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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2012년 전국의 학교들이 학교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본

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은 그간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그 일차적 원

인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질책이 고조될 때에만 관련 대응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시적 효과 이상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책들이 학교폭력

의 현실과 원인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온 데 있다. 지금까지 대책 수립의 근간이 되어왔던 실태조사는 주로 양적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평균적 경향성 외에 다각적 현상을 대

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추세나 통계 수치가 아닌 단위학교와 교실 수준에서 드러나는 학교폭력 현상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 2. 6) 시행의 현주소와 그 성과 및 난점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대책의 시행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경

험 및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이 파악하는 2012

년 학교폭력 현상의 특징적 현상은 무엇이며 이는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어떠한 공통

점 및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 2. 6) 중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무엇이고 각 정책별 시행 현황 및 그 효과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

는 어떠한가? 셋째, 교원들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 2. 6)에서 경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다

고 지적하는 학교폭력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이 대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현상의 실태에 대한 진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들은 자신의 교

실이나 학교에서는 언론의 관련 보도나 양적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적 인식만큼 학

교폭력이 심각하거나 만연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학교폭력 문

제에 대한 여론의 심각성을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자신들의 교실 상황과는 분리시

켜서 설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 면담 대상 교원들에게서 공통적

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사례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계층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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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즉 교원들은 가정으로부터의 돌봄, 학교 자원의 차이, 학교 내 

이질적 사회계층의 혼재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갈등과 폭력의 증폭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되어 명확한 가･피해 상황의 분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그와 같은 상황의 일상적 사례로서 ‘단기성’과 ‘가･피
해의 순환’의 특징을 보이는 ‘장난으로서의 따돌림’, 그리고 적극적 가해 의도가 없는 가해학생

과 이를 적극적 가해로 인식하는 피해학생 간의 논쟁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 2. 6)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책은 1. 가해

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 2. 교원의 책무성 강화 3.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4. 상담

인력 확충: 전문상담교사와 Wee 센터 5. 학교폭력예방교육 6. 복수담임제 7.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운영의 의무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7가지의 정책은 교원들의 평가에서 드러난 공

통분모를 기준으로 강경 대응방침의 일괄적 적용, 형식적 시행, 낮은 현장적용성이라는 3가지 

영역으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교원들은 가해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 교원의 책무성 

강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이 강경 대응의 성격을 가지는 대책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강화된 감시와 억제로 인하여 학생들 간의 유대감이 저해됨에 따라 학교와 교실이 더욱 불안하

고 폭력에 취약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인력 확충과 학교

폭력예방교육에 관해서는 모든 교원들이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시행이 형식적 수준에 그침에 따

라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

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초기 예방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일부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

나, 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스쿨폴리스의 전문적 역량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일회성 

집합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육 효과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수담임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의무화는 학교의 현실이 고려되지 못하여 현장적

용성이 낮은 대책으로 평가되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구

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폭력 발

생에 따른 평판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적극적 운영의 저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다.

셋째, 교원들은 학교폭력 발생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대책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

고 있는 원인으로서 가정과 학교문화･교육체제의 폭력성을 지적하였다. 우선 교원들은 대부분

의 가해학생이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직･간접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

우가 많아 그들 역시 다른 맥락에서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공생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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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서열주의와 경쟁을 가르치며 낙오자의 분노와 절망을 야기하는 현재의 교육체제와 더불어 

훈육･규율의 이름으로 공인된 폭력이 존재하는 위계적 학교문화가 학생들과 학교를 폭력에 더

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

한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않은 채 학생 개개인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개입 방식은 지속가능

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향후 학교폭력 대책이 가져야 할 핵심요소 중 대표

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책의 시행에 있어서 ‘가해 대 피해’의 이항적 구조를 지양하고, 

가해 행위에 대한 규명과 책임은 철저히 하되 그것이 단순히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

인으로 하여금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 아

래서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상과 처벌 

중심의 외적 강제보다 교원들이 생활지도 및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

써 자발적 헌신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내적 동기 유발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단위학교 및 지역 수준에서 스스로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대응을 구성하고 시

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하여 정책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생 개개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개입과 함께 학생들

을 둘러싼 환경의 구조적 폭력성을 제거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 가정, 교육과정,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는 사회적 차원의 

개입 방안이 장기적 관점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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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2011년 말부터 11여 개월 동안 9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1)을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2) 

이 사건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격렬하게 공론화시켰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12년 2월 ｢학
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발표되게 된다. 그러나 과연 학교폭력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새로운 문제였을까? 한국에서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논의

되어 왔다. 학교폭력 문제는 새롭게 대두된 사안이 아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인 것

이다. 따라서 문제는 당장의 대책이 가진 효율성 여부 이전에 지금까지 학교폭력 대책들이 왜 

실패해 왔는가에 있다.

최초의 정부 차원 학교폭력 대책은 1995년의  「학교폭력근절대책」 이었다. 이후 2004년 ｢학
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005년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2010년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가장 최근의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학

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과거

1)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은 ‘학생 및 청소년 간’ 폭력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
는 종합대책이 이러한 학교폭력 개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 가･피해자의 
범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나 교사, 가정까지 포함되기도 하며, 어떤 정의가 학교폭
력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Ⅱ장을 참조.

사망
2011년  11월 18일 서울 양천구 여중생 김 ○ ○ (14세)

 12월  3일 대전 서구 여고생 송 ○ ○ (17세)
 12월 20일 대구 수성구 남중생 권 ○ ○ (14세)

2012년   1월  4일 전주 완산구 남고생 우 ○ ○ (17세)
  1월 16일 대전 서구 여고생 박 ○ ○ (17세)
  4월 16일 영주 휴천동 남중생 이 ○ ○ (13세)
  6월  2일 대구 수성구 남고생 김 ○ ○ (16세)

8월 14일 서울 송파구 여고생 강 ○ ○ (16세)
9월 18일 충남 공주 남고생 박 ○ ○ (17세)

  미수
2012년   4월 26일 대구 북구 여중생 천 ○ ○ (15세)

<표 Ⅰ. 1> 2011년 11월 ~ 2012년 8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중･고생 자살 언론보도 사례2)

      * 학교폭력 이외의 성적, 가정문제 등을 이유로 한 자살 보도는 제외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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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응 방식이 갖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우일(2012: 178)은 지금까지 대부

분의 대책이 학교폭력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대응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 그 해결책을 강

력한 처벌로 접근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던 이유는 바로 학교폭력 개념에 관한 이해와 대책의 

즉자성에 있다.

학교폭력 대책이 등장한 시기들을 살펴보면 그 시발점에는 촉매 역할을 하는 폭력 사건이 

있었다. 최초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은 1995년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던 한 고등학생의 자살을 계기

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결과 수립되었다. 1996년 대책의 출발점에도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급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3) ｢제1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이 시작된 2005년에는 ‘일진회’의 존재에 대

한 한 교사의 폭로가 언론의 집중 보도를 받으며 교육부총리가 직접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하고 

나섰던 배경이 있었으며,4) ｢제2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이 진행 

중이던 2012년에 별도의 대책이 발표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재점화된 것 역시 

2011년 말부터 이어진 학생들의 자살 사건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과 대응책을 매개하는 주요 요인에는 언론이 있었다. 충격적인 사건들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언론 보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으로 기여했으나 한

편으로는 언론･대중･정부의 과잉대응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Shaw, 2004: 94). 특정 사건

들로 인하여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된 상태로 형성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저마다 다른 개별 현

장의 맥락은 삭제된다. 사회적 인식과 유사하지 않은 형태와 수준의 학교폭력 양상을 보이는 

많은 개별 단위학교에는 일괄적인 강경 대응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책이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

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된 많은 양적 실태조사 역시 공통적으로 학교폭

력의 특징을 저연령화･집단화･흉포화 등으로 정형화하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담론에 비

판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이를 지지하고 확대재생산 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기존의 학교

폭력 연구는 그 실태를 양화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이 설문조사 방식으

로 수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현상의 양상과 그 이면의 원인에 대한 해석적 이해가 미흡한 실정

이다(박효정 정미경, 2006a: 169).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양적 접근은 학교폭력 대책의 복잡한 

3) 경향신문(1996. 3. 20). ｢살인까지 부른 학교폭력｣
4) 한겨레(2005. 3. 9). ｢일진회 알면 학교폭력 10분의 1로 줄인다｣, CBS 노컷뉴스(2005. 3. 11). ｢김진표 부

총리 “일진회, 경찰 도움 받아서라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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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정을 평가하고 결과의 효용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다(유금순, 

2001: 314).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인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의 만연 정도나 심각

성 수준을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이해하게 될 경우 이것이 곧 전반적인 강경 대책에 대한 옹

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풀이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

지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일괄적 이해와 처방에서 벗어나 개별 단위학교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근거로 차별화된 대책을 설정하기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

적이고 계량적인 접근은 문제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통계분석 과정

을 거치면서 개인･현장의 맥락이 함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나장함, 2006: 267-268).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종합대책을 중심에 두고, 해당 정책과 학교폭력 일반

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경험이 학교폭력의 실태와 관련 대책의 성과 및 한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실태와 관련해서는 교원들이 인지하는 학교폭력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때의 교원들의 인식이 학교폭력의 만연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어떠

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2012년 2월 6일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대책의 7대 실천 정책 및 84개 세부 

과제 중에서 어떤 정책이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파악한 후, 그 현황 및 효과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교원들이 학교폭력 

발생의 핵심적 원인으로 지적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원들의 인식이 현재의 학교폭력 대

책에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연구의 전제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학교폭력의 

개념 및 원인,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

해를 살펴보고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학교폭

력 실태에 관한 인식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본 후 학교폭력 대책의 발전 과정을 

개선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Ⅳ장에서는 교원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학

교폭력 현상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 종합대책의 시행 현황 및 평가, 학교폭력 발생의 근본적 원

인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Ⅴ장에

서는 교원들의 인식이 학교폭력 대책에 갖는 시사점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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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재 교원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는 어떠하며 종합대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대책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간과되고 있는 학교폭력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교원들의 문제의식을 검토함으로써 효과적

인 학교폭력 대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원들이 파악하는 2012년 학교폭력 현상의 특징적 현상은 무엇이며 이는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 2. 6) 중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무엇이고 각 정책 별 시행 현황 및 그 효과에 대한 교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셋째, 교원들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 2. 6)에서 경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학교폭력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이 대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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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A.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본 절에서는 학교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이후 연구 결과에서 제시될 학교 교원들의 학교폭력 현상에 관한 인식을 이

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배경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폭력의 발생 장소, 행위자의 

신분, 폭력의 유형을 기준으로 차이를 드러내며 다양하게 시도되어 온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들을 검토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실태를 다루는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질적 접근을 통

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양적 연구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학교폭력의 개념은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적 정의가 마련

되기 이전까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정의의 공통적 기준은 폭력의 발생 장소, 

행위자의 신분, 폭력의 유형이다(김준호･김선애, 2003; 최인섭 외, 2003). 첫 번째 기준인 폭력의 

발생 장소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

가를 결정한다. 이때 범위를 학교 내부로만 제한할 경우 학교폭력의 실태를 일부만 파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면 지나치게 넓게 규정할 경우에는 여타의 폭력과 그 경계가 

모호해져서 적합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주변보다 먼 거리에

서 발생한 폭력까지 포함하는 연구(김준호 외, 1997: 25)나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까지 포함하는 

연구(박재윤 외, 1996: 15)5)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와 주변으로 그 발생 범위를 한정하

고 있다(김명자, 2003: 9; 김준호･김선애, 2003: 9; 류세홍, 1999: 7; 박영신･김의철, 2001: 64; 최

인섭 외, 2003: 45). 

두 번째 기준인 행위자의 신분은, 문제를 가해자 중심으로 파악하느냐 피해자 중심으로 파악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으로 규정함으로서 가･

5)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연구자들이 “학교폭력”을 학생, 교사, 가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
루는 개념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중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력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교내 폭력”이라는 차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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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두가 학생의 신분일 경우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김명자, 2003: 9; 류세홍, 1999: 

7; 박영신･김의철, 2001: 64; 임영식, 1998: 5; 최인섭 외, 2003: 45), 점차 피해자는 학생이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선배, 아는･모르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등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김준호 

외, 1997: 25; 김준호･김선애, 2003: 9), 특히 교사를 가해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김성환, 

1999: 130) 가해자의 신분을 넓게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가 강화되었다.6) 

세 번째 기준인 폭력의 유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포함되는 폭력의 범위를 확장시키

는 방향으로 정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언어적･심리적 폭력, 신체적･물리적 폭력, 금품갈취 

등을 다루는 연구(김성환, 1999: 130; 류세홍, 1999: 7; 최인섭 외, 2003: 45) 외에도 성적인 피해

를 포함시키는 연구(김준호 외, 1997: 25; 박영신･김의철, 2001: 64; 이춘재, 1999: 11)나 사이버 

폭력을 포함시키는 연구(김준호･김선애, 2003: 10) 등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였다.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이 가지는 복합성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공존한 이유였지만, 이 다양

성은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와 대책의 장애물로서 평가되어 왔다.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한 공통

의 정의가 부재함에 따라 연구간 비교나 이론 검증이 쉽지 않은 문제(김준호 외, 1997: 24), 같

은 주제의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문제(김성환, 1999: 130; 노성호, 2004: 94; 임영

식, 1998: 3; 최인섭 외, 2003: 270), 이로 인하여 대처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이진국, 

2007: 94)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어 온 것이다.7)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2004년 법률에 의해 개념

이 규정된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법률적 정의를 기준으로 삼게 됨에 따라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유지웅, 2007: 7).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8) 이 정의의 기준을 살펴보면 폭력의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이고, 피해자의 신

분만을 학생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신분은 광범위하게 파악하며, 각종 물리적･정신적 폭력 및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재산상의 손괴까지 다양한 폭력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로는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 현상들을 담아

6) 일부 연구에서는 교사를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범주에도 포함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을 더욱 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박재윤 외, 1996: 15).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범주에 대한 해석은 다양
한 반면, 피해자의 범주는 ‘학생’으로 한정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7) 특히 이진국(2007)은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도 법 집행기관 스스로가 학교폭력의 개념과 대책법의 성격
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지속
적 개정을 통해 부족한 개념을 보완해 왔다.

8) 법률 제11388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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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김성기(2008: 31)는 실질적으로 ‘학생 간 폭력’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는 표현인 ‘학생폭력’으로 용어를 변경하든

가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교사 간 폭력,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는 곧 현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에 의한 ‘학교폭력’의 실

제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협의성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에는 폭력의 가해자에 교사나 학교 외부의 폭력조직까지를 포괄하여 이해하고, 일

본의 경우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위해나 폭력행위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신혜섭, 2005: 

125). 유엔(UN; United Nation) 에서는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이라는 용어 대신 ‘학교에서의 

폭력(Violence in schools)’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학생의 폭력과 교직원(school staff)의 폭력

을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하는 모습을 보인다.9) 또한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이루어진 학교폭

력 관련 경험적 연구들을 분석한 벤베니슈티와 애스토(Benbenishty & Astor)는 학교폭력이 학생 

개인들 간이나 학생 집단 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008: 73).10) 

나아가 헨리 스튜어트(Henry, S.)는 학교폭력에 관한 전통적 접근에서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폭력, 학생의 창의성과 교육을 저해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 인종차별･
성차별･낙인(labeling) 및 수준별 학급 편성 제도(tracking)와 같이 일상화된 사회적･교육적 관행, 

권위적인 훈육방식, 군사적 방식의 학교 보안 체계 등 수많은 형태의 폭력이 경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와 관련된 환경에서 개인(individual), 기관(agency), 또는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에 의해 타인

을 대상으로 권력이 작동하는 것으로서,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그들이 될 수 있는 미래를 제한

하여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들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2000: 18-21).11)

9) 제 61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주요 유형을 학교 교직원에 의한 육체
적 정신적 체벌(corporal･psychological punishment), 싸움 및 따돌림(playground fighting and bullying), 성적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으로 설명하고 있다(UN, 2006: 15).

10) 폭력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언어폭력(vebal), 따돌림과 같은 사회성 폭력(social),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소문이나 사진을 퍼뜨리는 등의 간접적 폭력(indirect violence), 물리적 폭력(physical), 사적 재산을 
파손하거나 약탈하는 등의 재산상의 폭력(property related), 성폭력(sexual), 무기를 사용한 폭력
(weapon-related)의 7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Benbenishty & Astor, 2008: 73). 학생과 교사 모두를 가피해
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다른 연구로는 밀러와 크라우스(Miller & Kraus, 2008: 15)를 참조.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School violence is the exercise of power over others in school- related settings, by 
some individual, agency, or social process, that denies those subject to it their humanity to make a 
difference, either by reducing them from what they are or by limiting them from becoming what they might 
be(Henry, 20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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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학생 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그 행위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러한 포괄적 정의를 일부 받아들

인 결과로 보인다.12) 가해자의 신분을 규정하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폭력을 다루

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간’ 폭력만을 협의적으로 다루었던 

2004년 초기의 정의13)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포괄 범위가 넓어졌음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제･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해 범위에 추가된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한정되

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확장이라 평가할 수 있다.14) 즉 실질적으로 교직원 및 학교 

관리자 등에 의한 폭력이나 학교 조직 및 구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제도적 폭력 등은 

‘학교폭력’ 개념 속에서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학교폭력이 ‘청소년 간’에 한정된 폭력문제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 및 청소년 간’ 폭력

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합대책이 이

와 같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논의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법률상의 정의 역시 학교폭력 현상을 완결적

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또한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이후로도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의 가능성에 열려 있으며, 따라서 학교폭력 현

상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을 합의해 내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이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은 학교폭력이 단순히 개인･심리적 요인에 의

해 고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적 요인, 학교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2: 14; 권이종, 1996: 

14-18; 김범수, 2008: 3-6; 김순혜, 2007; 김준호 외, 2009; 김창군‧임계령, 2010: 180-183; 김학권‧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88호].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
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
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
는 행위를 말한다. ➡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2012. 3 . 21, 일부개정>

13) 법률 제7119호, 2의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
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14) 법률 제11388호. [제·개정이유]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
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하고,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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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2001: 408-415; 김현수, 2012: 193; 노혜련 외, 2006: 22-25; 서양숙, 2011: 14-17; 손석영

권순달, 2001: 307-310; 장금순, 2005: 25-34; 정진희, 2009: 14-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21-45; 최종혁, 2002: 23; 표갑수, 1998: 7-43; 황혜원 외, 2006; Cowie & Jennifer, 2007: 13-14).  

먼저 개인･심리적 요인은 주로 가해학생이 보이는 공격성, 충동성, 자기 조절 및 통제 능력

의 부족, 낮은 자기만족 및 수용 정도, 부정적 자아개념, 우울과 불안, 공감 능력의 부족, 문제 

해결능력의 부족, 윤리의식 및 도덕성의 미비 등의 심리･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방임 및 학

대, 과잉보호 및 기대, 가족 역할 기능의 미비, 빈곤 가정 등으로 설명된다. 학교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이기주의적 학력주의 교육풍토,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획일적 평가로 

인한 불만 및 열등감, 부모나 교사의 압력 및 과잉 기대로 인한 불안, 경쟁적 교우관계, 성격･
정서･발달적 측면이 경시되는 지식 중심 교육,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과

대학교 및 과밀학급 등이 지적된다. 마지막 사회 환경적 요인에는 상업주의로 인한 사회 전반

의 유해환경, 대중매체에 의한 폭력의 모방 및 학습, 사회의 상대적 빈곤 및 계층차에서 발생하

는 소외 및 심리적 열등감, 다른 계층으로의 전환 시도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 및 상대적 박

탈감,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체적 유대감의 해체,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만연으로 인한 인

간적 가치의 소홀 풍조, 제도화된 폭력, 군대･학교와 같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계급･서열이 존

재하는 제도 등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발생에는 다양한 개인 내적, 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를 가진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별적 접근은 그가 속한 집단과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

지 않는 한 일시적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이상균, 2000: 109-110). 

한편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내･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역동을 통해 설

명하는 접근들이 등장하고 있다. 손경원(2008)은 교우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확장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집단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학교폭

력에 대한 또래들의 반응, 학급의 분위기와 같은 집단적 영향이 가‧피해자의 인성적 특징과 상

호작용하여 학교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펠슨 외

(Felson et al., 1994) 역시 학교에서의 폭력적 행위 발생에는 개인적 가치관(personal values)보다 

집단의 규범(group norms)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엄명용‧송민경(2011)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에 주목하여 그 유형에 따

라 학교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즉 학생들 사이에는 권력관계 유형이 존재하고, 

이 유형들 간 역동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교실 내 권력요소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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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라는 두 차원으로 보고 각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권력관계 유형을 지배자, 실력자, 추종자, 은둔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강화자･조력자･방관자･방어자･은둔자 중 어떤 역

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은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15)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력장악가능

성이 많고 권력장악욕구도 높은 지배자 유형의 학생들이 교실의 권력관계 내에서 중심에 서 있

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 유형의 학생들이 권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학교폭력의 가해

자나 조력자･강화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집단 내부에서의 관계나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역동에 주목하는 이러한 접근은,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대응에 있어 개인과 환경 요인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집단 내 관계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행위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학교폭력을 이해할 경우 학생 간

의 관계 및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과 학교의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구조 역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가. 양적 실태 조사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높은 관심에 비례하여 1990

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1997년 7월 제184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교육부의 보고서는 폭

력피해를 입은 초･중･고등학생의 수가 시･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1995년에 420000명, 1996년

에 120000명, 1997년 상반기에 4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히

고 있다(교육부, 1997. 7. 10). 이 자료에 따르면 1997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 8,301,049명으로 

집계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약 0.6%가 상반기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16)  

15) 이때의 역할 분류는 살미발리 외(Salmivalli et al., 1996: 4)가 학교폭력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여
섯 가지 역할로 제시한 가해자(bully), 가해강화자(reinforcer of the bully), 가해조력자(assistant of the 
bully), 피해방어자(defender of the victim), 방관자(outsider), 피해자(victim)에 기초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살미발리(Christina Salmivalli)와 동료연구자들의 이러한 역할 분류는 괴롭힘 행동에 대한 가해자‧피해자
의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서서 교실 내 모든 학생들의 각기 특정한 역할에 주목하여 제기된 새로운 관
점의 접근법이었다(최지영‧허유성, 2008: 174).

16)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조사에 따른 피해율은, 정확한 조사 설계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조사 
결과와의 단순 비교가 어렵다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낮게는 10%대 후반에서 높게는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타 민간 기관이나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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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많은 실태조사들 중 조사 대상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

여 경향성을 살피기에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한 조사들로는, 크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연구들이 있다.17) 우선 아직 ‘학교폭력’

의 개념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부재했던 1990년대의 학교폭력 피해 연구는 청소년 범죄 피해 

연구와 혼용되어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노성호 외(1999)

는 청소년의 범죄피해 실태를 김준호 외(1991)의 10여 년 전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는데, 1999년 1년간 발생한 전체범죄18)의 피해율은 48.8%로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범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위 연구의 중간 시점에 이루어진 실태조사 연구로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광장의 김용태 외(1996),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과 동 기관의 안선욱(1998), 한국교육개

발원의 박재윤 외(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준호 외(1997)20) 등이 있다.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광장의 김용태 외(1996)는 전국 단위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30개 초･
중･고등학교를 표집하여 실시한 1607명의 설문 응답을 통해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의 피

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 설계의 특징은 가해 대상을 친구나 ‘불량배’에 한정시키지 않고 

부모, 형제, 교사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의 56.8%가 신체적 폭력을, 58.3%가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함으로써 과반수가 넘

는 학생들이 폭력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살펴본 노성호 외(1999)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미하게나마 높은 피해율을 보고하였다.21)

17) 1995년-1996년의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학교폭력 정책 시행의 결과 관련 연구가 급증
하였고 그중 실태 조사가 전체의 40.9%로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이 서울 및 수도권(35.6%)에 치우쳐 
있었으며 특히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3.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박효정･정미경, 2005: 20-21).

18) 금품갈취, 폭행, 협박의 3가지 폭력범죄와 절도, 사기, 소매치기의 3가지 재산범죄를 합한 범죄를 의미
한다.

