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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의 의의와 목적

교육실습이란 교원양성기관이나 대학에서의 교직과 이수과정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경
험을 하게 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고 학문적 연구를 심화하도
록 하기 위한 교사양성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에서 얻은 교과의 지식이나 이론만으
로는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어려우므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교육현장에서 실
천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실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험으로는 교수방법, 학생지도, 상담지도, 학생 또는 동료교사와의 대인관계, 그밖에
학교행정참여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실습은 바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의의와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실습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교육실습은 대학이 아닌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성적산출에 있어서도 지도교사의 영
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실습생들이 교육실습은 대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육활동이라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육실습은 교사 교육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규과정
이며 교사자격증이 수여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사교육의 필수과목이다. 따
라서 교육실습생들은 대학에서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실습기관에서 예비교사로서의 역할 모
두를 충실히 해낼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실습은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어떤 교사를 유능한 교사로 보는가의 문제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에는
교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을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가진
교사를 유능한 교사로 보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실천적 지식이란 제 삼자에
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사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그 상황에 맞도록 교사 스스로가 창조한 전문가적인 지혜를 의미하는데, 강의나 교과
서 등을 통하여 얻는 지식만으로는 형성할 수 없고 반드시 현장의 경험이 필요하다. 가르
치는 일은 교사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교실이라는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존재

해야만 가능한 활동이다. 따라서 실제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에게 나름대로의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
공해주는 기간이다.
3) 교육실습은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심화시킨다.
우수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목적
을 명확히 이해하고 학생의 발달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하며, 행동의 변화
를 적극적으로 돕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습생들은 교사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수원리나 교수방법, 또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태도, 대인관계의 기술, 학생지도 등을
직접 경험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실습은 또한 대학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검증하여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함양시킨다.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식과 기술이 요청되지만 특히 변화하고 생동하는 학습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지도하는 데는 방법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사범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실습의 기간이 매우 짧고 학점도 2~3학점인 관계로 교육실습을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지만 교육실습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다듬어 가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을 심화시키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4) 교육실습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르친다는 일에는 단 하나만의 정답이 정해져 있지도,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가르친다는 것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늘 불확실하고 많
은 대안 가운데서 하나의 최선책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가르친다는 것은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교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실습은 가르치는 과정
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교육실습은 학습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육원리에 대한 지식, 교과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급운영에 대한 지식 등을 각각 분리하여 단편적
으로 학습한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총체적으로 통합되어 일
어나는 활동이다. 교육실습은 이러한 교육의 통합적인 특성과 교육활동의 다양한 성과에
대한 이해를 하게하며, 교사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6) 교육실습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이론을 습득한다. 교육실
습은 이렇게 습득된 이론적 지식을 교육실제에 적용하여 보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을 발
견하여 이를 보다 유용한 이론, 보다 심화된 지식으로 승화시키는데 기여한다. 교육실습은
이론으로 학습한 교육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이해를 높이도
록 하는 과정이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이론상의 오류보다는 이론을 도출해 낸 상황과
이를 적용하게 되는 교육현장의 제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들에게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교실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교육실습은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기초단계이다.
7) 교육실습은 자기 평가와 자기 연구 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실습은 각 실습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모든 능력과 지식, 그리고 태도를 여
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게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에는 비단 가르치는 일과
관련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교직관, 언어, 동작까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실습생들은 교사로
서의 올바른 교육관과 사명감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실습생들은 또한 대학의 강의
시간이나 책을 통하여 배운 교육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현장에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
는 새로운 교육이론을 탐구하는 계기를 갖는다.

8) 교육실습은 교사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교사들은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교직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직에 대한 적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실습을 하면서 교사로서의 적성이나 자질
이 없음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교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실습을
통하여 교직이 자신의 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교
육실습을 통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교직에 대한 매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실습을 이론으로만 알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사로서의 역할을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자신의 적성을 확인 혹은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9) 교육실습은 수업 이외의 행정적, 사무적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교사들은 학급을 직접 경영해 봄으로써 올바른 학습경영의 방법을 체득하고 학급지
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 특별활동,
연구 활동 및 기타 교사들과의 관계있는 활동을 통하여 가르치는 일 이외에 교사에게 요구
되는 역할에 대하여 실습을 하게 된다.

교육실습의 주요 과정 및 절차

교육실습의 과정은 참관 단계, 참가 단계, 실습 단계 및 평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단계는 시기적으로 명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단계들은 순차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다. 참관 단계란 교직에 관한 각종 업무를 실제로 담당해 보기에 앞서서
현직 교사의 업무수행과정을 관찰하는 단계를 말하며, 참가 단계는 현직교사와 함께 각종
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단계를 지칭한다. 실습 단계는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교육실습
생이 스스로 업무를 담당해 보는 단계이며, 끝으로 평가 단계란 그 동안의 실습의 전 과정
을 평가하는 단계를 지칭한다,
1) 참관 단계
교육실습의 첫 단계인 참관의 단계는 본격적인 교육실습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은 수업을 포함하여, 학교의 운영과 학급경영, 생활지도, 특별활동
지도, 각종 행정업무처리 및 기타 교사가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업무들을 관찰함으로써 교
사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의 종류와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자신이
담당할 학급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의 제반 여건이나 특성 및 시설에
대해서도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참관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참관의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고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한다.
② 참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③ 교사와 학생의 수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실습학교에서 계획한 일정에 따라 참관한다.
이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은 적극적인 관찰자 및 평가자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학교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필요시 지도교사에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이 특히 유의하며 관찰해야 할 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실습학교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 학생의 일반적인 특징과 학부모의 특징
- 학생들의 교우관계의 특징
- 학생문화의 일반적 특징
- 학교의 지리적 특징(학교환경 등) 등
② 교사가 수행하는 임무의 종류는 무엇인가?
- 수업활동
- 교과교사 모임 및 담임교사 모임 활동
- 학급 경영자로서의 활동
- 학생지도 활동
- 특별활동지도 활동
- 행정업무처리 활동 등
③ 교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본받을 점과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 수업운영에서의 본받을 점과 개선과제
-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본받을 점과 개선과제 등
2) 참가 단계
참가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은 교사의 보조자로서 교육활동에 간접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교육실습생은 교사를 도와가며 수업활동을 포함한 학생 생활지도 활동 및 학
습경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 단계에서도 참관활동은 계속 이루어지며, 부분적으로는
실습경험도 갖게 된다.
3) 실습 단계
실습 단계에서는 교육실습생이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교사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게 된
다. 이 단계는 실습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그 동안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과 참관·참가

단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교사의 실무를 체험해 보는 단계이다.
실습 단계는 대체로 실습기간의 1/3 경과 이후부터 시작된다. 실습의 주요 내용은 이하
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대체로 학습 실습, 학급경영 실습, 학생지도 실습, 특별
활동지도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실습 단계에서는 수업지도 실습이 가장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모든 학습지도시에는 반드시 학습지도안을 작성해야 하며, 수업실습
이후에는 지도교사의 참여 하에 평가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평가 단계
평가 단계란, 교육실습생의 실습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서, 교육실습에 대한
평가는 실습기간 전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시평가와 실습기간 종료 시에 이루어지는
최종평가 및 실습 종료 후 대학에 돌아와서 실시되는 학과별 평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수업실습 후의 평가
교육실습생이 수업실습을 마친 후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관계 교사, 교육실습생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업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는다.
(2) 종합 평가
실습이 끝날 무렵 실습학교 주최로 실습학교의 관계 교직원, 실습생 전원이 참석한 가
운데 실습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듣는다.
(3) 학과별 평가
교육실습을 마친 후, 대학에 돌아와서 학과별 좌담회 등의 교육실습 평가회를 갖는다.
평가는 일차적으로 지도교사와 지도교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외에도 학생이나 동료
교육실습생에 의한 평가 및 자기 자신에 의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교육실습의 내용

실습기간 중 이수해야 할 실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습지도 실습
- 학급경영 실습
- 학생지도 실습
- 특별활동지도 실습
- 수업 참관
위의 실습내용 및 실습시간은 교육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학습지도 실습
학습지도는 교육실습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육실습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지도는 수업계획, 수업 전개 및 학생평가 등 교실수업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지만, 자율학습지도나 가정학습지도 등도 학습지도의 영역에 속한다.
학습지도와 관련된 주요 실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업계획 및 학습지도안의 작성
학습지도 실습을 위한 첫째 단계는 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일이다.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원별 수업목표의 확인
- 단원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분석
② 교재연구
-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연구
- 기타 참고자료의 연구
③ 학생의 선행학습수준 파악
- 학생의 일반적 학습수준 파악
- 우수아 및 학습부진아 현황 파악

④ 실습학교의 일반적인 여건 파악
- 시설 및 교구 확보 상태 등
⑤ 기타 실습학교의 교육방침 확인 및 반영
⑥ 수업계획의 수립
- 시간 사용 계획, 동기유발 계획, 수업전개 계획, 판서 계획, 시청각 매체 활용 계
획, 과제 제시 계획, 평가 계획 등
수업의 계획은 학습지도안의 작성을 통해 구체화된다. 학습지도안은 반드시 통일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과목의 종류나 단원의 성격, 그리고 각 실습학교가
처해 있는 여건과 학습자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다만 학습
지도안은 보다 짜임새 있는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습지도안은 다음의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학습지도안 양식 및 선배
들이 작성한 몇몇 교과의 학습지도안은 교직과, 학사지원과에 배치하였으니 참고로 활용
하기 바람).
①
②
③
④

단원명 및 단원의 학습목표
학급의 특성 및 실태
단원지도 기본방침 및 지도 중점사항
차시별 학습내용, 학습의 진행과정, 교사 및 학생의 학습활동 내용과 방법, 교재
및 교구, 학습지도시 유의사항 등
⑤ 과제의 내용
⑥ 학습목표 달성도의 확인을 위한 평가방법
작성된 학습지도안에 대해서는 지도교사의 검토와 조언을 받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동료 교육실습생들로부터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기 스스로 학습지도안을 계속
적으로 검토해 보는 일도 중요하다. 학습지도안의 검토 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
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가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 설정된 학습목표는 각 교과의 교육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② 주요 학습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단원의 중점 지도내용에 대한 계
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학생들의 선행 학습내용 및 다음 단원과의 연계가 고려되어 있는가?
-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의 과정별 시간배당은 적절한가?
③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구안
되어 있는가?
- 다양한 수업방법과 학생의 활동이 모색되고 있는가?
- 교재 및 수업매체는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 질문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판서계획은 적절한가?
- 학습자의 능력, 개인차, 흥미의 정도가 잘 고려되어 있는가?
- 적절한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가?
④ 실제 수업에서 여건에 따라 학습과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융통성과 탄력성
이 부여되어 있는가?
⑤ 학습목표의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학생평가와 함께,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평가계획도 포함되어 있는가?
(2) 교수학습자료의 준비 및 제작
학습지도안이 작성된 이후에는 작성된 지도안에 따라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준비해
야 한다. 교수학습자료는 실습학교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도 있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실습생이 이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
교수학습자료의 준비 및 제작은 효과적인 수업의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
다. 이 과정에서 교육실습생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영상매체, 신문자료, 각종 예화자료 등

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료 교육실습생이나 지도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
인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수업의 전개
수업의 전개란 작성된 학습지도안에 따라 실제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수
업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학습지도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
지만, 실제 수업에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수정해
야 할 필요가 있다. 교과목의 성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수업 전개의 과정에서 고
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실제 수업이 학습지도안의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 수업내용 및 방법과 계획의 일치성
- 교수학습자료 활용과 계획의 일치성
② 수업내용은 적절하였는가?
- 교과(단원)별 주요학습 내용영역의 포관 여부
- 학습내용 영역별 시간배달의 적절성
- 학습내용 조직의 계열성의 적절성
- 학습내용 영역별 학습내용의 깊이 및 난이도 수준의 적절성
- 학생의 능력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학습량 및 속도의 적절성
③ 적절한 교수학습자료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가?
-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자료 활용 여부
- 사용된 교수학습자료의 효율성 여부
④ 교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는가?
- 고등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의 정도(토론식 수업 등)
- 학습기술 함양을 위한 노력의 정도
- 컴퓨터 등 매체 및 기자재 활용의 다양성

- 실험실습의 활용 정도
- 학생의 수업참여의 활발성 정도
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사용되었는가?
- 개인차를 고려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의 일치 정도
-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천 정도(학습량의 조절, 학습속도의 조정 등)
- 우수아 및 부진아에 대한 특별지도 여부
(4) 학생평가
수업의 실시 이후에는 학생의 학습 성취도에 대한 평가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
로 실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활동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정기적인 평가활
동보다는 단위수업에 대한 평가에 국한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단위수업활동에 대한 학
생의 평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도구는 적절한가?
- 평가도구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 다양한 종류의 평가방법 및 문항이 사용되었는가?
-‘수행평가’
에 적절한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는가?
② 준거지향 평가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③ 평가의 결과는 수업의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 문항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수업의 개선에 반영되었는가?
- 학습 부진아의 제반 특성(심리적 특성, 급우관계, 물리적 환경, 학습태도 등)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이를 부진아 지도에 반영하였는가?
2) 학급경영 실습
교사의 학급경영은 학급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이해하는 일,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일, 학급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일, 학급의 바람직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지도하는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일, 학부모와 만나는 일, 지역사회와의 유대
를 강화하는 일, 학생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일 등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학급경영은 그 영역이 넓고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짧은 실
습기간동안 모든 영역을 체험하거나 계획적인 학급경영 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교육실습생은 지도교사나 연구부장 등의 지도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한
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습을 할 수밖에 없다.
학급경영과 관련된 주요 실습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조회 및 종례 지도
- 환경정리 및 청소 지도
- 주번 지도
- 학급 사무 처리
- 학생과 관련된 제반 서류 및 평가 자료의 정리
3) 생활지도 실습
한정된 실습기간 중에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하는 데에는 제한점
이 있다. 그러나 담당학급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지도, 상담활동 등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교육실습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생활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학생을 이해하는 일이다. 교육실습생은 학생 개인
생활카드나 생활기록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개개인의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과 가까이 접촉
하는 가운데 성격이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생활지도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학교생활 지도
- 진로지도
- 건강생활 지도
- 교외활동 지도
- 학습부진아, 부적응 학생 지도

