같다고 

응답한 학생이 65.5%이고 약간 알 것 같다고 답한 학생도 21.8%로 부분의 학생들은 

주제에 해 비교  잘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부 학생(5.4%)은 로그램의 메시지

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알 것 같다

21.8%

그저 그렇다

7.3%

잘 모르겠다

3.6%

전혀 모르겠다

1.8%

확실히 알 것 같다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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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7] 프로그램 4: 메시지 전달력

로그램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 는지를 악하기 하여 ‘주인공 학교에서 학생

들이 생각해 낸 방법이 학교폭력 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 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학생들이 로그램에서 제시한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 다. 그 이유로 

친한 친구들이 있고 래 재자가 있으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 한 보디가드나 우정의 방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평가하 다. 반면에 소수의 학생은 이런 방법을 용해도 나이 많은 형들

이 학교 밖에서 계속 괴롭힐 것이라고 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의 학생이 로

그램에서 제시한 방 활동이 학교폭력 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 다.

다) 이해도

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는지 혹은 어려웠는지에 해 질문한 결과, 부분의 

학생들은 ‘ 무 쉬웠다(41.8%)’거나 ‘약간 쉬웠다(34.5%)’고 응답했다. 반면에 약간 어

려웠다거나 매우 어려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1명씩(1.8%)이었다.



약간 쉬웠다

34.5%

그저 그렇다

20.0%

약간 어려웠다

1.8%

너무 어려웠다

1.8%

너무 쉬웠다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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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18] 프로그램 4: 이해도

라) 행동 결심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심했는지에 해 물은 결과, 부분의 학생들(85.5%)은 그

다고 응답하 다. 반면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2.7% 으며 결심하지 못했다

고 응답한 학생은 1명뿐(1.8%)이었다.

  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어느 정도로 내면화되었고 이되었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학교폭력 방을 하여 학생, 선생님,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질문

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어두운 곳에 다니지 않기, 학교폭

력을 당하면 주  어른들에게 알리기, 왕따시키지 않기 등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교

폭력 방 방법으로 제시하 다.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방 방법으로는 학생들에게 

심을 보이고 존 해 주기, 학교폭력에 한 방 교육, 학교 폭력 발생 시 극 으로 

처하기 등을 제안하 다. 유사하게 학생들은 부모님도 자신들에게 심을 가지고 

화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학교폭력이 발

생했을 때 잘 해결해 주기를 기 하 다. 학생들이 열거한 학교폭력 방 방법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에서 학생들이 로그램을 충

분하게 학습했음을 알 수 있다.



잘 모르겠다

12.7%

결심하지 못했다

1.8%

결심했다

85.5%

그저 그렇다

29.1%

별로 보고 싶지 않

다

16.4%

다음에도 보고 싶

다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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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9] 프로그램 4: 행동 결심

마) 만족도

  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기 하여, 이런 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은지에 해 질문

한 결과, 54.5%의 학생들이 다음에도 보고 싶다고 답했으며 29.1%의 학생은 그  그 다

고 응답하 다. 반면에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16.4% 다.

[그림 Ⅳ-2-20] 프로그램 4: 만족도

2) 교사 평가

  학생 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교사 5인과 교감선생님을 상으로 로그램 4에 한 평

가를 실시하 다. 평가 내용으로는 시청한 로그램이 학교폭력 방 로그램으로 

한지, 로그램 내용 요소인 사회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발달수 에 합한지, 학생들의 주의나 흥미를 끌기에 한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다음에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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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구 방식이나 표 이 한지, 로그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상하는지를 

질문하 다. 

  그 결과 교사들은 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 활동이 실질 으로 학교 장에

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 다. 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를 비

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교수-학습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 다. 

  다만 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 주도의 방 활동은 교사 입장에서 다소 부담

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를 들어 학생들과 일 일로 문자를 교환하는 

일이나 교실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일 등은 교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활동범 를 

넘어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3) 전문가 평가

  학교폭력 이론  장 문가 3인을 상으로 로그램 4의 타당성 평가회를 개최하

다. 평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해 비교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한 정의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 다. 다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하여 성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

면 텍스트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둘째, 동 상의 내용이나 흐름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음향이나 화질 등 기술 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연기자들의 화나 학생들의 인터

뷰 등이 배경음악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화면 처리가 선명하지 못해서 의미

하는 바가 달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 높은 동 상을 만들도록 보완할 것을 제

안하 다.

 

3. 논의

  이 장에서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장에서 본격 으로 활용하기

에 앞서 로그램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 다. 로그램 평가에 있



8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어서 학생, 교사  문가 간에 입장이나 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반 으로 로그램의 흥미나 애니메니션 표 에 한 지 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로

그램의 내용 에서 학교 장의 합성 여부나 교사들이 이 에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한 이나 경험에 비추어 로그램을 평가하 다. 반면에 문가들은 선행 로그램

과의 차별성 측면과 로그램 메시지의 달력에 을 두어 평가 하 다.

  로그램 타당성 평가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

그램이 본래의 목 로 개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반 하 다. 로그램의 수혜자인 학생, 로그램 사용자인 교사, 

로그램 개발  활용 문가들이 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색하거나 비 실 인 부분

은 실 이고 설득력 있게 수정하 고 강조되거나 축소될 부분들을 조정함으로써 로

그램의 효과를 최 화하 다.

  외국의 경우 로그램이 개발되면 몇 십년에 걸쳐 수정ㆍ보완하면서 로그램의 완성

도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례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로그램을 

개발한 후 한 추후 리 없이 폐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례는 경제 인 손실

을 래할 뿐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된 로그램이라도 쉽게 사장되도록 

함으로써 련 연구나 로그램 개발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본 연구는 본격 인 의미의 로그램 타당화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

서 개발한 로그램이 학교폭력 방 로그램으로 한지, 로그램 수혜자로 지정

한 등학생의 발달수 에 부합하는지, 학교 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지 등의 주요 질

문을 통해 로그램의 타당성을 부분 으로 검증하 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타당성 

평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체로 정 인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자들이 제안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할 경우 로그램의 완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 한다. 내년도에 수행할 

본격 인 로그램 타당화 연구에서는 엄격한 실험법을 용하여 실험집단 뿐 아니라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로그램 효과를 과학 이고 객 으

로 평가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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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2.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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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최근 들어 학교폭력은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의 범

도 ㆍ고등학생에서 등학생으로 연령화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한 책 마련도 요하나 근본 인 해결을 해서는 학교폭력을 

방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부 응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험, 잠재

 요인을 지닌 학생들에 한 방  처 로그램을 개발ㆍ 용함으로써 인성교육

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선진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 방  처를 한 여러 편

의 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로그램들은  주로 학교폭력에 

한 정보와 처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안 을 두고 있을 뿐 학교폭력 련 학생들의 

심리ㆍ사회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이러한 

로그램은 방 자나 동조자를 상으로 하거나 학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기존의 로그램과는 차별

으로 일반 학생들의 폭력성을 감소시키기 하여 공감이나 갈등해결과 같이 기본 인 

인성 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학교 문화와 풍토를 건강하게 변화함으로써 학교폭력 문

제를 근원 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방과 련 있는 요인을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으로 구분하 으며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별로 학교폭력 발생을 발하는 

험요인과 억제하는 보호요인을 추출하 다. 한 방 과학의 에서 학교폭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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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공감/ 채택, 사회  정보처리, 래 재, 안 한 학교환경을 

선정하 고 각 요인별로 개념과 구성요소, 학교폭력 방과의 련성에 하여 논의하

다. 

  한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수

집하여 목 , 구성요소, 상자, 구 방식, 활용방법, 운 의 용이성, 효과성 평가 차원에

서 분석하 다. 한 각 로그램의 특징, 제한 과 시사  등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로그램 구성안 마련에 반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로그램은 방과학(preventive science)의 에서 학교폭력 

발생을 발하는 개인  환경 험 요소를 이고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개인  

환경 보호 요인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방하는 데 목 이 있다. 

  로그램 개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귀인양

식, 분노조  등 부정 인 특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학교폭력 방을 돕는 정 인 개

인 특성인 공감과 채택능력을 발달시킨다. 셋째, 학  내 갈등을 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래 재자를 양성한다. 넷째, 학교폭력 방  처를 한 학  규칙

을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세운다. 다섯째, 학교 내 폭력문화에 한 민성과 의식을 고양

한다. 여섯째, 학교 환경 개선을 한 구체 인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집단따돌림(왕따), 언어폭력, 신체폭력, 품갈취 등의 학교폭력 사례를 

로그램의 소재로 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4종의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각각 공감과 채택능력, 

사회  정보처리, 래 재와 갈등해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만들기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폭력 방 로그램 4종은 등학교 4~6학년을 상으로 하며 로그램 4종의 편

당 시청시간은 15분 내외이다. 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교사가 학생활동을 함께 개하

는 경우에는 동 상 시청을 포함하여 략 40분정도 소요된다.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로그램은 다양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폭

력 방을 목표로 창의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을 활용하기 어려

운 경우, 조회시간이나 종례시간, 심시간 등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이 동 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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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할 수 있다. 로그램 활용에 한 자세한 내용은 교사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차별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 상 시청과 교사 주도의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애니메이션 심의 DVD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심을 제고함으로

써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킨다. 셋째, 학교폭력의 방 자를 친사회 이고 정서 으로 건

강한 래 재자로 변화시킴으로써 방 효과를 강화한다. 넷째, 개인의 심리ㆍ사회  

특성 뿐 아니라 학 이나 학교 환경 차원에서 학교폭력 방을 도울 수 있는 보호 요인

을 탐색하고 이를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DVD로 제작되었다. DVD 제작에 

한 기술 용역의 개요와 내역, 차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본 보고서 III장에 제시되어 있

으며, 로그램의 시나리오(개요), 주인공 캐릭터와 주요 장면은 <부록>에 첨부하 다. 