19)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폭력 피해율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복피해율은 증가하였다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1919명에게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 경험
을 묻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서 다루어진 폭력의 유형은 괴롭힘, 금품피해, 신체적･물리
적 폭력, 언어적･심리적 폭력, 여학생 대상 성적 피해의 5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이중에서 인간관계의 
맥락에 따라 폭력으로 인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놀림･욕설 등의 상징적 폭력과 여학생만을 대상
을 조사된 성적 폭력을 제외한 괴롭힘, 금품갈취, 신체적 폭행, 위협 중 한 가지 유형이라도 경험한 적
이 있는 학생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21) 그러나 앞선 연구가 남자 중학생 집단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언어적 피해율이 모두 학교급과 비례하여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초, 중, 고
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은 각각 43.1%, 57.5%, 63%, 언어적 폭력 피해 경험은 각각 43.1%, 
57.3%, 69.3%로 학교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율과 함께 폭력의 유형도 심
각해진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하였다. 특히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가해 행위자는 교사(31.8%)와 어
머니(15.1%) 및 아버지(10.1%)로 친구(9.8%)나 선배(9.5%)에 의한 폭력보다 성인에 의한 체벌 및 폭행
이 학생 폭력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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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은 위 김용태 외(1996)의 연구를 포함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의 연구, 자체 조사 결과 및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

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3%가 금품강탈을, 22.8%가 심리적 폭력을, 14.1%가 따돌

림이나 놀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28.2%의 폭력 피해는 일회성이었으나 7.5%는 

반복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피해율은 노성호 외(1999)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6년 7월 한 달간 이루어진 재단의 전화상담 

1000건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33.6%)이 정신적 폭력(21.1%)이나 금

품갈취(21.1%)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동 기관의 연구원인 안선욱

(1998)은 서울시 9개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3,277), 학부모(1,043), 교사(390) 총 4,510명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학생 응답자 중 41.3%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

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22) 

역시 전국 단위의 연구를 실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재윤 외(1996)는 1995년 3월 1일부터 

1996년 2월 28일의 일 년 간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전국 공･사립 중학교와 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형태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교육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한 해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수가 11,764명

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약 0.3%로23) 본 목의 첫 부분에서 살펴본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여타의 연구 결과에 비하여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특징

적인 결과로는 학교 설립 유형별 폭력 발생 및 피해 경험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공립고

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순으로 폭력 발생빈도가 높으며 대도시 지역의 

공립중학교 학생들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소재

하는 큰 규모의 학교에서 폭력 발생률이 높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하였다.

2000년대 초기의 학교폭력 경향은 김준호･김선애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간 수행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김준호･김선애(2000)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 세 가지 유형의 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22) 이 연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폭력 유형이 가정폭력과 교사체벌
로 나타나 김용태 외(1996)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 횟수는 약 14회, 교사체벌에 의한 피해 횟수는 13.57회로 4.25회의 구타･폭행, 5.51회의 협
박, 7.76회의 따돌림･집단적 놀림 등에 비하여 2~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은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거나 덜 위험한 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많은 반면 지속성은 비교적 낮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위험한 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소수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3) 1995년의 전국 학생 수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1995년의 전
국 학생 수는 초등학생 4,336,252명, 중학생 2,410874명, 고등학생 2,069,201명으로, 위 연구의 대상인 
전국 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4,480,084명이다(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1995년 학생현황’).



13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908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7.6%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중학교 남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

본 노성호 외(1999)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과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단 여학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피해율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피해율이 학교급에 반비례

하는 특징적 결과가 도출된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즉 중학교에서 가장 폭력 피해가 빈번

한 것으로 나타나는 남학생과 다르게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

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피해와 가해의 교차 여부를 알아보

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없는 제1유형(피해-가해 없는 집단), 피해 경

험만 있는 제2유형(피해집단), 가해 경험만 있는 제3유형(가해집단),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제4유형(피해-가해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제4유형이 

제2유형과는 유사성이 거의 없는 반면 제3유형과는 유사한 특성을 보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비행적인 특징을 나타냈으며, 제2유형은 제1유형과 유사한 특성을 드러내었다. 즉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은 가해 집단과 유사하거나 더 비행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피해 경험만 

있는 집단은 피해나 가해가 모두 없는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나 폭력 가해와 관련된 특징이 거

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연구자들은 학교폭력에 “가해의 고리”와 

같은 것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가해의 중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

였다.

이듬해 동 연구자들은 기존의 1회성 조사에서 탈피하여 동일한 학교폭력 개념과 동일한 연

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학교폭력의 추세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2년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설계하였다(김준호･김선애, 2003).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아이디 도용, 인터넷 게시판 폭력, 게임 관련 폭행, 가벼운 성추행, 심각한 

성추행은 2001년에 비하여 피해율이 감소하였으며 협박, 구타, 놀림, 따돌림, 휴대폰 폭력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2002년의 폭력 피해 경험이 2001년에 비하여 미미하게나

마 감소하였지만, 특징적으로 많은 폭력의 유형에서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폭력 피해가 저연령화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2005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박효정 정미경(2005)에 의해 전국 312개 초 중 고등학교의 학

생 13,998명, 교사 6,157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학부모 500명에 대한 전화조사가 실시

되었다.24)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설문조사와 함께 교사와 학생

24)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는 40.51%였으며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비슷하다(45.6%)’거나 ‘줄어들었다(41.3%)’는 응답이 ‘늘어났다(11.9%)’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과 교사는 각각 33.7%, 40.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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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및 개인 심층면담을 시행하여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이 심층면담의 결과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선행 질적 연구를 검토하고 있는 다음의 

목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 조사를 진

행해 옴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동일한 개념과 척도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추세 및 경

향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6년부터 진행해 온 연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관련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각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1년의 피해 경험률이 

각각 17.3%, 16.2%, 10.5%, 9.4%, 11.8%, 18.3%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2.4%가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2007년 직후 28.6%로 잠시 우려가 낮아진 2008년을 제외하고 2009

년부터는 그 인식이 32.8%, 38.1%, 41.7%로 일관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

각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 경

험률과 심각성 인식의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Ⅱ. 1>, <그림 Ⅱ. 2>와 같다.

<그림 Ⅱ.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시계열 비교

       *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2007~2012)를 근거로 작성함.

      * 2006년은 전국 초5~중2, 2007~2010년은 초5~고2, 2011년은 초4~고2 표집 조사임.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각각 21.4%, 21.6%로 나타난 ‘심각하다’는 응답보다 두 집단 모두에서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보다 학생의 인식이 약 7%가량 
높아 집단 간에 다소의 차이가 드러났다.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집단따돌림
(41.4%)이 지적되었으며 협박과 욕설(31.7%), 신체적 폭행(10.7%), 금품갈취(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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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시계열 비교

*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2008~2012)를 근거로 작성함.

 

이처럼 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여타 실태조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성 있

고 일관되게 전국 규모의 학교폭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자

료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25) 

정부에서 전국 단위의 규모로 매년 실시해 온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는 청

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의 실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파악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19세 미만 일반청소년과 특수 시설에 보호된 위기청소년 15000 ~ 18000여 명을 대상

25)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사 대상, 설문 문항의 틀, 폭력의 유형에 대
한 규정, 질문의 내용 등이 지속적으로 변형･보완됨으로써 각 연구별 조사 기준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 수치들 간의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조사 대
상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학생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2011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2006년과 2011년의 조사 사이에는 총 4개 학년에서 8개 학
년으로 2배가 늘어난 조사 대상의 양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집 또한 시기
에 따라 2006 ~ 2007년은 오프라인 설문, 2008 ~ 2009년은 온라인 설문, 2010 ~ 2011년은 오프라인 설
문과 온라인 설문의 혼용 방식으로 다르게 진행되었으며 세부 조사 영역 역시 2006년에는 가･피해 실
태, 목격, 대처 및 예방 실태의 3가지 영역, 2007년에는 학교폭력 일반, 피해 실태, 가해 실태의 3가지 
영역, 2008년에는 학교폭력 일반실태, 피해실태, 가해실태, 목격실태, 예방교육 및 기타 실태의 5가지 
영역, 2009년에는 기존의 5가지 영역에 학교폭력 인식, 학교폭력 극복 요소, 학교폭력 심각성이 추가된 
8가지 영역, 2010년과 2011년에는 기본 5가지 영역에 학교폭력 인식이 추가된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
어 그 기준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연례 실태조사를 활용
하여 전반적인 학교폭력의 동향이나 추세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조사 설계의 차이에 유의하
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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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고 있으며,26)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문제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그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매 보고서에서 조사 영역

별로 제시되는 시계열 비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시행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는 매 3년마다 진행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그중요성이 고려되어 매년 실시되었다. 조사를 진행

하는 주관 부서는 시기별로 달랐지만, 최근의 3년간은 고정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의해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Ⅱ. 1>은 조사가 이루어진 연혁과 시기별로 연구 시행을 주관한 

정부 부서를 정리한 것이다. 

차수 조사기간 주관부서 차수 조사기간 주관부서

1차 1999년 11월~12월 국가청소년위원회 6차 2008년 10월~11월 보건복지가족부

2차 2002년 07월~09월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7차 2009년 10월~11월 여성가족부

3차 2005년 10월~11월 청소년위원회 8차 2010년 10월~11월 여성가족부

4차 2006년 09월~10월 국가청소년위원회
9차 2011년 09월~10월 여성가족부

5차 2007년 10월~11월 국가청소년위원회

<표 Ⅱ. 1>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연혁 및 주관부서 

 

    * 자료: 여성가족부(2011: 3)의 표를 근거로 수정･보완함.

    * 7차 이후로 주관부서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참고문헌에는 차수의 구분 없이 ‘여성가족부’로 표기하였다. 

 

다양한 유해환경에 관련된 청소년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이 조사의 결과 중에서, 

앞서 살펴본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7~2012)의 조사 결과와 그 비교 조건을 최대한 유사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 집단의 응답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최근 일 년 동

안의 폭력 피해율을 검토하였다. 우선 2002년과 2005년 ~ 2008년의 조사에서는 ‘욕설･협박’, 

‘폭행’, ‘돈･물건 갈취’, ‘집단따돌림(왕따)’과 관련한 피해 경험을 각각 물어보고 있다. 2002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청소년들 중 최근 일 년 간 급우나 또래로부터의 욕설이나 협박 경험

이 있는 경우가 9.8%, 교내 또는 등･하교길에 급우나 또래로부터의 폭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4.1%, 물품 등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있는 경우가 4.3%,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

이 있는 경우가 2.9%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이 각각 15.0%(욕설･협박), 

8.3%(폭행), 11.8%(돈･물건 갈취), 2.5%(집단따돌림)로 나타나 2002년에 비해 폭력 피해는 모두 

26) ‘일반청소년’이란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의미하고 ‘위기청소년’이란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특수 시설에 각각 가출, 비행,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보호된 청소년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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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나 집단따돌림(왕따) 피해는 0.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2006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 11.8%(욕설･협박), 6.5%(폭행), 17.0%(돈･물건 갈취), 3.0%(집단따돌림)의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05년에 관찰된 추이와는 정반대로 폭력피해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집단따돌림이 0.5%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에 들어서는 피해 

경험이 각각 14.2%(욕설･협박), 7.6%(폭행), 8.8%(돈･물건 갈취), 3.1%(집단따돌림)로 전년 대비 

모든 폭력피해가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응답이 각각 12.8%(욕설･협박), 7.1%(폭행), 9.7%

(돈･물건 갈취), 3.4%(집단따돌림)로 나타남에 따라 2007년 대비 돈･물건 갈취(+0.9%)와 집단따

돌림(0.3%p) 경험은 증가한 반면 욕설･협박(-1.4%)과 폭행(-0.5%) 경험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력 유형별 시계열 비교는 2009년 이후로 불가능해졌는데, 그 이유는 4가

지의 다른 폭력을 각각 묻던 설문 문항이 ‘폭력 피해’로 통합된 형태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일반청소년의 전반적인 폭력 피해 경험은 7.0%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이보다 0.1% 

오른 7.1%,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1년에는 다시 0.4% 감소한 6.7%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Ⅱ. 3>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일반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시계열 비교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욕설･협박          폭행         돈･물건 갈취   집단따돌림(왕따) 폭력피해 통합

<그림 Ⅱ. 3>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경험 시계열 비교(일반청소년)

          * 자료: 여성가족부(2011: 250)의 표를 근거로 수정･보완함.

          * 전국 중･고등학생 표집 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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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연도

조사 기관
(연구자)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방법 특징적 요인 및 결과

1995
-1997

교육부

(시･도 교육청)
각 년도 설문조사

§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은 1995
년 420000명, 1996년 120000명, 
1997년 상반기 48000명으로 감소

하는 추세

1996
청소년

대화의광장 

(김용태 외)

전국 30개 초･중･고 

학생 1607명
(1996. 4. 1 - 15)

우편 설문

§ 폭력 피해율의 증가가 학교급과 

비례함

§ 주요 가해 행위자는 교사, 어머

니, 아버지, 친구, 선배의 순

1996
한국교육개발원

(박재윤 외)

전국 공･사립 중･고
등학교 전체

(1996. 3)

교육부 의뢰

전수조사

§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0.3%
§ 폭력 발생빈도는 공립고, 사립고, 

공립중, 사립중 순

§ 대도시 지역 공립중학교 학생들

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음

§ 대도시 소재 큰 규모의 학교에서 

폭력 발생률이 높은 경향 지적

1996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청소년 대화의광장

(1996), 청소년폭력

예방재단(1996), 한국

청소년개발원(1995)의 

결과 종합 분석

문헌연구

§ 중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음

§ 신체적 폭력의 발생이 가장 빈번

함

1997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김준호 외)

서울지역 20개 중･고
학생 1919명
(1996. 6. 12 - 28)

집단면접 

방식의 

설문조사

§ 폭력 피해의 증가 추세를 지적

1998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안선욱)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사 

총 4,510명
(1997. 5 – 10)

설문조사

   +
상담통계

§ 가장 빈번한 폭력은 가정폭력과 

교사체벌

§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피해의 지

속성이 비례함

<표 Ⅱ. 2> 1990년대 이후 주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이처럼 연구자가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의 여부뿐만 아니라 조

사 대상, 조사 방법, 문항의 구성 등에 따라 연구의 결과는 상이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다양하

게 이루어진 실태조사의 결과들을 일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1990년대 이후의 주요 실태연구를 연구설계의 형태와 특징적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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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노성호 외)

서울지역 56개 중･고 

2학년 2,224명
(1999. 6. 4 – 21)

집단면접 

방식의 

설문조사

§ 1991년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연구

§ 중복피해율의 증가 경향을 지적

2000 김준호･김선애

서울지역 초4 ~ 고3  
학생 908명
(1999. 5)

집단면접 

방식의 

설문조사

§ 중학교 남학생, 초등학교 여학생

의 피해율이 가장 높음

§ 피해와 가해의 중첩성을 지적

2003 김준호･김선애

전국 30개 초･중･고
학생 4000여 명

(2001･2002년 각 1회)
설문조사

§ 2001-2002 종단적 연구

§ 피해의 저연령화 경향을 지적

2005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정미경)

전국 312개 초･중･고
학생 13,998명, 
교사 6,157명,
학부모 500명
(2005. 11. 29 - 12. 2)

설문조사

   +
전화조사

§ 전년도 대비 폭력발생이 ‘비슷･줄
어들었다’는 응답이 ‘늘어났다’는 

응답보다 높음

§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폭력이 심

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심각하다

는 의견보다 높음

§ 교사보다 학생의 심각성 인식이 

약 7%가량 높음

§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은 집단따

돌림, 협박과 욕설,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7.1%) 순

§ 교사･학생 심층면담을 함께 시행

2006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 외)

전국 165개 학교 

초 4 ~ 고 3
학생 17,325명, 1,980
명의 교사

우편 설문

§ 피해 경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

§ 피해경험의 빈도는 언어폭력, 금

품갈취, 사이버･휴대폰 폭력, 집

단따돌림･괴롭힘, 신체적 폭행의 

순 

§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폭력이 심

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심각하다

는 의견보다 높음

§ 교사보다 학생의 심각성 인식이 

약 3배가량 높음

2006
-2012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전국 초･중･고
학생 4000~9000여 명

(각 년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폭력의 저연령화, 집단가해의 증

가, 가･피해의 상호 연관성, 방관

자 문제, 가해학생의 무감각한 인

식 등을 지적

2002,
2005
-2012

여성가족부

및 정부부처

전국 중･고
학생 15000여 명

(각 년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조사

§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의 일환

§ 폭력 피해 경험의 시계열 비교 

분석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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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폭력에 관한 질적 연구

이러한 설문 중심의 실태 연구는 학교폭력의 현상적 특징이나 그 양상의 변화 추이 등 문제

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나

타났듯이 연구들 간의 설계 및 결과의 편차로 인하여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

함이 있다(김준호･김선애, 2003: 7). 따라서 수치화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의 영향이 내

재되어 있는 학교폭력 현상을 분석하기 힘든 양적 연구의 한계(박효정･정미경, 2005: 128)를 보

완하기 위하여, 미시적 수준에서 개별단위 학교 및 교육주체들의 구체적 경험을 파악하고 이를 

해석하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다음 목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

를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연구에 대한 질적 접근은, 결과를 양화시키는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심층적 진

단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드러나는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27) 앞

서 살펴본 광범위한 수준의 연구들 이외에도 많은 설문 중심의 양적 연구들이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층위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현상의 특징을 저연령화･흉
포화･집단화 등의 특징적 추세로 일관되게 유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8) 이는 학교폭

력의 양적인 측면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가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심

각성이 실태보다 과도하게 부각된 결과로 해석된다(노성호, 2004: 88). 따라서 학교폭력의 실태

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심도 있는 설문조사와 함께, 학교교육 관계자 및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실존적 경험과 해석이 뒷받침되는 다양한 질적 연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박효정･정미경, 2006a: 188).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학교폭력 관련 주요 논문의 연구 경향을 조사한 박효정･정미경

(2005: 126)에 따르면, 검토된 전체 40건의 연구 중 약 80%인 32건이 설문조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고 면접･사례 연구는 10%에도 못 미치는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사례 연구의 내

용도 2건은 집단따돌림, 1건은 가정폭력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27)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촉발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후반에는 주로 문헌이나 설문
을 통한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이장현･우룡, 2001: 56).

28) 구체적인 연구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폭력화･지능화･조직화･저연령화(이종복, 1997: 136), 집단화･흉
포화･잔인화(김학권･김수환, 2001: 404), 저연령화･집단화･흉포화(장은조, 2002: 1), 저연령화･흉폭화･집
단화･조직화(최종혁, 2002: 23-25), 저연령화･흉포화･집단화･지능화(유평수, 2005: 53), 폭력유형의 다양
화･저연령화･집단화･흉포화(장금순, 2005: 1-2), 저연령화･범죄화(양야기, 2009: 8), 저연령화･흉포화･조
직화(한성구 외, 2010: 186), 흉악화･폭력화･저연령화(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63; 2012b: 8), 저연령
화･집단화･광역화･흉포화･교묘화･지속화(정우일, 2012: 17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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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질적 접근은 지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학교폭력 관

련 질적 연구는 총 25건으로,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6년 이후에 진행된 연구이다. 각각의 

연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가해학생 요인 관련 연구가 11건, 피

해학생 요인 관련 연구가 3건, 실태 및 원인 진단 관련 연구가 3건, 대책 및 프로그램 평가 연

구가 4건, 사건 대응의 구체적 과정 분석 연구가 3건, 그 외 1건으로 나타났다. 즉 질적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학생의 가해․피해 경험이나 폭력 유발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학생 이외의 교육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Ⅱ. 3>과 같다.

연구 주제 관련 연구

가해학생 요인 관련(11)
강민지(2008), 고제욱(2009), 권현용･김현미(2009), 김진호(2009), 이규

미 외(2003), 이명자(2009), 이웅혁(2006), 임명숙(2010), 정경옥(2010), 
전미이 외(2009), 하정희 외(2011)   

 피해학생 요인 관련(3) 윤인수(2002), 이진숙(2012), 주은선･박은란(2003)
실태 및 원인 진단 

관련(3)
강소영(2012), 박효정･정미경(2005), 박효정･정미경(2006a), 박효정 외

(2006)

대책･프로그램 
평가(4)

노혜련･김형태(2006), 도명숙(2007), 박효정･정미경(2006b), 이규미 외

(2008)

사건 대응의 구체적 

과정 분석(3)
김은경･이호중(2006), 방기연･이규미(2009), 방기연(2011)

그 외(1) 금명자 외(2005)

<표 Ⅱ. 3> 학교폭력 관련 주요 질적 연구의 주제 유형별 분류

박효정･정미경(2005)의 연구는 질적 접근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실태를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다른 질적 연구들에 비하여 광범위한 표집을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폭력 가해학생 128명(개인면담)과 각 급 학교의 학생 부장 교사 

160명(집단면담)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학교폭력 우수 실천 학교의 학생부 담당 교사 42명을 

대상으로 총 2차에 걸친 광범위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적인 설계로는 심층

면담뿐만 아니라 앞의 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교사･학부모 20,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얻은 일반적 수준의 인식과 면담을 통해 얻은 가해학생･부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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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비교를 통

하여 학교폭력의 수준, 발생률, 심각성, 불량서클의 유무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수준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기 쉬운 양적 연구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힘든 맥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학

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의 응집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질적 연구라 할 수 있는 강소영(2012)은 학

교폭력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시각에서 탐색하여 현상과 원

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고등학교 교사 5인과 학교폭력 관련

기관 전문가(前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클리닉센터 소장) 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대상 범죄예방교실 워크숍’에 참석한 

103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또래집단의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폭력적 교실문화’가 지적되었으며, 그 기저에는 인성교육의 부재가 자리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학교폭력의 실태뿐만 아니라 대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 연구에도 질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김

은경･이호중(2006)은 학교폭력 사건의 대응 현황 및 처리 실태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하여 설문과 면담을 병행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9) 가･피해학생과 부모의 경

험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절차를 면밀히 살피는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정책이 ‘징벌적’ 방식에서 ‘관용적’ 방식으로 전환되는 초기 지점에 위치하고 있

으나 ‘책임에 따른 규율’과 ‘보호 및 지원’ 목표 사이의 균형이 모호하며 따라서 두 역할을 통

합하는 방향의 ‘회복적’ 방식이 개발･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교사들

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교사와 비담임인 교사 비중이 각각 71.2%와 74.4%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의 설계가 학교폭력의 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관점 파악에는 적절하지만 그 처리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쟁점과 내용을 파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일반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현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로는 방기연

(2011)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

29) 전체 표집수는 총 591명이고 그중 심층면담 대상자는 64명이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교사집단,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그 부모,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그 부모 등 총 다
섯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초･중등교사 125명, 피해학생 및 그 부모 36명(18쌍), 가해학생 
138명과 학부모 128명(쌍으로 이루어진 설문은 192명, 96쌍)의 총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피해학생
과 그 부모 총 64명(32쌍)을 대상으로는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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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이 연구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교사가 담당한 역할, 교사가 느끼

는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인식, 교사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그 처리 과정에서 교사가 

느낀 개인적인 어려움과 대처방식을 교실 수준에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사

는 교과전문가일 뿐 갈등이나 분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피해학생에게는 호감을 느끼지 않

고 가해학생은 폭력성향이 높다고 여기며, 가･피해학생 모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뿐

만 아니라 폭력 사건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폭력 허용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교사가 폭력 사건에 개입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전문적 중재자가 학교 현장에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는 그 목적 자체가 교사의 개인적 역할 수행과 인식에 대한 탐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

체적인 대책의 내용 및 실효성에 대한 영역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30)

이를 고려하였을 때 박효정･정미경(2006b)은 2005년도의 종합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효과 평

가를 위한 질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연구는 2차에 걸쳐 설문과 

심층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1차는 교육현안문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이

메일 조사로, 2차는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다.31) 평가의 대상이 된 대책들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점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 상담자원봉사자 배

치 및 운영, 지역별 상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 실시, 전문 상담 순

회교사 배치,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6가지 정책이었으며 설문과 면담을 통해 그 주요 내용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대책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CCTV 설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학교폭력 자

진신고 기간 운영,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는 응답이 절반으로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결과가 

심층면담보다는 대체로 설문 응답에 근거하여 대책 효과의 유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방식

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심층면담의 내용은 일부 설문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정적으

로 이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30) 그 외에도 도명숙(2007)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2급 전문상담교사 5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
여 그들이 역할 수행에서 경험하는 고충, 학교상담의 현황에 대한 인식, 학교상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규미 외(2008) 역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중
학교, 인문고, 전문계고에서 전문상담교사 5인, 진로상담부장 5인, 학교장 5인이 각각 섞여 구성된 포
커스그룹 3개를 면담하여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대책 평가에 대한 질적 접근의 확
장에 기여하였으나 모두 종합 대책의 일부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31) 이메일 조사는 유･초･중등교원(681), 대학(원)생(96), 초･중등학부모(60), 대학교수(182), 교육전문가
(153), 기타일반인(118) 등 총 1,2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층면담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부
산, 울산, 제주 지역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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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교폭력과 관련한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던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로 넘어오

며 질적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는 내용적으로도 그 연구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확장은 현실의 구체적 맥락과 상황

에 대한 해석적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미시적이고 심도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질적 연구

는 양적 연구에 비해 활성화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며, 2012년에 다시금 가시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질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다시금 격렬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상적 

실태와 새롭게 정비된 종합 대책을 분석의 목표로 설정하고, 단위학교에서 종합 대책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2012년 종합 대책에서 특징적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

는 전문상담인력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책 수행의 구체적 경험에 관한 심층면담을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질적 접근이 미비한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 관련 연구를 진

척시키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책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들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

봄으로써 종합 대책에 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성과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B. 1995 – 2012 학교폭력 대책의 경과: 한계 및 개선 요인을 중심으로

본 절에는 한국에서 최초의 정부 차원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되었던 1995년부터 현재 2012년

까지 학교폭력 대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2012년의 종합대책이 어떠한 시행착

오를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대책

에 대한 기술적인 정리를 지양하고 각 시기별 대책을 규정하는 특징적 내용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으로 1995년의 「학교폭력근절대

책」, 2005년의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2010년의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가장 최근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 2. 6)이다. 또한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특화된 최초의 법

률로서 이후 모든 대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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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전의 대책: 1995 – 2003

1995년 한 고등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최초의 정부 

차원 학교폭력 대책인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수립･시행되었다.32) 초기에는 교육부, 검찰청, 경

찰청 등 관계 부처별로 시행되던 대책은 1997년 이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33) 이후 정권이 교체된 1998년에도 ‘국민

의 정부 품질 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학교폭력이 포함되며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으며, 

1999년에는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세

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2: 2). 