- 학생 서클의 지도 등
교육실습생의 학생 생활지도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제한된 학생을
중심으로 생활지도의 실제적인 실습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정한 학생만을 편애한
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지도와 관련된 학생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다.
4) 특별활동 지도 실습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
여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특별활동의 영역은 학
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 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다양한 자
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활동은 특히 교
과교육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독자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는 중요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활동 지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주요 실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클럽활동 지도
- 클럽활동 계획의 작성
- 클럽활동의 지도
- 클럽활동에 대한 평가
· 학생의 만족도
· 학생의 성취수준 향상정도 등
② 학급활동 지도
③ 학교활동 지도
④ 단체 활동지도
⑤ 방과 후 교육활동 지도

교육실습의 유의사항

1. 교생은 실습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방침을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습학교의 제 규정에 따라 출퇴근 및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복장·언행·태도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며 최대한 단정하게 한다.
4. 교생은 결근·지각·조퇴를 절대 삼가야 하며, 규정시간에 앞서(실습시간 30분전) 출근하여
야 하며, 출근과 동시에 교생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조퇴를 할 경우, 사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실습학교로부
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근무시간 중에는 외출을 삼가야 하며, 점심식사는 학교 구내에서 해결(도시락 지참 등)하도
록 한다.
7. 교외에서 학생과 사사로이 만나거나 가정방문을 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8. 실습 학교 측과 교섭할 사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생대표를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한다.
9. 교생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10. 교육실습생으로 인하여 실습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
하여야 한다.
11. 교육실습일지는 지도교사의 지시를 받아 매일 기록하며, 퇴근 시에 지도교사에게 제출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되돌려 받도록 한다.
12. 교생은 실습학교의 지시에 따라 수업참관 및 실제수업을 하여야 하며, 여타 시간은 교생실
에서 교재연구, 교편 물 작성 등 교육실습에 필요한 제반연구를 하도록 한다.
13. 수업시간 중에 교실출입을 삼가, 특히 타 교과의 수업을 참관코자 할 때에는 수업 시작 전
에 해당교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14. 실제수업을 배당 받은 뒤 즉시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그에 준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수업 실시 중에 해당교과 교사의 지도하에 평가·반성의 모임을 갖도록 한다.

16. 교육실습생 전원은 공개수업 또는 수업연구를 참관하여야 하며, 평가회에 참석하여 상호
의견을 적극 교환하여야 한다.
17. 학급담임교생은 담임교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학교사무처리의 경험을 쌓는 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18. 담당학습의 자습지도 및 환경미화와 청소정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 환
경의 개선과 학습실태의 파악,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19. 특정 학생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학생의 학급담임과 사전 협
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한다.
20. 사례연구와 사회성 조사는 학급담임교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임의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
21.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22. 해당 담임 혹은 담당교사의 수업방식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 실습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밝고 공손하게 인사한다.
24. 실습생끼리의 호칭시 반말사용을 금하며‘△△선생님’
을 붙여서 부르도록 한다.
25. 도장, 실내화, 도시락, 실습일지, 실습기록부를 항상 지참하여, 효율적인 교육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6. 교육실습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한 내
용을 요약하여 실습일지에 기재한다.
27. 교육실습생은 교육실습을 마친 뒤, 교육실습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교육실습일지의 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밖에도 학습지도안·사례연구 등 교육실습의 성과물을 잘
보관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서식 1: 학습지도안>

학습지도안

일
시:
대
상:
지도교사:
실습교생:

1. 단원명
2. 단원설정이유
3. 단원목표
4. 학급의 실태
5. 지도방침
6. 학습지도안
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

7. 평가방법

소단원

학습내용

수업방법

교재 및 교구

유의사항

8. 본시학습지도
본시의 주안점
단계

학습내용 및 학습활동
교사

도입

전개

정리

과제

평가

학생

교재 및 교수

학생의 준비물

시간

이 지침서에서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맞닥뜨리는
두 가지 문제, 즉 수업 진행과 생활 지도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부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종합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수업 중 교실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방해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다루
었습니다. 2부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과 예방 교육, 사안 처리 방법과
피해자·가해자 및 학부모 등과의 상담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학교 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개입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실 안의 상황은 매우 역동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사례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폭력도 단순한 인과관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통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어서, 이런 행동은
바로 이런 심리 상태에서 나온다고 자신있게 예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숙지하되, 수업 방해와 학교
폭력의 사례에 대한 개입은 ‘반드시 이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지침서가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긍정적인 개입을 이끌어 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실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실존하는 어떤 학생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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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한면서
다시 알지

_ 이해인 “나를 키우는 말”

제1부

ᘛᧈာ⥷⮧⥜ᓠࣧ⮳
ᦷা⮧ාң⮧᭻⯆

01

ࣻসߑ೧ࢤীೠઙߨߑب

선생님과 학생이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그리며 선생
님들은 힘차게 교단에 선다. 그런데 교실에서는 매일 갖가지 문제가 발생
한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면
교사들이 유능한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아이들에 대
하여 선생님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수
업 중 문제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초기대응

감정정화

상황 돌아보기
문제점 확인

사과

1단계 : 초기대응

ࣻসߑ೧ࢤীೠઙߨߑب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를 더 키우게 된다. 그 상황에서 아이와 길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지도하고 그 상
황을 종료한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훈육할 경우, 모욕감 때문에 더욱 반항하거나 정직하게 이야
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따로 불러서 일대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상황을 종료할 수 없이 감정이 격해진 경우에는, 동료교사나 배움터 지킴이 선생
님, 교감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아 성찰교실이나 상담실에 가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하임기너트 「교사와 학생사이」 제임스 레빈, 존 산켄카예 「자율통제교실:ADHD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방행
행동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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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 것인가?

2단계 : 감정정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감정
정화에 초점을 둔다. 화 나는 마음, 억울한 심정, 답답함, 학교를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 친구들 앞이었다는 데 대한 수치심, 부모님께 알려질 것에 대한 걱정 등 여
러 감정을 공감하고 정화시킨다.

3단계 : 상황 돌아보기, 문제점 확인

•상황을 돌아보고 설명하도록 하며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한다. 선생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이었는지, 친구의 어떤 말이나 태도 때문이었는지, 가족이
나 이성친구 등에게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등등을 확인한다.
•선생님 혹은 친구의 말이나 태도가 정말로 화나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 받아들이
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왜곡한 부분은 수정하여 이해시키고
인정하게 한다.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 입장에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상상
해 보게 한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나 친구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
게 된다.)

4단계 : 사과

•갈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대화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사과의 과정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님과 통화 또는 면담을 실시한다.
※ 사과의 과정까지 이루어진 뒤에, 학생이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나 의사소통 프로그램, 대인관계
기술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청소년회관이나 복지관 등의 집단상담 혹은 프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 수업 중 폭력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부모님을 면담하여 전문기관에서 심리검사 및 심
리 상담을 실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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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기
● 2단계 : 자녀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친밀감 조성과 교육의 좋은 기회로 삼기
● 3단계 : 자녀 감정의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경청하기
● 4단계 : 자녀가 자기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 5단계 :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기
출처 _ 존가트맨식 감정코치법. 존가트맨 지음. 인간사랑. 2007

02

࢚ട߹ۚ

1 습관적으로 욕을 해요
2 격하게 대들거나 반항을 해요
3 아이들을 선동해서 수업분위기를 흐려요
4 수업 중에도 폭력을 휘둘러요
5 아무리 깨워도 잠만 자요
6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7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8 꼼지락꼼지락 손이 바빠요
9 언제나 교과서가 없어요
10 수업에 늘 늦게 들어와요
11 자꾸 교실 밖으로 나가겠대요
12 그냥 수업에 들어오기 싫대요
13 과제를 해오지 않아요
14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놀려요
15 눈이 온다고 창가로 달려가요
16 엉뚱한 질문을 해요
17 뻔한 거짓말을 해요

⮸

ᚸăᰄᬿ⮧᪘ᭇ⮧⥷᪗⮵

용훈이의 말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친구들도 항상 욕을 섞어서
말을 하다 보니 언제나 큰소리로 격앙되어 흥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업 중에
교사가 질문을 하거나 태도를 지적하면 “아이~ XX" 하며 욕을 뱉어냅니다. 용훈
이가 가장 심하게 욕을 하는 때는 친구들과 싸울 때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려
는 듯, 큰 소리로 갖가지 욕을 거칠게 쏟아냅니다.

 사례 이해
욕 사용이 습관화 되어 있어 바른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또래 문화>의 하나로 생각하여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또래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
해, 선생님에게 반항적인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욕을 사용할 수 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욕을 용인하기 어렵겠지만, 욕을 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이끌면 학생은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더 거친 표현으로 욕을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관계가 처한 상황적 요인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
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개입
• 욕을 자주 사용하는 가정환경, 각종 유해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이 아닌지 확
인하고, 보호자를 상담한다.
•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비속어 사전에서 자신이 쓰는 욕이
어떤 뜻인지 확인하기, 욕의 대체 단어 찾기, 욕의 이미지맵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욕과 같은 과격하고 저속한 표현보다는 자신의 감정, 느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나·전달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ԋ⮧ڗ᪘⮧ීãී⮧⥣⮧ڗ᭷⮧ᧉ⮧⯆ۋԋ⮧ڗᮈා⮧᧷⮧᪘᭷ӓ⯆
욕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비난하는 말은 학생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어렵고, 오히려 반발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᪘⥛᷃⮧⮵⮧᭷⮧⯟⯟⯟⮧⮨

NO!

욕 하는 학생을 욕으로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선생님이 먼저 바른 말로 지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니다

᭷ఊ⮧⥷⮧ჷᔻ᪗⮵
᪬⫋᭷⮧᷃ȋ⮧⩗⮧ෑ᭷⮧үۧ⮧ڗsůқ⮨

학생이 욕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태인지 감정을 읽고 받아들여 주세요. 자신의 감
정이 수용됨을 느끼면 학생은 곧 흥분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ԧ⮧ී⥟⮧⯟⯟⯟ⱀⱀⱀ⮧ڗ᭷⮧ڗା᭷᷃⯆
감정을 수용한 후, 교사는 학생이 사용한 욕을 바른 말로 교정하면서 욕을 한 상황
과 그 때의 감정을 명확히 정리해 줍니다.

᥇༷ද⮧⩗⮧үᦷ߇⮧ǻఊ⮧ී⥛⮧ڗᭃ⮧⮯༻ᰟ⥷³᧓⮰⮧߇᫃᭷⮧᥋⮧ࠣ⮧⮧ᭃ⮧⮳ݳ
ࣦ≟⮧ڗů߇⮧ᓄₛൿ⮧သã⮳⮧ԧ⮧ǻఊ⮧ී⥛⮧ڗᭇ⮧ࣦã⮧ᔣᓠۛ߇⮧ෑ᭷⮧փஓᦷ⮵⮧
학생의 감정은 수용하되,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한 태도로 지도해야 합
니다.

⩗ҟ⮧ᰘᭇ⮧᪘⥛⮧ڗᬿ⮧⡟⨇⥛᷃⮧᥍ã⮳⮧ۧ൷⮧⡟⨇⥛⮧ڗာ႘ᭃ⮧ᦷধ⮧
ࣧ᭷⮧ᮋᭇɏ⯆
바람직한 의사 표현의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줍니다. 또한 선생님이 역할모델이 되어서 시범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표현
방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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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қ⮧ရ⥰ᭇ⮧⥷᪗⮵

윤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모범적인 태도로 수업에 집중하는 날도 있지
만 속상한 일이 있는 날에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대답을 않거
나, “예? 왜요?”, “뭐라고요?”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등, 선생님에게 직·간접적
인 위협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의 감정이 정리되면 선생님에
게 찾아와 “아까는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사례 이해
감정 표현과 의사 전달이 미숙하여 선생님의 지도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못
하고 폭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가정에서부터 부적절한 감정 표현이 습관화 되었을 수 있다. 부모 관계, 양육 태도
등 전반적인 가정 상황이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해야 한다.

사례 개입
• 선생님은 학생들이 내뱉는 말이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 감정 표현과 의사 전달이 미숙한 학생은 감정목록(또는 얼굴표정 그림)을 주고 자신
의 현재 기분을 확인하게 하고, 그 이유와 수업과는 별개임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분노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집단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스스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 부모·학생간의 애착 형성 및 의사소통유형 등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학생이 보인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ԋ⮧᷃ȋ⮧ҷ⮧ීᭇ⮧༷ᛟ⥛⮧ڗs⯆
학생의 행동에 선생님이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학생의 감
정도 더욱 격해지고, 이는 감정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ԋ⮳⮧᥋ࠛ£ۧ⮵⮧œᛧ⮧ࢧ᧓⮧қ⮧ᔟ⮧ᮋᦷ⮨

NO!

학생의 감정을 무시한 채 상황을 종결하려하면 감정이 해소되지
소되지 않
은 학생은 2차적인 반항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ఊ⮧⥷⮧ჷᔻ᪗⮵

⟌ᖏ᧓߇⮧ᆃᰘᰄ⮧ᰘ᭷⮧⡟↟ࠛధã⮧⥣⮧ॏ⮧⮧Ⱃ⯺⯻⯶⯷Ⱄ⥛⫋⮧ڗఫᭇ⮧⥛᧯⮳⮧ᰘ᭷⮧
¬⥷᷃⮧ڗᘟ⮧⦌ߜᭇ⮧๋↗ã⮧᭷ᔴᰄ᭻⮧✓۫ᭇ⮧⥣⮧ᘛ⮧ᮋ⮧ڗᛟᭇ⮧᷋⮧ᘛ⮧ᮋ
߇ౠ⮧⥟ۧ⮵⮧
ෑ᭷⮧⩗⮧үůқ⮨⮧᷃ȋ⮧ԧ⮧ᰘ᭷⮧ᦷধ᷃⮧᭷⮧ᴔ⮯ᰘຬౠ᭷қ⮧ᦿŷ⡟ᰘ⮧ǻ
⮰᧓ᔟ⮧⁁᥇ჿɏ⯆
학생의 격한 감정을 교사가 일단 수용해 주세요. 학생은 부적절한 방법으로나마
자신을 표현하려 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감정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잠
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시간을 주세요.