한 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한 목 으로 리 릿 형태의 교사 매뉴얼을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을 장에 보 하기 에, 등학교 4개교를 선정하여 

학생과 교사들을 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로그램 내용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 다. 한 학교폭력 이론  장 문가를 상으로 로그램 타당성 평

가를 실시하 으며, 수정ㆍ보완 사항에 한 의견을 수렴하여 로그램 완성도를 높이

는데 반 하 다.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개발  용을 활성화

하기 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은 방과 기 처치에 을 맞추어야 한다. 이미 미국을 심으로 

선진국에서는 학령 기  유치원 연령부터 학교폭력에 취약한 아동을 선별하고 이들

에게 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에서 ㆍ고등학교부터 학교폭력 문제를 본격

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실과 큰 차이가 있다. 비행이나 청소년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 

경미한 형태의 학교폭력은 이후의 심각한 폭력과 하게 련이 있기 때문에, 학령

기 아동과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방  기 개입 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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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 학교폭력 방활동은 기 개입과 통합 으로 운 될 때 그 효과성은 극 화

된다. 로그램의 효과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 일반 아동을 상으로 한 방 로그

램과 함께 고 험 집단을 상으로 하는 개입 로그램을 연계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의 특

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나 집단 역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효과 인 로그램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교 폭력의 유발 요건을 이기 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가정과 지역사회의 한 연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 문

화  특성이 반 된 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재 학교폭력 방교육이 법 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모든 학교에서 어도 

한 학기 는 일 년에 1회 이상 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체로 일회 이고 행사

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방교육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학교폭력 방을 

창의  재량활동 시간에 다루거나 도덕과 수업 내용  련 단원과 연계하여 활용함으

로써 교육의 양과 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학교장, 학교폭력 담당 교사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방  처치 로그램을 선정⋅실시⋅평가하는데 심 인 역

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의 발생은 개인  특성뿐 아니라 주변 환경의 향도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 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인 특성에만 국한하기보다는 

복도, 식당, 화장실, 운동장 등 구조화되지 않은 학교 환경에 해서도 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반 하여 본 연구에서도 학교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의 

방 효과를 극 화하기 한 로그램 1종을 개발하 다. 최근 시범 으로 실시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가 부분 으로는 이러한 학교폭력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안 한 

학교환경 조성을 해 시행되고 있으나 여 히 지 않은 문제 과 제한 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안 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을 비롯한 학

교구성원들의 심과 실천 의지가 요구되며 이와 함께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 방 로그램에 한 효과성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실

시하는 방 로그램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한 문 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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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에 로그램을 충실하게 운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로그램을 실시하

는 교사가 학교폭력에 한 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좋은 로그램이 만들어졌

다하더라도 그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통해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학생보고 방식 뿐 아니라 

제3자의 행동 찰, 교사와 부모 보고, 학교폭력에 한 객  자료(간호사 보고나 학교

처벌 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학교폭력 방 로그램의 타당성이나 

효과를 평가하기 한 체계 이고 과학 인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질 높은 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장 용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로그램의 객  효과를 입

증할 수 없고 결과 으로 활용 효과 한 기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 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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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Development of Programs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Park, Hyo-Jung 

Chung, Mi-Kyung 

Park, Jong-Hyo 

  Summary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become more ferocious and organized; the 

situations are deteriorating as can be seen from an increased range of victims, which 

has expanded from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well. While it is important to find measures for solving school violence, 

it is also necessary to reinforce humanity education by developing and applying 

programs for preventing and intervening students with potential violence, or by 

changing the maladjusted behaviors of students into desirable directions, so that 

school violence may be prevented.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Korea has been developing and executing several 

programs that are aimed at preventing and coping with school violence.  However, 

the programs merely focus on giving information on school violence and how to 

cope with such cases, and do not thoroughly consider psycholog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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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logical developmental traits of students related to the violence case. Also, the 

programs that had been developed are targeted at spectators or sympathizers, and 

lack in effor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by reforming schoo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by finding fundamental solutions.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 the study proposes 

reinforcement of basic humanity education including sympathy and settlement of 

conflicts, and to change school culture and atmosphere into a desirable way, so that 

the violence of general students may be reduced. 

Conclusion

◈ Analysis of precedent studies and domestic, international programs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e research, factors related to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had been classified into personal trait and environmental traits 

following the analysis of preceding studies; hazards and safeguard factors for school 

violence had been drawn from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traits. Also,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ve science, factors including sympathy/viewpoint, social 

data processing, arbitration by the same aged, safeguard factors that help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safe school environment were chosen. For each factor, 

discussion on the concept, constituent, relationship with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as conducted.  

Analysis by collecting an already-developed-and-utilized programs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as done to evaluate the 

objective, constituents, targets, realization method, utilization method, facilitation of 

operation, and efficiency. Also, organization scheme for program that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was proposed from the characteristics, limits and implications 

of each programs drawn.

◈ Development and the Utilization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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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and its basic princip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school violence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ve science,' by reducing personal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at cause 

school violence and by reinforcing personal and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Basic principles for development of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to reduce 

neg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hostile attribution, anger-control, etc. that cause 

school violence. Second, to develop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ability, which 

are positive personal traits that help prevent school violence. Third, to educate 

arbitrator of the same aged, that can prevent conflicts within classes and protect the 

victim. Fourth, to arrange class regulations and to establish execution plans. Fifth, 

to arouse attention and awareness of  violence within school. Sixth, to establish and 

carry out specific plans for improvement of school environment.  

► Organization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The episodes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a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built upon the cases on school violence that often occur in forms of 

bullying (the Wangtta Phenomenon as in Korean cultural context),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blackmail, etc.

  The four parts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developed in the 

study has contents including ability of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eer-mediation(peer-conflict resolution), promotion of safe 

and pleasant school.   

  The four prevention programs for school violence a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targeted 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fourth to sixth graders. Watching hours 

for each program is around 15 minutes. In case a teacher participates in student 

activities after watching the program, approximately 40 minutes will be needed, 

including the time for watching a movie. 

► A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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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as 

develop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program is improved by integrating the watching of the movie and the activities led 

by teachers. Second, educational effects are improved by producing a DVD with 

most content in animation, thus drawing students' interest. Third, reinforcement of 

prevention effects is made possible by changing the spectators of school violence 

into pro-social, mentally sound arbitrator of the same age. Fourth, not only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traits of an individual, but also safeguard factors 

from class or school environment that can help prevent school violence should be 

searched and reinforced.  

► Utilization of the Program

  Th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that this study has developed may 

be utilized at any time depending on the homeroom teacher or the principal of 

school. The Program may be used in discrete creative activity time; if utilization 

of the Program in school hours is impossible, students may watch the movie either 

in morning session, lunch time, or ending session. Detailed description for 

utilization of the Program is included in the Manual for Teachers. 

  Th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as developed in this study is made into 

a DVD. Summary, details and procedures for technological services for DVD 

production are described and in the appendix, the scenario (summary) of the 

Program, main characters, and main scenes are attached.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utilization of the Program, Manual for Teachers in form of leaflet is 

produced. In Manual for Teachers, the purpose of the Program, organization and 

contents, tips for utilization are explained.

◈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the Program

  Selection of four elementary schools and validity evaluation targeting students 

and teachers were conducted prior to distribution of the Program to the spots; 

amendments or complements needed for the Program were clarified. Also,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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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ories of school violence and experienced specialist were request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Program; collection of opinions on amendments and complements 

needed was accomplished. 

  According to a students' survey, most students positively evaluated the Program 

in terms of amusement, message delivery, understanding, determination to act, and 

satisfaction. Similar tendency was seen from the interviews with teachers. The 

Program was revised and complemented,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students, 

teachers, and specialists.  

Implication for Policy

  Following are suggestions of policy for activation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in Korea. 

  First, the focus should be on prevention and early actio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is the best method for school violence; therefore a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initiated from elementary school age.  

  Second, a program or school policy must be established that can change not only 

the harmer, victim, or the traits of harmer and victim,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rmer and victim students, and group dynamics.

  Third, current prevention education for school violence is legally obligatory but 

works as a one-time event.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prevention educatio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dealt with in discrete 

creative time or in ethics class, and be included as part of relevant chapters;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must be guaranteed.  

  Fourth,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s possible through improvement of school 

environment including the corridor, cafeteria, toilets, and playgro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school environment in a way that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may be maximized. 

  Fifth, a systematic and scientific experimental research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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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and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program for school violence. Unless the 

program is completely operated, no effects would be realized regardless of the good 

quality of the program. Therefore,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must be 

made in various ways and the effects should be traced and investigated cons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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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방금 전에 만화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 조사지는 여러분들이 만화

영화를 보고난 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

다.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에는 답이 없고 결과가 성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질문을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대로 솔직하게 대답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잘 모아서 더 좋은 만화영화로 만드는 데 활용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부록 1> 프로그램 평가 조사지(학생용)

 

 다음은 여러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십시오. 

1.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2. 학생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나요?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4. 여러분은 친구랑 어떻게 지내나요?

    ① 항상 잘 지낸다 

    ② 가끔씩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 지낸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지낼 때도 있지만 많이 싸우는 편이다

    ⑤ 거의 매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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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이 시청한 만화영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번호 앞에 ✔ 해 주십시오. 

5. 만화영화가 재미있었나요? 아니면 지루했나요?

    ① 매우 재미있었다          ② 조금 재미있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지루했다            ⑤ 매우 지루했다

6. 만화영화의 주제(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를 알겠나요? 아니면 모르겠나요?

    ① 확실히 알 것 같다        ② 약간 알 것 같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모르겠다              ⑤ 전혀 모르겠다

7. 만화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나요? 아니면 어려웠나요?

    ① 너무 쉬웠다              ② 약간 쉬웠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어려웠다            ⑤ 너무 어려웠다

8. 만화영화를 보고 난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심했나요?

    ① 예               ② 잘 모르겠다               ③ 아니다  

9. 앞으로 이런 만화영화를 또 보고 싶나요? 

    ① 다음에도 보고 싶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별로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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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1)

10. 이 만화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1. 이 만화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지루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2. 여러분이 주인공 동훈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3. 여러분은 서현이를 놀렸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왜 그렇

게 생각했나요?

1) 학생용 조사지는 9번 문항까지는 동일하며 서답형 문항만 로그램별로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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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

10. 이 만화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1. 이 만화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지루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2. 여러분이 경식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13. 경식이가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솔이의 사과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화낸 이유:

사과를 받아들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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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3]

10. 이 만화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1. 이 만화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지루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2. 여러분은 또래 중재자 연주의 행동이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다툴 때 도움이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13. 여러분이 철수나 호민이라면 평화모임을 통해 정해진 약속들을 잘 지킬까요? 아니면 

약속을 어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철수라면 :

호민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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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4]

10. 이 동영상을 보고나서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1.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지루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2. 여러분은 유리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각해 낸 방법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13. 우리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 선생님,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학생 : 

 

선생님 : 

부모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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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프로그램 평가 면담지(교사용/전문가용)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적절한가? 