이러한 여세가 2000년대로 넘어와서도 이어짐에 따라 2001년은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지정되고, 이어서 2002년에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국민대책협의회 발족 등이 시

행되었다.34) 1995년부터 2004년 법률 제정 이전까지의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부 대책을 정리하

면 다음 <표 Ⅱ. 4>와 같다.

32) 1995년 반포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학교 급우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파
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다. 이 사건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최초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방기연 이규미, 2009: 169; 이동원,
1999: 295).

33)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합동 대책으로, 이 
시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제정, 대검찰청 주도의 ‘학교담당검사제’ 및 ‘자녀안
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본부’ 시행, 경찰청 주도의 ‘학교담당경찰관제’ 시행 등이 있다.

34) 이러한 대책 추진의 성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첫
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원의 전문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자 단속･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2: 4-6). 동시에 반성할 지점으로는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기관･대상･시기 등의 차이로 일관성 있는 학교폭력 통계산출이 미흡하고 둘째,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학생들의 인권 및 상호존중과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고되어야 하고, 넷째,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전문적 
대처 능력 제고가 필요하며, 다섯째, 폭증하는 음란･폭력영상물 등 유해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고, 여섯째, 폭력에 대한 학교･사회･가정의 미온적 대처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
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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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주무 주요 내용

1995
김영삼 대통령

§ 학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근절 지시

§ 학교 주변에 사복경찰관 배치

§ 지역담당검사제 실시

이홍구 총리
§ 관계대책장관회의 실시

§ 학교담당경찰관제 도입

1996

안병영 장관
§ 관련 부처와 협조, 학교폭력 근절 지시

§ ‘블루존’ 실시**

김우석 장관
§ 학교초소 1,800여 곳 설치

§ 행정력 총동원령

이수성 총리
§ 학교담당경찰관제 확대

§ 행정력 총동원 폭력 원천 봉쇄

1997

교육부 § 학교폭력 근절 교육부 주요 업무 채택

고건 총리 § 학교담당경찰관제 강화, 1만 235명 투입

김영삼 대통령
§ ‘학교폭력 발본색원’ 지시

§ ‘불량서클 완전와해’ 지시

1998 이해찬 장관 § ‘학교폭력 근절’ 특별 지시

1999
박상천 법무장관 § 학교폭력 추방 총력(국정개혁방안 대통령보고)
교육부 §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2000 유창종대검찰청 검사장 §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반드시 소환 지시

2001
한완상 부총리

§ 2001년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 지정

§ 시민단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연계, 특별법 제정 예정

김대중 대통령 § 학교폭력 엄격 법 적용

2002 이한동 총리
§ 학교폭력종합대책 확정(5월 3일)
§ 학교폭력국민대책협의회 발족(5월 23일)

2003
국무조정실

§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검찰청･경찰청･
청소년단체 등이 참가하는 학교폭력근절 추진 협의체 구

성･운영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1318 스테이션’ 창설, 긴급구조 활동 실시***

<표 Ⅱ. 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의 주요 정부 대책

 *   자료: 신순갑(2008: 227-228)의 표를 근거로 수정･보완함.

    **  블루존(Blue Zone)이란 ‘폭력 없는 안전지대’를 의미하며 각 구별로 1곳씩 지정되었다. (연합뉴스, 1997. 7. 24,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강화 - ‘블루존’ 확대｣).

    *** 가출청소년 등이 긴급구조 요청 시 1차적으로 잠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업소 700여개가 약국, PC방 등 청소

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수도권 업소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참여 업소는 서울시약사회, 한국PC방연합회, 한

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신촌상인연합회 등의 회원 업소들이며 역할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종합지원

센터의 1318서포터즈 구조차량이 업소에 도착할 때까지 가정과 학교 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잠시 

보호하는 초기 단계의 긴급구조 활동이다(연합뉴스, 2003. 12. 26, ｢청소년 긴급구조 ‘1318스테이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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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김은

경･이호중(2006: 70-71)은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

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비판 지점은 정책이 가해자를 줄이는 데 집중됨에 따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의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기존 대책이 

학교폭력을 ‘가해 대 피해의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소수의 가해자 대 다수의 피해자’ 문제로 

인식･파악하는 근본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11: 57). 이러한 

‘가해 대 피해의 이분화’ 도식에 근거한 대책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많은 경우 가해자와 피

해자의 구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일성의 원리’가 강하며 한 개인에게 피해와 가해

가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간과하게 된다(김준호 외, 1997: 208). 두 번째로 1995년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인 담당검사제, 우범 학생의 명단 통보, 우범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통학로 주변 정･사복경찰관의 배치 등은 단속과 처벌 위주의 물리적･억압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단편적 접근은 일시적인 충격요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폭력과 범죄의 확대재생산 가능성을 내포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야기한다(김준호 외, 1997: 210; 이장현･우룡, 2001: 58).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대

책들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전시효과가 있는 대책이 잠시 제시된 것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신순갑(2008: 226-227) 역시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정책들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안에 대한 대책 정도에 불과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이 전무했고 경찰청과 일부 청소년위원회 등에 의해 비행청소년 대책 차원에

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한다.35) 1995년 설립된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선

도적인 역할을 해 온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5: 130-134) 역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지속적

인 실천력을 갖지 못해 왔음을 지적하며, 2001~2002년에 전문 부처들에 대한 축소 정책이 시행

됨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이 유야무야되며 퇴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2004. 1. 29

학교폭력 문제에 특화된 법제정의 필요성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90년대 말부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청소년폭력예방

35) 김은경･이호중(2006: 70)은 이 시기 교육부 등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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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년 간 법률안 제정을 쟁점으로 대

학로에서 격주 토요집회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3월 15일 동 재단 및 학부모 단체, 교원･교직

원 단체 등 2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입법 시민연대’를 구성하였다. 이 

시민연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소년위원회도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학교폭력 방지에 관한 

특별법’의 의원입법을 함께 추진하였다(신순갑, 2008: 226-227).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2001

년 11월 19일 임종석 의원에 의해 의안법안 1171호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2003년 6

월 23일 교육위원회 소속 현승일 의원에 의해 상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119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공포되었으며, 이어서 7월 30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b: 47-48).36) 

이렇게 새롭게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학교 현장에서 그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지만 은폐되어 있던 학교폭력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김현철, 2010: 70). 무엇보다 학교폭력 문제를 더 이상 수사기관인 경찰 주도의 

처벌로 대처하거나 단위학교에서의 예방적 조치 속에 방치하지 않고(이재욱, 2012: 47) 특화된 

법률을 적용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법률의 미

비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행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고(김성기, 2008; 김용수, 2011; 김현철, 

2010: 원혜욱, 2006; 이재욱, 2012; 이진국, 2007), 그 결과 2012년 10월 현재까지 총 11차의 개

36) 법령은 크게 상담과 예방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여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유도하며, 발생 이후에는 학교 내에 설치된 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사안
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유지웅, 2007: 31-32). 가장 최근의 개정법률
(제11388호, 2012. 3. 21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그 특징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에 상담실을 설
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며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또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
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
을 포함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
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둘째,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
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
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
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
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셋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
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한다(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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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회차 개정일시 개정형태 개정이유 및 내용

법령제정 2004. 1.29 법률제정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인 대처

1차 개정 2005. 3.24 타법개정 정부부처 통합 및 재배치

2, 3차 

개정 
2005.12.29 타법개정

청소년위원회 명칭변경 및 지방청소년 종합상담센터 기능 

확대

4차 개정 2006. 2.21 타법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5차 개정 2008. 2.29 타법개정 정부부처 통합 및 재배치

6차 개정 2008. 3.14 전부개정
학교폭력 개념에 성폭력 포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

료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7차 개정 2009. 5. 8 일부개정
긴급상담전화 설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장애

학생 보호규정 마련

8차 개정 2010.1 .18 타법개정 기획위원회의 구성 변경

9차 개정 2011. 5.19 일부개정

자치위원회 구성 단서･운영요건 신설, 학부모 대상 학교폭

력 예방교육 홍보물 배포 조항 신설, 비밀누설금지 단서 신

설

10차 개정 2012. 1.26 일부개정

학교폭력 개념에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포함, 따돌림의 정

의 신설, 시･도 대책 평가조항 신설, 기획위원회의 자격조

건 구체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상담기관 추가, 교육

감의 임무 강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서 신설 및 운

영요건 수정, 전문기관 관련 조항 신설, 피해학생 보호조항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및 재심청구 조항 신설, 
신고의무 강화

11차 개정 2012.3 .21 일부개정

학교폭력의 범위 확대, 개념에 사이버따돌림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용어 

수정(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전문상담교사 배치조항 삽입, 대

책위원회의 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

경, 대책위원회의 구성 강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

성 강화, 교육감의 임무 강화, 자치위원회의 운영 강화, 전

담기구에 교감 포함, 교육 대상에 학부모 포함, 피해학생 

보호 강화, 장애학생 보호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

화, 재심청구 관련조항 구체화, 학생보호인력 배치조항 신

설, 보호자 벌칙 강화

<표 Ⅱ.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주요내용

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 Ⅱ. 5>는 제정부터 현재까지 법률의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 자료: 강유미(2011: 44)의 표를 근거로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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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과제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1.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1-1 범정부 차원의 『학교 폭력 대책기획위원회』 구성･운영

1-2 지역 단위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 운영 활성화

1-3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전담부서 설치･운영

1-4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1-5 경찰 주관 『학교폭력대책반』 운영 내실화

1-6 지역 사회 내 폭력예방 협력망 운영

2.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2-1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체험 중심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첨단 정보통신의 건전한 이용 교육 강화

학부모 교육 실시

2-2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학교폭력 신고･상담망 정비

『학교폭력 자수 및 신고 기간』 운영

2-3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예방교육 및 상담의 입체적 지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풀(Pool) 구성․활용

상담전문가 지원 상담 활성화

학교별 상담실 운영 내실화

관련 전문 연구단(회) 구성･운영

<표 Ⅱ. 6>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5~2009

3.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2004 – 200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이어 다음 해인 2005년 법률의 목

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

다(유지웅, 2007: 32). 이는 최초의 범정부 차원 중･장기 종합대책으로서, 그 기본 목표는 교육

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가 유기적 연계체제를 갖추고 매년 5%씩 5년 내에 학

교폭력 발생건수의 25%를 경감시키는 데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2: 15-16).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둘째,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셋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넷째,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사

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총 46가지의 세부사업 추

진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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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중심의 연구회 구성･운영

2-4 학교폭력 예방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학교폭력 예방･근절 시범학교 운영

YP(Youth Patrol) 시범학교 운영 활성화 추진

2-5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2-6 추진상황 평가의 내실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평가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 주관 기관 평가

교육청 주관 학교 평가

3.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 능력 제고

3-1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연수 강화

교원연수 강화

3-2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교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우대

학교 폭력책임교사에 대한 표창 및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

4.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4-1 피해학생 치료･재활 지원

피해자 치료･재활 방안 강구

4-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비행･일탈･학교부적응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청소년 상담･선도시설 설치 확대 

5.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5-1 학생의「인권･자율･책임중시 풍토」조성

학생(간)의 인권존중 및 책임 중시 풍토 조성

5-2 학교․학생 공동 주관 자율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추방의 날｣ 운영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

5-3 ON-OFF LINE상의 유해환경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등 정화

사이버 유해환경 파악 및 단속

포털사업자 모니터링 및 우수 커뮤니티 확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마련

영상물 심의 강화 등

5-4 학교 내외의 학생 보호 활동 강화

학교 내외의 안전구역화(Safety Zone) 추진

학교담당 경찰관 활동 강화

5-5 계도․공모전 등 전개

전문단체 등과 연계한 계도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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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미디어 공모전 추진

민･관 합동 각종 회의 개최

5-6 청소년･학생 복지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지원

5-7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대안교육 내실화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2005. 2: 42-45)의 표를 근거로 작성함.

위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산학협력단

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의뢰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문용린 외, 2009: 

73-77). 첫째, 국가 및 민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경험률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늘어나고 교원･학생 

대상 예방교육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위한 상담･선도･치
유･보호기관 등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사례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6회에 걸친 지속적 개정으로 법률 내용이 보강되었고 범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연계 및 

협조체제가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었는데, 특히 

5년의 추진 기간 사이에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부서 변동이 5차례나 있었으며 실무

자 역시 평균 2명 정도에 불과해 일관성 있는 대책 추진에 행정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경우 결과적인 시행률은 높았으나 그 진행 방식이 ‘방송교

육’, ‘강당교육’ 등 집합식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

었으며, 학생지도의 어려움, 사안 처리 업무의 부담, 지원의 부족, 과도한 책임 부여 등으로 인

해 학교폭력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4.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2010 – 2014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이 5가지 정책과제와 49가지 세부사업을 통해 

예방･신고･대처 기본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근절의지 제고, 국가차원의 적극

적인 대책 추진을 골자로 진행되었다면 2010년부터 추진된 제2차 기본 계획은 6가지 정책과제

와 78가지 세부사업을 통해 조기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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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과제 과제번호 세부추진과제

1.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

1-1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학생보호 인력 확대 배치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

학교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1-2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

단위학교 신고시스템 다양화

학원 등의 학교폭력 신고 의무화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운영

국가차원의 긴급전화 간 연계망 구축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3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학교 간 생활지도 연계․협력 지도체제 강화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운영 내실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2.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2-1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계 조기 예방교육 실시

초․중․고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다양화

2-2 전 교원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학교관리자, 생활지도 담당자 수 강화

담임교사 대응역량 제고

<표 Ⅱ. 7>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

지역단위 전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을 주요 골자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6가지 정책

과제는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

고,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안전망 구축이며 이 과제들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4가지 추진 전략으로는 맞춤형 예

방대책, 무관용 원칙의 확산, 전문 진단 상담시스템, 책무성 강화가 제시되고 있다(교육과학기

술부 외, 2009. 12: 16). 즉 제1차 기본계획이 학교폭력 대책 시행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 

및 인식 제고를 통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되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대책의 시행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

로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의 6가지 정책과제

와 78가지 세부사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Ⅱ.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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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강화

2-3 학교추세에 맞춘 선제 대응

따돌림 및 괴롭힘 사전차단 대책 마련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생 보호 체제 마련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도입

정보통신 건전이용 교육 확대

2-4 가정의 예방 기능 강화

학부모회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가정용) 보급

3. 단위학교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3-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활성화

‘굿바이! 학교폭력!’ 문화운동 전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활성화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강화

3-2 학교상담망 확충

단위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Wee 클래스 확대 및 내실화

전문상담순회교사 위기개입 기능 강화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활용 활성화

학교와 외부 전문기관 간 연계망 구축

3-3 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강화

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제고

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확대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지원 강화

3-4 정보공시 등 책무성 강화

학교폭력 정보공시 상세화

정기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 실시

학교폭력대책 추진 점검단 조직․운영

상시 평가체제 도입

4.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4-1 전문진단･상담 시스템 구축

Wee 센터 중개기능 강화

CYS-Net을 통한 연계체제 마련

4-2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 관리

고위험 가해학생 전문 진단․상담 의무화

고위험군 학생 관리체제 강화

고위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정착

소년범 범죄자에 대한 선도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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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피해학생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단위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

학교폭력피해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치료비 우선지원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체제 강화

4-4 가․피해학생 선도․치유기관 확충과 특성화

Wee 센터, Wee 스쿨 확대

대안교육위탁기관 확대 및 특성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기관 확충

대안학교 설립 확대

5.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상

5-1 규칙과 질서존중 학교시스템 구축

생활평점제 확대 운영

학교자치법정 확대 운영

학생징계조치 다양화

준법교육 강화

5-2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강화

배려심 증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학생봉사활동 내실화

5-3 언어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

교사의 언어폭력이 없는 교직문화 조성

칭찬문화운영 전개

언어폭력 자정운동 전개

선플운영 전개

5-4 또래상담 기능 활성화

또래상담 운영 확대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 내실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6-1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활성화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 운영 활성화

중앙 컨설팅 팀 운영

6-2 범사회적 폭력 근절문화 조성

범사회적 폭력추방 운동 전개

학교폭력추방 계도 및 홍보강화

6-3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유해업소 등 정화



36

사이버 유해환경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유해인터넷 차단 S/W 보급 확대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외(2009. 12: 63-68)의 표를 근거로 작성함.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제2차 기본계획에의 차별적 요소들을 구체

적으로 검토하면, 먼저 효과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학

교급별, 학년별 위계에 따른 단계적 예방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학교의 소극적 대처에 제제조치를 마련하여 적극적 대처를 유도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 심의건수가 학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교원 및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전문성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난’,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되는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조치를 취하는 학교차원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피해학

생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체계적 연계망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학

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총 2차에 걸친 10년 계획은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학생 개인뿐만 아

니라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

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로 상존해 온 과거는 그 실질적 시

행 여부와 효과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 특히 시의적 요구에 따라 2012년 2월 관계장관회의

를 통해 긴급하게 발표된 종합대책으로 인하여 5개년 계획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방안들은 학

교 현장에서 사실상 단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2. 2. 6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이 완료되기도 전인 2012년 2월 6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재차 

발표되었다. 이는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연달아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으로 인하여 기

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사회적 질책이 쏟아짐에 따라 야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정

책 마련 필요성의 근거와 관련하여 정부는 학교폭력 관련 기존 대책이 첫째, 수차례에 걸친 대

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둘째, 학교폭력 문제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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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직접

대책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대처권한 부족 및 학교폭력 

은폐
⇨ § 대처 권한 및 역할 대폭 강화

§ 은폐 시 엄중조치로 책무성 확보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신고번호 분산

§ 체계적 대응체계 부재

§ 처벌 및 보호조치 미흡

⇨
§ 신고체계 일원화

§ 조사･지원기능 체계화

§ 가해･피해학생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 건전한 또래문화 미형성 ⇨ § 학생간의 자율적 갈등해결

§ 학교단위 예방교육 체계화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참여 부족, 무관심

§ 책무성 미흡
⇨ § 학부모 교육･자원봉사 확대

접적 당사자인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부족하였으며 셋째,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적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

의 배려･공감･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에 소홀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적인 평가를 제시하였다(관계 부처합동, 2012. 2. 6: 5). 

종합대책은 크게 4개의 직접대책과 3개의 근본대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각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대 직접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

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로 이루어져 있고 3대 근본대책은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현,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의 <그림 Ⅱ. 4>는 기존의 대책과 비교하여 각 대책 별 핵심 개선 사항을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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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대책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 실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학업성취 수준은 높으나 인

성･사회성은 낮은 수준
⇨ § 바른생활습관, 학생생활규칙 준수 등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 민･관의 유기적 대응 미흡

§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 § 민･관 협력체제 강화

§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

가능 미흡
⇨ § 게임･인터넷 심의･규제 및 예방･치유

교육 확대

<그림 Ⅱ. 4>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 2. 6)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정책

             ＊ 자료: 관계 부처합동(2012. 2. 6: 8).

종합대책은 앞서 검토한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을 거의 동

일하게 차용하되 일부 영역을 강화하여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37) 특히 학교폭력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인성교육의 미비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생활교육-교과교육-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친 

37) 구체적으로 강화된 주요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것과 별개로 분기별 1회씩의 정기 개최를 의무화
하였다. 둘째, 교원 및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방안으로서, 학교폭력 은폐 시 가해지
던 조치를 강화하여 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의 4대 비위 수준에서 관련 교원을 반
드시 징계할 뿐만 아니라 징계감경 제외 사유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
면 유인책으로는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각종 연구비 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창의경영학교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대상 학교 선발 시 프로젝
트 수업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자격증을 위한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의 이수를 
필수로 하고 신규교사 채용 시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문제해결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교
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2012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문제 해결에 지역
사회 기관의 활용 및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Wee 센터 및 Wee 스쿨을 확대하고, 시･도교육감이 Wee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시･도 학생교육원(수련원), 민간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1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폭력 가･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
교사가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효과성에 있어 문제
가 제기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조기발견 계획’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
영하고,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담임의 상담 역할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담임제’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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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인성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강화하고, 그 내용을 지식 중심에서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하여 프

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인성교

육에 대한 관심 및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을 핵심적인 평가요소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의 경우에

는 평가 시 기존 5점이었던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을 15점 이상

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책무성을 강화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대책은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며 형식 상 그 포괄성과 장기적 관점을 유지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적 처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8) 김미숙･김정숙(2012: 75-77)은 현 대책을 가해자 처벌에 집중된 대책, 현실성·실효성이 

부족한 대책, 방관자에 대한 역할 없는 대책,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

한다.39) 강경래(2012: 159-160)는 현 대책이 학생에 대한 관리강화를 강조하여 지도기준에 따르

도록 하고 이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이라고 규정하며, 엄격한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대책 및 그 평가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대

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서 시행을 책임지고 있

는 교원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하여 그 실효성과 한계지점을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할 것이다.

38) 이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방
침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31조의 5(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유급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폭
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누적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일진’ 등 학교 폭력서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일진
경보제’를 도입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여 발본색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39) 비판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즉시 출석 정지･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록･강제전
학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학교폭력 발생을 낮추고 가해학생을 
교화하기 위한 효과적 방식이 아니며, 가해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및 인성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 둘째, ‘복수담임제’, ‘일진경보제’, ‘상담교사 확대’등의 일부정책은 현실
성 및 실효성에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셋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이분법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은 잠재적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방관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넷째, 학교폭력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주의, 학력제일주의, 물질주의, 서열
주의 등의 병폐로 인해 초래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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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1. 심층면담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연구문제와 현실 상황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식을 실증적

인 자료에 기초해서 풀어나가는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양적 사회조사의 성과가 정치나 일상생

활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Flick, 2009: 26-27). 즉 양적 연구가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화(generalizability)와 예측

(prediction), 그리고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s)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설계 방식이라면, 질

적 연구는 어떠한 사회 현상을 관련된 사람들의 시각을 통하여 이해(understanding)하고, 특정 

사회-문화-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쟁점을 맥락화(contextualization)하여 해석(interpretation)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이다(Glesne, 2005: 4-5). 따라서 질적 연구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평균

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부분이 되는 각 요소들을 간과하지 않으며, 탐구대상이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밝혀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Mason, 2010: 17). 

이러한 이점으로 인하여 최근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질적 접근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교

육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나장함, 2006: 256; Mason, 2010: 19). 특히 심층면담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조사방법 중 하나인데, 이는 교육의 역학이 특히 구성원 개인의 경험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제도나 학교 혹은 교육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차적 방법은, 조직을 구성하거나 과정을 수행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을 면밀히 조사해 보

는 것이다(이명숙 윤은주, 2003: 129).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관하여 질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주제나 

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특히 종합 대책의 개별 정책들에 관한 현장의 경험이 충분히 드러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

제로 종합대책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함으로써 학교

폭력 현상과 대책에 관하여 경험에 근거한 전문성 있는 통찰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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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분석

심층면담과 함께,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학교폭력 현상 및 대책 발전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하

기 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된 관련 문헌을 비롯, 국회도서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에서 검색 가능한 석 박사 학위논문, 학술논문 및 학술 토론회 발제문, 연구 보고서, 해외 논문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의 객관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1차 자료로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연도별 ‘학교폭력 실태조

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의 시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

부처, 민간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교원단체 등의 주최로 진행되는 다양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논

의의 쟁점을 확인하고 자료를 검토하였다.