ᘛᧈ⮧ᛟ᧓⮧ᬧ⨻⮧ǻఊ⮧⦌ߜ⥛⮧ۋᔣᓠۛ߇⮧ᓄ⩬ۼ⮧⮋ۼᚧఀůқ⮨
교사 또한 학생의 행동, 상황에 대해 화난 감정을 싣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үۧã⮧⥷߇⮧᭷w⮧œᛧ⮧᥋᧓ᔟ⮧ᔣᓠۛ᧓⮧⥷ᔟ⮧ڗ᥋⮧ࠛߜ⦌⮧ڗ᭷⮨
단호한 태도로 학생의 태도, 상황에 대해 꾸짖으세요. 단, 학생의 인격이나 성격에
대해서, 혹은 과거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Yes!

᭷ఊ⮧⩗⮧ң⮧ॏ⮧ᭇ⮧⡟⨇⥣⮧ᘛ⮧ᮋۧ⮧ڗൻ⮧ာ႘ᭇ⮧⥫˛⮧⁁᥇ჿɏ⯆

선택 가능한 1·2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학생이 하도록 합니
다. 이후 선택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15

⮺

᥇᭷ࣧᭇ⮧ᔣߜ⥷ᔟ⮧ᘛᧈ⮧ᆇᬇȳൿ⮧
⭓ధ᪗⮵

호철이는 영어시간에 친구들과 장난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엉뚱한 표정을
짓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주변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것 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는 지우개를 던지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가서 말을 걸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는 선생님에게 “예,
예. 알겠습니다~.”하고 대답할 뿐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 이해
기본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흥미가 낮아 학습의욕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특정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반감이거나 수업 장악력이 취약한 선생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습관화 되어 있는 경우, 또래에게 돋보이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사례 개입
• 학습 능력 및 학업 의욕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개별 학습을 통해 수업을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후 수업에 참여할 기
회를 제공한다.
• ADHD 등 학습에 집중할 수 없는 병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한 후 조처
를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의 이면을 파악해야 한다.
• 선생님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의미 없는 웃음을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 무반응
으로 대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실천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ԋ⮧ॏ༻᧓⮧᭷⮧ན⮧⯆ۋᘛᧈ⮧ᆇᬇȳ⮧᭷ۧ⮵

NO!

학생이 의도했던 대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된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짧고 단호하게 제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ఊ⮧⥷⮧ჷᔻ᪗⮵
ᘛᧈ⮧ᛟ᧓⮧ڗ᷃⌟⮧⥣⮧ǟ≜᭷⮧ᮋᦷ⮵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사전에 고지하고 이
규칙에 따라 교실 내 타임아웃, 성찰교실 의뢰 등 단계적인 지도를 실시합니다.

ᘛᧈ⮧ᛟ᭻⮧ݳԧ⮧ۧൻ⮧≟ůࣧÿ⮧ᮨҟ≛⮧ڗᭇ⮧๋↗᷃⮧᥍ᬿ⮧ᰘᛣ᭷⮧
ᒳා⥷᷃ã⮧ᷟᶠᚧ௯⮧ᘛᧈᭇ⮧ᰟ܃⮧⥛ȳ⮧⮛ࣧ۫ۧ⮵
나·메시지를 통해 학생의 행동으로 선생님이 받는 구체적인 영향을 전해봅니다.

᭷ႋ⮧ᘛᧈ᧓⮧ڗ᭷ᭇ⮧⥟⮧ႋ⮧⥷⮧ჷష⮵
학생의 학습 능력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수업에 참여할 기
회를 제공해 보세요.

ᰘී⮧ᮛ⮧⦋ůқ⮨⮧⥷ჷᦷ⮧ۋণ⯆ۋ
가능한 수준의 과제를 주고 이를 완수 했을 때 칭찬한 후, 학생이 느낌을 발표하
도록 합니다. 학생이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학급에서 공유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면 학습 의욕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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ᘛᧈ⮧ᴔ᧓߇⮧⟰నᭇ⮧⬛࡛௯᪗⮵

현수는 수업 시간에 같은 반 학생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난 듯 얼
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가 갑가지 다가가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던 일의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장난도 많이
칩니다. 옆자리 학생을 툭툭 건드리다가 점점 강도가 세어져 폭력적인 행동으
로 이어집니다.

 사례 이해
화를 참지 못하는 등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수업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 간의 감정이 수업 중에 폭력 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잡담, 몸 장난 등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다가 이
것이 폭력 행동으로 확대 될 수 있다.

사례 개입
• 수업 중에 학생 간의 폭력이 발생하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상황을 종결시
키고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그 장소에서 분리시켜 진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격행동을 유발시킨 원인(상황)을 듣고 학생의 왜곡된 해석이 있으면 이를 수정
하도록 돕고 상대 학생 및 선생님에게 사과할 기회를 마련한다.
• 분노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집단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정 표현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ན⥛⮧ڗᷖ᭷⮨⮧☰⥛⮧᷋᭷⮵
행동을 비난하지 마세요. 격한 감정의 학생을 지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ᄓ⮳⮧⮧᭷௯⯆ݳڗ

NO!

감정 수용 없이 학생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면 학생은 반발합
발합
니다.

᭷ఊ⮧⥷⮧ჷᔻ᪗⮵

ᘛᧈ⮧ᴔ᭻≟⮧߇ݳůൿ⮧ॏභ⮧ා⑿⮧⩗⮧қ⮧ᮋůқ⮵
가장 먼저 피해학생과 분리시키고, 학생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일단 학생이 스
스로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게 해 주세요. 그리고 화난 감정을 수용해 주세요. 선생
님에게 자신의 화난 감정이 수용됨을 느끼면 학생은 진정할 수 있습니다.

ԋൿ⮧ᮨ⮧⩗қ⮧⥟⮧ᭃ⮧༷᭷⯆ۋ
학생이 진정된 후에는 스스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보도록 하세요. 이중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세요.

≟ůᦷ⮧ڗধ⮧ړҏ᭷⮧ࣧᭇɏ⯆
자신의 감정이 수용되었다면 상대의 감정도 수용해야 함을 이해시켜 보세요.

᥇༷ද⮧⩗⮧үᦷ߇⮧≟ůൿ⮧ॏද⮧⮋⚼⮧⮳⮧ڗᘛᧈ⮧ᴔ᧓⮧᭷௳⮧⦌ߜᭃ⮧⥛᷃⮧ී
᥇⮧ࠟۧ⮧⮳⮧ڗ᥏ã⮧ᮋ᷃⯆

Yes!

학생의 감정은 수용하되,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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᥇༷ද⮧ɫ߇⮧ᮣා⮧ᮓ᪗⮵

희철이는 수업이 시작되어도 자고 있습니다.
“희철아! 바로 앉아! 책 꺼내고” 전혀 미동도 없이 계속 엎드려 자고 있고 옆
에 짝이 툭툭 쳐서 깨워봅니다. “아이 ×! 뭐야!” 귀찮아하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는 시늉을 합니다.
“도대체 몇 시에 자기에 수업시간에 잠만 자니? 가방도 안가지도 다니고 책이
랑 연필 아무것도 없고, 왜 그래?” 그제야 잔뜩 찌푸린 얼굴로 사물함에 가서 표
지는 찢어져 너덜거리는 교과서를 가져와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지듯
놓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다시 책상에 엎드려 잡니다. 수업시간마다 무기
력하게 잠만 자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멀쩡하게 일어나 돌아다닙니다.

 사례 이해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잠만 자는 원인이 지능 문제인지 심리·성격적인 문제
인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례 개입
•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판타지 소설 읽기, 만화책 보기, 아르바이트 등 수면시간이
부족한 학생의 환경적 요인을 파악한다.
•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하여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특별히 앓는 질병이나 장
기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도 알아본다.
•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것이라면 자신이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목표를 갖
게 하여 이를 준비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준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ᭇ⮧ᮓ߇⮧༷ăᛯ⥛⮧ҷႇధ⮧ࡓsқ⮧ᛯ⥛⮧қ༷᷃⮧ᔻ᪗⮵
그냥 두면 다른 아이들까지 졸게 되고 큰소리로 나무라면 다른 아
이들과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수업분위기가 경직돼요.

᧑ࣟధ⮧ᦷқ᷃⮧᥍⥜⮧ڗᓠᭇ⮧ᦸ᷃⮧ᬿ⒧ࣴ ⮧ڗᓄ⩬ᭇ⮧ා
ࣧ᷃⮧ᔻ᪗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면 관계만 나빠지고 화가 난 선생님
은 수업진행이 어려우며 학생은 반항심으로 공부를 더 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바른 말로 지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합
니다.

ဧ᧓⮧ན⥛ã⮧ᘛᧈᛟ᧓⮧ᮣා⮧ᮓӓ⯆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해요.

NO!

᭷ఊ⮧⥷⮧ჷᔻ᪗⮵
œᛧ⮧ࢧ᧓⮧ᮋ⮧ڗ⒧֕᭷⮧⁈ᓄᬿ⮧ჷҷ⮧ᔟᔟ⮧ᮣᭇ⮧ɫ߇ౠ⮧߇ᩃᔻ᪗⮵
키높이 책상을 교실마다 비치하도록 학교에 요구하세요.

۷⮧ۼœÿຬ᭛⮧⥜ᚸᆃᮨ⮧᧰⥣ᭇ⮧ᆃ᧯⥛᧯⮧ᒯᖏ⥟⮧᭷߇⮧ᘛᧈᰇ⮧ᴃቇÿᰘ
᧓⮧※᧯ᛟ⒧ᔻ᪗⮵
빔프로젝트 켜고 수업내용 ppt찾기, 선생님의 수업자료 가져다 놓기, 수업과제물
수합, 프린트 나누어주기 등을 하다보면 뇌가 깨어 있어 졸지 않게 됩니다.

ᮣᭇ⮧ᮓ᷃⮧᥍ã⮧ᘛᧈⓟ߇⮧⨻ᰇࠛ⮧᥇ҏᧉ ≰⮧ڗÿ⮧¬ధൿ⮧⥷ã⮧⮧⥜œ⮧
ᛧᰘ᧓⮧⮧ᓄᰓᆃ᧯߇⮧⩟᪬⥛ᔻ᪗⮵⮧
À᪳᧓⮧ळᔟ߇⮧ڗů᭛⮧⚼᭷⥟⮧ᖏදൿ⮧᭷᪬⥛᧯⮧ᆇᬇȳ⮧ᰇ⩛ᭇ⮧⥷ჷᔻ᪗⮵

Yes!

세일러문의 요술봉 뽀로롱 소리가 귓전에 들리면 머쓱해서 일어나겠죠.

ᮓ⥜⮧ڗᓠ⮧ᨉ᧓ᔟ⮧ᘛᧈ⥛ȳ⮳⮧ᦷɫ᧓⮧ᖓ⮧ᦼᦷ⮧ɫჷȳ⮧ࣴ߇⮧⥷⮧ჷᔻ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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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이는 등교 시간만 되면 배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학
교를 거의 나오지 않은 채 하루 온종일 무기력하게 방안에서 누워있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도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
는 상황이고 오전에는 두발로 딛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어
흐물흐물 주저앉아버립니다. “주창아! 학교 갈 준비해야지?” “배가 아파서 못 일
어 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니? 엄마도 이젠 너무 힘들어. 학교에서
는 수업일수 모자라면 진급이 어렵다고 등교독촉 통지서가 왔어!” 어쩌다 학교
에 오는 날도 거의 11시나 12시경에 와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1~2
시간 앉아만 있다가 집에 가는 등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례 이해
학부모와 학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리검사를 받아보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을 하도록 연결해준다.
등교거부와 학습무기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여 가정환경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에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출장을
올리고 교사 2인이나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과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사례 개입
•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ᨧ⮧߇ڛਓ⮧᷃᭷ӓ⯆⮧⥜œ᧓⮧ᨧ⮧ཛ⮧⥷⯆⮧ᖓ⮧⥛қ⮧̿ᷠ
߇⮧᥋⥛ã⮧ᦷ⮧₷܃ṏᮓã⮧᭷௯⯆ۋ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선생
님에 대한 적개심만 더 커져요.

NO!

߇⮧₷܃ԋ⭯⮧ᧇ⮧ڗན⥛ᛟ⮧⯆ۋ᥇≫᧓⮧ᥣ⮧⥛қ⮧ɫᔟ⮧⁜«⮧
⥜œ߇⮧⮧ჷҷã⮵
아이들은 자기 엄마를 무시하는 선생님의 말에 극도의 반항심이
생겨요.

᭷ఊ⮧⥷⮧ჷᔻ᪗⮵

ₛ᧓⥜⮧ڗœൿ⮧༷۫⮧߇ک³ᔠ⮧⥛᷃⮧᥍ã⮧λᴃ⮋⮧қᨧ߇ౠ⮧⥜œᛧᰘ᧓⮧
⮧ڗာ႘ᭇ⮧᧳ů⥟ۧ⮵
Wee클래스의 상담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대화
의 통로를 열어줘 학교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도록 해 주세요.

⥜ᓠ᭛⮧ᘛᧈ※᧯⮧⦌ߜᭇ⮧۫ȳ᧓⮧֕᭷ధ⮧⥛ȳ⮧ჷۧ⮧ڗ᪳ᔣ⮧œᒯ⥜⮧ڗᓠ᭛⮧
ᭇ⮧øᰄᬿ⮧À₰⥛ã⮧᭷⥷⥟ۧ⮵
그 나름대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과정을 벗어나기 위
한 어려움 등을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때, 긍정적인 동기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이죠.