  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가?  

  3. 학생들의 주의를 끌거나 흥미를 끌기에 적절한가?

  4. 프로그램 구현방식이나 표현이 적절한가?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 5_12)공감이나 관점채택능력 발달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가?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 5_2 사회정보처리능력(적대적 귀인 감소)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가?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 5_3 또래 중재 기술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가?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 5_4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가?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6. 프로그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수업시간, 프로그램 분량, 시간적절량, 교사용 자료 필요 여부와 형태)

  7.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8. 기타 의견 및 제안 사항

* 5_1은 로그램 1, 5_2는 로그램 2, 5_3은 로그램 3, 5_4는 로그램 4에 한 평가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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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프로그램 12)의 시나리오: 입장 바꿔 생각해 봐!

#1. 교실안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수업시작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학생들이 떠드는 모습.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아이, 뛰어다니는 아이, 필기하는 아이들 등등

활기찬 재잘거림이 가득한 교실. 

안경을 낀 짧은 생머리를 한 주인공 동훈.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멜로디를 흥얼거림) 

다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동훈의 흥얼거림은 묻히고,

동훈의 뒤에 앉아있던 진혁이가 동훈의 어깨를 툭툭 친다. 

동훈, 노래를 멈추고 뒤돌아보고 

진혁 : 숙제 다 했어? 

동훈 : 응~ 넌?

진혁 : 어제 게임하다가 깜빡했어, 아이~~(머리를 긁적이며)어떡하지?

동훈 : 게임 너무 오래하면 눈 나빠지는데... 

진혁 :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도 몰랐어...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선다.

뒤 따라 들어오는 서현.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자신감 없이 걷는 모습.

교실 안의 아이들, 웅성웅성

2) 로그램 1～4까지의 시나리오는 애니메이션 구 과 여러 차례의 편집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시나리오와 달라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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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서현이 교탁 앞에 서면, 반장의 목소리 들린다

반장 :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아이들 모두 : 안녕하세요~

선생님 : 안녕하세요! (함께 고개 숙이고 인사하며 아이들을 보고 활짝 웃고) 

여기 이 친구는 전학 온 최서현이예요. 

오늘부터 우리 반이 됐으니까 잘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요~ 알았죠?

아이들 : (합창) 네~~~

서현, 아이들을 향해 수줍게 인사를 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런 서현의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여주는 선생님, 동훈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선생님 : 서현이는 저 쪽 동훈이 옆에 앉으면 되겠다.... 

서현, 자리로 걸어가서 동훈의 옆 자리에 앉으려는데 

뒤에 앉은 진혁이 의자를 빼내어 넘어질 뻔 한다.

주위 친구들 모두 키득대고, 

수업준비를 하던 선생님 소리나는 소리나는 쪽을 보며

선생님 : ?? 왜 그래?

진혁 : 아...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활짝 웃고  

선생님 : 자, 그럼 숙제 검사할께요. 모두 책상 위에 공책 펴 놓으세요.

장난치던 진혁, 눈이 동그래져 안절부절 못하는... 

진혁 : 아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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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아이들의 숙제를 검사하고, 동훈은 책상 위에 공책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서현을 살짝 바라본다. 서현, 가방에서 필통과 공책을 주섬주

섬 꺼내는 모습, 그러다 동훈과 눈이 마주친다. 조심스럽게 옆에 있는 동훈에게 인사를 

한다.

서현 : 안녕? 

동훈 : (잠시 어색해하다가 늦게 대답) 어 안녕.

서현 : 나...나는 최서현이야... 

동훈 : 난 김동훈 

이때 진혁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혁 : 오~~~ 얼레꼴레리~ 분위기 좋은데?

동훈과 서현 당황하고, 계속 놀리며 킥킥대는 진혁. 

그 때, 진혁 얼굴 위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온다. 

진혁, 고개를 들자 선생님이 웃으며 서 있고

선생님 : 우리 진혁이 숙제 좀 볼까~?

진혁 : (질겁) 아흑!!

#2 교실 안, 쉬는 시간 

아이들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고,

선생님,  교실 문 앞에 서서

선생님 : 자, 다음 수업은 컴퓨터 수업이지? 모두 컴퓨터 실로 이동하고...

        음...동훈아, 서현이 데리고 컴퓨터실로 같이 와. 알았지?

동훈 : 예.. (뒤돌아서서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로) 맨 앞자리 앉으려면 뛰어가야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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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먼저 나가고, 아이들도 하나 둘 나간다. 

진혁이가 동훈을 부른다.

복도에서 부르는 소리/ (진혁아~~빨리 와~~)

동훈: (복도를 향해) 알았어~~

먼저 뛰어 가려는 동훈에게 서현, 

서현 : 같이 가... 

동훈 : (성급한 목소리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면..

진혁이가 동훈이를 부르며 

진혁 : 김동훈~~~빨리 오라니까! 

동훈 : 알았어 갈게~. (서현이에게) 왼쪽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면...

      에이!! 모르겠다. 계단 올라가면 보이니까 찾아와....

서현 : 응? 어떻게??

동훈, 대답없이 뛰어나가고, 서현 서둘러 쫓아가지만 동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서현, 두리번거리며 찾으며... 당황하는 모습. 

서현 : (동훈이 알려준 걸 떠올리며 혼잣말로 교실을 찾아본다)

      저쪽으로 가서......이렇게....돌면.....

서현, 드르륵 교실문을 열어보고. 다시 나오며

서현 : 여긴 음악실인데....?? 어떡하지?....

      (울상이 된다. 이때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큰일났네.. 

당황하며 두리번거리다가 컴퓨터 실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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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 (안도의 한숨) 찾았다~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눈물을 닦고 교실에 들어선다)

#3. 컴퓨터 실 

아이들 모두 컴퓨터 앞에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서현,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듯 힘들어 한다. 

선생님 : 자, 서현이랑 같은 자리에 앉아 도와줄 사람? 

아이들 모두 대답이 없고, 선생님 결국 동훈에게

선생님 : 동훈이가 서현이 짝이니까 같이 앉아서 도와줄 수 있지?

동훈 :　네..

선생님, 다시 수업을 이어가고. 진혁이 동훈을 바라보며 킥킥 웃고 있다. 

이를 의식하는 동훈,  퉁명스럽게 말한다.

동훈 :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별거 없어. 

     그냥 하면 돼! 알았지?

서현 이해하지 못한 듯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만지고, 동훈 제 자리로 돌아간다.

선생님 :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을 열어볼까요? 그 파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설치 해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 모두 마우스를 누르는 소리, 

서현,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거지?

두리번거리면서 한숨을 푹 내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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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례 시간 전, 교실 안.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고 울리고, 아이들 모두 교실로 돌아온다.

아이들 재잘재잘 놀고, 동훈에게 미나와 재연이 다가온다.

재연 : 동훈아 ~

동훈 : 응?

재연, 미나 일부러 동훈의 편으로 바짝 서서, 옆에 앉은 서현이 보란 듯...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낸다.

재연 : 먹을래?

재연, 동훈이에게 하나, 진혁에게 하나, 진혁이 옆에 아이에게 하나, 그리고 서현에게 

사탕을 주려다가 빈손을 펴 보이며. 

재연 : 어? 더 없네... 

하나 남은 사탕을 자신의 입에 넣고 서현에게 메롱을 해 보이는 재연. 

이를 보고 있던 서현,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려 공책에 뭔가를 쓴다. 

미나 : 뭘 쓰는거야?

서현 : 응? 어..그냥.... 편지.

미나 : 어디보자~

미나, 서현의 공책을 빼앗고, 서현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모습

서현 : 이리 줘.

미나 : (아랑곳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 저는 서울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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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 빨리 줘!!

미나, 재미있다는 듯 공책을 진혁에게 던지고, 서현이는 진혁에게 달려간다.

진혁, 공책을 동훈에게 던지고... 동훈 책을 받아들고 고민하는데, 저쪽에서 미나가

미나 : 여기로 던져! 여기!

동훈, 미나에게 공책을 던지고 미나 공책을 갖고 재빨리 교실 밖으로 달려나간다. 

아이들 모두 재미있다는 듯 웃고, 울상이 된 서현,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한다.

아이들과 웃고 있지만 그런 서현의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동훈의 얼굴에 비춰지는 모습.

이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고, 

선생님 : 자, 알림장 펴고~

내일 체육시간에는 2인 1조로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할 거에요.

아이들 : 네~

선생님 : 이기는 팀에게는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쏠께!! 

아이들 : 우와~~~ 

선생님 : 자, 다들 집에 갈 때 차 조심하고~

아이들 :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 모두 우르르 가방을 싸고 정신없는데 

서현 혼자 끙끙거리며 책상 주위를 둘러본다. 

서현 : 어디 갔지? 여기다 놨는데.... 

동훈, 바닥에 떨어져있는 열쇠고리를 발견한다. 

동훈 : (혼잣말)어? 이건 아까 서현이 가방에 달려 있던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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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가만히 보고 있다. 

동훈 : (혼잣말)바보. 바로 앞에 있는데, 

모른척 가방을 메고 나가버린다. 

계속해서 찾고 있는 서현의 모습.

#5. 동훈 집

거실, 동훈의 엄마가 통화를 하고 있다. 동훈 집에 들어서고 

동훈 : 다녀왔습니다~~

동훈,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 그래요 고모, 참, 프랭크는 잘 지내고 있죠?

네~ 동훈이가 맨날 프랭크 보고 싶다고 난리에요~

동훈, 프랭크라는 말에 손의 물기 닦지도 않고 허둥지둥 거실로 달려온다. 

동훈 : 프랭크~? 프랭크~? 엄마 지금 프랭크랑 통화하는 거야~?

엄마 : (동훈에게) 아니야, (다시 고모에게) 

       예 고모,,,, 또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동훈, 거실 소파에 털썩 드러누우며 

동훈 : 프랭크 보고 싶다,,, 엄마. 우리 이번 여름방학에 미국 또 안가?