학교폭력 쟁점과 관련한 신문 기사 역시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사회적인 

쟁점화 및 대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학교폭력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매개로 보도･확산되

는 학교폭력 문제의 사안적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매체지를 고르게 참고하기 위

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가온 기사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1990년 이전의 신문 기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이용하였

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이나 입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므

로,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 및 각 부처별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정책자료와 보도자

료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내용 및 변천 과정에 대한 공식 

기록을 참조함으로써 사회적 쟁점화의 맥락 및 현장의 실태와 비교 검토하기 위함이다.

문헌분석의 시기적 대상은 1990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물론 학교폭력 문제는 1990년대 이전

에도 존재했으나40)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90년

대에 들어선 이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과 대책의 시행, 그 효과성 및 한계를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의 문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40) 경향신문(1963. 6. 7). 「10대의 폭력 ‘서클’」; (1964. 4. 22). 「학원폭력 엄단 시교육청 시달」. 실제로 
1960년대에 “폭력서클”에 의한 학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초‧중
‧고등학교 교장회의를 소집하여 학원폭력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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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성

학교폭력 문제는 그 사안의 시의적 민감성뿐만 아니라 교원의 대처 책무성을 강화하는 현재

의 풍조로 인하여 관련 담당자들이 언급에 부담을 느낌에 따라 연구를 위한 접근이 쉽지 않았

다. 이러한 면담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고려하여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연구 

대상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할 뿐 아니

라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문제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면담 대상자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체계적인 내용이 담긴 면담을 가능하게 하였

다. 또한 신뢰하는 지인의 소개를 통한 조직 방식은 면담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감 및 연구자

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눈덩이 표집 방식의 장점은 동시에 표

집의 구성이 편향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하

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의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 대상 교원은 학교폭력 대책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각급 부장 교사나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담임교사 및 상담인력으로 한정하였

으며, 최초의 면담대상자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사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연구의 성격 및 면담 대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소

개받는 방식을 반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표집의 다양성과 함께 균등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

하여 동질 학교급별 표집 비율을 동일하게 조절하였다. 그러나 전 교과가 교과전담제로 운영되

며 따라서 생활지도 업무 역시 별도로 담당하는 부장교사가 지정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와 다르

게, 담임 학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지도 업무가 담임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고 따로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

등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를 경험해 본 담임교사를 섭외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부장 교사와 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등학교

만 한 번의 면담을 추가하였다. 이때 면담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동 학교 6명의 교사가 모인 

포커스그룹 방식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에서 내용상에 상호 이견이 없

는 합의적 방식으로 면담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이를 동일집단으로 인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편 설정된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이었으나, 표집 과정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경험

이 풍부한 비서울 지역41)의 교사들과 연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

41) 면담 대상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명칭을 거론하지 않고 ‘비서울’로 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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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지역적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면담 내용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그 지역이 2012년 학교폭력 문제의 사

회적 쟁점화를 야기한 핵심 지역 중 하나였으며 교사들의 관련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 면담 대상자들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 시의성을 

놓치지 않고 현재 학교폭력 문제의 구체적 맥락을 살피기 위한 연구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종합대책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전문상담 영역의 면담 대상자는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 조사관들로 설정하였

다. 이때 교육청의 상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물리적인 활동 영역이 학교는 아니

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안 및 대책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업

무의 내용과 그 전문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을 제시할 수 있으리

라는 기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면담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나,42) 준비된 질문지는 면

담 내용이 연구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도의 수준에서 유연하게 사용되었다. 이

는 이야기의 흐름을 침해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 대상자들의 진

솔하고 심층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추가로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한 번 더 약속을 잡아서 만나거나 전화 면담을 이용하여 내용을 보강하였다. 면담은 일

대 일 직접 면담으로 일 회에 평균 90분에서 1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담 대상자의 시간 

및 안정감 확보를 위해 근무지 혹은 주변 카페로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면담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한 번의 전화 면담과 한 번의 서면 질문, 한 번의 포커스그

룹 방식 면담이 있었다. 면담 내용은 철저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밝히고 면담 대

상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녹취를 하였으며, 의미 있는 표정의 변화나 몸짓, 분위기 및 태도의 

변화 등은 노트를 이용하여 따로 기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문에 표기하였다. 면담

에 소요된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보된 면담 대상자는 17명으로, 6명으로 이루어진 한 번의 포커스그룹 

면담을 포함하여 총 12번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많은 질적 연구 전문가들은 질적 면담의 적절

다. 
42) 질문지는 공통의 기본 질문지를 바탕으로 부장교사,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육청 상담･조사관의 

전문 영역별 특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인 질문의 흐름은 크게 ① 학교폭력 실태, 원
인 및 대책에 관한 일반적 인식 ② 학교폭력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현장의 경험에 기반한 인식 
③ 담당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경험 ④ 현 대책의 효과와 한계 ⑤ 대안적 해결 방안의 제안으로 요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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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집수에 관한 질문에 학생, 강의자, 전문연구자 등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다(Beker & Edwards, 2012: 42). 아들러와 아들러(Adler & Adler)는 표집수란 연구자의 투입 

가능 시간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로 한 두 학기 안에 자료 수집과 분석, 글쓰기를 동시

에 진행해야 하는 학생 신분 연구자의 경우에 가장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12명의 표집수를 

권장하고 있다. 그 이상의 표집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상의 제약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12명이라는 표집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면담을 계획

조직화하고, 진행 전사를 수행하여 논문에 사용될 인용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

는 데 적합한 규모이기 때문이다(2012: 10).

한편 주요 면담 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원들의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스쿨폴리스 관련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현직 스쿨폴리스 2인과의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교원들의 면담 

분석 과정에서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추가 면담을 진행한 이유는 종합대책에서 스쿨폴리

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원들의 면담에서 관련된 내용이 다수 언급되었으

나 이 영역에 관해서는 교원들이 시행 책임자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쿨폴리스와의 추가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면담 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면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고 필요한 영역에서 보

조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Ⅲ. 1>과 같으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연구 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특성만을 기술하였다. 학교･교육

청의 구체적 지역이나 명칭은 삭제하였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생활지도부의 명칭이 학교별

로 상이하였으나 ‘생활지도부’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본문에 면담 내용을 삽입할 때는 영어 

알파벳을 이용하여 면담 대상자를 명시하였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과 개인 신상 간의 연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표 Ⅲ. 1>의 구분과는 다른 배열의 알파벳을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출판

물이 참여자들 개인과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연구자의 의무

(Glesne, 2005: 139)를 염두에 두고 면담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

지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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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담 대상 설립 유형 소재지 직위(교과) 경력(직위경력) 성별

A 고등학교 교사 공립 강북 생활지도부장(영어) 28년(9) 남

B 고등학교 교사 사립 강북 생활지도부장(국어) 23년(2) 남

C 중학교 교사 공립 강남 생활지도부장(체육) 33년(10) 남

D 중학교 교사 공립 강남 학년부장(역사) 20년(1) 여

E 초등학교 교사 공립 강북 담임 10년(10) 여

F 초등학교 교사 공립 강남 담임 7년(7) 여

G
초등학교 교사 

(포커스그룹)
공립 강북

교무부장

(外 담임교사 5인)
29년(3) 外 여

H 초등학교 교사 공립 비(非)서울 담임 10년(8) 여

I 초등학교 교사 공립 비(非)서울 담임 6년(6) 여

J 전문상담교사 공립 강남 전문상담교사(중학교) 12년(5) 여

K
교육청 

상담 조사관
- 서울지역 상담 조사관 7년(2) 남

L
교육청 

상담 조사관
- 서울지역 상담 조사관 2.5년(2) 여

<표 Ⅲ. 1>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담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3) 우선 학교의 소재는 강북지역이 

4곳, 강남지역이 4곳으로 동일한 비율이며 2012년 학교폭력의 쟁점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현

상의 분석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비서울 지역이 2곳 포함되었다. 교육청의 소재는 두 

곳 모두 서울지역이다. 성별구성은 전체 면담 12건 중 여성이 8건으로 약 67%, 남성이 4건으로 

약 33%를 차지한다. 교사들의 직위 분포는 전체 9건 중 부장교사가 5건, 담임교사가 4건이며 

상담인력은 전체 3건 중 학교 전문상담교사 1건, 교육청 상담･조사관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 분포는 10년 미만이 4건, 10년 이상 ~ 20년 미만이 3건, 20년 이상 ~ 30년 미만이 4건, 30

년 이상이 1건으로 상대적으로 10년 이상의 오랜 경력을 지닌 면담 대상자가 전체의 약 67%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면담 대상자의 구성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인식을 넘어선 학교폭력 사안 및 대책 시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 경험과 심층적 인식을 

파악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커스그룹은 그 면담의 결과적 성격에 근거하여 동일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사실상 면담의 대부분이 교무부장 교사에 의해 진행･주도되었으므로 직위와 경력은 교무부장 교사
를 기준으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비율 계산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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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중심 주제 핵심어

현상의 

실태

교실 수준의 

인식

은근, 가 피해의 구분 애매 중첩, 인간관계, 누적된 갈등, 양적 통계, 폭

력의 기준, 언론 보도, 과장, 안 심해, 왕따, 흡연, 신체폭력, 따돌림, 장

난, 피해자 교차, 비지속성, 교사 간 경험 인식 차이

심각한 수준의 

폭력

일진, 사창가(성매매 집결지), 변두리 지역, 지역 풍토, SES, 상납제도, 사

회적 계층 계급 차, 기초수급자, 학교 가정 자원 격차

폭력의 

변형 전이 우려
억압, 우울, 자해 자살, 토탈의 케어, 자퇴, 잠복, 교묘, 잔인

대책의 

시행

긍정적 효과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식 경각심 고취, 전문상담교사

강경대책

신고체제, 117, 처벌 징벌, 경찰, 징계 수위, 임시방편, 단기적 효과, 억압,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학생사찰’, 합의금, 대학 진학, 낙인, 비교육적 접

근, 학생 간 유대감 저해 교실 내 긴장 증가, 감시

교원의 대처 

전문성
교원연수, 임용과정, 생활지도 연수, 양성과정, 교과 전문가

현장 적용성

복수담임제, 교과교실제, 학급당 인원수, 교원 수, 학생-교사 간 공감대, 
기간제 담임교사, 체육시수 확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집행 여

건, 현장의 혼란, 언론 플레이, 여론, 전시행정 정치적 쇼 이벤트적 지침, 
획일적 적용, 탁상식, 복잡한 행정절차

형식적 시행

전문상담교사, 3D, 여력, 상담활동의 특성 대한 이해 부족, 계약직상담원, 
특별교육기관(Wee 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상과 벌의 즉각성, 대기, 위탁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창체, 매뉴얼, 일괄 강당교육, PPT, 스쿨폴리스, 
교육적 효과 미미

교원 책무성

교사 의원면직 증가, 명퇴, 생활지도 부담, 생활지도부장 6학년 담임 기피, 
교원감정코칭, 교육청, 은폐, 4대비위, 강력 처벌, 책임, 스트레스, 모면, 포

기, 조심, 직무유기, 책임전가, 업무량, 업무 경감, 교원평가, 학교평가

<표 Ⅲ. 2> 면담 자료의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C.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연구는 12건의 심층면담을 통해 만들어진 총 121쪽 분량의 전사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

루어졌으며 다양한 문헌을 보강자료로 이용하였다. 전사자료의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은 다음

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전사자료의 내용을 되풀이하여 읽으면서 각각의 면담에서 반복

적으로 도출되는 의미 있는 주제어를 발췌하고, 각 주제어들의 공통분모를 추출하여 중심 주제

를 도출하는 귀납적 방식으로 분류체계를 조직화하였다. 이후 이렇게 조직화된 분류체계에 기

초하여 각각의 범주화된 영역에 속하는 의미 있는 발화 90건이 발췌되어 분석에 실제로 사용되

었다. 면담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는 다음의 <표 Ⅲ.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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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의 

근본적 

원인

가정 문제
폭력성, 우울, 분노조절, 외로움, 소통, 돌봄의 부재, 생계 생업, 생활환경, 
저소득층, 양육 방식, 가정폭력, 학대, 학부모 자질

학교에서의 

폭력

체벌 훈육, 제도적 폭력, 일제고사, 학력, 입시 대학 진학, 학업부담 스트

레스, 경쟁, 성적, 평가, 낙오, 절망, 공동체성, 관리자, 억압적 구조, 보수

적, 정체, 권위, 비대칭적 권력, 상명하달, 조직문화, 폭력 표출, 불만, 유

예된 삶

사회문화적 

폭력

군대폭력, 정치폭력, 대항폭력, 사회질서, 국가폭력, 민주화, 돈 힘, 사회

의 폭력성

대책을 

위한 

제언

폭력의 근원에 

대한 접근

근본 대책, 인성교육의 체계화, 전체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 장기적 관

점, 정서적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 Show the consequence, WHO 삶의 기

술, 예방,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인권조례, 민주적 학교

＊ 굵은 글씨의 핵심어는 발화의 빈도가 공통적으로 높아 연구의 분석에 중점적으로 사용된 개념들이다.

이렇게 범주화되어 발췌된 발화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먼저 발화의 의

미를 분석하여 글을 작성하고,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박사 수료생 1인과 함께 분석의 타당

성을 논의한 후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분석을 수정하였으며, 필요시 발화가 속한 범주를 조정하는 과정

도 반복하였다. 논문 작성을 마친 이후에는 일부 면담 대상자에게 결과물을 보내어 면담 내용

의 왜곡이나 자의적 해석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침으

로써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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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학교폭력 현상에 관한 교원들의 특징적 인식

1. 학교폭력의 만연 정도에 관한 교원의 인식

이 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교하여, 학교폭력 대책의 시행을 책임지

고 있는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의 실태에 관한 인식을 조망하고자 한다. 교실 수준에서의 

학교폭력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인식과는 구별되는 현 시기 학교폭력 현상의 특징들을 

도출해 낼 것이다.  

최근 1년 동안 주요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된 학교폭력 관련 기사는 총 2,170건으로 그 이전 

1년의 504건에 비하여 4배가 넘는 보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2

년 2월 한 달 동안에만 전체의 20%가 넘는 477건의 관련 보도가 집중 방송되며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전국종합일간신문의 지면을 통하여 최근 1년 간 다루어진 관련 기사 역시 4,994건

으로 이전 1년의 1,880건에 비해 2.5배가 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44) 이는 학교폭력

에 대한 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쟁점사안으로 부각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증폭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들은 “끔찍한 초등학생들”45) “폭력 점점 어려진다”46) “자살위험 3

배”47) “자살 부른 학교폭력”48) “또 투신자살”49) “조폭 흉내 낸 중학생들”50) 등의 표현을 사용

하며 학교폭력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선정성에 집중하는 언론의 속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44) 검색엔진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서비스인 미디어가온을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학교
폭력’, 검색기간은 최근 1년(2011. 10. 12 ~ 2012. 10. 12)과 이전 1년(2010. 10. 12 ~ 2011. 10. 12)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TV뉴스는 3대 지상파 방송인 KBS, MBC의 9시 종합뉴스 및 SBS의 8시 종합뉴스, 
그리고 부산경남지역의 KNN 등 4개 방송사에서 보도된 기사를 검색한 결과이고 전국종합일간신문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아시아투데
이 등 10개지의 기사를 검색한 결과이다. http://www.mediagaon.or.kr/jsp/search/SearchKindsMain.jsp.

45) 조선일보(2012. 1. 6). 「6학년 7명이 교실에서 여학생 집단 성추행… 끔찍한 초등학생들」.
46) 조선일보(2012. 1. 27). 「중학교 가자마자 서열 싸움… 폭력 점점 어려진다」.
47) 한겨레(2012. 2. 8). 「학교폭력 경험 학생, 자살위험 3배」.
48) KBS News 9(2012. 2. 20). 「자살 부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실형 선고」.
49) 서울신문(2012. 4. 17). 「‘학교폭력 대책’ 발표 넉달만에… 중2 또 투신자살」.
50) 조선일보(2012. 4. 21). 「‘일진회’ 조직해 조폭 흉내 낸 중학생들, 행동강령 만들어 관리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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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결과로서 특정 사건들이 학교에 만연한 폭력의 전형적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인식과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구체적으로 체감

하는 학교폭력의 정도 및 수준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교사들은 일선에서 학교폭력 관련 

정보와 지침들을 가장 먼저 전달받고 시행하는 주체인 만큼 쟁점에 관한 인식은 높았으나, 자

신의 학교나 교실 상황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은 학교급에 따

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자신의 교실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희가 느끼는 건 안 그래요. 옛날이나 마찬가지죠. …(중략)…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

지만. 그렇게 특별히 나타나는 학교도 있기는 있고, 그런 애가 있는 학교, 이런 데나 그렇지. 모

든 학교가 다 그렇진 않거든요. …(중략)… 사실은 TV에서 막 떠드는 학교폭력이 초등학교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불거지는 게 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거 분명히 과장됐어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사a

똑같아요. 비슷하고. 언론에서 떠들어서 더 그렇게(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6학년들은 

조금 심해진다고는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사건이 

있는 거구요. 진짜 개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b

반면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을 초등학교 교사

들에 비하여 더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변이나 

동료 교사들을 통해 전해들은 심각한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경험이

나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정도에 비하여, 역시 자신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상대적으로 경

미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즉 학교폭력 현상과 관련하여 자신이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양상이 학교마다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

런 폭력의 모습이 학교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략)… 한 학급에 

1-2명 내외의 학생들이 폭력을 반복하고 있는 편이죠.

-중학교 교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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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같은 경우는 왕따 문제가 많아요. …(중략)… 그래도 남학교처럼 진짜 코피 터지고 이빨 

부러지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중략)… 중학교 쪽 선생님들 만나보면, 고등학교는 얘

기도 꺼내지 말래요. 그건 건수도 아니고, 행복한 줄 알라고.

-고등학교 교사a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에서 주목할 지점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회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만연 정도 및 심각성 수준과 자신의 교실 상황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황지태(2005: 101)는 이처럼 한국의 학교폭력 수준이 심각하다는 일반적 차원의 

인지에 비하여 자신이 속한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구체적 차원의 인식 정도가 교사뿐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본인의 

교실 상황 수준으로 범위가 구체화되면 학교폭력 문제가 예전에 비해 크게 심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다음의 교육청 상담･조사관의 진술에서도 사회적 인식의 신뢰성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

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통계의 맹점이에요. …(중략)…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을 경미한 사건까지 사안보고를 하면 

학교폭력은 굉장히 양적으로, 엄청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중략)… 엄청, 올해 아마 유사 

이래로 가장 최고 많은 건수가 보고 될 거예요. 그걸 막 제제 시키면, 학교에서 자꾸 선생님들 교

육하고 뭐 경미한 사안도 다 처리해라 이렇게 하면 또, 수치상으로 쭉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그

러면 통계 수치상으로 늘고 줄었다고 해서 그게 학교폭력이 늘고 줄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교육청 상담･조사관a

이처럼 학교폭력의 만연 정도 및 심각성 수준에 관한 여론과 자신의 교실 상황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교원들의 일관적인 태도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 인식 수준이 과도하

게 심각한 사건 위주로 형성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사회적 인식을 측

정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소수 표본의 심층면담만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켜 확대 적용하는 것 역시 불

가능하다.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교사의 인지에 교실의 실태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을 수 있는 가능성

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51) 

51) 초등학교 교사b는 오랜 교직 경험과 학교폭력에 대한 미흡한 이해가 교실에서의 일상적인 소요에 관
성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냥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아유 그냥 뭐 또 그런 일인가보다, 그냥 그렇게 넘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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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상황에서의 교원들의 구체적 경험을 가시화하고 사회적 인식 수

준과의 간극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여론이

나 양적 연구 결과에만 집중할 경우, 이를 토대로 문제나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경한 대책이 사회적으로 지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황지태, 2005: 211). 실제로 일반화시킬 수 없

는 구체적 사례에 근거한 미시적 목소리들이 삭제된 채 만들어지는 거대 여론은 학교폭력 문제

의 실체를 왜곡함으로써 종종 “사건 대증적(event-driven)” 대책 및 과잉대응을 불러일으켜 왔다

(Shaw, 2004: 94). 이러한 미시적 현상에 대한 성찰들이 간과되는 순간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잠재적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되고 강경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진다. 몰아가기 식

으로 형성되는 여론을 경계하는 개별 주체들의 성찰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

에 있다. 

2. 지역 사회계층 요인에 따른 폭력 현상의 차이 

한편 이처럼 교실 수준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데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가 동의하였지만, 유일하게 지역의 사회계층을 기준으로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학교폭력의 만연성이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초등

학교 교사들 중에서, 소외된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상에 관한 다른 인식을 드러내었다. 

가정으로부터의 돌봄이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소수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수준의 학교폭력까지도 일상적으로 경험했다

고 밝히며 대다수의 다른 초등학교 교사들과의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각한 폭력 경험의 이유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제가 그 전에 근무하던 학교는, 한 반에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두 명, 세 명, 이런. 나머지는 

전부 이제,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사는 학생들, 뭐 이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부모 가

정이.. ‘굉장히 많다’ 정도가 아니라 ‘지배적’인.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 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

고, 이런 곳인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수업 끝나고 오후에는 계속 경찰서 다니고, 아니면 가출

한 학생들 찾으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

는 중･고등학교랑 연결된 (학생들 간의) 상납제도, 이런 게 다 존재하는 학교였는데요. 

-초등학교 교사d

초등학교 교사e는 자신의 교실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여기는 인식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
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미흡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한테 닥친 일이 아
닐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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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의) 어떤 선생님께 얘기를 했더니, …(중략)… 좀.. 안 좋은 교육환경에서 본인이 살았

기 때문에, …(중략)… “제가 다닐 때는 저희 교실 반 이상이 자해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 건 

굉장히 흔한 일인데 뭘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세요?”52)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반에)

도 학교폭력.. 왕따도 있었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중략)… 힘든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서 계

층에 따라서 본인들이 겪는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c

이때 교사들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판단은 학생들의 가정이 속한 사회계

층적 속성에 기초하고 있다.53) 취약한 사회계층에 속한 가정의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빈도나 수위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은, 사회

계층에 따라 주거입지가 조성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김민정, 2006: 74) 학교폭력이라는 현상

이 단일한 추세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가 이질적 사회계층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

각해진다. 한 교사는 이러한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교실에 갈등과 폭력에 취약한 조

건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상대적 박탈감은 폭력을 유발하는 중요한 매개변인 중 하나이

며(연성진 외, 2008: 70-71) 계층 간의 위화감과 박탈감이 뒤섞인 상태의 학교는 학생은 물론 교

사조차 생활하기가 힘든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아파트 지역과 시장 지역이 같이 있어서 계층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여서, 학생들이 상대적 박

탈감이 심한 지역이었어요. …(중략)… 갈등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학교 분위기였어요. …(중

략)… 끔찍하죠. 제 일상이 끔찍해요, 사실은. 저도 학교가기 싫고,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중략)… 믿고 의지할 만한 학생이 6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30명 중에. 

-초등학교 교사c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지역과 그와 대비되는 강북지역에서의 경험을 모

두 가지고 있는 한 교사는, 각 지역의 학교폭력에 폭력의 빈도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특징적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한다.54) 강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고 물리력의 행

52) 면담의 맥락을 살펴보면, 교사c의 교실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대
화상대 교사의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에 비하여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의미
의 발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3) 각 가정이 처한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을 의미하는 사회계층(오욱환, 2008: 344)은 보편적으로 수입･
소득, 직업적 순위, 학력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를 기준
으로 분류한다(앞의 책: 109).

54) 면담 대상자의 신상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정보를 삭제하였으며, 학교 명칭 역시 지역을 
기준으로 ‘강북 학교’와 ‘강남 학교’로 대체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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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주를 이루는 반면, 강남 학교는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물리적 폭력보다는 따돌림

이나 언어폭력이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강북 초등학교가 더 많아요. 확실히 강남 아이들이 좀 덜 거친 편이고. 그래서 선

생님들도 괜히 강남, 강남 하는 게 아니더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해가 갈수록. …(중략)… 학

교폭력이라고 얘기할 때 유형 자체가 되게 달라지는 게, 강남은 좀 따돌림 이런 식의 유형이 

많다면 강북은 정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략)… 가정의 사회경제

적 차이가, 폭력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초등학교 교사b

한국 사회에서 ‘강남’과 ‘강북’은 단순히 주거지를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그곳에 속한 

사람의 계급적 귀속, 직업의 종류, 경제 형편 등 이 시대의 사회문화적 지형도를 반영하는 기표

로 작용하고 있다(염무웅, 2010: 3)는 점에서 이와 같은 대조적 경험과 그에 근거한 실태 인식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사회적 인식 속에서의 학교폭력 담론이 놓치고 

있는 사회계층과 학교폭력 간의 개연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55)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계층, 특히 경제적 계층 차이가 학교폭력의 일관성 있는 예측 요인은 

아니라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상위

계층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는 계층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불화와 관련된 심리

적 결손, 정체감 혼란, 또래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장휘숙, 2010: 416). 또

한 가정환경 중 부모의 교육 및 직업적 수준은 자녀의 비행율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경제

력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준호 외, 1997: 181). 이는 부모의 수입은 높지

만 애정과 통제가 결핍되었거나(김준호 김순형, 1992: 116), 자녀의 학업성취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김준호 노성호, 1993: 178) 등의 원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56) 따라서 가정이 

학교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때 가정 요인을 단편적인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만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55) 유사한 관점에서 김선아(2007: 26)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복지나 빈곤지역지원과 관련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는 
계층적 접근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선아(2007), 황석규(2006) 등을 참조.