≟⥟⮧œ᪳ăÇൿ⮧ᱳᒯ⥛᧯⮧≟ůࣧ᭷⮧ᰇ⩗қ⮧༻ᮓჷҷȳ⮳⮧ာÿ⮧⫇⮧ᷔ᧓⮧⁁᥇
⮧ÿᰟ༿⮧᥏ధsқ⮧ջ⚻⥇ȳ⮧ధȳ⮳⮧ᰘ▸ᛣ༻⮧ᰇ⥛ۯȳ⮳⮧⥜œ⮧⦌ᒯ
қ⮧≟ůࣧ⮧᧓⤿ᖏࣟ⮧᥏ధȳ⮧ࣴᬿ⮧⥜œᓠ⩟᧓⮧⭨ൿ⮧߇ౠ⮧⥟ۧ⮵

Yes!

œᛧ⮧ۯన᧓⮧ࣴœᭃ⮧ߜǻқ⮧⥷ဗȳ⮧⡟ᛟ⥷⮧֖ã⮧᥇ҏᧉ ≰⮧ڗᭇ⮧
⥷⮧sқ⮳⮧ᮔᭃ⮧᭷߇⮧ᰄᰋ⥟⮧ჷᓄᭇ⮧⥛᧯⮧ࣴœ⥛ߜ⦌⮧ڗᭇ⮧ᰄǼᰄᬿ⮧
ᭇ⮧ᰄǼ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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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아! 제자리 가서 앉아! 수업시간에 왜 돌아다니니?” “제철아! 친구한테
뭘 던졌어? 선생님 설명 안 들을래?” “기한이는 자꾸 뒤로 돌아보지 마! 옆 사람
과 얘기 하지 마! 또, 또! 하지말래도, 수업을 못 하겠잖아! 시험범위 나가기도 바
쁜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 하는데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주의 산만한 학생들 지
도이다. 수업진도를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수업과 관계없이 혼자 무엇인가를 하
는 학생,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선생님의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수
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등 종류도 많다.

 사례 이해
주의 산만한 학생의 행동은 그 원인을 찾아 시정해 주어야 한다. 선생님은 학생 당
사자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부드럽게 타이르거나 주의를
준다.
여러 번 주의에도 불구하고 산만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쉬는 시간이나 별도의 시
간에 학생과 면담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행동
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쉽게 실천 가능한 것부
터 시도해보도록 한다. 가정에 알려 학부모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

사례 개입
• 학생의 주의산만한 행동 상황의 상세한 기록,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내용, 전문가
의 치료 내용 등을 날짜별로 기록해 지도에 참고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ᘛᧈᛟ⮧ҷҷ⮧ᔟᔟ⮧ᘛᧈᭇ⮧သ߇ౠ⮧⥛sқ⮧œᛧ⮧မᬿ⮧ჷҷ
⮧ڗာ႘⮳⮧᭻¬⮧ຫ߈⮧ဟᦻ⮳⮧ø⟯ᛯ⮧ᱳᮨ⮳⮧ᘛᧈᛟ⮧ᴔ⮧Çᖐࠛ⮧ڗ
⫋Ç⮧ࣴᭃ⮧⥛᷃ᔻ᪗⮵
ᰇ༻᭛⮧ᰘ⩘⥟⮧᷇۫⮧ᧉ᭷⮧᥇᭷қ⮧⥜ᆃຫ᧓⮧ᔦᆋද⮧᭛న
³⥐⮧ÿᮌ⦌ߜᮨᥣ⮯⯈⯋⯏⯋⮰ᦛ⮧ڗȳ⮧⥛᷃⮧ᔻ᪗⮵⮧Ȍᰄ⮧ᰇ
༻⮧᷇۫ຈᭇ⮧᥏ද߇ౠ⮧ᦻᦷ⮧ᔣⓠ᧓⮧ᛣᴔ⥛ᕗ⮧߿᪗⮵

NO!

정신장애, 정신질환, 정신과 진료 등과 관련된 말에 아이나 학부모
는 신경이 예민하며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ఊ⮧⥷⮧ჷᔻ᪗⮵

ᘛᧈᛟ᧓⮧ÿᮌ⦌ߜ⥛ᦔ⮧ڗᓄᭇ⮧⮧œÿ⮧ᔣᓠۛࣧ˛⮧ᦔ⥷ൿ⮧ů⥛ã⮧₷⑯දᚧ
⚻ൿ⮧ාࣧᦷ⮧ȳౠ⥷⮧ᛟ߇ౠ⮧ᆃⓄ⥛ᔻ᪗⮵
선생님의 관찰평가 후 전문가에 의뢰 시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학부모
님과 면담 시 아이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ₛ᧓⮧ڗÿᮌ⦌ߜ᧓⮧⧋⮧⥟܃᪬⮧⪢ᘛൿ⮧ᰘ⥷ã⮧۫Çᰄᬿ⮧ᴇ᧯қ߇ౠ⮧
⥛ᔻ᪗⮵
⯈⯋⯏⯋᭛⮧≛ᰄ⮧ᰔǿᭇ⮧ᰇ༻᧓⮧᭛ಳ⥷⮧ჷᔻ᪗⮵⮧ᨋൿ⮧ࣧᦷ⮳⮧ø¬ᔴ᭷⮧ᮋ
⮧ڗÀ᪳⮧ڗ″⭜ÿ⮧ᭃ⮧෧₷ൿ⮧▸⥷ᔟ⮧ø¬ᔴ᭷⮧⡟↟ࠛã⮧ȷᮨ᭷⮧᭷ᩇ߿᪗⮵⮧
⯈⯋⯏⯋⥜ᓠ᧓⮧⮧ڗ᥇⮧ᧇ¬⥛᷃⮧᥍ᬿᔟ⮧⭓⚻௯᷃᷃⮧᥍⮧ڗာ႘᭷⮧⥇᪗⥛
ã⮧ăᔴ⮧ᮋ⮧ᴃቇ⩟ߜ⮳⮧▣ౣ⮳⮧ࣴ⮧₷Çᰄᬿ⮧ۧ⮧⥷᪗⮵⮵

Yes!

᭛ᷔᴔ⮧ᛟ᭷⮧ᷪᬿ࿃⮧⥟⮧ႋ᧓⮧⥟⮧᷃⮧Ѡҿ⮧ᘛ⮧ᮋ۫⮧ڗᘟ⥟⮧ÿᰟൿ⮧ᰟ
ᛟ⥷⮧ᔻ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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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아! 지우개를 잘게 썰어서 뭐하려고 하니?” “민철아! 샤프펜슬로 로봇을
만들려고 하니? 친구들 샤프에서 클립을 빼다가 죄다 끼워놓았구나!” “미수야!
서랍 안에 뭐가 있어? 계속 손으로 꼼지락거리네? 핸드폰이니? 가지고 나와라!
핸드폰은 1주일 선생님이 보관한다.” “선생님! 시간 봤는데요.” “뭐야? 문자 왔잖
아? 보낸 애가 누구야?” “다른 학교 애인데요.”

 사례 이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손장난을 하는 원인이 성격상 책임감 결여 때문인지, 기
질적인 지속성의 부족 때문인지, 부모의 양육방법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개
인 상담을 통해 탐색한다.

사례 개입
• 가정에서도 동일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므로 생활습관, 학습환경,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문상담가와 연결하여 문장완성검
사, HTP(집, 나무, 사람) 검사, 그림검사 등을 하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아이의 말문을 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손장난을 할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며 손을 사
용하는 역할놀이 즉, 고무찰흙놀이나 종이접기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
끌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심하게 주의 산만한 행동은 일종의 병(ADHD)이며, 학생의 현재 생활 및 미래 성장
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변 학생의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
어서는 안 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ԏ⮧⮧᭷ද⮧ාᮋ᷃ൿ⮧⥛⮧⯆ۋᰘᛣ᭷⮧⥛қ߇⮧ᧉᦷ⮵⮧ᖓᭇ⮧༹
ᦷ⮧֖᥇£ۧ⮨
아이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더욱 산만해져요.

NO!

Ⱅᰃ⮧᥇᭷⮧ڗ⮧ǻ⮧ᦷṗ⮧ᘛ⮧ᧉᦷⰖ⮧⟯ȳ⥷⮧ႇද⮧ڗᔣᓠۛ
᭛⮧᭻ᛠᭃ⮧᥋߿᪗⮵⮧ǻ௳⮧ᔣᮈ¯ᭇ⮧ႇදᔻ᪗⮵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따뜻한 시선으로 선생
님의 진정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아이를 변화시켜 보세요.

᭷ఊ⮧⥷⮧ჷᔻ᪗⮵
දൿ⮧ᨋᑛ⮧ᮛஓԧ⯆⮧ာ⥜ߜ᥋⮧ຳჷ⮧⋻ůқ⮨
틈나는 대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가 필요해요.

ᖓᮨҟ᭷⮧ᛯ⥷᷃⮧ڗॏ⮧ᦻᰟ᭻᷃⮳⮧ᦷধ⮧ᓄ⩬᭻᷃⮧ă″᭷⮧⥇᪗⥷᪗⮵⮧
᥇᭷⮧⭨⮧ᮋᦷ⮧⥛⮧ڗ᭷⮧༷᭻᷃⮧᥏᥇ჷã⮧᪘ůᆋා᭷⮧ᮋsқ⮧ᰘᔟᰄ
ᬿ⮧ᆋ᥋⥛᧯⮧ᖓᮨҟ᭷⮧ᛯ⥛ۧ⮧Ⴧ߇᭛⮧ᛟᭇ⮧ఫ⥛᧯⮧۷ᭇ⮧⥛ã⮧
ᰘÿ⮧᧳Ç⥛᧯⮧ຈᓄ᭷қ⮧᪗⮳⮧ᔟᨋ⮳⮧ဗࡔ⮳⮧߈ᔟ⮳⮧⚻⮳⮧⥟᷃øᨋ⮧ࣴ⮧ᓋ᪷⮧⩛
À᧓⮧ᰔ⥣⮧ᘛ⮧ᮋ߇ౠ⮧⥛᧯⮧ᷔᴔ⥛ڨ⮧ڗనᭇ⮧Ȼ௯߇ౠ⮧⥷ჷᔻ᪗⮵⮧⮧
⁈ᓄ⮧ᬇൿ⮧ɫњ⥛⮧ᰘߋᛟ⒧ã⮧⁈ᓄᬇ᧓⥇⮧̰⮧ڗ᪗⥟⮧༿wා⮧ࡓ߇ౠ⮧᷃߇
⥛ᔻ᪗⮵

Yes!

ᆇ⥛ã⮧᥋ᰘࠟ⮧ᔴ¬ᭇ⮧᷇⮧᥇᭷⮧ᷠᭇ⮧ᰘ⥛᧯⮧߇ౠ⮧⥷ჷᔻ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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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는 언제나 교과서를 가져 오지 않습니다. 공책이나 필통도 마찬가지입니
다. 번번이 집에 두고 왔다느니, 친구가 빌려가서 안 가져 왔다느니, 아니면 책상
위에 두었는데 누가 가져가 버려서 아예 없다느니,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교과서와 공책이 없으니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필기나 문제 풀이 등도 하
지 않습니다. 수업 중 활동을 하라고 하면, “책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하고 버
팁니다. 친구랑 책을 같이 보라고 하면, 그 책에 낙서를 하거나, 그 친구에게 빨
리 풀라고 다그치면서 그 친구 공부까지 방해를 합니다.

 사례 이해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
무 것도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물건을 챙기거나, 학습 또는 생활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학생일 수
있다. 가정에서 학생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개입
• 학습 동기 결여의 원인을 찾아보고, 작지만 꾸준한 보상을 통해 학습에 흥미를 느
끼고 동기를 갖도록 지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교과서 등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본다. 교과서와 공책을 친구나 선생님이
보관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
차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߇⮧₷܃ᰘᛣᭇ⮧ᦷगۧ⮧ࡓã⮧ۧ⮧ڗۋs⯆⮧ᦷা⮧⥜ᓠ᭷⮧
œÿᔟ߇⮧ᧉ᭷⮧⥜œ᧓⮧ᨯ⮧ᘛ⮧ᮋ⮧⯆ۋԋ⮧⥜ᓠ⮧᥇⯆
비난 대신 행동을 바로 잡아 주세요.

ਓ⮧ᧉӓ⯆⮧ԧ⮧ාң⮧ǻఊ᷃⮧ན⮵
포기하면 안 돼요.

NO!

᭷ఊ⮧⥷⮧ჷᔻ᪗⮵
ᨧ⮧ڛœÿᔟൿ⮧᥋⮧᰻⮧ᩗԧ⮵⮧œÿᔟ⮧ᴃቇ⥛⮧ڗᭇ⮧ᮓλ⮧ᮍ⮧ࠛ⮧ڗຫᦔ᭷ů
қ⮵⮧ᘛᧈ⮧ᴃቇ⮧ࠛ᷃⮧᥍ᬿ⮧ᘛ⮧ᘛᧈ⮧⩟ߜᭇ⮧⥫˛⮧ᰟ܃⮧⥣⮧ᘛ⮧ᧉã⮳⮧≟
ůࣧ߇⮧øᆃ⥛⮧߇ݳڗာ⥷⮧ࠛ⮧⮧ڗ᥇⮧ᔣᓠۛ᭷⮧ෑ᭷⮧᥋Ⓝɏ⮵
수업 준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구체적인 영향을 짚어주면서 선생님의
마음도 같이 전해보세요.

⥟⮧ႋ⮧ᛧᘛ⮧⥣⮧ڗᘛ⮧ᮋ᷃ා⮳⮧ရჸࠛ⮧᥋⮧ࠣ⮧⮧᥇⮵⮧ᦷা⮧⥛⮧ᮍ᷃⮧᥍ã⮧
œÿᔟൿ⮧⁜Ȼ⮧ᘛ⮧ᮋᭇɏ⯆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고, 작은 약속부터 지켜 나가도록 훈련하세요.

ᮓ᭛⮧œÿᔟ⮧ᮋᦷ⮧⥛⮧ڗ᭷ᬣൿ⮧ාࣧᦷᔻ᪗⮵⮧œÿᔟൿ⮧⩟᪬⥟⮧ᶋқ⮧᭷
Ⴇ⚻ൿ⮧ᴃቇ⥷⮧ჷ⮧ڗᭃ⮧ᦷফɏ᪗⯆

Yes!