엄마 : (엄마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중학생 되면 한 번 더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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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머리 뒤로 팔베개를 하고  ‘넓고 넓은 바닷가에~’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6. 동훈의 회상 - 1년 전 미국

 

미국 고모네로 여행 온 동훈이네 가족. 

여기 저기 유명지에서 찍은 사진이 스틸로 보여지고.

고모네 집 정원에 따분한 듯 혼자 앉아있는 동훈.

그때 누군가 동훈의 어깨를 툭 친다. 

돌아보자 시커먼 얼굴에 하얀 이가 반짝이는 프랭크가 웃고 있다. 

프랭크 : 하이!

동훈 : 하...이...

프랭크 : Do you wanna play basketball?

동훈 : (머뭇머뭇...)

프랭크 : (천천히 손동작을 취하며) Do you wanna play basketball?

동훈 : oh...Yes...Sure

프랭크 : cool~ let's go~~

두 아이 함께 농구를 하는 모습. 프랭크 동훈에게

프랭크 : I'm Frank.. are you Korean?

동훈 : (머뭇머뭇) Yes... I'm Dong Hoon,

프랭크 : Cool... nice meet you Dong Hoon

동훈에게 볼을 주는 프랭크. 동훈 활짝 웃으며 공놀이를 시작한다.

두 사람 즐겁게 농구를 한 후 바닥에 누워 숨을 가르는 모습.

프랭크 : Do you know this song?

동훈 :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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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영어로):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한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모르는 딸있네

내 사랑아 내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
동훈 : 어, 그거 한국에도 있는데. 원래 미국노랜가?

동훈, 한국말로 몇 소절 부르자 프랭크 신기하다는 듯 벌떡 일어나 웃음을 짓는다.

두 아이, 각기 다른 언어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프랭크 & 동훈  : 넓고 넓은 바닷가에~~~~~

프랭크와 동훈, 그리고 미국 친구들 , 함께 찍은 즐거운 사진이 스틸 샷으로 

여러 개 보여지며 멜로디 계속 흘러나오고 -회상 끝- 

#7. 동훈의 집 

동훈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벌떡 일어난다. 

동훈 : 프랭크~~ 보고싶다

엄마 : 그래. 프랭크 덕분에 심심하지도 않고, 영어도 많이 배웠잖아

동훈 : (문득 생각난듯) 엄마! 우리 반에 오늘 새로 온 애가 내 짝 됐어 

엄마 : 그래?

동훈 : 응... 근데 좀 이상해. 말도 너무 천천히 하고..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말을 잘 안 해....

엄마 :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렇지....잘 좀 도와주지 그랬어

동훈 :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하는지 모르겠어. 

      도와주면 다른 애들이 놀릴 것 같기도 하고....사실은 좀 귀찮아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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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동훈에게 웃으며 눈을 흘기고~ 동훈, 서현을 축 쳐진 뒷모습을 생각한다.

미국에서 쓸쓸하던 자신의 뒷모습과 오버랩 되고. 

동훈 : 그 때 프랭크가 없었다면, 난 다른 친구들도 못 사귀고... 외로웠을거야.

#8. 다음날 아침, 교실 안.

참새가 짹짹 소리를 내며 날아가고,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교실에 들어선 동훈, 책상에 엎드려 있는 서현을 발견한다. 

동훈 서현의 곁으로 가보니 서현의 책상위에는 낙서가 되어 있고 

서현을 놀려대는 아이들.

친구1 : 서현아~ (필통을 가리키며) 이건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야~  

친구2 : 이 샤프는 괜찮은데? 서현아 이거 내가 가져도 되지?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상이 되어 있는데, 

그 때 선생님이 들어오고 아이들 모두 제자리로 뛰어간다. 

선생님 : 자~ 체육시간이니까 책상 위의 물건들은 잘 정리 해 놓고 

     운동장으로 나가자~

아이들 :　네~·

아이들 재잘거리며 어지러운 물건들을 챙기고 

동훈 서현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

동훈 : 안녕?

서현 : 어...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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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의 가방에 달려있는 열쇠고리를 보고, 물어보는 동훈.

동훈 : 어제 수업 끝나고 뭐 찾더니, 찾았어?

서현 : 응... (열쇠고리를 가리키며)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거

동훈　: 예쁘다~ 

서현, 어제와는 달리 호의적인 동훈이는 반가워하면서, 열쇠고리 버튼을 가리키며

서현 : 이거 누르면 노래도 나와...

동훈 : 그래?

동훈, 버튼을 눌러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멜로디 : 넓고 넓은 바닷가에~ 띠리리리~

열쇠고리 인형을 주머니에 넣고...

동훈 :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인데

서현 : 정말? 이거 노래 제목이 뭐야?

동훈 : 클레멘타인...

서현 : 그렇구나... 항상 궁금했는데.  

동훈 : 그렇구나, 나 그거 영어로도 부를 줄 안다~

서현과 동훈, 함께 웃음을 짓고

동훈 : 어??, 빨리 나가자~ 

동훈, 서현 함께 운동장으로 뛰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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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동장, 체육시간 

아이들 모두 짝지어 준비하는 모습, 서현은 벤치에 앉아 있다

동훈은 진혁과 뛰어다니며 놀고, 다른 아이들 서로 밀고, 물 뿌리고 재미있게 이야기 

하고 있다. 

부럽게 바라보는 서현.... 그때 서현에게 공을 굴러오고, 미나가 서현을 큰소리로 부른

다. 

미나 : 야~!! 서현아~~~

서현 : 응~~

미나 : 일루 와봐~~ 공 좀 갖고 일루 와봐~~

서현 : (반갑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털고) 응!!

 

서현, 공을 갖고 아이들 곁으로 뛰어간다. 

미나 : (놀리듯) 이리 줘~! 

미나, 공을 받아들고 

서현, 뭔가 기다리는 듯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서 있고...

미나 : (쌀쌀한 목소리로) 절루 가! 너 여기 서 있다가 공 맞는다~

미나 휙 돌아서 가고.... 서현 멍하니 서서 

서현 :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웃는다. 

서현은 부러운 듯 바라보고,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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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고, 

선생님 : 어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청팀 왼쪽 백팀 왼쪽~ 두 줄로 서세요!

아이들 : 우와~~~

아이들 모두 두 줄로 선다. 

선생님 : 같은 팀 중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짝을 지어볼까요?

        

아이들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끌어안고 손을 잡고 재잘거린다. 

셋이 붙은 아이들이....흩어져서 또 둘이 짝이 되는 등 시끄러운데 

서현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는 아무도 없고...

당황하는 서현이, 두리번거리며 아이들을 바라본다. 

그때 진혁이와 장난을 치고 있던 동훈과 눈이 마주치고.

서현이는 운동화 바닥을 바닥에 비비며

무안함을 피하려고 하고....

동훈 : 서현이는 짝이 없나 봐...

진혁 : (건성건성) 당연히 없지....친한 사람이 없잖아~

동훈, 잠시 생각하고 - 미국에서 혼자 있던 자신의 모습이 서현의 모습과 겹친다.

동훈 : 진혁아... 나 서현이랑 짝 할래

진혁 : 뭐? 

동훈 : 전학 와서 친한 친구도 없는데...내짝이니까 달리기 할 때도 짝 해줘야지~ 

   넌 친구 많잖아....빨리 찾어~~(뛰어가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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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진혁을 뒤로하고 서현에게 달려간다. 

바닥을 보고 있는 서현의 어깨를 툭툭 치는 동훈. 

서현 고개를 들어보자 동훈이 활짝 웃고 있다.

동훈 : 서현아... 너 달리기 잘할 것 같은데....나랑 짝 할래?

서현 : 응?

동훈 : 나랑 짝하자고....싫어?

서현 : 넌 진혁이랑 짝이잖아....

동훈 : 아~니야!! (서현의 손을 잡아 선생님에게 달려가며)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선생님에게 달려가 끈을 받아들고 서현의 발과 자신의 발을 묶는 동훈.

밝아지는 서현의 얼굴. 입을 야무지게 다물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리고 모두들 들떠서 

짝궁과 손을 잡고 나란히 줄을 서는 모습.

하나 둘 하나 둘~ 제자리 걸음으로 연습을 하며 넘어지는 아이들,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

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하고.

청팀 백팀, 열심히 응원을 하며 친구들이 달리는 모습을 지켜본다.

청팀이 약간 뒤처지기 시작하고, 청팀 아이들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미나 : 어떡해~~우리 꼴찌 하겠다!!

재연 : 그러니까~~~!  아까는 잘 뛰었는데 왜 이렇지?

미나 : 이 다음 순서 누구야? 윤석인가? 승환이?

재연 : (둘러보다가) 아니...서현이랑 동훈이

진혁 : 뭐어??서현이? 

      쟤는 걷는 것도 느릿느릿한데... 쟤 때문에 진짜 꼴찌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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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 (울상)어떻게 해.... 히잉... 

백팀의 마지막 두 아이가 달리기 시작하고.... 아직 출발하지도 못한 서현과 동훈,

두 손을 꽉 잡고 있다.

동훈 : 하나 하면 묶은발이고, 둘 하면 묶지 않은발이야. 알았지?

서현 : 응...

드디어 청팀의 아이들이 들어서고, 동훈과 서현 출발 한다.

아이들 : 와아~~~~~~~~~ 청팀 이겨라 청팀 이겨라!

백팀 아이들 : 백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뒤쳐져있던 동훈과 서현, 두 아이를 가로지르기 시작하고....

청팀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청팀 아이들 : 동훈이 힘내라! 서현이 힘내라! 청팀 파이팅 청팀 파이팅!

재연 : 우와 서현이랑 동훈이 되게 잘 달린다...그치?

진혁 : (두 팔을 들고 응원을 하며) 우와아~~ 

      우리 오늘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

동훈, 서현 손을 맞잡고 달리고... 

백팀을 따라잡는다. 가까스로 골인 점에 도착한 동훈과 서현,

선생님 : 청팀 승리! 

아이들 : 와아~~~~~~~~~~~~~~~~~

아이들 모두 웃으며 서현과 동훈에게 달려가고~

서현에게 물을 갖다 주는 미나, 부채질을 해주는 재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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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 서현아 너 달리기 엄청 잘한다~~~· 대단하다~!

친구2 : 너네 덕분에 우리팀이 이겼어! 우와~

서현 : 헤헤헤....고마워.... 