56) 제임스 콜먼(James Coleman)은 이러한 현상을 가족 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in the family)의 결핍
으로 설명한다. 콜먼에 따르면 가정환경(family background)은 경제적 자본(financial capital)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human capital), 사회적 자본의 최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경제적 자본은 가
정의 부(wealth)나 수입(income), 인적 자본은 부모의 교육수준, 사회적 자본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의
미하는데, 마지막 사회적 자본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두 자본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에서 사회적 자본이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988: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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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었고, 교복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학교로 지정되면서 복지

사만 들어오셨어요. 근데 △△ 학교는 상담교사 한 분 계시고, 지역사회 전문가도 한 분 상주하

세요. 그게 또 △△와 ○○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은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중략)… 사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덜 당하느냐, 잘 

대우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게.

-초등학교 교사c

지역에 따라 학교폭력 현상뿐만 아니라 대책을 위한 자원에 있어서도 차이를 경험했다는 위

의 진술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계층적 특성에 따라 교원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및 정도의 격차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이유를 또 다른 차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양적 실

태조사에 기반한 문제의 전반적 경향성과 함께 이러한 개별적 실태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때, 

그 실태의 차이에 따라 특정 대응 및 지원책이 개발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적용

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의 애매성

한상대 검찰총장은 2012년 2월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서 “우

리 모두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선생님, 친구, 학

부모,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가해자를 지탄하고 피해자를 성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7)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상

당수가 중첩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기광도, 2004: 299-300; 김준호 황지태, 2002: 88; 

노성호 외, 1999: 154; McDermott, 1983: 275-277; Singer, 1981). 이러한 주장은 교원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된다. 교원들은 이러한 중첩의 이유를 학생들이 한 학교 안에서 오랜 시간을 함

께 지내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해소가 되지 않고 불편한 관계가 축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렇게 폭력 가해의 원인과 배경이 역사적으로 복잡하

게 얽혀 있는 교실 상황에서 가･피해자를 명료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이 친구들을 올해 만났는데 너무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몇 학년 때 몇 학년 때 몇 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었고”, “쟤랑은 어떤 사이였는데 아직도 감정이 안 좋고, 

너무 싫고.” 이 안에 지금 작년 피해자가 있고 작년 가해자가 있고, 이런 식인 거죠. 

-초등학교 교사c

57) 경향신문(2012. 2. 8). ｢검찰총장 “학교폭력 가해자는 악, 피해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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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들어보면(웃음). …(중략)… 문제가,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

라, 계속 쌓여 온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걔가 이래 가지고.. 작년에 이랬었는데.. 그게 

뭐.. 기분이 나빠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

(중략)…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눌 수가 없죠.. 나누면 애들이 납득을 못 하죠.. 자기도 당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게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초등학교 교사b

이러한 인식은 피해 경험이 가해로 이어지거나 가해 경험이 피해 경험의 가능성을 확대시키

는 등(McDermott, 1983: 277) 가･피해 경험을 서로의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선행연구의 맥락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첩’의 특징적인 사례로써 아래에 언급된 소위 ‘장난으로

서의 폭력’은,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연례 학교폭

력 실태조사(2008~2012)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이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장난’이다.58) 교원들은 학생들이 폭력을 장난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

향이 있으며, 특히 따돌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장난’이라는 인

식 속에서 실제 학생 간의 가해와 피해의 경험은 그 경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놀리는 아이들이, 의식이 있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대부

분 물어보면, “옛날에도 그래 왔는데요?” “재밌어 하는데요?”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아요. 당하

는 애들도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도 모르구요. 하는 애들도 그냥 재미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가

활동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 터지면 그게 빌미가 돼서 (문제가)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교사a

요즘에는 ‘다굴’59)이라고 해서, 애들이 한 명의 아이를 희화화하고, 그러면서 좀 쾌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하는 학생이) 바뀌어요. 바뀌고, 수학여행 

가서도, “선생님, 우리도 다 다굴 당했어요.” “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략)…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교사b

58) 가장 최근인 2011년 실태조사의 1순위 답변 비율을 순위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장난(34.3%), 
②상대 학생이 잘못해서(19.8%), ③이유 없음(17.7%), ④화가 나서(9.3%), ⑤오해와 갈등(8.4%), ⑥친구/
선배 등이 시켜서(4.9%), ⑦스트레스 때문에(3%), ⑧보복(2.6%)(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a: 24-25).

59) 여러 명이 한 명을 함께 공격한다는 뜻으로, ‘집단 괴롭힘’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은어이다. 정확한 
어원은 규정된 바 없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형태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단어로는 ‘몰매’
를 이르는 은어인 ‘다구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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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교원들이 언급하는 따돌림은 일반적 따돌림 연구에서 사용되는 ‘집단따돌림’의 개

념과는 분리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집단따돌림 연구자들은 개념 정의를 위해 고정된 피해자

에 대한 폭력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60) 한국형 집단따돌림인 

‘왕따’ 현상의 특성을 정의하는 데에도 역시 한 번 피해자가 되면 폭력이 지속되는 지속성(곽금

주, 2008: 257), 가해의 지속성과 고의성(권이종, 2000: 11) 등이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61) 그

러나 교원들이 언급한 사례들은 지속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피해자 역할이 돌아가며 부여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복성’과 ‘지속성’으로 설명되는 집단따돌림과는 구분되어 

‘단기성’과 ‘가･피해의 순환’으로 설명되는 새로운 유형의 따돌림 현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가･피해의 중첩 문제 외에도 가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는 인식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적극적 가해의 의도가 없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가해로 받

아들여지는 상황이 교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선생님과 학생과도 인간관계지만 학생관계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가장..(힘들

죠). 아, 내가 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랑 어울리기 싫다, 그건 내 감정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서는 ‘쟤가 나하고 안 놀아줘.’ …(중략)… 과연 그럼 이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거고, 

피해자와 구분할 수 있느냐. …(중략)… 애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따돌림. 이것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하는 입장에

서는.

-교육청 상담･조사관a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싫으면 그 사람하고 안 놀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교폭력이

라고 그 애를 왕따 시켰다고 몰아붙인다는 것도 애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왕따 시

킨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얘랑 같이 뭘 하면 안 되서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게 

어떻게 왕따가 되고 폭력이 되냐고요.

-초등학교 교사a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폭력적인 상황을 교원들이 경미하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위 진술들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교원들의 인식이 학교폭력을 ‘인간관계’적 갈등이

60) 집단따돌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70년대 초 단 올베우스(Dan Olweus)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Olweus, 1994: 1171), 그는 집단따돌림을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부정적 행위에 반
복적(repeatedly)이고 지속적(over time)으로 노출되는 것”라고 정의한다(Olweus, 1993: 9).

61) 집단따돌림에 관한 추가적 연구로는 권준모(1999), 박상진(200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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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실 안에서 학생들 간에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

정하고 기준대로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이 고의적･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가해와 폭력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일부 사

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가･피해의 판단과 적합한 대응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교실에서 일

상적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폭력들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교원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

존 집단따돌림과는 구별되는 형태의 소위 ‘장난으로서의 따돌림’과, 가해 의도가 모호한 갈등 

상황의 문제 등 교원들의 인식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상황들을 고려할 경우 가해자･피해자의 

이항적 대립구도는 더욱 교실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렵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 대

한 고려가 부재한 채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학

생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학생이 스스로의 가해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성급하게 ‘가해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보다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오히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

B.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2012. 2)에 대한 교원의 인식 및 평가

이 절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주도되고 있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

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검토할 대책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행되어 온 정책들 중 직접대책과 관련된 7가지 정책이다. 이 7가지의 점검 대상은 학교 현장

에서 인지도가 높으며, 대책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이 실제로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 정책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62) 나열적인 분석을 넘어서기 위하여 각 

정책에 대한 특징적 평가에서 나타나는 공통분모를 기준으로 7가지의 정책을 강경 대책, 형식

적으로 시행되는 대책, 현장적용성이 낮은 대책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가해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책, 교원의 책무성 강화 방침,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상담인력 확충: 전문상담교사와 Wee 센터, 학교폭력예방교육, 복수담임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의 의무화이다. 

62) 따라서 직접대책과 관련된 정책만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역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직접대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 근본대책인 ‘인성교육’은 
모든 면담 대상자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강력하게 지지된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시행 경험
이 확인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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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 대응방침의 일괄적 적용에 대한 우려  

모든 학교가 심각한 수위의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것은 아니라는 교원들의 인식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강경 대응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었

다. 특히 외부적 압력으로 현상을 통제하는 방식의 대책이 교육적 가치의 추구를 저해한다고 

비판하였다. 본 항에서는 교원들이 대표적 강경 대응책이라고 지적한 가해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책, 교원의 책무성 강화 방침,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의 3가지 정책에 관하여 살

펴볼 것이다.

가. 가해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책 

(1) 일시적 억제책의 역효과

종합대책이 초기 시행부터 역점을 둔 것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과 경찰

청 117번호로의 신고 장려 정책이다.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여 일진

을 발본색원하고, 가해학생은 강제 전학조치를 포함하여 엄중 처벌한다는 강력한 방침이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교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이 일시적으로 사회적 경

각심을 높임으로써 당장 드러나는 폭력행위를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폭력 

발생의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폭력 행위를 더 강력한 폭력을 이용하여 통제

하는 방식은 그 통제가 약해지는 순간 상황의 원상복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가해･일진학생) 숫자를 줄이고, 없애는 것은, ..당장에 일단,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억압일 수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억제가) 또 줄어들었을 때,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또 표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 상담･조사관b

지금은 애들이 밑으로 들어가 있죠. 수면 아래로. 벌써 고수들은요. 고수들은 안 나오고.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져요. 뭐라 그러면 고분고분 하구고. 벌써 범생이가 되고요. 애들이 지금, 딱 알

잖아요, 요 순간만 지나면. 알기 때문에, 괜히 자기가 나서봤자 좋을 것 없는걸 알기 때문에. 굳

이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학교 밖에만 나가면 자기 세상인데. 굳이 학교 안에서 선생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냥 가라앉아 있는. 지금은 조용히 있죠.

-고등학교 교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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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역시 이러한 교원들의 인식을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

재단(2012a: 27)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해행동을 하지 않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나쁜 행

동임을 알게 되어서(64.5%)’로,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5.1%)’, ‘경찰서에 신고 되어 조사를 받

아 처분을 받았다(2.0%)’를 합한 것보다 약 9배가 높은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63) 

교원들은 폭력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강력한 제제는 폭력을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학생

들의 언어폭력을 순화하기 위해 교실에서 욕 사용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는 초등학교 교사b

는 그러나 그 효과는 교실 안에서 끝난다고 설명하였다. 외부적 통제에 의해 저지된 행위는 통

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래서 애들이 언어 습관이 교정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누르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다 표출하는 거죠. 학원에 나가서 욕 안하는 애 아무도 없대요, 애들이. 제 

앞에서만 그러는 거래요. “선생님, 쟤 완전 조신하게 구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 장난 아니에요.” 

막 이래요(웃음). 학교에서만 누르고 있는 거죠. 선생님한테 혼나고, 벌로 이걸 쓰니까. 

-초등학교 교사b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b는 이러한 

억압과 처벌의 강화로 인하여 폭력이 적발하기 어려운 형태로 은밀해지거나, 외부로 풀어내지 

못한 분노와 공격성이 내부를 향한 폭력, 즉 자해나 자살의 형태로 드러나는 등 예상되는 반작

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애들 말로 ‘짭새(경찰)’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도. 그러면 자기를...(숨기는 거예요). 

더 잔인해질 수도 있고, 악랄하게. 그리고 더 만만한 상대, 장애학생들, 이런 애들을 상대로 교묘

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중략)… 그리고 폭력을 줄이려고 막 이러면 자살이 늘어날까봐. 바

깥으로 표출하면 폭력이고, 안으로 표출하면 자살이다. 일진 애들이 그나마 그 재미로 살았단 말

이에요, 여태까지. 나의 우울함을 (폭력으로 풀었다고요). …(중략)… 사실은 토탈의 케어가 되야, 

자살과 폭력이 같이 줄어들지. 그런데 폭력에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난 불안한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교사b

63) 가중치 측정에 따른 1순위 답변의 비율을 순위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64.5%). ②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11.5%). ③ 피해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4.5%). ④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생각이 변했다(2.6%). ⑤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5.1%). ⑥ 경찰서에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아 처분을 받았다(2.0%). ⑦외부기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생각이 변했다(0.8%). 이를 통해 가해 행동 개선에는 외부로부터의 훈육이나 처벌, 
통제보다 자발적인 인지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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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b의 이러한 진술에는 현재 대책이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 속에서 피해

자에게만 보호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즉 처벌을 강조･강화하

는 것은 당장 ‘피해학생’의 자살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가해학생’의 소외와 자

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64) 이러한 ‘가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주장은 종종 

‘피해학생의 보호’와 대치되는 논리로 호도되어 왔다.65) 그러나 교원들이 강력 처벌에 대한 우

려를 표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인권보호’가 ‘피해학생의 안전’에 우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

려 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전체적으로 심화되고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교육적인 접근을 이용한 대응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한다는 비판적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고 인

권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최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원들의 우려처럼 

현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의 미래로 유보되는 상태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2) 공동체성 약화로 인해 폭력에 취약해지는 교실 환경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교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지나친 겁주기와 통제로 인하여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억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강경하게 제재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긴장이 유발되며, 학생들은 

학교를 보다 억압적인 공간으로 느끼고 있다고 교원들은 설명하였다.

근데, 애들끼리의 유대관계를 다 끊어 놓는 것 같지 않아요? 학교폭력이라고 정해진 게, 애들끼

리 웬만한 장난도 못 치게 생겼더라고. 인간이 너무 딱딱해지게 생겼어(웃음). 그런 걸 안 걸리

려면 서로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스킨쉽도 없어야 되고, 뭐 애들끼리 말도 그야말로 존댓말 

써야 될 판이고.

-초등학교 교사a

64) 쇼(Shaw)는 학교에서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일시적 안도감을 줄 수는 있으나 처벌 받은 학생을 실패
자로 만들거나 폭력의 재발 등을 수반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2004: 97).

65)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 처리 사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정책을 둘러싸고 가해학
생의 인권과 피해학생의 인권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어조의 논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뉴시
스(2012. 5. 10). ｢충북교총 “전교조는 피해학생 인권 생각해야”｣, 조선일보(2012. 8. 22). ｢왕따 피해학
생 자살 이어지는데 가해학생 챙기기 바쁜 郭교육감｣, 중앙일보(2012. 8. 30). ｢가해자의 ‘주홍글씨’만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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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c는 이러한 분위기가 학생들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학교폭력 목록에 당장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나도, 내 옆의 친구도 언제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

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친구들을 다 가해학생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맹점은. …(중략)… 학

생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어,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 그럼 이미 그 공동체

는 깨진 거예요. 그 교실 안에서 만나는, 또 새 학년이 되어서 만날 그 학생들이 내 동료이고 친

구가 아니라, 언제 나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적인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학교폭

력예방법이나 현장에 들어와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모든 내용이 그런 식이예요. …(중

략)… 정말 ‘예방’이 아니라, 신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c

이러한 교원들의 우려를 통하여 현재의 학교폭력 대책이 학생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을 배양하는 대신 서로를 잠재적 가해자나 피해자의 관계로 설정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강력한 처벌 및 통제가 강조되는 정책 속에서 학교의 

공동체성이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가 장기적으로는 더욱 불안하

고 폭력에 취약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 교원의 책무성 강화 방침    

(1) 교원의 방어적 태도를 유발하는 책무성 정책

종합대책 후속 개정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게 되고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66) 이에 따라 교사

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행정업무경감, 법률상담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상담 지원을 위해 복수담임제 시행 및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여건 조성에 힘쓰되,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등 직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4대 비위(금품

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강력하게 징계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골자

66)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 2012. 5. 1, 일부개정]. 제2조 관
련 별표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 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
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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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실제로 지원이나 여건 조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법적 처벌을 

통해 책임만 엄중하게 묻는 방식으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이은 자살 사건과 심각한 폭력 사례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상황에 대한 책임이 학교에서 학생의 일차적 보호･감독 임무를 맡고 있는 교

사에게 가장 먼저 돌아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의 징계 방침이 발표된 이후, 자살사

건이 발생한 학교의 교원들에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도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조치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67) 교원들은 이처럼 학교에 책임이 집중되는 상황

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 볼 때 마음 안 아픈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버려 뒀다는 얘기야, 여

태까지? 아니거든. 근데 문제 터지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사실은 그쪽에서 책임져야지, 왜 

힘없는 선생님들한테, 노력하는 선생님들한테 다 화살을 돌리고. 결국 누군가 십자가 하나 져야 

되니까. …(중략)… 어디다가 책임전가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해결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교사b

학교에다가 거의 책임을 떠넘기다시피 해요, 교과부에서. 어떻게 보면 얌체지. …(중략)… 자기

네 책임지기 싫으니까 학교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 교사a

교원들은 “그걸 안하면 선생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학생의 보호･감독을 주요한 일상적 업

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호 및 예방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학교에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과 처벌만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상황 속에

서 교원들은 정책이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곧 행정가들의 태도에 대한 교원들의 만성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67) 2011년 7월과 12월 대구의 동일 학교에서 자살한 여중생과 남중생의 유족들은 각 담임교사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안이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소송 및 직무유기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중 여중생의 사건은 기각되었으나 남중생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2012년 8월 16일 학교의 학교
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의 연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KBS 뉴스, 2012. 
8. 16. 「따돌림 자살…“학교·교사·가해학생부모 배상”」). 2011년 11월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여
중생의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부장은 경찰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2012년 5월 
31일 검찰은 학교폭력 방조 혐의에 의한 기소 방침을 밝혔으나, 9월 21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였다
(경향신문, 2012. 9. 21. 「檢, 목동 여중생 투신자살…“선생님 책임 없다”」). 2012년 4월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남중생 자살 사건에 관해서도 경찰은 전담수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
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신문, 2012. 4. 
17. 「‘학교폭력대책’ 발표 넉 달 만에… 중2 또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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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엄~청나게 애들 교육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해 놨지만, 실제로 그것이 집

행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그래 놓고 안되

면 전부 선생님만 잡는 교육계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거고. …(중략)…  매뉴얼 딱 

주고서, “이거 했냐 안했냐, 했냐 안했냐, 했냐 안했냐, 이거 안했네? 그럼 니 책임이네?” 대부

분 일들이 그렇거든요.

-고등학교 교사a

교육청에서 교사‧학생‧학부모의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안 및 대책에 관한 상담

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조사관에게서도 비슷한 인식이 확인되었다.

정부 대책 중에 주된 문제요인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그 문제 지점을 교사, 학교한

테 책임을 지운다는 거죠. …(중략)… 이건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이고, 학교 내의 폭력인데, 학

교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

들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 상담･조사관a

문제 해결에 적합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책

임만 부과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져 오히려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한승희, 1999: 223). 충분한 준비나 지원 없이 책임

과 처벌만이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무사안일적 경향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교사들은 “손발 다 묶어놓고 책임만 묻는”68) 현실적 여건과 처벌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내면의 의식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의 형성

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생님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저 녀석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한 

대씩 때려주더라도 걔를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랬다가 내가 무슨 꼴을 당할

지 모르니까 그냥 놔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중략)… 뭐 까딱 잘못

하면 자기가 얽혀 들어갈 판인데. 조심하고, 가능하면 애들하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렇

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교사a

68) YTN 뉴스(2012. 1. 12) 「국회, 학교폭력 대책 “실효성 없어” 질타」. 국회 현안보고, 박보환 국회 교육
과학기술위원회 의원 녹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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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내가 남의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해 봤자 좋은 소리 들을 거 없는데’, ‘해서 뭐 하겠냐’, 요

즘엔 이런 식의 반응들이 더 큰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런(사건에 얽혀서 교사가 징계 받는) 문

제가 생기니까. 내가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무관심이 상책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

냥 수업만 하고...  

-고등학교 교사a

셸든과 비들(Sheldon & Biddle)은 엄격한 기준, 통제된 책무성, 처벌을 이용하는 전략은 교원

의 동기와 수행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교원들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통제적으로 이들을 대하게 되며, 이러한 태도는 자신 또한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1998: 164). 책임과 처벌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원들이 택한 

행동 전략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책임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의무적 절차는 이행

하되 그 이상의 자발적 개입은 자제함으로써 가능하면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었다.

여기 지금 저도 이렇게 ‘몇 일 몇 시에 누구랑..’ 메모하지만. 저희 부서에 선생님들도 보면 다 

메모를 해 놓으세요. 이게 지금은 전부 책임 전가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야. ‘몇 일에 폭력 사안

을 신고를 받고..’ 그거 안 적어 놨다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사법처리로) 몰아갔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중학교 교사b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폭력사실이 생기면, 다 쓰라고 해요.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일종의 저

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술서를 계속 쓰라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이름으로, 학습지 같은 형식으로. 그러면 애들이 써요.

-초등학교 교사b

(2) 현장과 괴리된 일방적 행정에 대한 냉소와 회의감

교사들의 이와 같은 소극적･방어적 대응 전략의 배경에는 처벌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정

책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교사들은 현장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책을 만들고 명령하는 상급기관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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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가 이런 폭력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라는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은 까놓고 얘기하면, 학교폭력 계획 세울 시간에 면담 한 명 더 하는 게 아이가 훨씬 더 효과

가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략)… 차라리 저 교과부 없애는 게 낫겠다. 그냥 앉아가

지고 말이야, 현실 파악 해 본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해라 뭐 해라. 

-중학교 교사b

위에서는 “빨리 대안을 마련해라” 하니까, …(중략)… 엄~청난 대책들이, 뭐 열 몇 가지에 달하

는 대책들이 나오는데 과연 저걸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까..(한숨) 저것만 해도 일 년 가

겠다.. (한숨)

-고등학교 교사a

이러한 판단에는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대책에 대한 불신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사실상 문제가 터질 때만 비슷한 대책을 나열하여 사회적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

고자 하는 방식의 대응에 대한 염증은 교사들만의 것이 아니다. 국회가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자마자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온 “이름만 바꿔 재활용”69) “수년간 되풀이된”70) 

“재탕·삼탕”71) “그동안 뭐 했나”72) “사건만 터지면 … 판박이”73), “반짝 대책”74) 등의 반응에서

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이것도 얼마 가지 않을 일시적 “호들갑”에 불과할 것

이라는 교사들의 냉소적 태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워낙 언론에서 많이 부각을 시키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리고 

예전에도 한 번 터졌었잖아요, 일진회 이러면서.. 그때도 막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또 꺼지

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사건이 있어서 갑자기 좀 막 그랬다가 또 가라앉

고, …(중략)… 막 공문도 내려오고 그러지만, 조금 있으면 또 잠잠해지고. 

-초등학교 교사b

다 진짜 정치적인 거예요, 쇼야. 그 피해는 다 애들이 보잖아요. …(중략)… 위에서 이런 식으로 

막.. 현실에 맞지 않는 거 하지 말고.

-중학교 교사b

69) 한국경제(2012. 1. 8). 「‘재탕·삼탕’ 학교폭력대책」

70) 시티신문(2012. 2. 6). 「“학교폭력 대책 헛일” 현장반응 ‘싸늘’」
71) 경향신문(2012. 2. 6). 「학교자치법정 운영 등 2년 전 대책 ‘재탕·삼탕’」
72) 문화일보(2012. 2. 7). 「정부 ‘학교폭력과의 전쟁 7년’… 그동안 뭐했나」
73) 한국경제(2012. 8. 3). 「사건만 터지면 전담반, 또 전담반…판박이 치안 대책」
74) 세계일보(2012. 10. 8). 「일 터지면 ‘반짝 대책’… 내성만 키웠다」



66

선생님들은 거기에(교과부 지시에) 맞춰 춤추면 돼요. 어, 그래? 그럼 놀려 주고. 사고 난다고 

붙잡으라고? 그럼 붙잡지 뭐(웃음). 선생님들은 거기에 잘~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a

명령, 감독, 지시 및 간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일선학교에 하향식으로 떨어지는 획일적 행

정은 교사들로 하여금 냉소적인 태도와 신념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적당히” “문

제되는 일만 없도록” 하는 태도를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조경원, 2004: 20-21). 나아가 이러

한 통제 전략은 극단적인 경우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직까지 선택하게 하기도 한다(이광

현, 2008: 41). 특히 학교폭력 대책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반복되어 온 부정적 경험들로 인하

여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대책에 대

한 소극적･방어적 태도를 넘어서서 학생 생활지도 자체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까지 드러내기도 

하였다.