각자 교과서를 펼쳐서 그 페이지의 글자나 인물 수 등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고,
사탕이나 5분 휴식권, 발표제외권 등의 쿠폰을 선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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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는 늘 수업에 늦습니다. 벌써 담당 선생님이 입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 천천히 사물함에 가서 책과 공책을 꺼냅니다.
거울도 보고, 빗질도 한 후에야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떻
게 하느냐고 선생님이 나무라면, 당당하게 “화장실 갔다 오느라 늦었단 말이에
요.” 하고 대답합니다.

 사례 이해
기본적인 생활 예절이 몸에 배어 있지 않고, 공동체 의식이나 약속에 대한 책임감
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경우로, 조금이라도 수업을 덜 받으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사례 개입
• 게으름이나 책임감 또는 학습 동기 부족이 원인이라면, 생활 태도 개선이나 바른
습관들이기,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 교사가 기분 나쁠 행동이나 선생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과장된 행동을 한다.
• 선생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표현이라면,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단호하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주되, 학생들 앞에서의 지적은 피하는 것이 좋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ቫද⮧ቫද⮧ࣧᦷᔟ⮧᥌᥇⮵⮧ᦷࣧ⮧کᨫ⮧ᰟ᧓⮧ཛ⮧ᮛ⮧⦋ۧã⮧
ǻఊ⮧کᮨᭇ⮧ᆃధ⯆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학생도 더 강
한 반감을 표현하게 되지요

ᦷगᔟ⮧ན⥛ۧ⮧᭷ᰟ⮧ࣧᦷᩃ⯆

NO!

길게 대답할 여지를 주지 마세요. 간단히 자리에 앉히고,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세요.

᭷ఊ⮧⥷⮧ჷᔻ᪗⮵
ᱳ᪬⮋⮧ᰟ⮧ᮓද᧓⮧᥌߇ౠ⮧⥷⮵⮧᭷ᰟ⮧ۧ⮧⥫˛⮧ᘛᧈᭇ⮧⥣⮧ᘛ⮧ᮋ£ůқ⮵⮧
Çᖐ⥣ɏ⯆
화난 표정으로 얼마나 늑장을 부리는지 지켜보지 마시고, 학생이 자리에 앉아 수
업에 참여할 때까지 잠시 수업을 멈추고 기다려 주세요.

ᦷࣧ⮧کᩃᔟ⮧ۧൻ⮧≟ůࣧ᭛⮧ᘛᧈ᧓⮧ာ⥷⮧ࠛ᷃⮧᥍߇ౠ⮧⥛ᮓ⮵
짧게,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고치라고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ᘛᧈ⮧Ѡқ⮧ڗᛟᭇ⮧᷃⒧ధ⮳⮧ᛟᮔ⥛⮧ڗᛟᭇ⮧᷃⌟£᷃⯆

Yes!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정시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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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이가 수업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는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1분 간격으로 손을 들고 급하다며 온 몸을 비틉니다. 다른 학생들
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얼른 다녀오라고 보냈더니, 요란을 떨고 다녀옵
니다. 주영이가 이번에는 물을 먹고 오겠다고 합니다. 집요하게 떼를 써서 할 수
없이 보내면, 다른 아이들까지 덩달아 ‘화장실 가겠다, 물을 마시고 오겠다.’ 야
단입니다. 그 와중에 주영이가 다시 손을 듭니다. 배가 아파서 보건실에 가야겠
답니다. 들락날락 하는 아이들 때문에 수업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사례 이해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동기와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행동이기도 하
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떼를 쓰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은 상황
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사례 개입
• 학생이 이런 상황을 의도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
도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알려줘야 한다. 계속해서 학생에게 끌려가다가는 전체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사고 자체가 미성숙한 경우라면, 한두 번의 요구를 받아주되 이러한 방식이 옳지
않은 것임을 인지하도록 지도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Ճᨫ⮧᷃⮧⮼ᆇ߇⮧᥋⮧ࠓ⮧ݳڗਓ⮧қۧã⯆⮧⥟⮧ႋ᧓⮧⥷³⥛ã⮧ᨧ
᷃⮧⮧ᮓλ⮧қۧã⮧۫᭷⯆
학생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ᛟч௯⮳⮧ǻӨ⮧※᥇⮵

NO!

학생의 행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해 주세요. ‘무조건, 그
냥’이라는 말로는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우니까요.

᭷ఊ⮧⥷⮧ჷᔻ᪗⮵

ຫࡓࣧ⮧ᘛᧈ᧓⮧ᷔᴔ⥷⮧ࠛ⮧ݳڗᨄ᭷⮧ᘛᧈᛟ᧓⮧ࣧۯsදۋɏ⮳⮧ᘛ
ᧈ᧓⮧ာ⥷ࠛã⮳⮧ᘛᧈ⮧ᆇᬇȳ⮧⭓ధ᰻ᔟ⮧ᘛᧈ⮧᷇⦌᭷⮧ ᷃⮧᥍ԧ⮵
나·메시지로 주영이의 행동이 수업에 방해되어 속상하다는 선생님의 마음을 전
하세요.

⩗ᮨᛧ⮧⮧⮳⮧ڗ༿⮧ᛟ⮧ڗᭃ⮧ᙯ⮧ڗᛟ᧓⮧⥷⮧⥛⮧ڗs⮵
짧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ᓄ⩬᧓⮧ळ⮧܃ₛာ႘᭷⮧ۧ൷£᷃ා⮳⮧ရᰄ᭻⮧ǟ≜ᭇ⮧ාࣣۧ⮵⮧
⮧⯁Ⱅ᪳ඳ⮧ᨄ᭷⮧⥇᪗⥟⮧⮳ݳᮓλ⮧қۧã⮧⥛ԧ⮵⮧᪳ᔣ⮧᭷⮧ÿᰟൿ⮧ۧ⮧⥷⮧֖ã⮧
ۧՃᨧ⮧ڗw⮧ᦷফɏ⯆
학생이 주의를 기울일 만한 과제를 제시해 주세요.

⥟⮧ᒯஏ߇⮧ባᷓᧉ᭷⮧᭷⮧ᆃᆇɏ᷃ൿ⮧ۧ⮧⥷⮧ҷ⮧ຫࡓ⮧⥫˛⮧ᙷ⮧ᘛ⮧ᮋ⮧ڗᛟ
ᭇ⮧ᴇ⮵
학생 전체를 달래야겠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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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이는 국어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며 과자
를 먹습니다. 엎드려 있지 못하게 하고, 교과서가 없다고 꾸중할 것 같아서 그냥
수업에 들어가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미정이의 무단 결과는
계속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교실에 데려다 놓아도, 어느 새 나가버리고, 아예 학
교 밖으로 나가는 날도 생겼습니다. 들어가기 싫은데 왜 자꾸 수업에 들어가라
고 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례 이해
‘그냥’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수업 시간을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그
시간을 피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대체로 학생들은 수업태도에 엄격하고,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교사를 부담스러워
한다. 즉, 자신의 행동양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하고 싶어 한다.

사례 개입
• 해당 교과 선생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문제라면, 그 교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 들려주고,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야기하게 하여, 서로
양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협의하게 한다.
• 수업 거부 정도가 심각하면, 며칠 자율학습을 하며 마음을 다스릴 시간을 주는 것
도 방법이다. 이 경우 담당 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에 공부할 부분을 지
도받게 하는 것이 좋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ⰓǻӨⰔ᭷⮧ී᭷⮧߿⯆⮧߇⮧₷܃᭷ᬣ⮧ན⯆⮧⮧ᘛᧈ᧓⮧ࣧᦷ⮧⮧
ȳ⮧ᛮᭃ⯆ݳ
‘왜’는 질문이 아니라 비난처럼 들려요.

ᘛᧈ᧓⮧ࣧᦷã⮧᥋⮧ࣧᦷ⮧⮧ڗԧ⮧ᔣⓠᒯ⥰᭷⯆⮧ᘛᧈ᧗⮧༷
ᱳw⮧ࣧᦷ⮧ڗs⮵
강요는 반발심만 키워요.

ᔣᓠۛ⥟╏⮧ԓ⮧↳᷃⮵
선생님들은 다 한 편인 것 같아요.

NO!

᭷ఊ⮧⥷⮧ჷᔻ᪗⮵
ᘛᧈ⮧ࣦȳ⮧ෑ᭷⮧⮛ࣧқ⮧ჷůқ⮵⮧ǻ௳⮧ݳᔣᓠۛ߇⮧ԧ⮧ҷ⮧ᘛᧈ᧓⮧ࣧᦷ
᷃⮧᥍ᬿధã⮧⥛⮧⮧ڗ᥇⮧᭷⮧۸۸⥛ã⮧ᖐᓄ⥛۫ۧ⮵
우선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의 감정을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이 어
떤지 학생에게 들려주세요. 논쟁하지 말고, 그냥 서로 마음을 나누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Ⴧ⮋⮧ǻ⮧ᘛᧈ⮧ᛟ᧓⮧ࣧᦷȳ⮧ᛮᭇ⮧ා⥟⮧༷ᚫ⮧᭷⮧ᮋ⯆ۋ
‘왜’ 대신 ‘무슨’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수업담당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들 간
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ᦷা⮧⥛⮧ԧ⮧ᘛᧈ᧓⮧ባ᷃᷃⮧᥍ã⮧※᧯⥣⮧ᘛ⮧ᮋᭇɏ⯆⮧ԧ⮧ᓠᭃ⮧ᦷণ⮧⯆ۋ
ᔣᓠۛ˛ᔟ⮧ᦷধ⮧ⓟ߇⮧ԓ⮧⮧⥷܃⮧£⯆ۋ
학생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ᔣᓠۛ˛ᔟ⮧ԋ᧓⮧ဗ⮧ڗw⮧༷⮧⮧⮧⯆ۋǻ⮧ᴔ᧓ᔟ⮧ԧ⮧⥣⮧ᘛ⮧ᮋ⮧ڗw⮧
ᦷধ⮧s⯆ۋ

Yes!

기본적인 수업 태도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가도록 해 보세요.

35

⮸⮺

ÿᰟൿ⮧⥷⮧ᨧ᷃⮧᥍᥇᪗⮵

정희는 딴 짓을 하거나 졸지 않고 늘 수업에 열중합니다. 발표를 시키면 가장
먼저 손을 듭니다. 독후논술문을 쓸 때면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죠? 이
런 이야기로 시작하면 될까요?”하고 물으며 열의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
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내내 질문만 할 뿐 한 자도 쓰지 않고, 약속했던
발표도 “죄송해요, 다 못 했어요.” 하면 그만입니다. 매사에 열의를 보이는 듯하
면서도, 과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례 이해
본인의 의욕만큼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능력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한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뿐, 실제로는 과제를 해결할 만큼의 에너지
나 동기가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선생님의 질문이나 요구에 빨리 반응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빨리 종결해 버
리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다.
완벽하게 잘 하고 싶은 욕구가 크지만 욕구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매번 좌
절하며 과제완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개입
•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생의 능력에 맞는 과제로 대체하거나, 적절한 수준으
로 수행 방법을 안내해 준다.
• 존재에 대한 인정은 분명하게 해 주되, 상담을 통해 에너지나 동기 결여의 원인을
파악한다.
• 과제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완성된 결과물을 내도록 돕고, 작은 성취감부
터 경험하도록 적절한 과제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하는 경험을 하도
록 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߇⮧⮧⥛ᔟ⮧⮧ᮓλ⮧қᔟ⯆
기를 죽이면 안 돼요.

ԏ⮧ᰟ܃⮧⥷⮧ᨧ⥛⮧⮧ڗқ߇⮧ᧉůқ⮵
지나치게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그 이전 것까지 비난하지도 말고요.

NO!

⥛ȳ⮧ᛮᬿ⮧ද⮧⥟ۧã⮧⥛᷃қ⮧ී᷃⮵⮧᥋⥛ۧ⮧ۧ⯆⮧ԋ⮧
ॏ༻᧓⮧ᘛᧈ߇⮧ᰟ܃⮧⥣⮧ᘛ⮧ᧉᮙ᥇⮵
비난하지 말고, 아이의 잘못으로 일어나게 된 상황을 이해시키세요.

᭷ఊ⮧⥷⮧ჷᔻ᪗⮵
ᨧڛᭃ⮧ǻߜ᥋⮧ဟ⡟⥷ჷ᷃⮧᥍ᥛ⮧ݛᒯஏ⮧ᴔ᧓ᔟ⮧⥷ჿɏ⯆⮧⥟⮧ᒯஏ᧓ා⮧ᆃ۷
ᭇ⮧ᴇ⮧ᘛᧉ⮧ڗᬿۋɏ⮳⮧ᨧڛᭃ⮧ۧൻ⮧ᒯஏ᭷⮧ဟ⡟ൿ⮧⥷⮧ჷᮓ⮵
다른 학생에게 발표 순서를 자연스럽게 돌려주세요.

ÿᰟൿ⮧ԋ༷⮧ᩇჀ⥛⮧ᴃቇ⥛ధã⮧⥛ۋɏ⮧ᆃ۷ᚧఀ᷃⯆⮧ᔣᓠۛ⥛ã⮧ ⮧⥣⮧
ᘛ⮧ᮋ⮧ڗာ႘᭷⮧༷᭻᷃⮧᭷⮧ᓠ⥷⮧ჷᮓ⮵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해 주세요.