아이들 재잘재잘 떠들고.... 서현, 동훈과 발목에 묶인 끈을 풀며 ...

동훈 : 너 달리기 잘하던데?

서현 : 응... 나 나중에 체육 선생님이 꿈이야. 

동훈 : 우와 멋지다~~

서현 : 헤헤

동훈 : 있다가 진혁이랑 애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갈까? 

       애들이 오늘 다 너 다시보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서현 :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난 짝이 없으면 달리기도 안하려고 했는데,

동훈 : 이렇게 잘 달리면서~?

서현 : 그냥...다들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 

동훈 : 아니야~ 싫어하긴. 처음 봐서 낯설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거야.... 

      우린 너같이 달리기 잘하는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은걸

서현 : 정말? 히히..

#10. 아이스크림 가게

선생님,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재연 : 선생님~ 저희 오늘 서현이 때문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죠~

동훈 : (까불며)나도 같이 했어~~~! 

선생님 : 그럼 그럼...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했고, 서현이와 동훈이가 힘을 내줘서 

        좋은 결과를 얻었네.. 얘들아, 서현이랑 친하게 지낼거지?

아이들 : 네~

서현, 활짝 웃는다. 동훈, 즐거워하는 서현을 보면서 함께 미소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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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며 

선생님 : 얘들아, 선생님이 사진 찍어줄게. 웃어봐~~~

아이들, 모두 서현의 주위로 몰려들어 브이(V)를 그리고

찰칵찰칵 사진 찍는 소리. 활짝 웃고 있는 서현과 동훈, 아이들의 미소.

여러 가지 겹쳐지는 사진과 미국에서 동훈이 프랭크와 찍은 사진이 오버랩되며

동훈이 프랭크에게 편지 쓴 내용이 비춰진다. 

동훈 :　프랭크! 나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아주 착하고, 달리기를 잘 해

       네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나도 그 친구를 도와서 

       즐겁게 지낼거야. 헤헤. 프랭크 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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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프로그램 1의 주인공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주요 장면

<주인공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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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주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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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프로그램 2의 시나리오: 나라면 어떻게?

#1. 교실 안

정신없는 교실 안의 모습.

책상에 앉아있는 아이는 두어 명 뿐, 모두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다. 

주인공 경식이는 책상에 앉아 새로 산 필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지의 제왕’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최신형 필통이다 

경식이는 필통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연필과 색연필을 보고 기분

이 좋아 활짝 웃는다. 필통 위쪽에 새겨져 있는 글씨 <축 생일♥ 이모가 > 

씽긋 웃으며 다시 조심스럽게 필통 뚜껑을 닫는데.... 

그때 청솔이가 경식의 옆에 앉아 필통을 빼앗으며

청솔 : 우와! 새로 나온 필통이네!!! 나도 갖고 싶었는데.... 샀어? 

경식 : 이리 줘!

경식, 청솔의 손에서 필통을 낚아챈다. 청솔, 부러워서 보여 달라고 조른다 

청솔 : 한번만 보자~~응? 뚜껑 열어봐, 나 색연필 빌려주라. 엉?

경식 : (잠시 머뭇거리다가) 싫어!  나도..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야

청솔 : (입술을 삐쭉 내밀며) 에잇.. 치사해! 그래 너 혼자 다 써라~ 뿡!

청솔, 다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달려가며...

청솔 : 청솔님 가신다아~~~

청솔, 아이들을 툭툭 밀치고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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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 (청솔 쪽을 흘겨보며 혼잣말)한 번도 안 쓴 걸 달라고 하면 어떡해? 칫~!

필통을 서랍 안에 잘 넣으며 기분좋아서 싱글벙글

갑자기...경식의 배에서 갑자기 꾸르륵 소리가 나고...

경식 : 생일 케익을 너무 많이 먹었나......으읔......

경식 화장실로 향한다. 

#2. 화장실 앞, 복도

물 내리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고, 경식이 화장실에서 나온다. 

고개를 숙이고, 배를 문지르며 교실로 걸어오는 경식...

갑자기 교실에서 튀어 나온 청솔이와 부딪히고, 

청솔이가 경식의 위로 넘어진다. 

팔꿈치가 까진 경식...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난다.

경식 : 아야~~~!!!

청솔 : 아아,,,,미안... 다쳤어?

청솔, 먼저 일어나 손을 툭툭 털고 경식에게 손을 내민다. 

경식이가 청솔이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미니 천사와 검정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난다.

#3. 경식이의 상상.

모든 화면이 정지해 있다. 손을 내밀고 있는 청솔,

주위에 뛰어다니던 아이들 모두 움직이지 않고 모두 올 스톱! 상태.



13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식 :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꿈인가? (경식이, 볼을 꼬집어보고) 아야,,,아픈데. 

       (천사와 악마를 발견) 너넨 누구야?

미니천사 : 꿈이 아니야~ 우린 니 머릿속에 있는 거라구!

미니악마 : 그래, 우린 항상 네 머릿속에 있어. 

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에 따라 응원을 하고 있지~

경식 : 응원? 무슨 응원?

미니천사 : 난, 지금 네가 청솔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길 응원할거야! 

미니악마 : 난 니가 청솔이를 밀치고, 화내길 응원할거야! 

“왜 날 밀었어! 일부러 날 밀친 거지? 

아까 필통 구경을 안 시켜줬다고 골탕 먹인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식,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 

경식 : 음....그런 건 아니고 그냥 뛰어오다가 실수로 부딪힌 것 같은데...

미니천사 : 그래~ 경식아 그거야! 그러니까 어서 아무렇지 않게 청솔이 손을 잡고 

일어나서 괜찮다고 활짝 웃어. 그리고 함께 양호실에 가서 약을 바르면 

되잖아. 그렇지?

경식 : 응...그래... 

경식, 청솔이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그때 큰소리를 내는 악마.

미니악마 : 아니야! 여기서 네가 약하게 나가면 안 돼! 청솔이 얼굴 좀 봐.  안경을 

쓰고 있어! 눈이 네 개나 있으면서 널 못 보고 실수로 넘어뜨린 건 말이 

안 된다구!

분명히 널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거야.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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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다시 생각해보니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려고 한다.

경식 : 맞아... 내가 오는 걸 보고 일부러 뛰어 나와서 부딪힌거야 

미니악마 : 그래. 생각해봐. 지난번 체육시간 때도 다른 애가 갖고 있는 공 뺏으려고 

발길질 하다가 철수 무릎을 다치게 했잖아. 

(말풍선 효과처럼 회상) 

체육시간에 청솔이가, 심하게 장난치는 모습이 떠오르며

 

미니악마 : 청솔이 쟤는 일부러 그러는 거라니까? 

며칠 전에도 네 초코 과자를 뺏어 먹었잖아. 기억나??

경식 : 맞아, 아껴 먹고 있었는데

#4. 경식 회상 

#4-1.경식 곰곰이 생각하고..... 초코 과자를 먹던 때를 떠올린다.

한 개씩 맛있게 먹고 있는 경식에게 청솔이가 손을 내밀자 

경식이는 아까워하며 하나를 달랑 올려준다. 

과자 하나를 입에 넣은 청솔이는 양에 안 찬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다가 

갑자기 경식의 과자봉지에 손을 넣어 듬뿍 집어서 도망을 간다.

씩씩거리는 경식의 모습.... 

#4-2 (악마가 이야기할 때마다 경식의 머릿속에 스틸컷으로 관련 장면 떠 오른다)

경식 : (씩씩거리며) 아...진짜 열받네

미니악마 : 거기서 끝이게? 지난번에 우산 씌워주는 척하다가 도망가서 비 쫄딱 

맞게 했잖아....그리고 2천원 빌려간 것도 아직 안 갚았고, 네 책에 낙서해

놓고, 게시판에다가 니 엉덩이에 큰 점 있다고 소문 낸 것도 다 청솔이잖



14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아~~~ 그런 애를 왜 용서해?

경식 : 맞아!! 

미니악마 : 지금 널 넘어뜨린 것도, 일부러 그런거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마

경식 : 맞아... 쟤는 일부러 날 괴롭히는 거야. 우씨~!! 

경식은 지난 일을 떠올리다보니 화가 치밀어 얼굴이 실룩거린다. 

미니천사 : 청솔이의 행동도 잘못됐지만, 친구들과 과자를 나눠먹지 않은 건, 너에

게도 잘못이 있어. 그리고 청솔이는 원래 장난이 많은 아이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잖아. 

한쪽 구석에 있던 미니악마, 갑자기 목소리를 키우며 경식에게 다가온다.

 미니악마 : 아니야! 이번 기회를 통해 니가 청솔이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줘! 다신 

이렇게 까불지 못하게 말야!!!!

경식, 잠시 고민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화면이 둘로 나뉘며)

천사, 악마 : (동시에) 내 말을 들어~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잠시 고민하던 경식...무언가를 결정한 듯

경식 : 그래! 결심했어!!!!

천사와 악마의 긴장된 표정

경식 : 네 말이 옳은 것 같아...청솔이는 나를 깔 본거야 본때를 보여주겠어!

경식, 검은 옷을 입은 미니 악마의 쪽으로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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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천사...슬픈 표정으로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지고....

#5 복도.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경식, 눈을 깜빡거리고 앞을 바라보자 

청솔이가 손을 내밀며 서있다.

청솔 : 많이 아파? 경식아.... 미안해...양호실 가자~

경식 : 됐어!

경식, 혼자 일어나서 청솔이를 벽으로 밀친다. 청솔, 넘어지고.

경식 :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몇 일 전에도 내 과자 뺏아 먹고, 아까 내 물건 막 

뺏고...

청솔 : (당황) 아니야~~그런 거 아냐 

경식 :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바보야!

청솔 : 뭐? 바보? 내가 왜 바보야? 너 나랑 맞장 떠!

경식 : 좋아! 누가 겁낼 줄 알아?! 이젠 안 참아!

두 아이, 씩씩거리며 서로에게 달려든다. 쿵쿵쿵쿵 한바탕 먼지가 일어나고,

다른 아이들 모두 몰려들어 싸움을 구경한다. 

# 5-1. 어느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두 아이.

교실 밖 복도를 구르며 치고 받다가 더 이상 못참겠다는 듯 경식, 자신의 위에 있는 

청솔이를 밀어버린다. 그때 청솔, 계단 쪽으로 굴러가 우당탕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고.