생지부장(생활지도부장) 연수 가 보면 다들 한숨만 푹푹 쉬고. …(중략)… 부담스럽죠. 원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고등학교 교사a

저 지금 학생부장을 10년째 하는데, 전 아주 지겨워서, 저.. 이제 학교 그만둘 사람인데.

-중학교 교사b

관련 법규와 제도적 장치는 그것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감’과 ‘개입능력’이 뒷받

침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신성자, 2012: 80). 이는 곧 학교폭력 대책의 성

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이를 직접 시행하는 교원들의 대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동의가 전제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원들이 현재의 책무성 방침에서 통제와 처벌을 통한 책임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느낌에 따라, 오히려 교원들의 방어적이고 냉소적이며 때로는 무기력한 태도

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1) 낙인으로 인한 이중처벌 및 교육적 선도 기회의 박탈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처분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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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강행 방침과 이를 거부하는 일부 지방교육청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 구

도를 형성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다.75)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에 

활용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록 보존 기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으로 초기에 설정되었으나, 10년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고등학생도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현재는 초･
중･고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76) 그러나 이 정책은 “사법절차와 교육절차의 중복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김현철, 2010: 74)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교원들은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입장에서, 기록 보존 방침이 

학생의 미래에 “낙인”을 찍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내면적 

저항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7) 

이제 생활기록부에 쓰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애가 폭력을 했어, 평생 가잖아요 걔가, 그걸 

생활기록부에 써 놓으면. 그게 과연 옳을까요? 참..

-초등학교 교사a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도, 범죄자를 기록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범죄 사실을 기록해서 남기

는 거. 그건 전혀 교육적이지 않죠.

-초등학교 교사c

이렇게 “교육적이지 않다”는 인식의 근원에는 학벌이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 사항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판

75)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6개의 시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2012. 7. 30)의 판단을 근거로 기재 거
부･보류 혹은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기재 거부 시 … 교원 및 교
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등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2012. 8. 9)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 역
시 수용하지 않겠다(2012. 8. 16)고 발표하였고, 이어서 전북･경기･강원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 및 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후 관련자에 대한 “경고”, “경･중징계”, “고발”(2012. 10. 17) 등 
강경대응 방침을 공식화하며 지속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7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2012. 06. 29, 일부개정]. 제18조(자료의 
보존). ② “단,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Ⅱ)를 전산매체로 5년간 추가 보존한다.” 내용 삭제. 

77) 박진희･김현주(2012: 89)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낙인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비행을 지속할 확
률은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해학생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는 방식의 대
응 전략은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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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2. 5. 30)는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의 인성

평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78) 이처럼 대학 입시에 인성이나 

태도와 같은 학생의 정의적 특성의 반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개선의 여지를 박탈하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교원들의 우

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법률전문가들 역시 기록 보존 방침이 “상급학교 학생선발 뿐 아니라 상급학교 미진학자나 

조기취업자 등에게는 결정적인 불이익(낙인효과)을 줄 개연성이” 있고, “대학 진학 시, 군 입대, 

취업에도 광범위하게 열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입시나 취업, 군지원 등 다양한 생활

에서 …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학생지도에 활용

할 목적이라면 학교폭력 사안 관련 기재는 초･중등학교 재학기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2: 8-11).79) 또한 실제로 일반 학생들이나 교사들 모두

가 “꼬리표”80)가 붙은 학생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

정희･강재태, 2010: 25). 

한편 교육청 상담･조사관b는 실제 상담 경험을 근거로 학부모들에게서도 이러한 ‘낙인’에 대

한 강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낙인효과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

로 부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81) 능력만 된다면 재화를 이용해서라도 낙인을 방지

하고자 하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시도는, 역으로 한국 사회에서 낙인으로 인한 대학 입시에의 

불이익이 청소년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8) 인성평가가 강화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정부의 정착 방안에 따라 2007년(2008학년도) 10개 대학, 
2008년(2009학년도) 41개 대학, 2009년(2010학년도) 90개 대학, 2010년(2011학년도) 118개 대학, 2011년
(2012학년도) 121개 대학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정다운, 2012: 8) 2012년(2013학년도) 역시 
4개 학교가 늘어난 125개 대학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학생의 비교과적 영역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79)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의 자문의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논거 중 일부를 원용하였다.

80) 연구자는 “꼬리표가 붙은 학생”이라는 용어를 학교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제아’, 혹은 사회학적 
용어인 ‘낙인찍힌 학생’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이정희･강재태, 2010: 8).

81)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는 초등학교 교사b의 진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관련한 면담 내용이다. “강남에서
는, 작년이니까 2011년, 성희롱 문자를 보내서 …(중략)… 남자 아이가. 굉장히 그것도 심각했는데. 이 
강남 학부모들은 또, 이걸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 사서, 소송을 
해서, 내가 이기겠다[초등학교 교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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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많아요. …(중략)… 합의금, 당연히 항상 따라다녀요. …(중략)… 돈

이 없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략)… 그 과정에서 돈이 좀 있는 아이들은 

돈을 주고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데, 자기 대학 진학하는 데 적

히면 안 되잖아요.

-교육청 상담･조사관b

이러한 한국 교육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원들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보존하

는 방침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치유･선도의 기회를 실질

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형식적 시행으로 인한 실효성의 미비

본 항에서는 교원들이 대표적 전시성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상담인력 확충 대책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현황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들은 이 정책들의 목적에 대

해 깊이 공감하면서도, 형식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

다. 

가. 상담인력 확충: 전문상담교사와 Wee 센터

(1) 상담 업무의 과부하 및 계약직 상담사의 과도한 구성 비율

상담인력의 확충은 크게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지역교육청 차원

에서의 Wee 센터의 설치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전문상담교사 대책을 살펴보면, 그 출발

지점은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된 2004년 1월이다.82) 2005년 9월 1일 전국 182개 지

역교육청에 수업시수 없이 상담만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이 최초로 배치되었으며

(홍대우, 2010: 143) 2007년부터는 단위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다(이지희 

외, 2012: 194). 그러나 2009년까지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치를 추진하려던 교육인적자원부

(2005. 3. 25)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년 학교폭력 문제의 쟁

점화로 급하게 500명이 증원된 이후로도 총 인원이 1422명에 그치고 있다.83) 

82)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068호, 2004. 1. 20 시행].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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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1200명에 달하는 

전교생의 상담 업무를 1인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은 교원들로 하여금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었다. 면담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섞

여있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고 있었으

다. 그러나 일인의 전문상담교사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교사들은 호소하였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례가 50명이예요. 학기 초인데, 선생님들이 의뢰하신 애들도 있고, 

애들이 자기가 신청한 애들도 있고 해서. 그런 애들은 방과 후나 아침 자습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럴 때 상담 주로 하구요. …(중략)… 아주 심한 아이들만 매주 가고, 좀 견딜 만한 아이들은 

격주로 거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되는대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이들이 

한 번 와서 1회기 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새

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포화 상태가 돼서, 저도 지금 그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문상담교사

저희 학교도 전문 상담사 계세요. 근데, 밀려 있는 거야. …(중략)… 진짜 힘들죠, 선생님도. 힘

드실 거예요. 전문 상담사 한 분이 계시고, 학생이 870~880명.. 

-중학교 교사b

이러한 상황은 업무 과중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담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우려로 이어진다. 상담을 통한 개입이라는 것이 보통 1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면담이 진행된 시기가 4월로 아직 학기 초에 불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전문상담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전시적 

행정효과를 위해 좌우되는 정책(김인규, 2008: 170-171)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도입 초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원들은 현재의 관련 대책이 5년이라는 적응기를 거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상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나 현장조건에 대한 현실적 판

단이 부재하다고 평가하였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2012＊＊
증 원 308 - 347 124 - 147 500
누 계 308 308 655 779 779 926 1422

<표 Ⅳ. 1> 연도별 전문상담(순회)교사 증원 현황83)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2010. 3. 31)의 도표를 홍대우(2010: 144)에서 재인용 후 수정

     ＊＊ 교육과학기술부(2012. 9. 21). 1422명 중 308명은 교육지원청에, 나머지 1,114명은 단위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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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에 출근하셔서 7시까지 근무하세요. 근데 당장 보니까 의외로 상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바람직하려면 학년에 한 분 정도는 계셔야 원활하게 될 것 같고. …(중략)… 지

금 1200명을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 (전시성 대책으로) 생색내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배치는 해 놨으니까 알아서 해라인데, 저거 완전히 3D예요. …(중략)… 작

년에도 1년 하시다가 바뀌었죠. 작년에 하시던 분이 너무 힘드셔 가지고 못하겠다고. 

-고등학교 교사a

실상을 모르시는 거예요, 위에서는. 저는 그걸 왜 모르는지도 일단 이해는 안가요. …(중략)… 

인력이 딸린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애들을 좀 짧은 시간에, 한 10분에 한 명씩 …(중략)… 

짧게 짧게 만나면 한 달이면 몇 명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교육청 장학사가) 그렇게 얘기 했

다고 하는데. …(중략)…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들은 복장이 터지는데.

-전문상담교사

여기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인력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계약직 

전문상담사의 구성 비율이 전문상담의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는 전문상담교사의 지적이다.84) 이

는 ‘전문상담인력’을 단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선행연구들(금

명자, 2007; 배인수･이윤주, 2011; 이지희 외, 2012; 홍대우, 2010)과는 다른 현장 전문가의 판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단위학교에 배치된 상담 인력 중 ‘계약직 전문상담사’는 78.2%로 21.8%의 정규직 ‘전문

상담교사’에 비하여 3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우원식 의원실, 2012).85) 면담에서 제기된 

전문상담교사의 계약직 전문상담사에 관한 문제의식은, 개인적 역량보다는 학교 내에서 입지가 

불안정한 계약직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인력이 단위학

교에 배치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상담활동에 대한 미약한 인식으로 인하여 일반 교사들과 동

등한 교원으로서의 교내 지위를 지닌 전문상담교사조차 상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

다고 설명하였다.86)

84)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교원 신분의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사(보건복지가족부),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학교사회복지
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상담관련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사’가 있다. 

85) 계약직 전문상담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86.7%), 강원(84.6%), 서울(82.8%)의 순이다(우원식 
의원실, 2012).

86) 전문상담활동에 대한 일반교사들과 학교 행정가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김인규(2008: 
174), 이규미 외(2008: 829)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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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하고 조용히 앉아서 얘기만 좀 하다 보면 된다, 본인들도 다 상담 하는데 뭐, 당신들이 

생활지도 하는 게 다 상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교사들은 3년 되면 교육대학원87) 가서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1년 과정으로 따고 나면. …(중략)… 이론과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상담은. 이거는 정말 훈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나도 상담 공부 

했다.” “나도 자격증 있는데...” …(중략)… 근데 한 명이라도, 담임으로서 의뢰를 해 본 사람들은 

인식이 깨지기 시작해요. …(중략)… 그렇게 경험하기 전까지 한 일 년 그 사이는, 그렇게 부정적

인 평가들이 있는 거예요.

-전문상담교사

정규 교원인 전문상담교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물며 계약직 신분인 전문상담사의 경우는 

양질의 상담을 위한 개입 및 요구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문상담교사는 지

적한다. 교과과정 내에 상담활동을 위해 보장된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상담교사들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김인규, 2008: 173). 그러나 상담교사

는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학교 문

화 속에서(진혜경, 2009: 83), 해당 교과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데 계약직 상담사의 입지로는 운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상담원은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약간 발언권이 미약한 거예요. …(중략)… 학교에서도 일을 많

이 맡기지도 않고.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걸 하겠다고 나서기도 좀 애매한. …(중

략)… 그런 분들이 심지어 교사 자문도 해야 되고, 부모 불러다 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러는

데. 그런 식의 업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소극적이, 위축 될 

수가 있어요.

-전문상담교사

2012년 10월 현재 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총 5,085개교로 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1,327개 중 44.9%에 불과한 수치이다(우원식 의원실, 2012). 이는 절반이 넘는 학교가 외부 상

담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의 2/3 이상은 능동적인 

상담활동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전문상담사로 채워져 있는 실정이다. 전문상담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양질의 상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

였다.

87)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2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와 같다: ① 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에서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② 대학원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③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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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적･질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Wee 센터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상담인력 확충 방안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Wee 센터 역시 물리적 포화

상태라는 점에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나 Wee 클래스가 없는 경우, 

혹은 단위학교에서의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 센터에 의지하게 된

다. 그러나 개별 지역교육지원청에 속한 단위학교의 수는 최소 약 38개에서 최대 약 154개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상담을 의뢰하기에는 Wee 센터의 수용력에 한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8)

 

‘Wee 센터’라고 해서 있지만, 여기 학교가 한두 개여야죠. 한번 보내려면요, 한 달씩 대기를 해

야 돼요. (생활지도부 연수에서 Wee 센터를 이용하라고 해도) 다들 그냥 한 귀로 흘려듣잖아요, 

저거 믿지 말라고. 저도 작년에 그거 곧이곧대로 듣고 해봤더니 뭐 3개월 대기하니 4개월.. 뭐 

학생 사건 다 끝나고 기다리다가 진 빼겠어요. …(중략)… 거기서도 그래요, “웬만하면 보내지 

말라”고. “제발 좀. 진짜 신문에 보도될 정도 아니면 (속삭이며)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거기도 

뭐 인원 뻔하잖아요. 저희보다 더하죠, 거기는, 업무 강도가. 더 세잖아요. 그렇게 하소연을 해 

대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뻔히 아는데.  

-고등학교 교사a

체벌을 없애니까 다양한 그런 상･벌점을 강화했죠. 근데 특별교육을 할 기관이 없는 거야. 기관

은 있어, Wee 센터, 청소년 수련관, 법무부 산하의 뭐..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턱없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보내려고 전화하면, “한 달 뒤에 와.” 그러니. 당장 막 씩씩대고 이런 애를, 한 달 뒤

에 보내?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과 벌의 원칙은 즉각성에 있거든요. 

-고등학교 교사b

Wee 센터는 2008년 31개소로 시작하여 2012년 10월 현재 전국에 13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89) 중에서 약 80%에 가까운 수치로 결코 낮은 설치율이 아니다. 

88) 광주광역시(154), 대전광역시(148), 인천광역시(123), 서울특별시(121),  울산광역시(118), 대구광역시
(111), 부산광역시(105), 제주특별자치도(93), 경기도(92), 전라북도(55), 충청남도(50), 경상북도(44), 경상
남도(44), 전라남도(42), 충청북도(41), 강원도(38). 괄호 안은 각 지역에서 1개 지역교육지원청이 담당하
고 있는 단위학교(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평균 개수. 소수점 아래 자리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의 2011년도 각 급 학교 시도별 개황과 KEDI(2011. 3. 22)
의 시도별 지역교육지원청 현황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이다. 

89) 서울특별시교육청(11), 부산광역시교육청(6), 대구광역시교육청(4), 인천광역시교육청(4), 광주광역시교육
청(2), 대전광역시교육청(2), 울산광역시교육청(2), 경기도교육청(24), 경상북도교육청(22), 경상남도교육
청(22), 전라남도교육청(20), 강원도교육청(17), 충청남도교육청(15), 전라북도교육청(14), 충청북도교육청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 시 소재 교육지원청 총 31개, 도 소재 교육지원청 총 147개(KED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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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단위학교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부족

함뿐만 아니라 각 센터들의 운영 실태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Wee 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운영 방식과 운영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영보다는 위

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Wee 센터들의 경우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엄격할 수밖

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곳이 있어요. 민간 위탁은 인력이 직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직영은 T/O가 열 명이면 열 명을 다 해서 쓰죠. 위탁은 T/O가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 총 얼마, 거기서 원래 있어야 될 인원수를 충분히 다 안 쓰는 거예요. …(중략)… 공개

가 안 되서 잘 모르지만, 직영이 10명일 때 위탁은 4~5명이라고 들었어요. 임상심리사 같은 경

우도 직영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상주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위탁은 거의 임상

심리사가 파트로 있거나, 건수 당 의뢰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략)… 위탁은 관리가 잘 안돼요. 교육청에서 직접 개입해서 할 수 있는 통제가 힘들어서. 

그야말로 보고서 올라온 것만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잖

아요. 

-전문상담교사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직 Wee 센터는 학생이나 교사에게 있어서 전문상담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선택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상담교사의 진술은 Wee 

센터 활용의 어려움이 단순한 물리적 수용력의 한계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의 문제가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학교폭력예방교육

(1) 개인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효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

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90) 일부 교원들은 이러한 예방교육이 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생

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줌으로써 폭력 민감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하였

3. 22). 괄호 안은 각 지역 소재 지역교육지원청의 개수이다.
9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6 시행]. 제17조. ①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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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장난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

의 필요성은 분명할 것이다.91) 교원들 역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방식이 학

생들의 경각심을 단기간에 일깨우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92)

아이들이 이제는, 인지가 돼요. ‘아, 이것도 폭력이구나.’ 몇 년 전에 성희롱 처음 나올 때도, 남

자애들끼리 장난한 거 (그게 성희롱인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우리 때도 몰랐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예민해지고 민감한 사회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중략)…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인지가 되니까. 

-중학교 교사b

애들이 폭력의 의미를 잘 몰랐다가 ‘아, 이런 것도 폭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 나름대로 

좀 깨닫는 건 있고, …(중략)…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반 애들 보면, ‘학교

폭력’ 이러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어요. …(중략)… 선생님이 혼

자 말하는 것 보다, 경찰이 와서 말 해주고 선생님이 한 마디만 하면, 쉽게 그걸 인정 해 주는 

거죠. 경찰이 오면 좀 다르거든요.

-초등학교 교사a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으로 인하여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였다. 면담 대상자가 있었던학교

는 모두 한 학기 일회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시행령 기준을 지키며 스쿨폴리스93)에 의한 학교

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때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의 내실이나 교육적 열정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되었다.94) 

9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연례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
지 5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이유 1위가 ‘장난’ 이라고 밝히고 있다(2008~2011, 2012a).

92) 현재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주로 학교폭력 신고 체계에 대한 홍보와 함께 학교폭력의 범위･대처방법･
사건의 처리 과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쿨폴리스가 학교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
행되는 경우가 많다. 

93) 학교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스쿨폴리스는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추진되는 시책으로, 스쿨폴리스(학교지
원경찰관)･학교전담경찰관･학교담당경찰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쿨폴
리스 제도’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세 유형의 엄격한 구분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가 없으
므로 이후로는 명칭을 ‘스쿨폴리스’로 통일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스쿨폴리스’
는 11개 교육지원청별 1명씩, ‘학교전담경찰관’은 31개 경찰서별 1명씩, ‘학교담당경찰관’은 학교별 1명
씩 지정되어 학교폭력 상담 및 경찰서․학교와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 
8월 13일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스쿨폴리스의 법제화와 전국 시행을 예고한 바 있
다.

94) 이러한 문제의식은 스쿨폴리스 스스로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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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정말 잘 지켜서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는 

정말 의문인거죠. 보통 경찰관이 학교에 와서 1시간 배당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청에서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쭉 읽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도 없이.

-초등학교 교사c

올해는.. 방송 한 번 있었고. 근데 그 학교폭력 방송은, 아주 예전부터 늘 있어 왔었는데요? 항

상 방송으로 똑같이 있어서 아이들도 쭉 봤었어요. …(중략)… 작년하고 재작년은 내용이 똑같

았어요. 경찰이 와서 얘기 했는데 파워포인트 자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 저거 

봤었던 거 아닌가?” 이랬어요, 작년에(웃음). 

-초등학교 교사e

이러한 교원들의 판단은, 운이 좋은 학교는 강의 능력이 뛰어나고 청소년에 관한 이해도도 

높으며 학교폭력 문제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스쿨폴리스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도 있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를 반증하고 있다. 다른 교원들이 스쿨폴리스에 의한 예방교

육이 갖는 각성 효과를 지지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가 과도하게 개

인의 열정이나 역량에 의존하여 일관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이러한 교원들 간의 인식 

차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 형식적 시행으로 인한 교육효과의 편차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일관적 효과가 보장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교원들은 그 내용을 구

성할 때 교육 대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종합

대책 시행령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기는 하나 학

교 여건에 따라 동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95) 대부분의 경우 개별 학급에서 전

추가로 진행한 스쿨폴리스와의 면담에서 스쿨폴리스는 경찰 내에서 청소년 문제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준비된 인력 역시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시행으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엄격한 선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된 면담 내용이다. “(제가 왜 스쿨폴리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거 많으니까 네가 해라’ 그
랬어요.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학교폭력상담사나 이런 사람을 위주로 뽑아라’ 하고 있죠. 저희 사무실
에 3~4명 있을 걸요? 작년 하반기에 바람 불어서 상담사나 예방교육사 이런 걸 딴 사람들이 있죠. 그
런데, 자격증의 한계점이랄까요? …(중략)… 실제 경험이 있고 심리학을 전공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얕
은 교육으로 6개월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상담을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
략)… 다만 제가 여기서 남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건 열정 밖에 없어요. …(중략)…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제가 전문가냐? 아닙니다. 특화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쿨폴리
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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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방송조회를 시청하거나 강당에 전체 학년 또는 학급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학년별로 다른 학습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균등한 학습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전 학년에게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학년성에 안 맞을 때가 되게 많고,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 이건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경찰관 입장에서도 학교폭력에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

해서 만든 자료나 그런 수업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되니까 하는. 매뉴얼을 전달하는 데 있

어서도 학생 입장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초등학교 교사c

뿐만 아니라 스쿨폴리스에게 학급별로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

지가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수와 강사 인력

이 비대칭적으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수업 시수에도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그쪽(스쿨폴리스)에서 하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30~40명 단위로 30~40분 정도 진행

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면 36개 학급인데, 36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

이 그렇죠, 그분들이 36번 와야 한다는 얘긴데. 일주일에 한 반씩 풀로 해도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건데..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그래서 그냥 전부 다 강당에서 조회하는 김에 30분 했어

요. 파워포인트 자료 해서 일괄로 하는 식으로. …(중략)… 과연 저게 얼마나 깊게 전달될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들고요. 

-고등학교 교사a

학교폭력예방교육이 ‘방송교육’이나 ‘강당교육’ 등 집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그 효과

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 선행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미 지

적된 바 있다(문용린 외, 2009: 77). 위와 같은 교원들의 진술은 이러한 선행 평가를 통한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책이 재차 현장에 투입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교원들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념을 심어” 주는 초기 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고 

대체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이 내재된 성공 가능성에도 불구

하고 형식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6 시행]. 제17조. ② 학생에 대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
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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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현장적용성으로 인한 시행의 한계

본 항에서는 시행 한 학기 만에 사실상 철회되며 현장 적용성의 부재가 확인된 대표적 대책

으로서의 복수담임제와 시행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의 시행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볼 것이다. 시행을 위한 물리적 조건의 

선행이 특히 요구되는 이 대책들은,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이나 지원이 부족

한 상태에서 강행됨에 따라 파행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교원들이 가진 상급행정기

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복수담임제

(1) 인적･물적 자원의 미비

복수담임제는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및 문제를 

학급에서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충분한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96) 교사와 학생이 개별 면담을 할 경우 서로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에(강진령, 2006: 13), 교사･학생 간 양질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복수담임제와 같은 물리적 조건

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면담 대상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중에서 복수담임제가 도입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우에 따라 교무회의에서 교직원 동의를 거쳐 아예 실

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외형만 갖추는 수준에서 시행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 

그것(복수담임제도)의 유효성을 떠나서, 복수담임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그냥 물리적으로 담임이 두 명 되는.

-초등학교 교사d

96)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 수 30명 이상의 중학교 2학년 학급을 의무적 
우선적용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와 고등학교(학생 수 38명 이상 학급)는 학
교장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복수담임은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
사 중 일부에서 지정하며,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담당교원 수당과 같은 월11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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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담임제도,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그냥 있는 선생님들 중

에서 담임이 아닌, …(중략)… 대체로 교무, 연구처럼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량을 좀 줄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맡죠.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웃음).

-초등학교 교사c

이렇게 정책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인식하

는 복수담임제 시행에 필요한 선행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담임 30반 채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다음에 또 부장들은.. 일이 

많아서 담임 하려고 해도 못해요. 교무부장 같은 사람은 아침부터 해서 방학 내내.. 새벽까지 

일해야 되고, 바쁜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담임 할 시간이 있겠어요? 