᭷௳⮧ᆃᆇᭃ⮧※⮧ůқ⮵⮵⮧ۧᭃ⮧ᦷা⮧ࠛ⮧⯆ۋ᭷ᰟ⮧ۧ⮧ᆃᆇᭇ⮧ᩇᔴ⥷ჷᮓ⮵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장점을 찾아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ÿᰟ⮧ڗᰘ⭯᭛⮧ջన᭷⮧ෑ᭷⮧ჷ᭷ݗůқ⮵⮧ᔴᛧ⥛⮧ջన⥟⮧᭷⮧ჷ᧯ᔟ⮧
ᰘී⮧᧓⮧ࣣۧ⮵
작은 성취라도 보이면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Yes!
37

⮸⮻

᥇᭷ࣧ⮧ᥡ᧓ᔟ⮧ᔣᓠۛᭇ⮧փధ᪗⮵

교실 칠판에 선생님의 얼굴(또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리한 모
습으로 정확하게 그린 우스운 모습(선생님을 비꼬는 그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례 이해
이러한 사례는 흔히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이 재미삼아 한 장난일 수도 있고 선생
님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기도 하다.
누가 그렸느냐고 추궁하거나, 짖궂은 장난에 기분이 상하여 그림 그린 일을 나무
라거나, 무익한 설교나 타이르는 일을 하면 갈등 국면으로 이끌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선생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림을 그
린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심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짓궂은 장난기로 이
해하면 사태 해결이 수월해진다.

사례 개입
• 현명한 선생님은 학생의 행동을 비꼬거나 직접적으로 혼내지 않으며, 학생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창작력에 초점을 두면서,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ů⯆⮧ǻඳ⮧ᒯஏ⮧қᩃ⮨
강압적인 태도로 상황을 악화시켜요.

øᆃ⥛⮧᧓✓≣⮧ڗ᭷௳⮧ǻᭇ⮧ǻදۧ⮧⮳ۋ؇ų᷃⮧⮧ࠓůқ⮨⮧؇
ų᷃⮧᥏⮧ා⥛ۧ⮨
비꼼으로써 반감을 유발해요.

NO!

≣✓ᭇ⮧øᆃ⥛⮧ݳ⮧ڗᣳ⮧ڗs᷃⮳⮧ԋ⭯ࣧ⮧ᮨҟ᭷⮧᥇⮧⥟⮧⮵ۋႋ
ᭃ⮧ǻӨ⮧ԛᦷ᷃ා⮧ਓ⮧ǻ௯⮧ාࡓ᷃⮧᥍⮵ۧڗ

᭷ఊ⮧⥷⮧ჷᔻ᪗⮵
⮯ǻᭇ⮧⭨⮧ᮋ⮧ჷãқᔟ⮧⮋⮧᷃᪳ᔟ⮰Ⱅᦷқ⮧ᮛ⮧ǻڗ᷃⮧᷃᪳ȳ
⮧ڗ᥇ɏ᪷⮧{⮵⮧᭷⮧ǻᭇ⮧ǻඳ⮧⩗⮧⥛᧯ȋ⮧ᲈ᭷᧓ۧ⮧ۧᛟ⮧ᨱ«⮧ǻද߇ౠ⮧
⥛⮧£ۧ⮵
짖궂은 장난기로 이해함으로써 상황 해결에 용이해진다.

Yes!

※⮧؇⮧ǻڗ᷃⮧ᔣᓠۛ᭛⮧⚼ᷘᭇ⮧ᮛ⮧қⓃһ⮧ǻ᭷ԧ⮳⮧⮸⮷ᰓ⮧ාᰓ᧓⮧⯀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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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ᨫۧã⮧⁀⮧ۯధ᪗⮵

수업 중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 “눈이다!”라고 소리쳤고 아이들
은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일제히 교실은 소란스러워졌고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는 학생들도 있고 창턱에 재빨리 엉덩이를 올려놓는 학생도 있습
니다.

사례 이해
눈이 내리는 광경은 누구한테나 경이감과 환희감을 불러일으킨다. 환호성과 함께
창문으로 달려간 행동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한 것
이다. 덧붙여 수업에서의 이탈을 즐기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다.

사례 개입
• 눈 내리는 광경에 찬탄하는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은 존중받는 만큼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학생들의 감정을 존중하되, 소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런 상황에서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학생과 함께 탐색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ᱳ᪬⮋⮧⥷⮨⮧؋⮧ҷද⮧ڗs⮧ₛ⮧ჷ⯆ۋ
학생들의 감정을 무시하여 모욕감을 유발한다.

ᮓද᧓⮧᥌᥇⮨⮧ᘛᧈ⮧ᛟ᭷ᮙ᥇⮨

NO!

⮯᥇༷௳⮧ရ᭔ᭇ⮧ჷ᭷᷃⮧᥍ã⮰⮧⁀༻ᬿ⮧ຳధࣟ⮧ڗ᥇᭷ࣧᭇ⮧ာ
ă⥟ۧ⮵

᭷ఊ⮧⥷⮧ჷᔻ᪗⮵
ᩃ⮳⮧؋᭷⮧ᨧڗůқ⮵⮧؋᭷⮧ᨧ⮧⮳ۋԋ⭯ࣧ⮵⮧ᛣқ᷃⮵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한다

⮯ᮣᛟ⮧᥇᭷ࣧÿ⮧⁀မᭇ⮧ჷۧ⮰⮧᧯௯ᆇ⮳⮧ࡓ⮧᷃⮧ᴔ᧓⮧⥛қൿ⮧ᔣⓠ⥛ᮓ⮵⮧᧯௯
ᆇ᭷⮧ᱳ᪬⮋⮧ᰟᮓද᧓⮧᥌ᬿ⮧ᔣᓠۛÿ⮧⥫˛⮧؋⮧ҷද⮧ڗᭇ⮧⮼ᆇ⮧ᰘ߇⮧ჿ⮧ᘛ⮧
ᮋã⮳⮧ǻఊ᷃⮧᥍ᬿ⮧⋧⚿⮧ҷදã⮧ᘛᧈ⥛⮧ڗs⮵⮧ᦷা⮧⥛ã⮧⯆ۋ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한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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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철도에 대해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몹시 편찮
으세요.”
사례 2. 보호색에 대해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말했다. “우리 개는 강아지를 만
지는 사람을 사정없이 물어요.”
사례 3. 건강에 대해 공부하는데 한 학생이 물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
게 되지요?”

 사례 이해
수업 중에 학생들이 주제와 동떨어진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 선
생님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이다. 대체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거나
자신감은 없는데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 경우에 이러한 질문을 한다.

사례 개입
• 일단 학생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고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수업의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어야 반감 없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때로는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 꾸중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ᒯృ⮧⮸⮧⯁⮧⮧᥇⥣⮧⮳ۋ⮧ۋ₣߇ӓ⯆⮧⮧øᆃ⮧ᛟ᧓⮧ᮓȳ⮧⥣
⮧ۋ᭷ȳ⮧⯆ۋԋᦻ⮧ڗᰟқ⮧ဗჷ⮧ᭃ⮧ᖏදා⮧⥟
۫⮧ී⮵
모욕감을 느껴 반감을 갖게 된다.

NO!

ᒯృ⮧⮹⮧⯁⮧⮧᥇᷃ᩃ⮧ჷ⨻ᓌ᭷⮧༷ᚫ⮧ăÇ⮧ᮋ⮧⯆ۋᘛᧈ⮧ᛟ᧓⮧
⥟⮧ᓠා⮧⥛ã⮧ᮋůқ⮵
ᒯృ⮧⮺⮧⯁⮧⮧қ߇⮧ຳ⮵⮧ᴀ᧓⮧ᦛ⮧⥷܃ȳ⥛⮧⮧ڗ᥇ۋᮙ᥇⮵

᭷ఊ⮧⥷⮧ჷᔻ᪗⮵
ᒯృ⮧⮸⮧⯁⮧⮧ǻ⮳⮧ǻ௳⮧ݳ⮧⥣⮧ۋᓠ᭷⮧үᭇɏ⯆⮧⨼ᛟ⮧ȳᩃ⮧⥣᧳⮧ۋă
ࠟ⮧᭷⮧ᮋ⯆ۋ
ᒯృ⮧⮹⮧⯁⮧⮧⮩ჷ⨻ᓌᭇ⮧ဳ᪳ۋɏ⮧ᦷ᭛⮧᥇᷃⮧ჷ⨻⮧ᓠүůқ⮵⮧ǻ௳⮧ݳჷ
⨻ᓌ᭷ஃⰋⰋⰖᘛᧈᭇ⮧Çᖐ⥛⮧᷋༻᧓⮧⮧⥟܃Ⴧۧൻ⮧ᦻȌ⥛᷃⮧᥍
⮧߇⮧ڗာ႘᭷ۧ⮵
ᒯృ⮧⮺⮧⯁⮧⮧⮷⮷⨻⮧ڗȳᛯ᭷⮧෧᪳⮧ෑᭃ⮧⮧ůқ⮳⮧۫⮧w⮧ᬣ᷃᧓⮧ă⥟⮧øᆃ⮧฿
ᰃ⮧⥛ãқᔟ⮧ۧႋ᧓⮧ȳ⪏ൿ⮧ාࣧᦷᔟ⮧ǻ⮧ᰟ᧓⮧ᦛ⮧⥷܃ȳ⥷ჷ⮧ڗ
߇⮧£᷃⮳⮧۫⮧øᆃ᧓⮧ᷔᴔ⥷ჿɏ⮵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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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뭘, 내내 뒷사
람 돌아보고 떠들던데.” “저 안 떠들었는데요.” “훈아, 쓰레기를 왜 그렇게 잔뜩
버려놨니? 얼른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렴.” “제가 안 버렸는데요.” “훈아, 수업 중
에 지우개 조각을 던지면 안 되지?” “아니요, 저 안 그랬는데요. 제 지우개 여기
있는데요.” 훈이는 어떤 경우에나 무조건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
다. 목격한 학생들이 있고, 심지어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보았는데도, 절대 자신
이 한 게 아니라고 우깁니다. 몇 번 같은 지적을 하면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도
리어 화를 냅니다.

 사례 이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본
적으로 거짓말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라 할 수 있다.

사례 개입
•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게 되면, 더욱 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므로, ‘왜’ 라는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미 습관이 되어 버린 경우, 진위를 가리는 방식은 무의미할 수 있다. 모든 정황
상 사실이 분명한 경우 “했니, 안 했니?”를 질문하여 거짓말을 유도하지 말고, 처
음부터 잘못된 행동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 우기면 넘어간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고착시키는 길이므로, 단호
하게 대응한다.
• 단, 여러 친구들 앞에서 억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심
만 키울 수 있으므로, 대치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한다.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1부
수업방해 학생들,
어떻게 만날것인가?

✖ ᭷௯⮧⮧᥋⮧߿᪗⮵
᥋⮧⥛ȷ⮧ཛ⮧᥋⮧⥷⮳⮧ԋ⮧⦋ᮙ᥇⮵⮧⦋ᦷ⮳⮧᥋⮧⦋ᦷ⯆
다그쳐 물으면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ҷ⮧ۧ⮧ᄧ⮧ݳڗ⮧sᷖී᭷⯆⮧ԏ⮧ᮈා⮧᧷⮧⥰ᓄ⮧sᷖී᭷⮵
‘항상’이라는 말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NO!

᪳ȳ⮧ۧ⯆⮧᪳ȷۧã⮧ҷ⮧ǻӨ⮧ԛᦷ ⮧ᴇ⮧᥏᥇⯆⮧ਔဗ⮧
ී⮧⮧⥷⯆
선생님과 학생의 대치국면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ఊ⮧⥷⮧ჷᔻ᪗⮵
⫋᭷ஔ⮧ᰘ᪳⮧ᮓλ⮧᭷ȳൿ⮧⥷ᔟ⮧ᔣᓠۛ᭷⮧ᘛᧈᭇ⮧᷇⦌⥣⮧ᘛ⮧ᧉůқ⮵
함께 잘못한 친구가 있다면 같이 지적을 해 주세요.

œᛧ᭷⮧᷃ᰃᆇ⥛ԧ⮵⮧ᒳା⥟⮧ȳᆇᬿ⮧ᘛᧈ᧓⮧ᷔᴔ⥣⮧ᘛ⮧ᮋ߇ౠ⮧ɏ᭷᧓⮧ফ
ᦷ᰻⮧ᮋ⬷⮧ڗ᷃ൿ⮧ᰇᆃ⮧ᴐ߇ౠ⮧⥛ᮓ⮵

Yes!

특정인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다 함께 정리하도록 유도하여 본인이 버린 쓰레기
를 줍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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ചࠁחਸр߄חۄनইӝ౮իೠ
화가 날 때는 무조건 화를 억눌러서도 안 되고,
화를 준 상대에게 금방 돌려주어서도 안 되고,
화를 회피하면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도 안 되고,
주먹으로 샌드백을 치면서
엉뚱한 곳으로 화를 쏟아내서도 안 됩니다.
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분노를 담아주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_김형경, 「천 개의 공감」中에서

제2부

ᆇջ᧓⮧ ⮧⥜ᓠࣧ⮳⮧
ᦷ⮧⥣᭻

01

ࢶࢤש೧ঠೡҮ۱ߑഝز

Ү۱ߑ߂ઁޙ೧Ѿਸਤ೧оࡅܴܲӡәղীࢲҮ
۱ߊࢤغঋ۾بࢶࢤשࢤਸ࢚ਵ۽ҮਭೞҊפݽఠ݂ೞ
חѪ

1.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
1)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학생들에게 바르게 알린다.

폭력성,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접속자가 많은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험담하는 행동,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심리적인 괴롭힘이나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동도 학교폭력이다.
2) 폭력은 문제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
거나 주먹을 휘두를 경우, 일시적으로 문제해결이 되는 것 같아 보일
뿐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감정만 상하게 된다.
또한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게 되고, 폭력에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
을 인식시킨다.
3) 학교폭력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입장을 학생에게 분명히 전달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친구는 우리가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
이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며, 약점을 핑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2부
분노에 찬 학생들,
어찌할 것인가?

계로 놀리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학교폭력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간에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여기면서 행동을 반복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은 큰 상처를 받고 가해학생들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선생님은 학교폭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학생에게 전
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학생 스스로 폭력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위험행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이 세상에 맞아도 되고 피해를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나와 다르다
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혀서도 안 된
다. 가해학생 행동을 선도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교폭력 피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위험행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۱ೖ೧ਤ೯ۆز
남의 험담이나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예쁜 척, 잘난 척 하거나 수
업시간에 튀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학생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짓거
나 행동하는 경우

5) 선생님은 어떤 문제든 학생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에
게 학교폭력 피해 관련하여 용기 있게 상담하도록 지도한다.