청솔 : 으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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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당탕 소리와 함께 아이들 모두 놀라며 계단 쪽으로 향하고, 계단에 다가선 경식, 

저만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청솔을 발견한다. 

당황하는 경식의 모습과 앰뷸런스 차의 빨간 불빛이 겹쳐지고, 삐뽀삐뽀 소리와 함께

경식 : 처,청솔아...정신차려봐.... 헉...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안돼애애애애애애애!!!

경식, 머리를 쥐어 잡고 소리지르고, 계단 한편에서 미소 짓고 있는 미니악마의 모습이 

보인다. 경식, 후회를 하는 눈빛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때 경식이의 주위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빙빙빙 돌아간다.

#6. 다시 복도, (#3. 경식이의 상상- 손을 내밀고 있는 청솔로 이어지고)

경식 : 뭐야...내가 또 꿈을 꾸는 건가?

(천사 등장)

미니천사 : 아니야... 아까 네가 악마의 편으로 갔을 때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내가 마법으로 네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 거야... 

경식 : 아아....

미니천사 : 경식아, 그럼 이제 결정할거야? 어떻게 할래.... 

그래도 청솔이를 밀치고 싸움을 할거야?

경식 : 아니... 안 그럴거야. 청솔이가 일부러 나한테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

사소한 오해로 싸우다가 크게 다쳐서 소중한 친구를 잃으면

그땐 정말 마음 아플테니까. 난 청솔이 사과를 받아들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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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천사 : 그래... 많이 깨닫고 왔구나. 역시 경식이 다운 결정이야. 

       

미니천사, 경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경식이는 기분이 좋아진다.

미니천사 : 자....그럼~! 

(미니 천사가 뿅하고 사라지는 효과음과 동시에 다음 씬으로 전환~)

#7. 복도 앞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경식, 청솔의 손을 잡고 일어난다.

청솔 : 미안해! 너무 급해서 누가 들어오는지 보지도 않고 뛰어오다가....

경식 : 괜찮아. 나도 가끔 그래서 아이들이랑 부딪히는데 뭐....

청솔 : 헤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경식 : 알았어~~ 근데 너 어디 가는 길이야?

청솔 : 아...그게 그러니까. 맞다 화장실! 읔, 배야.. 잠깐 실례~~~~ 

청솔, 화장실로 달려가고, 뒤뚱거리며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경식이  웃는다 

경식 : 참!! 첫째 칸에 휴지 없어!! 그 옆 칸으로 들어가~~

청솔 목소리 : 오케이~!~!

#8. 학교 전경, 

짹짹짹~새가 날아가고....

#9. 교실 안, 수업 끝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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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목소리 : 자~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알겠지?

아이들 : 네~~~~~

선생님 목소리 : 참, 오늘 주번 영은이가 안왔네. 경식이 혼자 힘들겠지만

               잘 부탁해! 

경식 : 네....

아이들 모두 나가고, 경식이 칠판 앞으로 다가선다.

게시판 끝부분엔 칠판에 “주번이 해야 할 일”이라며 

여러 가지 내용이 빼곡히 써 있다.

* 쓰레기 버리기

* 폐휴지 정리정돈

* 화분에 물 주기

조용한 목소리로 읽는 경식이는 힘이 없다. 

경식 : 언제 다하냐,,,,, 영은이는 왜 하필 오늘 아파서....휴~.

경식,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서 난감하게 두리번거리다가 결심한 듯!

경식 : 먼저 쓰레기통부터 비우자!

휴지통을 들고 나가다가 손이 모자라 문을 열지 못하고, 

낑낑대며 휴지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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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문 앞에 청솔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경식 : 아직 안 갔어?

청솔 : (머리를 긁적이며) 응... 혼자 힘들 것 같아서....같이 할래?

경식 : 응? 진짜??? 고맙다 친구야!!!

경식, 청솔에게 덥석 어깨동무를 하고, 두 아이 활짝 웃음을 짓는다.

#10. 복도

두 손으로 안전하게 휴지통을 들고 가는 경식이의 모습. 

옆에는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물 조리개를 들고 가는 청솔이. 

두 아이 발 박자를 맞춰 하나둘 신나게 걸어가는 모습이 다정하게 그려진다.

#11. 화장실 복도

경식 : 내가 휴지통 비울테니 너는~

청솔 : 물을 담아서 화분에 물을 주면 되는거지?

경식 : 오~케이!!

경식과 청솔 하이파이브를 하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즐겁게 청소하는 모습~비춰지고.

#12. 교실 

경식, 열심히 청소하는 청솔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다.

경식 : 청솔이는 저렇게 착한 아인데...내가 괜히 오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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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아무렇게나 화를 내는 건 안되는 일이었어... 

아~ 기분 좋다~~~  벌도 안 받고, 좋은 친구도 생기고.... 

청솔, 경식 청소를 끝내고 손바닥을 탁탁 턴다. 함께 손바닥을 마주치며

“청소 끝!~!!”이라고 외친다.

경식 : 고맙다 청솔아. 너 아니었으면 엄청 고생할 뻔 했어~

청솔 : 아니야 친구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그리고 킥킥...너 아니었으면 아까 화장실에서 휴지 없어서 큰일날 뻔 했지~ 

경식 : (함께 웃으며) 아까 색연필 안 빌려준 거 미안해~

청솔 : 아니야... 지난번에 니 초코 과자 뺏어 먹은 거 미안해

경식 : 괜찮아~ 나눠먹었어야 되는 건데...너무 맛있어서 욕심부렸어..... 내일 미술시

간에 내 색연필 빌려 줄께!

청솔 : 우와 진짜? 그럼 내가 맛있는 과자 가져올게

경식 : 좋아!

하하하하하 즐겁게 웃는 아이들 모습.

#13. 노을지는 학교 정문 앞. 

두 아이 사이좋게 걸어가는 뒷모습. 점점 멀어져가고...

경식 목소리 :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만화 볼래?

청솔 목소리 : 우와! 진짜?

경식 목소리 : 응, 아빠가 생일 선물로 DVD를 사 주셨어

청솔 목소리 : 와 재밌겠다! 빨리 가자!!

달려기 시작하는 아이들~ 그 뒤에 천사가 활짝 웃으며 하늘로 사뿐사뿐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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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프로그램 2의 주인공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주요 장면

<주인공 캐릭터>

경석 청솔 친구1 친구2 악마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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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주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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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프로그램 3의 시나리오: 우리 반의 평화는 내 손으로!

S#1. 연주의 집 - 연주 방 안

“연주의 일기”

(이미지 그림들 위에 나레이션)

우리 반에는 '평화 모임'이라는 것이 있다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오해가 있을 때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만의 모임이다.

평화모임의 진행은 또래 중재자가 맡는데, 

또래 중재자는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듣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우리들의 해결사 역할이다. 

오늘 투표를 통해 또래 중재자를 뽑았는데,(얼굴 붉어지며) 내가 뽑혔다 

또래 중재자의 빨간 모자를 받는 순간, 무척 떨렸다...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S#2. 학교 교정(잔디밭)

다투고 있는 철수와 호민

그 주위에 둘러서서 웅성이는 아이들...

연주 목소리 - 철수와 호민이가 서로 오해가 있어서 다투고 있었다.

그냥 두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친구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평화 모임”을 열기로 했다.

진행자는 내가 맡기로 했다.

처음이라 떨렸지만 다른 아이들이 했던 걸 떠올리면서 진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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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와 호민이가 마주 보고 앉아있다. 다른 친구들 모두 철수와 호민이 뒤에 동그랗게 

앉아있고, 연주는 빨간 모자를 쓰고 두 아이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

연주, 두 손을 가지런히 잡고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얘기를 시작한다

연주 : 자, 이제 철수와 호민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게 .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지도 

않고

공평하고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을거야 . 그렇지?

아이들 : 응~!

연주 : 그럼 누가 먼저 이야기 할래?

호민 : 내가 먼저 이야기 할게!

연주 : 그래... 철수야 괜찮지?

철수 :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연주 : 그럼 철수는 이걸 머리에 써~

연주, 도화지로 만든 커다란 코끼리 귀 모양을 철수에게 주고. 

철수는 두 귀를 착용한다.

연주 : 저 코끼리 귀는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뜻이야 

호민이가 이야기 하는 동안 자세히 들으면서, 한번 더 생각하는 거야....

아무 말도 해선 안되구...

철수 : (아무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호민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호민 : 나는 얼마 전 인라인 스케이트를 선물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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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회상으로 이어진다)

S#3. 회상 - 호민이의 이야기 - 교실 안 쉬는 시간.

인라인 스케이트를 닦고 있는 호민, 그때 철수가 호민에게 다가온다.

철수 : 우와!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받았다는 그 인라인이야?

호민 : (밝게 웃으며) 응~ 멋지지? 바퀴 되게 튼튼해

철수 : 진짜 멋있다... 난 인라인스케이트 없는데

호민 : 대신 넌 게임기 있잖아~

철수 : 헤헤.... (인라인 스케이트를 바라보다) 나 이거 한번만 타보면 안돼?

호민 : 안 돼~ 나도 한번밖에 안탔단 말야... 

철수 : 치사해~칫

호민 : 너도 게임기 안 빌려줬잖아! 

철수 : (째려보며) 씨이...

철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문 쪽으로 걸어간다. 게임기가 손에 들려있지만,

호민의 인라인이 더 멋져 보이는 듯 계속 부러운 눈빛을 보내고...

호민 그러다 철수와 눈이 마주치고, 철수에게 메롱~을 해 보이는 호민.

약이 오른 철수, 같이 메롱을 해보인다.

이때 영희가 호민이에게 다가와 말을 건다.

영희 : 호민아~ 우리 매미 잡으러 가자!

호민 : 그럴까? 잠깐만...

호민, 사물함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넣어놓고 영희를 쫓아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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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학교 교정(잔디밭) - 평화모임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철수의 얼굴이 보이며. (약간 미안함 기색이 비치는)

호민 :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내 스케이트가 부셔져 있는 거야. 그치 영희야?

저쪽에 서 있던 영희, 고개를 끄덕이며

영희 : 맞아, 우린 매미 잡으러 나갔다 왔는데 호민이 인라인이 많이 망가져있었어.