-중학교 교사b

 위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수담임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교실에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담임 인력이다. 교원들은 학교에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복수담임제를 시행 

하더라도 교무나 연구처럼 다른 업무를 이유로 담임 업무에서 제외된 교사들이 명목상의 복수

담임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실질적인 담임 상담 및 업무의 분담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이는 2009년 기준 초등교육 28.6명, 전기중등교육 35.1명으로 확인되는 한국

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 통계에 의해서도 지지된다.97) 이는 각각 21.4명, 23.7명인 OECD 평균

에 비하여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각각 19.8명, 21.9명인 EU21 평균이나 24.5명, 26.6명인 

G20 평균 등 기타 국제적 비교 기준98)에 비해서도 큰 규모이다(OECD, 2011: 403).99)

97) 한국 교육행정에서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칭한다. 중등교육과 관련
하여 세부적으로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가 전기중등교육기관이며, 고등학교는 중간학교로서 중등교
육과 기초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후기중등교육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되고 있다
(김영봉 외, 2008: 294).

98) EU21 평균은 OECD 가입국가 중 EU에도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21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하며, 이에 
속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다. G20평균은 G20에 속해있는 전체 국가의 평균이며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
카공화국,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이 이에 속한다(OECD, 2011: 26).

99)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지차체, 시민단체 합동으로 2012년 5월 14일 ‘2012 서울교육 희망 공
동선언’이 선포된 바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외, 2012. 5. 14). 크게 20가지의 과제 중 하나로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중학교 1
학년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과밀학급의 해소가 학습 
부진이나 부적응 학생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8일 교육감 지위를 박탈당하고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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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수담임제가 추진됨에 따라 교사들 간에 미

묘한 역할 갈등이 유발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즉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학교 현장의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담임 상담을 강화한다는 

복수담임제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

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식이냐면 돈도 받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반은 맡아 버리니까 선생님 나름대로 

부담감은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하는데 그냥 돈만 더 받는 상태가 된 걸 수도 

있고. 또 담임은 담임들대로, 복수담임이라고 있기는 한데 일도 안 되고, 돈은 받아가고, 본인은 

힘든 건 똑같고. 그러니까 더 불만만 생기는 거죠, 서로. 그래서 정말 누구도 만족할 수 없이, 

모두가 심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그게 또 교사 관계에서 갈등으로 나타나고.

-초등학교 교사c

부담임을 적어 놓고, 그리고 부담임도 담임 수당을 받거든요? 그 담임 수당을 사적으로 원래 

담임 계좌에 꽂아주는. 왜냐하면 실제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를 받는 건 학교 내에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행위이고, 자기도 되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현재 담임 수당

이 11만원인데, 뭐 11만원을 고대로 꽂아주지 않고 6만원 5만원 이렇게 쪼개서 주는, 사실 되게 

웃기는 구조인거죠. 정말 옹색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d

(2)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교육적 이해의 미비

또한 교원들은 안정적으로 복수담임제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물

리적으로 담임 수를 한 명 늘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생들

에 대한 생활지도와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유

대감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학생들과의 교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로 바

쁜 다른 교사가 갑자기 담임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생활지도 및 상

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 계획의 시행 여부는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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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복수담임)이 함께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잠깐 들어와서 담임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애들이랑 뭔가 라포르(rapport; 공감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생활지도라는 게. 

근데 갑자기, 평소에 같이 지내던 사람이 아닌데, “나도 너희들의 담임이야” 그런다고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초등학교 교사b

30명을 1번부터 15번까지 나눈다든가.. 애가 무슨, 애들이 물건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되겠어요? 

-중학교 교사b

 사적인 고민까지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교실 상담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에 친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서주희･김양현, 2006: 85).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

이의 유대감은 담임의 생활지도와 상담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배치된 교사와 학생 간에는 그

러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관계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

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원들은 단순히 인력의 증원으로 담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 현 복수담임제의 

판단 속에 담임이 행하는 교육이나 생활지도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즉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의 인원수가 줄어들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지향점과 필

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은 학급당 인원 감축이라는 장기적 목적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실

행에 옮겨야 하는 문제이지 지금처럼 단기 효과를 노리고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

이다. 

한편 이러한 현실적 한계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라도 정책을 시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복수담임제는 하라고 하고, 돈은 내려오고, 돈은 써야 되고, 이 정책은 실행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교사c

학교에서는, 적어 내야 되니까. 

-초등학교 교사d

이처럼 학교사정을 도외시한 상명하달식 업무 추진은 단위학교로 하여금 하달된 내용을 흉

내 내기에 급급하게 만든다(신현석, 2005: 146). 실질적으로 복수담임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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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결과와 예산의 운용을 보고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기형적인 형태로 시행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시에 위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냉소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복수담임제에 관한 교원들의 진술은 교육적 취지에 기반한 대책 본연의 취지가 단순한 물리

적 시행 여부로 전도되어 있는 학교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운

영상의 현실적 한계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난 결과 중학교 2학년부터 의무로 시행하도록 했던 복

수담임제는 한 학기 만인 2012년 2학기부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8. 22). 위에서 언급된 인력 수급 및 교사･학
생간의 유대감 형성 등의 시행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시행

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방침의 변경은 사실상의 철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장 조건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이론적 교육정책 추진

의 한계를 증명하는 사례일 것이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의무화

(1) 전문직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교내 심의 기구로서, 학교는 이를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외

에 법률 상 소집이 요구되는 상황마다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100)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들로 이루어지는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요건

에서는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101) 그러나 이처럼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한 자격조건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1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88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
성·운영) ②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1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1 4, 타법개정]. 제14조(자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3

이 동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생활환경이 어려운 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무슨, 

변호사･의사를 여기서 어떻게 구해. 그런 자원을 학교에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는 거야. 그런 식

이라고. 자기들은 쉽지, 내리기. 13일 날 공문 내려와서 16일까지 보고하라, 이런 식이야. 

-중학교 교사b

 이러한 진술은 위원의 자격 조건이 고학력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들

이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102)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은 

결국 학부모들이다. 그러나 중학교 교사b는 사실상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을 물어야 하는 일을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통해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 하지만 그것 역

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호소하였다. 

전체 모아놓고, “너네 중에...”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일이 또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한테 상처를 또 주잖아요, 우리 부모는 뭐.. 그러니까 또 일일이 조심스럽게 전화해서 접근을.

-중학교 교사b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모 학력 및 직업 등에 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양되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가정환경조사 시 부모의 학

력을 묻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103)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위원 위촉 가능성 및 의사를 묻는 것은 교사에게나 학부모에게나 매우 곤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 역시 원활한 현장 적용을 저해하는 요소인 것으

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짧지 않은 시

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여기에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마저 까다롭고 복잡한 까닭에 교원들은 관

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102) 한편 이러한 위원의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박찬걸(2010: 106)은 실제로 판사･검사･변호사가 자치위원
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그와 같은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이는 형식적인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3) 국무총리실(2010. 7. 1). “교과부에서 삭제지침을 일선학교에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지도 
명목으로 일부학교에서 존치되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 학력란 폐지를 실질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실시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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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폭력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행정 절차가. 사전 신고를 해야 되고, 처

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NEIS104)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NEIS 보고하는 거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뭐, 그냥, 육하원칙으로 뭐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머리가 뽀개지는 거지. 

-고등학교 교사b

우리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은.. 뭐 사안 하나 터졌다 그러면, 불러서 진술서 받아야지, 또 얘하고 

쟤하고 말이 맞는지 또.. 뭐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 걸리고 다 해서 또 양쪽 부모 해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해 입장 피해 입장 다 다르니까. 그걸 다 객관화시켜야 되니까. 그 과정이 

거의 뭐.. 일주일, 2, 3주일 걸리잖아요. 근데 위에 계신 분들은, 했느니 안 했느니, 왜 늦게 했

느니.. 아니 늦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어쩔 때 보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중학교 교사b

실제로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80일로(장맹배, 2011: 75), 한 

학기의 절반에 가까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피해 양 측 및 관련 학생

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진술을 확보하고 조율을 하는 등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자체만

으로도 교원들은 이미 바쁜 상황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행정절차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이 자치위원회의 안정적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평가 불안 및 교육행정에 대한 교원들의 고질적 불신

한편 행정적 차원의 까다로움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내부 차원에서도 자치위원회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원들은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미

덕으로 여기는 학교의 분위기가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를 저해한다고 말한다. 즉 자치위원회가 

열릴 정도의 폭력 사안이 교실에서 발생할 경우, 이를 담임교사의 관리 소홀이나 능력 부족 문

제로 여기는 인식이 학교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나 원하는 것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이 일이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게 넘어가주길. 그게 능력있는 교사의 모습이고, 학교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다른 반

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일이.. 작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의미로 학교폭력 사건이 있

었는데, 폭자위가 열려버린 거예요, 피해자 학부모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중략)… 반

10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로마자 약칭. 교육인적자원부 NEIS 공식
사이트에서는 ‘나이스’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네이스’, ‘나이스’, ‘네이즈’ 등 여러 발
음과 표기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기의 중립성을 위하여 로마자 약칭 ‘NEIS’를 원문 그대
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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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저희 반에서는, 모두가 다, 어떻게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던 너희 반에서는 아무 일도 없

느냐,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너는 정말 훌륭한 교사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받게 되는 

거죠. 정말 잘 하고 있다고 격려 받고. 그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 하고. …(중략)… 폭자위가 그 

반에서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교사나 본인에게나,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아 내가 학급 운

영을 잘 못했고, 무능력한 교사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들었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교사로 다시 한 번 낙인을 찍히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교사c

이와 같은 학교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소극적 대처로 이어진

다.

(학교폭력 사건) 둘 다 (폭자위가) 안 열렸어요. 안 열렸던 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 

관리자들의 생각이, 그렇게 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중략)… 그냥 우리가 학부모들을 잘 설득

을 해서 그냥 무마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초등학교 교사b

저 재작년에 그랬어요, …(중략)… 이건 뭔가 되게 심각한 일이라는 걸 걔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요, 그래서 폭자위를 열자고 했는데, 부장님께서.. 조금.. 약간.. “뭘 여냐,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서, 못 열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선생님 몇 분 모셔다가 걔네들한

테 폭자위다라고 얘기하고 마치 폭자위인 것처럼 하면서(웃음) …(중략)… 사회봉사활동이다 해

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소해라 이런 거 시켰거든요. 약간 눈치 보여서 그때, 못했던 거 있어

요. 

-초등학교 교사e

위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관리자 급의 교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의해 학교폭력 문제에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관한 학교의 분위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다.105) 특히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와 비슷한 자리를 만들 만큼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

었던 초등학교 교사e마저 실제로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상황은, 교원들이 인식하는 학

교 관리자들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개인적 의지로 극복하기 힘든 수준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교원들은 관리자들이 이렇듯 공개적인 자치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되는 이

유가 관리자 개인이나 학교에 대한 평가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105) 김이경 외(2006: 3)는 학교장이 학교의 규범과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교직원의 사기와 동기유발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한다.



86

즉 자치위원회의 소집은 곧 학교폭력의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아질 경우 관리

자에 대한 업무평가나 학교 평가, 혹은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

이다.106) 

학교폭력을 자꾸만 …(중략)… NEIS상에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들리는 말에 따르면 누적이 돼

서 그게 올라가면 학교 평가가 안 좋아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두려

워한대요. …(중략)…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쉬쉬하고 싶은 거.

-초등학교 교사e

교장 선생님께서 올해 끝나면 퇴임을 앞두고 계셔서 엄청 그거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사고 

날까봐. 조용히 퇴임하고 싶으신 거죠. 교감 선생님도 교장으로 다른 학교로 가셔야 되고. 그러

니까 완전히 노심초사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b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장의 업무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학교폭력 발생 

빈도로 인한 불이익을 금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상훈 및 

가산점으로 독려하고 있다.107) 교원들 역시 이를 대략의 내용 수준에서라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는 불안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는 “들리는 말”이나 “분위기”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적 처리 방식에 관한 신뢰도가 

낮은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안에 대하여 또 다른 법률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해소를 시도하는 행정 위주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106) 이와 같은 교원들의 판단은 스쿨폴리스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다음은 관련된 면담 내용이다. “교육
장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걸로 평가 안 한다고,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분위기
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쪽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평가를 해요. 숫자로는 안 할지 
몰라도, 개념으로라도 해요 [스쿨폴리스a].”

1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88호, 2012.3.21, 일부개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
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
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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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가해자

결국은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책임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문화가 잘못되었어, 라고 돌

리는 건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폭

력에 물들어 있고,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일부분을 축소해서 가둬놓고 생

각했을 뿐이고. 사실은 한국 사회 전반이 폭력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눈 돌리지 않고. 그

리고 학교 자체가 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도 그건 문제 삼지 않은 채 계속 학

생, 학생, 학생, 학생. 그렇게 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교사c

B절에서 다룬 종합대책의 정책들을 그 대상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해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예방교육, 상담인력 확충,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등 대부분이 학생 

‘개인에 대한 처방과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조치라 할 수 

있는 복수담임제 역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이 크게 다르지 않다.108) 이처럼 정책이 목표하는 변화 대상이 주로 ‘학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는 것은, 곧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학생 개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학교폭력이 ‘학생 개인’만을 변화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생 개인이 변화하더라도 그를 둘러싼 구조적 환경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폭력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절에서는 현장에서 현재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간과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발생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된 영역들을 살펴볼 것이다. 면담 과정에서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개인 외적 학교폭력 발생 요인은 가정 폭력 및 가족 기능의 약화, 그리고 

서열과 경쟁을 가르치는 교육 체제이다. 

1. 가정 폭력 및 가족 기능의 약화 

심리적으로, 원래 심리 자체가 폭력을 좋아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심

성을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상담･조사관b

108) 교원의 책무성 강화 방침과 자치위원회 운영의 의무화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사안의 
행정적 처리 과정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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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은 대다수의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체화하는 구조적 조건 속에 놓

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폭력적 훈육이나 체벌을 경험함으로써 모

방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강한 존재로부터의 억압이나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

출되어 있는 청소년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그러한 강압적 관계맺음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억압된 고통과 분노를 표출하기 쉽다고 지적하였다.109) 

가정, 그게 제일 커요. 본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란 애들이에요. …(중략)… 안 

때려본 아이들은요, 자기가 맞기도 싫지만 남 때리기도 싫어해요. 때릴 줄을 모르는 거야. 당연

히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 가정에서 대게 뭐, 폭행하는 애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

에서 그런 걸 경험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보면 좀 안쓰럽다고.

-중학교 교사b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서) 다 조사를 하고 부모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아버님 자체가 되게..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1등이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애들도 막 때리시고.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고, 아빠가 폭력(을 행사) 하는데,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가 얘를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가 계속 약자였잖아요. 계속 맞고, 혼나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강자의 위치에서 

다른 애들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그런 성향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e

근데 가해자가 될 때 그 아이는, 부모가 이상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교사b

무엇보다 가정으로부터의 폭력 및 돌봄 기능의 약화와 관련된 문제는 외부에서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악이 된 이후에도 교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가 적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어렵다고 교원들은 호소하였다. 즉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

루된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나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연

계되지 못하고 동일한 폭력적 상황이 반복되거나, 학교의 조언을 가정에서 협조적으로 이행하

지 않을 경우 문제는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9)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2012)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길러진 것”이라고 말
한다. 그는 학대방임가정에서는 ‘가혹한 가해자’가, 중산층 방임가정에서는 ‘조용한 가해자’가, 상류층 
방임가정에서는 ‘숨겨진 가해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폭력 노출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민정(2010), 김재엽 외(2008), 김정옥･박경규(2002), 연성진 외
(2008: 114-116), 이승출(2012), 조춘범･조남흥(2011)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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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가해) 아이가 그동안 학교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

어요. 그래서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어요, …(중략)…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음식도 만

들고 …(중략)… 그래서 저와는 되게 가까워졌어요. …(중략)… 그리고 사실 저는 심리치료를 받

으라고 권하고 싶었어요. 권했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그런 거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강하

게 나오셨어요. …(중략)… 근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중학교 가서, 더 심해졌다고 얘길 하더라

고요. 그 아이가 우리 학교 아이의 돈을 뺏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이 학교에 

와서. 자기 모교잖아요,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아이의 돈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e

애들이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극도로 부모한테 얘기하는 걸 꺼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건 그만큼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고. 부모가 되게 미숙하게 

애들한테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개입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 

애들도 도움 받길 원해요. 선생님이 자기 대신 좀(웃음),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런 애들도 있고요.

-전문상담교사

단 교사들에게서 학교폭력 문제의 일차적 원인을 학교보다 가정에서 찾는 경향이 관찰되기

도 한다는 점에서,110) 이러한 인식이 학교의 책임영역까지도 모두 가정으로 돌리는 구실로 작

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가정 변인에 대

한 교원들의 인식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판단한 이유는, 이를 통하여 학생 개인에 집중하는 

현재의 대책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대책에 대한 비

판적 통찰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해자도 사실은 애들이고. 사회적인 합의체로, 얘들을 성인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실제 학교에 필요한 부분, 그런 거.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피해학생 상담할 때 선지원 시스템 이런 게 올해 생겼는데, 가해자에 대한 건 아직 못 봤

어요. Wee 센터에는 의사들이 상주를 못 하니까. 전문 상담사들만 있어요.  

-중학교 교사b

110)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지접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학부모들의 인식 차이에 관해서는 이상원‧이승철
(2006: 21), 조영애(2007: 40-43)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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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걔네(가해학생)들을 위한 특별 맞춤교육. 그게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

한 게 없어요. 1대1로 붙어서 상담을 좀 해 주고, 그걸 분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는

데, 그게 없어요. …(중략)…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전문가가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부

모교육과 함께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교사b

그분들(부모)도 무지하게 힘드세요, 심리적으로. 애 때문에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

서 여기 와서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한 두세 시간은 뭐 금방. …(중략)… 그리고 학생들이 행

동문제가 심해진 경우에는, 이미 집에서의 문제와 애의 문제가 만성화된 경우가 많아서 행동을 

조금 바꿔서 금방 달라지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이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분들이. …(중략)… 사실은 더 필요한데, 제가 시간도 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사실은 부모상담 더 많이 필요하죠. 애 한 번 상담하면 부모도 

한 번 해야 되고. 부모 상담을 많이 할수록 (상황은 좋아지죠). 

-전문상담교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원들은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 역시 

직접적 가정폭력 혹은 폭력적 양육 방식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개

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학생의 공격성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가정 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특정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적 입장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가해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

략과 지원책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서열과 경쟁을 가르치는 교육 체제와 학교 문화

한국 사회가 청소년들 자살 문제에 대해서 자꾸 폭력으로 얘기를 하는데, 폭력보다는 학업 스트

레스가 더 커요. 제일 크고. 그쪽은 불편한 진실이어서 보도를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는 모르

겠지만. 그쪽은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학교폭력만 부각시키고,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이 전 한편으로 또 안타까워요. 그쪽으로 해서 자살하거나 자퇴하거나..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

민이랄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조금 더 우리가 나가야 할 부분인데. 너무 학교폭

력만 어떻게 잡으면 애들은 그냥 건강하게 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교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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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열화된 교실과 폭력

과중한 학업 부담과 서열 경쟁으로 인한 억압적인 학교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력, 즉 ‘고의적 자해(자살)’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2008, 2009, 2010년 15~24세 한국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며,111)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충동 원인 1위는 성적･진학 문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12) 학교폭력 문제를 2012년도에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

의 자살 사건이었으나, 같은 시기에 일어난 다른 5건의 자살113)은 성적 비관을 이유로 한 것이

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114) 교원들은 친구를 자살까지 몰아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지만, 실제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을 더 

많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제는 성적과 서열에 대한 압박이라고 지적한다.

“너 몇 점 맞았어?” 애들은 서로가 적이에요, 도와주고 의지해야 할 친구가 아니라. 그러다 보

니까 해코지를 하는 거고, 따돌리게 되는 거고, 정말 죽음으로까지 몰고도 가는 거고.

-중학교 교사a

물론 저는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비교하지 말고 과거 나의 성적과 지금 성적을 비교

하고, 자기 거를 비교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그렇게 되나요. 또 애

들이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서로 비교하시잖아요. “야 너 누구는 몇 점 맞았는데, 

너는..” 이렇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b

111) 통계청 여성가족부(각 년도). 『청소년 통계』.
112) 통계청 여성가족부(2010, 2012). 『청소년 통계』. 2008년과 2010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5~19세 청

소년의 각각 10.4%와 10.1%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충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
는 공통적으로 성적 진학문제(2008년 51.0%, 2010년 53.4%)를 꼽았다.

113)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의 5개월 동안 5명의 학생이 성적 및 학업문제를 이유로 자살하였다. 2월 4
일 서울 강남에서 남고생 자살(학업 고충), 3월 25일 전북 군산에서 대학생 자살(성적 비관), 4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여중생 자살(성적 비관), 6월 11일 경기 고양에서 남고생 자살(성적 비관), 6월 20일 광
주시 동구에서 여고생 자살(성적 고민) 사건이 보도되었다. 자살 동기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참고하
여 작성하였다.

114) 희망의 우리학교(2012. 4. 20).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하여, 입시경쟁이 아닌 학생 중심의 
학교 설립을 목표로 밝히고 있는 청소년 단체 ‘희망의 우리학교’는 성명서를 통해 “소모적이고 폭력적
인 과도한 입시경쟁교육과 학벌사회는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학교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냈고 … 
우리의 친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 ‘비교육적인 학교’와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에 의해 
죽은 명백한 ‘타살’”이라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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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학교폭력’과 ‘입시교육’은 따로 접근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적

으로 줄서기 경쟁을 하는 입시제도와 대학의 서열화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학벌중심의 사회 풍

토는 학생들에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협력보다는 경쟁을 추구하도록 가르친다는 점에서 학교

폭력 문제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최순영, 2006: 5).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들은 친구의 

자리에 경쟁자가 들어선 교실에서 학생들은 협력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대신 경쟁과 획일적 문

화를 습득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었다.115)

특히 모두가 대학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낙오

자가 되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성적이라는 단일 기준은 상대적으로 학습 분야에 취약

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다양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한다. 교원들은 입을 모아 이러한 입

시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학생들 간에 서열과 위계를 발생시키고, 이는 폭력 발생에 더욱 취약

한 학교 환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획일적 줄 세우기 식 교육은 끊임없는 열

등감과 분노를 조장하며 폭력 가해자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구조적 피해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

다(국회입법조사처, 2012: 8).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입시 경쟁은 정말 단 하나의 통로잖아요, 공부 잘 하는 학

생, 또는 언어 쪽으로 이해도가 높은 학생..만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일진’을 만

들어 주죠. 공식적 ‘일진’을.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이라던가. 

-초등학교 교사d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해도 중고등학교 가면 따라잡을 수 있어, 이런 것이 농담처

럼 진담처럼 가능했던 시기라면,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뒤처지기 시작하면 중고등학교에서 

그 결손을 메꾸기란, 정말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은. …(중략)… 왜냐하면 반이 30명이면 30명 

모두가 공부만 하니까요. 공부에만 신경을 쓰고, 부담감을 느끼면서 계속 학습 노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학습량과 학습시간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저희 반에

서 폭력을 행사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거기서 낙오됐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기 

115) 학교폭력과 관련된 한 고교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 고등학생의 다음 발언은 이러한 학교폭력과 입
시교육의 연결고리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해자가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
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즉 인터넷 용어로 말하면 ‘SC’죠. ‘센 척.’(청중 웃음) 네, 이걸 하기 위해
서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
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습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누죠. 수능도 그렇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눕니다.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서열을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속에서 자기
들만의 서열을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힘이죠. 그 서열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강자가 생기고 약자가 생기는 겁니다[전라고등학교 이호찬].” 고교생 긴급토론회 『학교폭력, 우리가 말
한다』(2012. 1. 17). 전라북도학생회총회(JBSD)와 전라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로, 본 연구
에서는 연구 목적의 활용 의도를 밝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보팀에서 녹화한 CD 형태의 영상자료를 확
보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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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했다고 생각하구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괜찮다가도, 공부

하자고 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폭력을 쓰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노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특별

하게 싸우거나 때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것만 봐도.