만약 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의 위험에 처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
가슴앓이를 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해결하기기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 등
에게 의논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선생님은 언제든지 학생들과 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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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한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학생도 반드시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
등에게 말씀드리도록 지도한다. 선생님은 말한 학생에게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말과 함께,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며 당연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ࢶࢤשਬೡࢎ೦
• 선생님 자신의 과거 학창생활을 기준으로 요즘 학생들 간에 벌어지
는 일을 바라보는 것은 금물! 과거 친구들 간의 주먹다툼이나 따돌
림과 요즘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학교폭력의 양상은 다르므로, 과
거의 기준을 버리고 현재, 그리고 학생 중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본다.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학교폭
력에 대해 투명하고 중립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2. 학교폭력 예방 모니터링하기
1) 학급 내 학생들 간의 관계나 학급 분위기를 수시로 탐지한다.

수업시간 중 피해나 가해 조짐이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외톨이로 있거나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
펴본다.
2) 가끔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 학급에서 또래 도우미를 5~6명 정도를 뽑아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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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지지해주며, 일정 기간 후 재선출하여 참여하는 학생 수를 늘려가
고,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5) 배움터지킴이 선생님과의 교류를 통해 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사
전에 탐색한다.
6) 학급 내 학교폭력의 조짐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상담교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7) 자신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학생들 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폭력 사
안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둔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면 반드시 신고하고,
사안 접수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과 유의사항, 초기 대응에 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한다.
8) 폭력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 주변 지역의 가로등 설치나 CCTV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아울러 경찰 순찰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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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집단폭력 여부, 가해학생의 구성, 규모, 기간, 피해 정
도, 폭력 원인 등을 기록한다.
•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를 찾는다.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정황 파악 후 학교에 신고한다.
• 목격학생이나 기타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진술서를 받아둔다.
• 가해학생이 파악되면 사건 직후 진술서를 쓰게 한다. 만약 집단인 경우, 가
해학생들을 격리시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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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담당자
담임교사
(1차 조사)

피해학생 조사
상담교사
(2차 조사)

비고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을 안심시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함
상담교사의 조사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과정이
될 수 있음. 상담교사는 피해학생의 심리를 안정
시키고 심리적 피해 정도, 과거의 피해사실 여부
를 파악

처리방향 협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주변학생 조사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

설문조사, 면담 등의 방법 활용

객관적 입증
자료수집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

증거 자료(증거물, 설문조사, 면담 자료 등)

가해학생 조사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

가해사실 인정받기, 보복행위 금지

이후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전담기구 소속 교사 각
각의 역할을 정함

ࢎউܻറ ۧѱೞࣁਃ
•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사과편지 조차 쓰기를 거부하는 가
해학생들이 적지 않고, 주위에서 이를 부추기면서 상황을 어렵게 가져
가는 경우가 있다. 가해학생이 한 행동이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이
었는지 생각해보게 하고, 피해학생의 입장을 조망해보면서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한다.
•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 가해학생의 보복을 방
지한다.
• 학급구성원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게 한다. 동조자, 방관자의 반
성을 유도한다.
• 피해학생의 장점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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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알아두어야 할 것, 3가지
1) 학교폭력사안이 경미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는 ‘해당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사
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
집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에게 재량권이 있다. 즉, 학교의 장이 자
신의 판단여하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를 소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의 비인격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과 욕구불만 요인을 찾아내어 조치를 하는 것이 차후의 더
큰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에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치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호자에 대한 통보가 반드시 필요한가?
학교가 학교폭력의 사실을 신고 받고도 해당학생들의 보호자에게 통보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해당학생들의 학
부모로 하여금 학교 측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
려 원만한 사태해결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는 피해 및 가해학
생의 보호자에게 학교가 알게 된 학교폭력의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교사는 보호자들이 흥분하여 감정에 치우친 돌발행동을 하
지 않도록 진정시킨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앞으로 진행될 절
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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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의 의무와 비밀 준수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신고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

수규범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누구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과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의무 여부

법적 의무

법적 의무

위반 시 처
벌여부

처벌규정 없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가해학
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그리고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
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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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학생 조사 및 면담
1)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
반복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을 상
실한 채, 어떠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학생의 입장을 조망해
본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

ೖ೧ࢤٜыࢤחпҗӒ
•내 잘못이 커, 내 탓이야.
▶피해 받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자신에게 돌린다.
•왜 모두 다 나만 괴롭혀.
▶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절망적으로 과장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 다는 것은 가
능한 일이 아니지만, 상황을 과장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행동을 합리화한다.
•‘어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누가 해결할 수 있겠
어? 불가능한 일이야.’ ‘얘기하면 뭘 해, 나만 더 놀림거리가 될 텐데⋯ 나만 이상한 애
취급을 할 텐데⋯’
▶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
로 생각하며,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 어떤 누구
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 한다.
•‘억울해.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거야. 두
고 봐.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가만두지 않겠어, 다 죽여 버리겠어.’
▶ 때로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당장 폭발할 것 같다.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나만 없어져버리면 돼, 부모님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이대로 영영 사
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 때로는 죽음으로써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보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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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상태를 살펴서 아이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사
람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늠하여 다가
가도록 한다.
2) 피해학생의 반응에 따른 상담

선생님이 피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만, 학
생들의 무반응에 선생님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게다가 피해학생의 거슬리는 행동에 선생님의 집중력은 흐트러지기도
한다. 선생님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만, 개입해야 할 타이밍을 놓칠 경우 문제가 더 악화되며, 학생과의 소
통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너무 사정이 열악한 피해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감상적인 개입은 선생님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채 결국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러
피해학생을 불신과 절망감에 빠뜨리게 할 위험도 있다.
피해학생의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을 간략히 살펴보자.
➊ 울면서 과격하게 행동하는 경우
선생님 : 쉬는 시간에 00 교과서 가져간 사람은 어서 빨리 돌려줘라.
학생들 : (침묵~~~)
선생님 : 누가 그랬니? 어서 빨리 순순히 돌려줘라. 더 이상 말하기 전에 돌
려줘라.
피해학생 : (계속 울고 있는데 갈수록 소리가 점점 커진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기도 한다)
선생님 : 자기 물건은 스스로 보관을 잘해야지, 아무리 속상해도 책상을 주먹
으로 내려치는 것은 아니지. 그것도 선생님 앞에서...
피해학생 : (목놓아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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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사례의 경우, 피해학생은 선생님이 겉으로만 자신을 이해한
다고 생각하기 쉽다. 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하거나 돕기는커녕 자신
을 나무라기만 한다고 여기게 되어 더욱 더 서러워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된다.
•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
어야 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꾸짖음은 본래 피해학생을 괴롭힌 학
생들의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의도와는 거리가 생기게 된다.

• 다른 방관학생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신의 몫보다 피해학생의 허물이나
과오를 더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양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피해학생의 행동에 대해 꾸짖기보다는 왜 이렇게 피해학생이 과격
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 다수의 학생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00가 얼마나 힘들면, 오죽
했으면 이렇게 까지 행동하겠느냐?”.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 00가 많
이 힘들어하는구나.”
• “00야,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충분히 네 심정
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으
니 좀 더 차분히 기다려보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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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
(침묵하는 피해학생에게-- )

선생님 : 소희야,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소 희 : ⋯⋯
선생님 : 선생님 못믿니?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어서 말해보렴.
소 희 :⋯⋯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선생님 : 도대체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무슨 말이라도 해야 널 도와줄
수 있잖아?
소 희 :⋯⋯
선생님 :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주어야 하니? 선생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
하는데,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 아이가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침묵하는 학생을 보면 안
타깝고 때로는 갑갑하고 바보스럽다고 여기지만, 이들은 불안 혹은
반항심 때문에 침묵하고, 심한 위축감과 불신감 때문에 어쩌지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침묵도 학생의 표현 가운데 하나이므로 침묵도 존
중되어야 한다.
▶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해쳐
나갈 만한 에너지도 용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무조건
극복해야 한다며 피해학생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매사에 급하게 서두르면 실패하기 쉽다. 선생님의 기대나 진도대로
따라오지 않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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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침묵하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선생님은 네가 여기까지 버티어 낸 것에
대해 진실로 대견하게 생각해.”
•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 “아직 네가 말을 할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보구나.”
• “선생님은 너를 돕고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데, 선뜻 말
하기가 힘든가보구나.”
•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혹은 뭐가 제일 불안한지 궁금하네.”
• “네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면 어떨까?”
• “선생님은 네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 “그래, 오늘은 영 이야기하기가 불편한가 보구나.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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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두려움, 분노, 억울함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성 수 :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다 나를 비
웃는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한 사람은 ‘나’인데...
선생님 : 그럴 리 없을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애들도 진실을 알게 되겠지, 시
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네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
을까?
성 수 : 선생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 애들이 저를 얼
마나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걸 매일 봐야하
니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똑바로 쳐다보면 아마 나
를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도움을 청하란 말인가요? 애들한테 더 당하겠죠.
선생님 : 너라면 하겠지, 넌 이겨낼 수 있을 거니까, 잘 할 수 있어, 내 말만
믿어봐.

▶ 성수는 놀림거리가 될까 걱정이고 또래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갑갑한 상태이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너는 이겨낼 수 있
을 거야, 잘 할 수 있어, 학교폭력 별 것 아니야, 시간이 다 해결해줄
거야’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위로가 되기보다 더 큰 절망감과 선생님
에 대한 불신감만을 주게 된다.
▶ 피해학생은 두려움과 분노, 억울함과 무기력으로 인해 스스로 극복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이로 인해 더욱 괴로울 수 있다. 오히려 다
른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하면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지 못한다
고 생각할 수 있다.
▶ 선생님은 피해학생의 생각이 비현실적이고 과장되며 자기중심적으
로 생각이 굳어지는 것 같아 그 점을 깨닫게 해주려 했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심리적인 지지이다.
61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학생과 선생님이 나눌 수 있는 대화로 이러한
것은 어떨까요?
• 학교 다닐 것이 걱정이라는 성수에게
▶ “아이들이 너를 오해하고 너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

매우 속상하고 갑갑했겠구나.”
•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우
▶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

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그리고 너도 나중에라도 어려움
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당연히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
땐 너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만큼 베풀 수 있을 거야.”
• 언제 어디서 다시 피해를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피해학생에게
▶ “선생님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루 빨리 사태를 수습하여 네가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게,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네 곁에서 힘이 되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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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학생 조사 및 면담
1) 가해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중에는 무언가 불만에 가득 찬 표정과 주위를 지
배하려는 힘을 갈구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학
생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방관하는 가해학생도 있고 과거에 피해를 당했
던 학생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폭력적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므
로, 가해학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어려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된 경험이 부족하다거
나, 또래 친구들이 폭력적이든가 유독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 있다든가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해학생은 대체로 폭력에 대해 친숙한 태도를 보이고 폭력 행동에 대
한 합리화를 하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무시당한 만큼
꼭 되갚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
나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 들 때 참지 못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경우, 폭력행동을
중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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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학생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대응

가해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 하지만,
무책임한 태도, 죄의식 결여, 공격적인 언사 등에 불쾌해지기가 다반사
이다. 학생들의 분노 표출과 공격적언사가 선생님에 대한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이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가해학생 스
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하고자 노력해보지만, 요리조리 빠
져나가는 학생을 다루기는 더더욱 어렵다. 가해학생의 비협조적인 태도
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간략히 알아보자.
➊ 가해학생이 모순된 말만 계속하는 경우
학 생 : 저는 처음부터 소심이란 애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 애를 힘들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전 억울해요. 소심이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 같이
굴지만, 그 애도 못되었고, 이번 일에 책임져야 돼요. 전 그냥 강철이
가 할 얘기 있다고 해서 학교에 남았을 뿐인데⋯ 선생님은요~~
선생님 : 그만 좀 해라. 더 이상은 못 듣겠다.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래? 너한
테 얘기할 기회를 주었으면 좀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니? 네가 강
철이한테 소심이와 약속 있다고 집에 가지 말고 남으라고 했다면
서?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냐? 남자답게 책임질 것은 져야 하
는 것 아니냐?

▶ 가해학생이 모순된 말을 할지라도 우선은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끊지
말고 듣도록 한다.
▶ 가해학생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있던 다른 친구와 피해학생이 궁지에 몰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한 경우에 드러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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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공격받는다고 인식할 때 자신을 방어하면서 만만하게 여기는 사
람을 탓하거나 끌어들인다.
▶ 학생의 거짓말, 학생의 삐딱한 사고를 바로 잡으려는 선생님의 태도는
당연하고 필요하지만, 한 템포씩 늦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일 수 있다.
▶ 공감을 하면서 학생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기
서는 학생이 한 말을 선생님이 정리하는 선에서 대화를 계속하여, 학
생 스스로 할 이야기를 정리하게 하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학생과 이렇게 대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그러니까 네 말은 소심이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이지. 강철이도 한 몫
하고.”
• “그래, 너는 소심이와 강철이 사이에서 억울한 게 많은가 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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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가해학생은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몰아가려는 경우
선생님 : 자초지종을 어서 말해 봐.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구.
학 생 : 다 안다면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마음대
로 생각해요. 참~~
선생님 : 네 행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말하는 태도가 그 모양이냐?

▶ 선생님은 가해학생을 처음부터 압도 또는 주도해나가기 위해 말한
것이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눅 들
기보다는 선생님을 공격하거나 선생님의 약점을 잡을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학생들과의 힘겨루기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고 의미 없
는 전쟁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감정적으로
점점 더 격양되어가고 본질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 가해학생을 대할 때, 일방적으로 몰아간다거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선생님의 행동은 가해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나
근본적 차단은 어렵고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이끌지도 못하며 오히
려 반항 행동이나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
• 가해학생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은폐하려 하므로, 일단 학생 스스로
자신의 경계를 허물 수 있도록, 선생님의 여유로움이 요구된다. “어떻게 된 일
인지 네 입장에서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해 보렴.”등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권
한다.