      호민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호민 : 철수가 내 인라인을 몰래 타고 망가뜨린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철수,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탁탁 치지만, 아직 이야기 할 차례가 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연주 : 음... 알았어, 호민이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철수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

이야.

코끼리 귀는 호민이에게 넘어가고, 철수가 얘기 하기 시작한다.

철수 : 나는 호민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물함에 넣고 교실에서 나갈 때 잠깐 고민했어..

S#5. 회상 - 철수의 이야기 - 교실 안 

호민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자 잠시 망설이는 철수...

철수(혼잣말) : 호민이 없는 사이에 잠깐만 탈까? 

아냐 아냐 그 사이에 호민이가 오면 없어진 줄 알고 놀랄거야

(잠시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난 듯) 맞다....이러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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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호민아 잠깐만 타볼게~ 미안~ 화내지마 ^^ ” 라는 쪽지를 사물함에 남겨놓고, 

싱 벙  인라인을 타고 나간다.

철수 : 진짜 한 바퀴만 타보고 갖다놔야지....

철수 조심조심 인라인을 신고 복도를 조심조심 지나는데 다른 친구가 지나가며 철수를 

밀치고 철수는 바둥거리다가 계단에서 구르게 된다. 쿠당탕탕!!!!!

요란한 소리 후, 

계단 아래 철수가 큰 대자로 뻗어있다...일어나며 

철수 : 아야! 아 아파.....히힝~!!

바지를 들어 보니 무릎에 피가 흐르고 있다. 철수는 그 와중에도 인라인을 손으로 

탁탁 털며 닦는데, 왼쪽 인라인에 바퀴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 

철수 : 헉 ! 어떡하지??? 아.....큰일났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교실로 돌아오는 철수. 너무 아파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지만

양호실에 가지도 않고 인라인을 붙잡고 끙끙거리고 있다.

이때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마음이 급한 철수는 호민이의 사물함에

인라인을 넣어둔다.

수업 내내 긴장하고 있는 철수의 모습. 

수업이 끝난 후 , 등 뒤에서 호민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호민 : 이게 뭐야?  김철수! 너!!! 

철수에게 온 호민, 인라인을 들어 보이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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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민 :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안 빌려 준다고 했잖아!

니가 이렇게 만든 거 맞지????!!!!

아이들 모두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주목하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철수 : 미안해... 잠깐 타보고 넣어두려고 했는데

호민 : 당장 선생님한테 이를꺼야!

철수 : 안돼!! 제발 그러지마... 안돼 안돼!!

철수는 호민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심술이 난 호민, 철수에게 이야기 한다.

호민 : 그래? 그럼 나도 니 물건 좀 내 마음대로 써야겠다.

철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호민이는 철수의 게임기를 빼앗아간다. 

호민 : 나 이것 좀 쓰고...내일 줄게 ~

철수는 답답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호민은 집에 가버린다.

S#6. 회상 - 집에 가는 길

철수, 학교 앞 문방구로 들어가 공책을 사려고 하는데 이때 호민이 등장 

호민 : 나 지금 목이 마른데, 니가 음료수 하나 사 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아줌마~이거 얘가 계산할거에요!

호민이는 문방구를 나가버리고, 철수는 남아서 계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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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에 동전을 올려놓고 세어본다 

철수 : 아....돈이 모자라네....(울상) 

빈 손으로 문방구를 나서는 철수. 어깨가 축 처져 힘이 없다...

S#7. 다음날 아침, 학교 전경

교실 안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철수는 무릎에 큰 밴드를 붙이고 있다.

이때 호민이 등장하고, 철수는 호민에게

철수 : 내 게임기 이제 줄래?

호민 : 아 맞다, 집에서 안 가져 왔는데....(얄밉게) 내일 줄게~

호민, 철수를 약 올리는 말투로 이야기 하고 철수는 기분이 상한다.

그런데 또 호민이 철수에게

호민 : 참, 너 숙제 했어?

철수 : 숙제?

호민 : 응, 어제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 

  난 안했는데 네 것 좀 가져갈게!

철수 : 그건...

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민은 철수의 공책을 꺼내가고 철수는

화가 치민다. 그때 호민 철수의 무릎을 발로 차고 지나가고,

철수는 아파서 바닥에 데굴데굴 구른다.

호민 : 어? 미안.. (얄미운 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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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 강호민! 더는 못 참아!!! 이따가 수업 끝나고 봐!!

S#8. 학교 교정(잔디밭) - 평화모임

연주 :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잘못을 가려내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지 얘들아?

호민, 철수 : (서로를 가리키며)  난 잘못한 거 없어!! 이건 다 쟤 때문이야! 

연주 : 잠깐 잠깐!. 서로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자. 

얘들아 너희 생각은 어때?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

영희, 손을 들고 이야기 한다.

영희 : 난 처음에 호민이 이야기만 들어서 무조건 철수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지금 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호민이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학생1 : 맞아, 철수가 호민이 물건을 몰래 쓴 건 나쁘지만,

       아픈 철수 다리를 발로 차서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 

       철수가 얼마나 아팠겠어,

호민,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듯한 표정

철수, 원망스런 표정으로 호민을 보며, 아픈 다리를 만진다

학생2 : 그렇지만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학생3 :  맞아, 나도 누가 내 물건 허락없이 만지면 기분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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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민,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며  

호민 : 맞아! 그건 훔치는거....

연주, 급히 호민의 말을 막으며 

연주 : 쉿! 호민아 니 차례가 아니니까 기다려줘 

호민, 겸연쩍은 듯 앉는다.

연주는 분위기를 정돈하며...

연주 : 그래그래...너희들의 의견은 철수와 호민이가 잘 들었을거야 

      하지만, 철수와 호민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학생1 : (건성건성)그냥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악수하면서 좋게 끝내~ 

학생2 : 그건 안돼! 진심으로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사과만 하면 뭐해....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아야지

연주 :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냥 말로만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알아야지

학생3 : 자기 잘못을 스스로 말하면 되잖아

학생2 : 지금 철수와 호민이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잖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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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 맞아...아마 철수와 호민이도 마음속으로는 뭘 잘못했는지

      느끼고 있을거야...그런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기분이 나빠졌는지를 

  진심으로 깨닫는 일이 꼭 필요한 것 같아 

학생1 : (건성건성)아휴~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하고 

  남자답게 악수하고 끝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아이들 모두  한숨 “휴우~” 고민하는 듯

이 때, 빨간 모자의 요정이 나타나서 연주의 머리 위를 날며 꽃가루를 날리자

연주, 좋은 생각이 떠 오른다 

연주 :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상황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철수와 호민이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역할 바꾸기를 해 보는 거야!!!

철수, 호민 : 역할 바꾸기?

연주 : 그래... 철수가 호민이가 되고, 호민이가 철수가 되는 거야.

아이들, 좋아~좋아~ 그럼 되겠다~하며 철수 호민을 본다

철수. 호민, 조용히 연주의 제안을 따르기로 한다. 

철수, 호민 : 좋아...

S#9. (교차 편집 영상처럼 상황들만 보여준다)

아끼는 물건을 다루는 철수의 모습, 부럽게 바라보는 호민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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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몰래 물건을 꺼내는 호민이의 모습, 망가뜨려서 놀래는 호민이의 모습.

철수에게 사과하는 호민, 그러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철수의 모습.

S#10. 학교 교정(잔디밭) - 평화모임

연주 : 서로 역할을 바꿔서 연기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줄래?

   먼저, 철수부터!

철수 : 내가 아끼는 물건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기분 상하는 것인지

      알게 됐어...게다가 망가트렸으니까...화가 났어 

연주 : 철수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럼 호민이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얘기해 줄래?

호민 :  진심으로 사과했는데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달았어.

       또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도 느꼈어...

연주 : 그래...나도 친구에게 사과했는데, 안 받아주면 정말 속상하더라구~

        

자, 서로 역할을 바꿔보니까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도 

철수와 호민이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서로에게 바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자

두 아이는 잠잠해졌다가....다시 화가 나는 듯 이야기 한다.

호민 : 나는 철수가 내 인라인을 망가트린 것처럼 철수 게임기도 망가졌으면 좋겠어.

철수 : 나는 오늘 숙제를 안해서 벌 받은걸 호민이도 받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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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 에이... 조금 전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면서 왜들 이래~ 

      우리가 해결 방법을 제안해 볼까? 

아이들 한 사람씩 이야기 한다.

영희 : 일단 철수는 호민이의 인라인을 고쳐주는 게 좋겠어.

학생 1 : 그리고 호민이는 다시는 철수를 괴롭히거나 철수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학생 2 : 호민이는 집에 두고 온 게임기를 철수에게 돌려줘야지 

학생 3 : 대신, 호민이가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싶을 때는 철수가 게임기를 빌려주면 

   좋겠어 

영희 :  철수가 인라인을 타고 싶을 때, 호민이도 빌려 주고~!

       

연주, 철수 호민이를 보며 

연주 : 친구들의 제안이 맘에 들어?

두 아이 모두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연주 : 그럼, 지금의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의 편지를 교환할 차례야 준비됐지?

철수가 편지를 쓰고 있고...편지 내용 보이며

철수(voice off) : 내가 망가뜨린 호민이의 인라인 스케이트를 고쳐주고, 

 앞으로는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민이가 게임을 하고 싶어하면, 게임기를 빌려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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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편지 내용 1. 인라인 스케이트 고쳐주기

       2. 친구에게 말하고 물건 빌리기

       3. 호민이에게 게임기 빌려주기

호민의 편지 보이며 

호민(voice off) : 그동안 철수를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간 게임기를 철수에게 돌려주고, 

 철수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할 때는 빌려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편지 내용 1. 철수에게 게임기 돌려주고 사과하기

      2. 철수와 인라인 스케이트 함께 타기 

연주 : 두 사람 다 썼지? 이제 서로 편지를 교환하고 악수해~ 

호민, 철수 봉투에 담은 편지를 교환하며 악수한다

철수 : ...게임하고 싶으면 말해 

호민 : 나도 정말 미안해. 오늘은 내가 아이스크림 살게 

호민이와 철수는 악수를 하고....

활짝 웃으며 서로에게 “미안해”라고 이야기 한다.

아이들은 모두 박수를 친다.