-초등학교 교사c

따라서 입시교육으로 서열화된 교실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획일적 경쟁 문화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교원들은 지적하였다. 즉 현상에 대한 대증적 대응을 넘어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적 서열 중심 교육 체제와 학교폭력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인지하여 경쟁적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관계의 가능

성을 학생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폭력성을 강화시키는 학교의 문화를 바꿔야죠. 경쟁이 아닌 협력과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해요. 교사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수업 중에라도 경쟁적 구

조를 만들지 말고, 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발견하여 잠재력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수

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학교 교사a 

나. ‘학교’ 폭력과 ‘학생’ 폭력

훈육(displine)의 이름으로 학생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괴롭힘(victimazaion)은 학생의 소외 및 

공격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Hyman, et al., 1997: 426; Hyman & Perone, 1998: 7). 일부 교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

였다. 즉 학생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규율과 훈육의 이름으로 용인되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의 폭력성만을 문제 삼으며 학생들에게만 비폭력적으로 생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라는 것이다.116) 

116) 스쿨폴리스에게서도 동일한 맥락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와 학생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
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모습이 학생과 학생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다르지 않
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면담 내용이다. “자꾸 ‘교권’, 뭐... 선생에 대한 ‘체벌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이, 직책 이런 거 싹 제거하고 사실관계만 보면,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징
계한 거예요. 그럼 그건 학칙에 의해서 징계한 거고.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나대지 않아야 될 놈이 나
댔으니까 응징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그 권력관계는 사실상, 거의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학교라는 사회가 180도 변하기 전까지, 학교폭력이 사그라지겠느냐[스쿨폴리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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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학교에서, 어떤 방식의 대책이 행해지던 간에 학생 간 폭력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중략)… 허용되는 폭력은 대부분 권력자들의 폭력이고. 그 폭력이 인정되고 공적인 권력을 

가지는 구조에서, “너는 폭력을 행하면 안 돼” 라는 말이, 되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중

략)… 상명하달 식의 학교 구조에서, 그런 구조는 공식적 권력을 가지고 인정되고 공인되고 옳

은 것으로 여겨지면서, 어떤 특정한 다른 건..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거죠. …(중략)… 정말 

그래서 공간 자체에 대한 변화? 이런 걸 꿈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교사d

지금처럼 권력 자체가 교사에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교사의 존재 자체가 학생에게 폭력

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학생에 대한 모든 권력이 교사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교사의 행동 하

나하나가 폭력이 될 수도 있는 비대칭적 상황..

-초등학교 교사c

교사들은 소속 학교의 문화가 인권 친화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80.4%가 ‘인권 친화적이지 않

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의식과 관행의 개

선(53.3%)’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6-8).117) 또한 현재 

학교에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118) 2011년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22.1%

와 중학생의 44.7%가 교사에게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오

리걸음･엎드려뻗쳐･운동장돌기와 같은 간접체벌을 받은 경험도 각각 13.8%, 34%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7.5%의 초등학생과 51.7%의 중학생이 단체기합을 받은 적이 있으며 

교사로부터의 폭언･막말･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도 각각 13.8%, 34%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정진성 외, 2011: 244). 

교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학생’에 의한 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는 ‘학교’

에 의한 폭력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d는 면담에서 ‘학생 

간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학교폭력 대책에서 비

가시화되어 있는 ‘학교’에 의한 폭력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다. 즉 이러한 용어의 차

별화를 통해 교직원에 의한 폭력, 그리고 획일적 상명하달 문화를 가진 학교의 구조적 특성으

117)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
에 초등학생은 긍정(50.3%)이 부정(18.5%)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중학생은 부정(30.8%)이 긍정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정진성 외, 2011: 262). 즉 학업 부담이 증가하는 고학년이 될 수록 학생들
이 학교 내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1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75호].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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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발생하는 규율에 의한 폭력 등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교’폭력과, 이

러한 폭력이 배제된 채 학생을 학교폭력의 주요 가해 행위자로 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상의 ‘학교폭력’ 개념을 구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구분을 

통해 현재의 학교폭력 대책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가 충분히 포괄적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학교도 사실 억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표출할 수 있는 게 사실 폭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억압적인 구조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이냐.

-교육청 상담･조사관b

이처럼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위, 위계적 학교 구조 등 ‘학교’를 중

심으로 형성된 모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들을 포괄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원

들은 현재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 중에서 ‘학생’ 혹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폭력만이 한정적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19) 그리고 이는 교직원 및 학교 공간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이나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학교의 풍토 및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

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생에 대한 개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려

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19) 2012년 개정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기존의 ‘학생 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폭력으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그 제·개정이유를 고려할 때 이러한 명문상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청소년 
간’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본 연구 Ⅱ장의 개념정의
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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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A. 요약

본 연구는 2012년의 학교폭력 현상과 종합대책의 시행 현황을 교실 및 단위학교 수준에서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대책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실태에 대한 진단, 대책에 관한 평가, 대책에서 간

과된 요인에 대한 분석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원

들은 자신이 속한 교실이나 학교에서는 언론이나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심각한 폭력은 일

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에 비하여 과장된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

러한 경향이 가져온 불필요한 강경 대책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

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들에 한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가정으로부터의 돌봄이나 학교 자원의 

차이, 이질적 사회계층이 혼재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지적되었다. 또한 ‘장난으

로서의 따돌림’이나 가해 의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교실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이항적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두 번째로, 종합대책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대책들은 크게 강경 대응방침

의 일괄적 적용, 형식적 시행, 낮은 현장적용성이라는 3가지 영역에서 평가되었다. 우선, 가해학

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책, 교원의 책무성 강화 방침,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은 일괄

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강경 정책으로, 대상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여 그 효과가 한시

적이라고 지적되었다. 또한 처벌과 선도라는 이중의 목표 중에서 그 무게중심이 처벌에 편중됨

에 따라 교육적 선도를 통한 개선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압 정책이 학교를 더욱 감시와 억압의 체제로 몰아넣음으로써 학생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성

을 저해하고 학교를 더욱 폭력에 취약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교원의 책

무성 강화 방침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나 여건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교원

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20년 가까이 변하지 않는 학교폭력 대책과 반복되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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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누적된 불신 및 냉소적 태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장 강하게 비판된 정책인 학

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방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미래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중 처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상담인력 확충 정책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형식적 시행

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먼저 단위학교의 전문상담

교사 와 지역의 Wee 센터는 상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된 원

인으로는 계약직 전문상담사의 과도한 구성 비율과 Wee 센터의 운영 관리 문제가 각각 지적되

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경우 폭력 행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높이고 단기간에 경각심을 일

깨기 위한 초기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 효과에 편차가 크며, 대부분의 경우가 ‘방송교육’이나 ‘강당교육’ 등 집합식으로 운

영됨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더욱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수담임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대책의 현장적용성이 낮아 학교에서 의

도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

다. 대표적으로 복수담임제는 현실적으로 담임 업무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업무량에 여유가 

있는 교사가 없는 학교 상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담임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

으며, 기존 담임교사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와 학생 사이의 유대감이 전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수담임들의 생활지도 및 상담 활동에는 한

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급교육행정기관에 보고를 

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단위학교의 입장 때문에 교원들은 행정적 현실에 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시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설치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안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역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라는 부정적 인

식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교장･교감 혹은 부장교사들은 사건을 공식화하는 데 미온적인 태

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일선 교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교원들은 기존의 대책에서 간과

되어 왔지만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요인으로 폭력의 발생에 기여하는 구조를 지적하였다. 학

교폭력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원인으로 교원들이 주목하는 것은 가정과 학교･교육에 내재된 폭

력성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가해학생 및 일진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인력 확충,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복수담임제 등 대부분의 정책은 학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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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학생 개개인이 변화하면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 될 것

이라는 기대가 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들은 가해학생 역시 큰 맥락

에서는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이며 따라서 학생 개개인이 변화하더라도 주변 환경의 구조적 폭

력성이 함께 제거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 직접적 폭력이나 폭력적 관계를 체화하고 있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개인에 대한 개입을 넘어서 학생들이 처한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입시교육으로 인해 서열화된 교실 문화와 수

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문화가 학교폭력의 발생 및 학생들의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학생들은 공생과 협력보다 서열주의와 경쟁을 

추구하도록 배우며, 이는 경쟁에서 낙오된 학생들의 분노와 절망감에 더하여 학교를 더욱 폭력

에 취약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더 큰 권력에 의한 

폭력은 여전히 비가시화 되어있는 상황에서120) 학생들의 폭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

며, 이처럼 위계와 권력에 의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학교의 풍토 및 문화 자체에 대한 변화가 동

반되지 않는 한 학생 개개인의 변화에 집중하는 대응은 지속가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B. 결론 및 제언

학교폭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직접 시행하는 주체들과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은 수직적 통제가 아니라 문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의 재량과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Elmore, 1979: 605). 그러나 교원

들은 학교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강경 대책이 일괄적으로 지지받는 상황에 대

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 대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학

교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에 대처하는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과 자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검토한 교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20) 많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직･간접적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에
서의 체벌 경험에 관한 연구로는 권재원(2004: 7), 도현심･신정님(1999: 38), 안미향(2008: 34), 우창숙
(2005), 유우종(2005), 윤혜미(2000: 99-100)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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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별 학교 및 지역별로 이

루어지는 세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된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을 위해 2012년 초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지만,121) 학교마다 다르게 이루어진 설문 작성 방식, 방학이 포함된 기간으로 

인한 우편 전달의 어려움, 학교별 편차가 큰 응답률, 25%밖에 되지 않는 회수율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제기되고 있다.122) 따라서 이러한 일괄적이고 전

시적인 방식의 조사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된 질적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러한 질적 접근은 단위 학교 및 지역별 폭력 현상의 실태 및 수준뿐만 아니라 ‘장난으

로서의 따돌림’처럼 기존에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로 교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폭력의 유형

들과 그 원인들까지 정밀하게 밝혀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대책들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가해 대 피해’의 이항적 대립

구도로 폭력 현상을 이해하는 접근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획일적(one size 

fits all)” 접근은 현장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민과 “변화의 기회(second chance)”를 얻

을 자격이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The Civil Rights Project, 2000: 

50). 따라서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되 그것이 단순한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 목적, 즉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시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이중, 삼중의 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가 보장될 때 행위의 단죄를 넘어서서 이후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책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원이나 단위학교에 대한 행정

적･사법적 처벌과 포상이라는 외적 동기 부여보다, 수업 환경을 개선하여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해결 노력을 장려하는 내적 동기의 유도 전략이 요구된다. 

다른 모든 시행 조건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정작 주체의 의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Bullock Ⅲ, 1981: 120). 

121) 구체적으로는 2012년 1월 18일 ~ 2월 20일의 기간 동안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의 학생 558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통하여 시행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
개발원, 2012. 3. 14)

122) 서울신문(2012. 1. 28). ｢학교폭력 우편전수조사 ‘우왕좌왕’｣, 경향신문(2012. 3. 15). ｢학교폭력 전수조
사, 회수율 낮아 표본 가치 없다｣, 국민일보(2012. 4. 19). ｢학교폭력 실태 조사 ‘부실 투성이’ … 학생 
수 보다 응답자 많거나 143곳은 한 명도 안 해｣, 한겨레(2012. 4. 20). ｢‘학교폭력 전수조사' 공개 강행/
오류투성이 조사/재학생 3명인데 11명분 회수 … 엉터리 204곳/회수율 낮으면 피해율 높아져…통계 함
정도｣, 서울신문(2012. 4. 20). ｢엉터리 학교폭력 조사 … 25억 들이고 ‘깡통 통계’｣, 국민일보(2012. 4. 
21). ｢“학교폭력 실태조사 엉터리” 불만 폭주 … 교과부, 결과 홈피 공개｣, 한겨레(2012. 4. 23). ｢엉터
리 통계로 ‘폭력학교’ 낙인/교과부, 논란 커지자 ‘수정’ 시늉｣, 동아일보(2012. 4. 23). ｢학교폭력조사 ‘응
답률’ 감추면 신뢰성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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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담인력 확충 대책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형식적 시행을 극복하고 그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담인력･Wee 센터의 경우 지속적인 양적 확장과 함

께 운영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경우 이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질적 역량 확보를 위한 장기적 ‘청소년 전문가’ 양성 계

획의 마련이 요구되는 동시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내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시수가 안정

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스쿨폴리스가 아닌 교원이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관련 교육 

역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123) 즉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단기성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심리를 이해하고 청소년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가를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양성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책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고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및 지역이 주

도적으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대응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중심이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책의 즉각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

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현 시점에서의 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상황의 변동이나 여론의 관심 수준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안정적 추진

을 위한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학생 개인의 변

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공격성을 촉진하는 

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개입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Bandura, 1973: 247).124) 따라서 학생들에 의한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

123) 교원들은 현재의 교원 양성 과정이 청소년 전문가가 아닌 ‘교과 전문가’ 양성 과정에 가깝게 구성되
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관련된 면담 내용이다. “학교에서 저희도 대학 다닐 때 학생생활지도라
고 해서 관념적으로 듣잖아요. 주된 게 수업에서의 기법면만 치중을 하게 되지, 이렇게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틈도 없었고 …(중략)… 담당하시는 교수
님부터가 이것에 대한 경험도 없고요. 학문적으로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 기껏
해야 대학원 과정에서 현직경험 2, 3년이 다인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속에서 생활지도라는 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여기 왔더니만, 현지 학교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이고.[고등학교 교사a].” 
“저희는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냥 일반적인 학생을 위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사교육은 그래요. 근데 
특수한 그런 아이들, 분노조절이 안되고, 자기가 자기통제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뭔가 정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건 그
런 거거든요[초등학교 교사b].”

124) 알버트 반두라(Bandura, A.)는 공격성의 발현과 사회적 환경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하여 공격
성은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면적 현상이며 그 근원은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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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된 가정과 학교･교육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먼저 가정 요인

에 대한 개입으로서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 계획에 따른 부모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의 

상황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현장 및 

교육체계의 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적 이외의 다양한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교육

과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당장 한국 교육의 구조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도 최소한 일제고사125)와 같이 현재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

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학력위주의 교육이 최우선이 될 때 지역이 서열

화되고, 학교가 서열화되며, 인격이 서열화되기 때문이다(박정선, 2004: 144). 동시에 지금까지의 

학교폭력이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한 ‘학생･청소년’의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파악되고 그 이외

의 공인된 ‘학교’ 폭력은 간과되어 왔음을 인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나 군대처럼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는 제도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의 형성에 기여함으로

써 직접적인 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준호 외, 2009: 254-255).126)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을 ‘학생’ 혹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직접적 폭력 중심으로 이해하는 법률상의 협

의적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표면적 폭력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폭력을 드러

내고 이에 대한 개입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은 현재의 대책이 사소한 폭력에도 적극적으로 학교와 경찰, 국가가 개입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곧 학교폭력에 관한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한국보다 앞서 학교 폭

력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무관용 정책을 택한 미국의 많은 선행연구는 무관용 정책이 장기

적으로 폭력의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Braithwaite & Drahos, 2002; Heitzeg, 

2009; NASP, 2001; Skiba. 2000; The Civil Rights Project, 2000). 실제로 무관용 정책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에만 대응할 뿐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에

서도 더 이상 효과적인 학교 기반 전략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Stinchcomb, et al., 2006: 141). 

또한 강력한 대응 방침이 강조됨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교원

들의 우려처럼, 실제로 학교 내부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감(school social bond)의 정도는 학교

에서의 범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Jenkins, 1997: 359). 

강화된 수행(reinforced performance), 구조적 결정요인(structural determinants)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1978: 12-14).

125) 고등학교 교사b는 일제고사가 한국 교육 체계가 학생들에게 갖는 폭력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사례라
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관련 면담 내용이다. “대표적인 게 일제고사, 그건 폭력이에요. 표집해서, 샘플
링을 해서도 충분히 학력 측정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건 폭력인거죠. 칼 휘두르는 거예요.” 

126) 오승호(2009: 124)는 청소년의 폭력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가 폭력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폭력의 사회화 기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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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엄격하고 권위적이며 규율에 기초한 학교보다 학생들이 공정함과 소속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부터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전국 단위의 비교연구 결과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학교(democratic school)이며, 이때 민주적 학교란 운영자들이 교육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존중

하고 그들과 권한을 나눔으로써 학교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참여적으로 이루어나가는 학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Hyman & Snook, 1999: 229). 따라서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예

방대책에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대증요법의 선택･집중적 적용과 예방･교육 중심 전략의 보편적 

적용이다. 또한 표면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폭력행위의 기저에 있는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하

고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면담 대상자는 지금까지의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이 “학교폭력만 어떻게 잡으면 애들은 

그냥 건강하게 클 것처럼 생각”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는 실제로 학생･청소년들

에게 폭력적인 것은 청소년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표면적 ‘폭

력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을 간과한다면 

그 대응은 언제까지고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

입과 함께 가정, 학교, 교육체계의 폭력성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B. 연구의 한계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종합대책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실태, 대책의 현황 및 평가, 대책에서 간과된 요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

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과 양적 연구 중심의 사회적 인식과 비교하여 교실 및 

단위학교 수준의 구체적 실태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

과 역시 면담 대상이 된 일부 학교의 사례일 뿐이며 이를 보편적인 현장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는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 현상과 대책의 시행 현황에 대한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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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론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현장 질적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담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

사들을 모두 표집하여 심층면담 하였으나, 학교급 간의 차이점은 효과적으로 포착하지 못하였

다. 이는 분석이 인식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별로 고유하게 나타

나는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각각의 면담 대상자 수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학교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인식 및 판단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이 

원활한 대책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면담대상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의 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명의 교사를 시작으로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면담 대상자가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되었고,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전

문성이 반영된 의견을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집법으로는 쟁점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크지 않은 보다 일반적인 수준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표집된 면담 대상 집단의 성향이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성이 높고 관련 활동이 활발한 대상뿐만 아

니라, 보다 일반적인 수준의 이해도를 갖고 있는 교원을 포함한 다양한 층위의 면담 대상자를 

표집하여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저해하는 학교 현장의 다각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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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Teaching Staff’s Perceptions 

towards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Violence 

and Anti-School Violence Measures

Jang, Gara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anti-school violence measures 

whether they reflect the actuality of school violence. The teaching staff’s perceptions, experience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the issue were investigated to achieve this goal. In 2012, every school 

in Korea is suffering from the issue of school violence.127) The nine successive incidents of students 

committing suicide after being harassed at school during 11 months have brought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to public attention. It has been nearly 20 years, however, since the pan-governmental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 began in Korea.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school violence still persistent despite years of effort is the 

sporadic nature of countermeasures. As they were implemented only when school violence related 

scandals erupted, they have been characterized as window dressing which function as a buffer 

127) The term “school violence” used in this paper refers to violenc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takes place in and around the school. This choice is due to the limited boundary of school violence in legal 
definition, as the research is focusing on investigating the use of statutable measures. While recognizing a 
multiplicity of definitions of school violence, however, boundary issues to exclude or include out-of-school 
youth, teachers, and families are examined in Chapte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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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public rebuke. The root cause of poor functioning, however, lies in their low 

practicality. Statistics-based approach for analyzing the phenomenon has resulted in lack of 

micro-level observations, and made countermeasures unsuitable to the school context as a 

consequence.

Thus this study first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violence at the school and classroom 

level, apart from the statistical incidence rates. On the basis of the accurate observation, it examine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Stop School Violence｣('12. 2. 6). 

The three core research questions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framed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erceptions of the teaching staff towards the actual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surging in 2012? 

How are they similar or different to the public's popular impression which is mainly formed by 

media coverage and as a results of quantitative surveys? Second, which specific measures are being 

undertaken from the comprehensive measures in schools? What are the assessments of the practice 

and the effectiveness of those measures from the teaching staff? Third, what do they think about 

potential causative factors for school violence that have been overlooked? What are their implications 

for the anti-school violence measure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ree core research questions 

stated above. 

To start with,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the three empirical findings from exploring the 

teaching staff’s perceptions on the actual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First of all, while all 

interviewees were well aware of the widespread public belief that students are  exposed to high 

levels of violence in their schools, most of them did not view violence as a serious problem in their 

classrooms. It could be inappropriate to interpret this result to describe school violence as a trifling 

matter, since the perceived level of school violence by teachers tends to be reported lower than that 

of students. What should be noted from this discrepancy, however, is the  possibility of the 

pervading sense of fear about school violence to be exaggerated. Excessive anxiety can lead to 

broadened public support for “get-tough” policy and in turn result in putting undue pressure on 

stud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reported that the low socio-economic status of the students’ families i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violence and rates of delinquency. Few interviewees whose schools 

are located in deprived areas  illustrat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intense conflicts within their 

classrooms unlike all the others. They pointed out some conditions such as deficiency in pa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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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lack of school resources to conduct promising prevention programs, and the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constructed by the mixture of disparate socio-economic groups as aggravating 

factors of school violence.

Lastly, the dichotomized measure of “protecting victim-punishing offender” was deemed unfit to 

manage problems as a result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found in all classrooms. In particular, 

what is called a “bullying game” was introduced as a widely spread new type of violence. It is 

noteworthy that distinct from the well known characteristics of bullying,128) it was explained to be 

committed in a short span of time and the victim role is rotated in a peer group. In addition, a 

common dispute between a potential offender who does not recognize the intention of doing harm 

and a potential victim who take it offensively was noted.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evaluates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Stop School Violence｣
('12. 2. 6). The interviewees reported the following seven as the primary measures that are actually 

being undertaken in schools among a wide range of comprehensive measures. 1. Zero-tolerance 

policy for offenders; 2. Imposing stronger obligation on teachers; 3. Adding reports of violence to 

student records; 4. Employing more school counselors; 5. Conduct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6. Dual homeroom teacher system; 7. Self-governing Council on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hese measur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subgroups of “Get-tough” policies, 

perfunctorily practiced policies, and maladaptiv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common analytic 

features.

First, ‘Zero-tolerance policy for offenders’, ‘Imposing stronger obligation on teachers’, and ‘Adding 

reports of violence to student records were pointed out as “Get-tough” policies. The interviewees 

expressed concern that strengthening control over outbreaks of violence can ease the problem in the 

short term, but may send those violent behaviors underground and eventually deteriorate the situation. 

Moreover, the schools and classrooms were becoming more restless and vulnerable to violence under 

the tightened monitoring and regulations on students. Regarding the approach to impose stronger 

obligation on teachers, it was turned out that it rather has been weakening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f the teaching staff. The interviewees felt it was unfair to be imposed on harsher legal sanctions 

without corresponding supports. This perception prompted them to take a defensive stance not 

wanting to get involved in any risky situation. Similarly, adding reports of violence to student 

128) A noted expert, Dan Olweus defines that bully occurs when a person is "exposed, repeatedly and over 
time, to negative actions on the part of one or more other persons"(Olweus, 199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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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was significantly criticized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stopping school violence and 

consequently will lead to a double jeopardy as the record lasts for 5 years. Considering that 

graduating from university is regarded crucial to a successful career in Korean society, an offender 

record that may play a decisive effect when entering a university could be a deprivation of a second 

chance for students. 

Next, the needs for employing more school counselors and conduct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were widely supported by all interviewees. Nevertheless, being carried out in a perfunctory 

manner, these measures were  perceived as ineffectual. For school counselors, labor supply was not 

keeping up with rising demand for service as one counselor was taking sole charge of a whole 

school with up to 1,200 students. Besides, a high proportion of contract workers which accounts for 

nearly 80 percent in total school counselors was pointed out as another negative factor jeopardizing 

the quality of counseling. According to the interviewees, It was not necessarily a matter of 

individual competencies of contract counselors, but rather a problem caused by the instability of their 

employment and limited authority in schools. A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which all 

the schools are obligated to conduct at least once every semester, it was generally perceived as an 

effective method to give students a broad understanding of violent behavior and its consequences. 

Especially, the interviewees described the merits of actual police officers being actively involved in 

this training work which makes it suitable to instantly raise students’ awareness of the issue. In 

considering the content and quality, however, its educational effect turned out to fluctuate too much 

depending on the lecture performer's capability and level of commitment. 

The last two measures, ‘Dual homeroom teacher system’ and the ‘Self-governing Council on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were marked by inadequate adaptation. Although all 

interviewees reported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the dual homeroom teacher system in their 

schools, the system was said to have no practical application due to limited personnel resources. 

Moreover, the interviewees pointed out that the homeroom teacher’s job can not be carried out 

unless sufficient rapport has been buil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Likewise, the shortage in 

human resources was once again addressed as a major factor hindering the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Council. The interviewees complained of significant difficulty in meet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council members as they include judges, prosecutors, lawyers or doctors. It was also 

found that fear of the school staff, especially administrators to be exposed to disreputation and 

contempt was preventing them from conducting offici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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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is paper raises mor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critical risk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occurrence of aggression and school violence. Famil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were highlighted by the interviewees and were claimed to have been overlooked in integrated 

countermeasures so far. The offending students were undoubtedly perceived as victims of violent and 

abusive parent-child relations, excessive competition and rampant rankism in educational settings, and 

hierarchical and coercive structure of schools. Accordingly, pointing an accusing finger only at 

student nodes was criticized to be incomplete and self-contradictory, considering officially authorized 

violence against students is prevailing in schools in the name of discipline. 

The interviewees expressed their concerns about most of the current measures aiming at 

controlling and changing individual students' attitudes throughout the study.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 for anti-school violence measures drawn from this study lies in this concern, There is an 

urgent call to acknowledge structural violence and develop systematic interventions targeting macro 

level risk factors in addition to interventions at the individual level. Hence, more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strategies for changing familial risk variables as well as school organization and 

educational settings are needed to cover the root causes of violence, not only the surface of it, from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extent of school violence and its risk fa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