연주와 아이들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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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 오늘의 평화 모임은 여기서 끝!!

S#11. 교실 안 - 연주

연주는 빨간 모자를 벗고, 교실로 돌아온다.

교실 왼쪽 벽에 있는 모자걸이에 빨간 모자를 걸어놓고, 활짝 웃는 연주의 모습.

빨간 모자 주변을 신나게 날아오르는 빨간 모자 요정!

S#12. 연주의 방 -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진 연주의 일기장.

오늘의 평화모임은 이렇게 끝났다. 처음 해보는 또래 중재자 역할이었는데,

처음엔 떨렸지만 모자를 쓰고 나니 정말 천사가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 또래 중재자가 되어 친구들의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늘 즐거웠으면 좋겠다.

오늘 일기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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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프로그램 3의 주인공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주요 장면

<주인공 캐릭터>

호민 철수 연주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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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주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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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프로그램 4의 시나리오: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VIDEO AUDIO

S# 1. (재연) 학교 뒤 으슥한 공터 

           / 또는 각종 학교 폭력 사례 자료 편집

유리가 가방을 메고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

싸우고 있는 두 여자 아이 근처로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유리: (울상)언니들이 싸우고 있어요...어떻게 

하죠? 

치고 당기고 하다가.....결국은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한 아이가 려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른다 

유리:안되겠어요. 선생님을 모셔와야겠어요...

한 아이가 쓰러져 일어나지 않고...

친 아이는 놀라 우물쭈물 하다가 도망간다 

이때 아이들, 선생님과 함께 달려온다.

응급차 Ins. (E) 싸이렌

S# 2. 학교 앞 골목

         / 또는 각종 학교 폭력 사례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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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하교하고 썰렁하다 

유리:한 사람이 많이 다친 모양이예요. 제가

그때 지나가지 않았으면 다치는 걸 아무

도 못 볼 뻔 했어요. 휴우~

(어딘가를 보며 이상한 듯) 어? 근데....

카메라 초점이 이동하는 C.G

학교 뒤 공터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권세..

그때 꽤 키가 커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권세 앞으로 다가서고.

키 큰 아이들이 권세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권세의 주머니를 뒤진다. 

....권세 놀라며 거부하자...

무섭게 윽박지르고 권세는 울음을 터뜨린다. 

키 큰 아이들, 권세의 돈을 뺏고 머리를 툭툭 치고 지나간다. 

S# 3 . 교무회의 장면 SK 

분위기 심각하다.

# 운동장

운동장에서 아이들 놀고 있고 

두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며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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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생님 : 오늘만 해도 학부모 다섯 명이 면담

신청을 했어요 

왜 우리 학교에 갑자기 이런 일들

이 일어나는 걸까요?

남 선생님 : (고민스런 얼굴) 뭔가 대책을 세워

야 할 것 같은데....거 참...

여 선생님 : 문제는 아이들이 아직 “학교 폭

력”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생각

해 봤는데....이건 어른들이 대신 

해결해 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 선생님 : 제 생각도 그래요. 어른들이 개입하

면, 일이 점점 복잡해져요...아이

들과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선생님, 일어서서 교실을 향한다

S# 4. 교실 

여 선생님이 교탁에 서 있다

여 선생님: 우리 학교에 요즘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자꾸 들리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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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 (힘없이) 네에.....

여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교환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사이) 여러분은 ‘학교 폭력’이 

뭔지 알고 있어요?

웅성거리는 아이들.... 아이들 다양한 소리....

여 선생님 : 그럼 먼저, 자기가 생각하는 학교 

폭력이 뭔지부터 생각해 보자

S#5. 어린이 인터뷰 

Q. ‘학교 폭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 편집-자료그림 INS) 

s#6. 교실 

여 선생님 : 맞아요...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학교 폭력’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

던 일들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어

요. 바로 이런 경우죠

# (재연 혹은  자료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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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단따돌림(왕따) : 따돌림, 집단 괴롭힘, 

 2. 신체폭력 : 때리거나 기, 발로차기 등

 3. 언어폭력 : 욕하거나 협박, 소문 퍼트리기(삐소리 효과로 가리는) 

 4.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감

 5. 사이버폭력 :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머니 등의 금품갈취

 6. 불량서클(일진회) : 집단폭행, 금품갈취를 하도록 시킴 등

NA)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외에 언어 

폭력이나 휴대폰이나 인터넷 상의 악플 

등..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이라는 내용

의 사이버 수사대 관련 나레이션)

# 교실 

여 선생님 : 이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

떤 것을 하면 좋을지...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자, 그럼 내일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가족들과도 이야기 많이 해 보고, 

친구들이랑 토론도 해봐...

대신! 오늘 숙제는 없음!!!

아이들 함성! 아이들 : 앗싸~!!~

야호!!! 

(책상 치고~호들갑)

S#7.  아이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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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학교 폭력 예방 아이디어에 앞서 실제로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궁

금해지네요

Q. 학교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나요?

      (S#6의 학교 폭력 유형을 참고로 아이들 인터뷰) 

S#8. 학교 폭력의 심각성 또는 사례 

－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 앵커 멘트 

－ 뉴스 장면들 

－ 피해 학생 & 학부모 인터뷰 

－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미무리성 멘트 편집 

S#9. 학교 폭력 예방 아이디어 (다양한 장소) 

Q.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① 5학년, 6학년 형들 중에서 학교 보디가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약한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요 

②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CCTV를 달잖아요...학교에도 그런 걸 달면 

안되나요?

③ 경찰관 아저씨들이 학교를 지켜주면 되죠. 

④ 신고함을 만들어요...나쁜 행동하는 아이들을 신고해서 혼내주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할거잖아요 

⑤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짝을 지어서, 항상 지켜봐주면, 나쁜 일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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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⑥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따돌림을 당하

는 아이들이 의논할 수 있잖아요.

등 실제 거리 인터뷰 

S#10. 교실 복도 

－ 아침...학교 전경 

－ 등교하는 아이들 모습 

－ 창밖에서 아이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남,여 선생님 여 선생님 : (흐뭇)아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내요....

남 선생님 : 역시 아이들에게 맡기기를 잘했어요 

S# 11. 관련 그림(재연) NA) 과연,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을지....함

께 볼까요? 

① 수호 천사 정하기 

# 수호천사 빼지를 한 아이가 걸어간다. NA) 수호천사 설명

  주위에 광채가 나고 아이들 

  모두 그 아이를 멋지게 바라본다. 

② 믿음지기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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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옷을 빼입은 아이가 

늠름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다 NA) 믿음지기 설명

다른 아이들은 편안하게 놀고 있다.

③ 우정의 방 만들기

# 처음 보는 아이들도 친구가 될 수 있는 NA) 외톨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는      없도록...

  누구나 친구가 된다. 

④ 홈페이지 활용 

# 학교 홈페이지에 고민 상담방과 NA) 고발이나 처벌보다는 칭찬과 상담을 통해 

  칭찬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특히, 사이버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마련

  사이버 폭력 신고함도 만든다.

 

⑤ 어두운 곳 밝히기

# 학교 폭력이 일어났던 장소로 NA)으슥하고 위험한 곳 없애기 설명 

  카메라 포커스 이동, 

  밝은 조명이 비치면서 화사하게 C.G 

S#12. 운동장 

남녀 선생님이 흐뭇하게 하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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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나눈다

남 선생님 : 진작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고민을 

했다면 미리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뒤늦게 이런 대안을 내놓

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겠어요 

여 선생님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문자 하느라 정신없는 남선생              이젠 어른들도 무엇을 할이지 

열심히 고민해 봐야죠. 아니 뭐

하세요?

얘기하는 중에도 문자가 남 선생님 : 아....죄송해요....아이들이 집에 도

계속 들어온다           착했다고....문자를....

(E)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여 선생

남 선생님 : 아....제가 오늘부터 우리반 아이

들과 문자 친구 하기로 했거든요. 

하루에 문자 한통 안 하는 사람은 

저를 싫어하는 걸로 알겠다고 엄

포를 놨더니...(긁적긁적) 

여 선생님 :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내일부터 할래요 

계속 문자 들어오고....남 선생님 계속 답장....

그 모습을 보고 웃는 여 선생님...

S# 13. 변화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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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학교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 구석진 학교 화장실 (흑백)

   → 밝고 화사해진 화장실(칼라 & CG)

－ 어둡고 어질러진 창고 앞 공터에 아이들이 몰려 있다 (흑백) 

   → 가로등이 켜지고 예쁜 벤치 혹은 꽃밭 (칼라 & C.G) 

－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아이(흑백)

   → 우정의 방에서 아이들과 어울린(칼라 & C.G)

－ 하교 길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흑백) 

   → 수호천사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칼라 & C.G)

－ 컴퓨터 앞에서 익명으로 악플을 달고 있는 아이의 뒷모습 (검은 그림자 처리 + 악마 C.G)

   → 사이버 수사대 홈피 신고함 -> 자신의 이름을 쓰며 환희 웃는...(칼라 & C.G)

S#14 . CLOSING

학생1 :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학생2 : 이젠 나쁜 언니오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없을 거에요. 

우리 모두가 단합하고 있으니까요, 

학생3 : 학교가 예뻐져서 학교 가는 게 신나요~ 

학생4 : 친구가 많아져서 재미있어요 

학생5 : 선생님이 우리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좋아요

(아이들 여럿이 모여 있고) 

－ 아이들을 따라가던 카메라 PAN 해서 학교 전경 (C.G)

－ 학교 전경,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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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우리 학교의 안전과 평화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죠!!!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

기~ 여러분들도 시작해 보세요. 

- 아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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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프로그램 4의 주인공과 동영상 주요 장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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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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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로고송 가사

폭력예방쏭 1 

장난이야. 안돼 안돼~

욕하는 너. 안돼 안돼~

친구들 괴로워. 안돼 안돼 안돼~

놀리는 행동. 안돼 안돼~

때리는 행동. 안돼 안돼~

나도 당할 수 있어. 안돼 안돼 안돼

폭력예방쏭 2

놀리는 행동. 부끄 부끄~

때리는 행동 부끄 부끄~

입장바꿔 생각해. 부끄 부끄 부끄~

놀린친구 편들기 부끄 부끄~

맞는친구 못본척. 부끄 부끄~

나자신을 돌아봐. 부끄 부끄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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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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