• 동시에 선생님은 충분히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학
생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한다. 학생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때로는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 정리가 맞는 지 가해학생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도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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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학생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하려 하며, 선생님은 가해행동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지적하는 경우
선생님 : 너 또 친구 돈을 빼앗았다며? 나쁜 일인 줄 알면서 그 짓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학 생 : 아니에요, 전 빌렸을 뿐이고 곧 돌려준다고 했어요.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만 의심하고 그래요. 그 못
된 녀석,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선생님 : 네 행동에 대해 반성은 커녕, 한다는 말이 참 가관이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적할 경
우, 서로 부정적인 감정이 고조되면서 소통이 단절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선생님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말, 비
아냥거리는 말로 비춰질 수 있다.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기대감이 없으므로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조금 나아져야겠다거나
변화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기 어렵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쩔
건데.’ ‘나 그런 줄 이제 알았나? 흥, 선생님 마음대로 생각하든지 말
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함부로 행동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대
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얻을 것도 없고 소통되지 않을
것이다.
•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의 심리상태에 대해 이해시키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
었을 경우를 생각해보게 한다.

• 피해학생이 입원을 한 경우, 문병을 가거나 사과편지를 쓰는 등 진심어린 사과
를 하고 피해학생에게 다시는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한다.

• 피해학생에게 보복, 협박하거나 폭력행동을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됨을 주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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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가해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경우
선생님 :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나약이는 너보다 체구도 작고 어린데, 왜 때
렸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학 생 : 선생님, 전 억울해요. 나약이가 저를 얼마나 많이 놀렸다고요, 전 참
구 참다가 나약이가 까불어서 한방 먹인 것뿐이에요. 나약이는 맞을
만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맞을 짓을 한 거고.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라고요, 내가 안 했어도 아마 누군가가 나약이
를 때렸을 거예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대화를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사용할 경우 비
난하거나 질책할 것이라 생각하여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
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러한
경우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폭력을 사
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게 된다.
• 가급적 ‘왜’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구나.’ 정도로 말을 이끌
도록 한다.

▶ 가해학생들 대부분은 피해학생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렸다거
나 피해학생이 자신을 귀찮게 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
고 말한다. 비록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학생들
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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झझ۽хઑೞӝ
분노의 대상에서 화가 난 즉시 고개 돌리기
⇣
심호흡을 3~5번 하기
⇣
물이나 차를 한 잔 마시기
⇣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기
⇣
화가 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기

69

04

Ү۱ߊࢤद࢚ࠗݽ

Ү۱ߊࢤ೮ਸઁޙٸ೧Ѿਸਤೠ࢚ࠗݽী ࢶҮܳ
ߑޙೞѱחغࠗݽоыח۰৬ف۰ ࣻब١बਸݢ೧ೞ
חѪਃೞই۞Үஏীࢲܳઁޙח೧Ѿೞѷחъೠܳ
ࠁৈݴӓਵ۽ୡӝਸೠחઁޙݶऔѱ೧Ѿبࣻؼౠ
 Үରਗীࢲತਸࠛ۞ੌਵఃঋ଼۾بਸೞݽחण
ਸࠁৈחѪਃೞೞ݅Үஏীࢲࠗݽੑਸ೧ೞޅ
೧ߓ۰ೞޅೞѢաߑযੋక҃ੌࠁܳب Үஏҗࠗݽрх
ҎӨযઉઁޙ೧Ѿয۰ਕ

1. 피해학생 학부모 상담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보통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 마련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녀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까 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자책감, 학교 및 교
사에 대한 서운함 등으로 감정이 격앙될 수 있다.
▶ 학교에서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폭력피해 사실을 알릴 때,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설명에 앞서 피해학생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 “많이 놀라셨죠?”
• “전화 받으시고 걱정 많이 하셨지요? 저도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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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
한다.
•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속상한데,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 피해학생 부모의 심리상태가 다소 완화되었을 경우, 피해 정황을 매우
정중하게 말씀드린다. 만약 학교에서 알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사과와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지지를 하고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한다.
• “피해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나요?”
• “혹시 주변에 이 상황을 목격한 친구가 있나요?”

▶ 사건 축소나 은폐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진술도 해서는 안 된다.
▶ 학교에서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룰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학생의 보호와 안전,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충
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 “실제 어떤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
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물어올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
여 문제해결방향을 시사할 수 있으나 섣부른 조치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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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부모가 원하는 것을 묻는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 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적응력 제고에 도움이 되
는 바에 대해 알아본다.
•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요?”(화해, 사과, 전학, 기타 가해학생 처벌 등)

▶ 피해학생의 적응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면담을 이끌도록 한다
▶ 추후 처리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 “앞으로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화나게 하는 학교 측의 태도

⥛қ⮧⮨
●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보다 심한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 “제 일이 아니어서...⋯”
●

▶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느껴진다.
▶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태도로 느껴진다.

࡛⮧⮨
○○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를 괴롭힌 아이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는 고의적으로 남을 괴롭힐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

▶ 피해학생이나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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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 보세요
피해학생의 특정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놀리는 등 폭력피해를 당
하게 된 경우, “◯◯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하고 잘 지내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도록 돕고 싶은데 이런 행동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
아 참 안타깝습니다.”

ᕎ⮧⮨
●

“싸우지 않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을 다 싸우면서 크는 거죠.”

●

“학생들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네들끼리 해결해나가도록 지켜보시
죠. 뭐 이런 일로 학교까지 오십니까?”
▶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Ժ⮧⮨
●

“학교에서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

“이번만 참으시고 앞으로 한 번 더 일어나면 그 때 처리하겠습니다.”
▶ 은폐하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 이 후의 일은 당사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태도로 보인다.

이렇게 해 보세요
선생님이 무성의하게 대처한다고 판단되면 특히 피해학생 학부모는 가
해학생보다 선생님에게 더 분노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선생
님으로 인식하고, 처음에는 선생님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눈
치를 보다가,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압박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에 할 수
있는 모든 극단의 행동을 취해서라도 선생님이 꼭 처벌받기를 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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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학생 학부모 상담
가해학생 부모는 자녀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당황스러워하고 자책하거
나 수치심을 느끼며,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하지만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
도 모르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다.
▶ 가해학생 학부모로서 이번 사안으로 받았을 심리적 충격과 수치심 등
을 헤아리고 수용한다.
• “갑자기 부모님을 뵙자고 해서 걱정도 되고 많이 놀라셨죠?”
• “학교에서 전화 오면 겁부터 난다고 하시던데 학교에 오시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그런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자녀가 낙인찍힐까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선생님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 학부모의 감정은 일단 수용하되, 자녀의 가해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 학교에서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룰 것이고,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
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 과정에서 △△가 어떤 행동 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피해학생의 피해상황과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 “현재 ○○는 신체적인 피해로는
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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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 보호자의 심정에 대해 알려드리고, 가해 측의 진심어린 사과
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 가해 측에서 피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
한다면 학생이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사안처리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준다.
• 앞으로 이 일이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면, ⋯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궁극적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말한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두 학생 모두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해결과
궁극적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
겠습니다.

▶ 가해학생의 폭력적 행동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폭력적
행동의 치유를 위해 학교와 가정의 협조로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
짐하고, 가정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
한다.

75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화나게 하는 학교 측의 태도

⥛қ⮧⮨
●

“또 싸웠습니다. 맨 날 사고만 치니⋯”

●

“◯◯이가 또 문제를 일으켰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

“우리 반에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
●

“도대체 뭐가 문제죠? 집에 문제가 있나요?”

●

“가정에서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죄책감이나 수치스러
운 느낌은 물론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ᕎ⮧⮨
●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제가 늘 ◯◯에게 붙어 있을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따로 있으니까, 생활지도부에 가셔서 알아보시죠.
제가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

“학교에서도 할 만큼 다 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담임선생님으로 이런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이후의 일은 당사
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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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본 학부모 상담
1) 가해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
중학생 ◯◯가 화장실에서 급우 △△을 때려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담임
교사가 ◯◯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이야기 하자 애들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이 맞을 짓을 했으
니 때리지 않았겠냐며, 피해학생 가정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자녀 ◯◯이는 집에서는 착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말하며 문제를 부인하였
습니다.

▶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느 부모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녀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
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 자녀의 잘못이나 문제행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학부모의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학교에서의 적응도는 장차 사회생활의 성공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에서 잘못을 부인하기도 한다.
•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이끌
어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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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해 학부모를 비난하는 듯한 어투나 태도를 삼가
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
•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원하고 돕고자 하는 협조자로서 학부모와 교사가 함
께 의논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학부모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여 함께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려는 태도가 전달되어야 한다.

▶ 평소에 학교생활 및 적응도에 대해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긍정적인 측면이나 잘한 행동에 대한 교사의 칭찬이 드물수록, 자녀
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적을 학부모가 불쾌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 작은 것이라도 성취를 보이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이를 인정하며 학부
모에게도 전달함으로써, 선생님의 관심이 긍정적이고 균형잡힌 것임을 알리
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 학생의 잘못과 문제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릴 때, 학생 자체가 잘못되었
다거나 학생 때문에 골치 아파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을 믿고 올바른 성
장을 위해 문제행동과 잘못을 교정하고자 하는 태도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임
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학년 초부터 학생에 대해 관찰 기록한 다양한 자료 등 구체적 자료들을 가지
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이 자료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루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적된 것일수록 도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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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해결에 무관심한 학부모
사례 ➊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던 중학교 1학년인 ◯◯은 중학교에
들어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 20여명에게 동시에 구타를 당하여 잠시 기절
까지 하였습니다. 기절한 ◯◯에게 급우들이 침을 뱉기까지 하였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가해학생들의 자술을 받았지만, ◯◯의 부모님은 자주 있어온
일이라며 도리어 자녀 때문에 학부모 자신이 힘들다고 푸념을 하셨습니다.
사례 ➋
중학교 2학년 ◯◯은 1학년 후배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피해학
생을 면담해보니 처음이 아니고 다른 피해학생들도 있었습니다. ◯◯ 부모님
께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도 어떻게 못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하겠냐며, 내
놓은 자식이니 알아서 하라며 직장생활로 바쁘다며 상담을 회피합니다.

▶ 어느 부모나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지만, 학부모 개인 또는 가정의 문
제 상황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못 하는 부모가 있다. 이런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시간이 없다며 상담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
• 이런 비협조적인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오시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
어야 한다. 상담 요청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
이고, 선생님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보다 교육적으로 이끌고자 하
는 의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면 학부모상담에 응하게 된다. 학교
에 오신 경우, 상담을 요청받고 학부모가 가졌을 생각과 느낌에 대해 질문하
고 경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교에서 전화 오면 겁부터 난다고 하시던
데 많이 당황하셨지요?” 등의 말로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 및 상담과 관련하
여 가진 생각과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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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오더라도 마지못해 오는 경우여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의
문제행동에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
도를 보여 선생님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 이런 학부모야말로 자녀교육에 있어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고 고통 받고 있다
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좌절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 자신의 삶
에서 어려움이 지나치게 크므로 자녀교육에 무관심해졌거나 자녀의 거듭되는
문제나 지난 노력의 실패로 인하여 지쳐 버린 학부모야말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어 격려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바쁜 가운데 선생님을 만나러 와 준 점이
나 학생이 학교에 제 시간에 등교하게 해 준 점 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힘
들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위로해 준다면 기운이 나서 더 잘해 보려는
생각이 들 것이다.

▶ 자녀 문제행동에 무관심한 부모일수록 삶 속에서 좌절과 고통을 경험
할 가능성이 많다. 관심을 둘 여지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여 그 고통을 회피하고자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부모에게 알림으로써 학교생활에 관
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점,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부모에게 전달하여 자녀의 긍
정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특성과 관련되어 가정에서 행동은 어떠한지, 학교
밖 상황에서는 어떠한지 등을 질문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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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심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
녀의 성향이나 행동을 피상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구체적인 상황에서 관찰된 자녀의 행동과 그때 자녀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은지 질문한다. 또한, 자녀의 강점과 자원은 무엇이며 취약점을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질문하여, 향후 학부모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
한 지침을 암시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녀에
게 무신경하지만,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했던 노력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강점을 확인하고 지지한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정말 좋은 방법이었네요.”“정말 잘하셨네요.”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격려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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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유형, 알아보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
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
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학교폭력 관련법에서 다루는 것인지 알
아보자.
1) 친구들끼리 서로 놀리고 한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다가가지 못하게 의
도적으로 적극 막아서 노는 시간에 끼워주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대꾸하
지 않는 행동, 싫어하는 별명을 지속적으로 부르는 행동, 이런 것도 학교
폭력에 속하나요?

• 집단따돌림, 괴롭힘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2) 폭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나요?
• 주먹이나 발로 얼굴이나 몸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
•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
• 가까이 접근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면서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 집단폭행을 모의하였거나 폭행에 가담한 경우
• 상습적 구타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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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과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힌 경우
•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사실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 폭행과 헷갈리기 쉬운 행동으로 상해가 있는데, 이는 팔이나 다리 등이 부러지거나
코뼈의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지는 등 외상이 있는 경우(그 정도와 치료일수를 묻지
않음)나 외상없이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실신, 보행 불능, 수면장애 등 생리적인 기
능을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3) 명예훼손/모욕, 협박이나 금품갈취/공갈에 해당되는 행동에는 구체적으
로 어떤 것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
-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거
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피해학생을 비방하는 글이나 음란성 메
시지, 사진 등을 올리는 경우

- 상대방이 자제를 권함에도 지속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줌
-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함
- 타인이 명의나 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

• 협박
- 사람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서 공포심을 갖게 함
-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알려 사람을 공포에 떨
게 하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경우
예)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거나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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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금품갈취
- 신변안전을 위협하거나 협박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면서, 이로써 재물
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금품을 갈취함
- 갚을 의사도 없이 타인의 재물을 빌리고 이후 갚지 않음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아 오거나 상납함

4) 성폭력도 학교폭력에서 다루게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᥏᥇ᄈᛟۧ⮵⮧ᔴ⟰న᧓⮧⥷⮧ڗࠛۼů₷ᰄ᭻⮧⦌ߜࣧ⮧ⰅⰅ
- 옷을 벗긴다거나 속옷만 입게 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헛소문을 내는 행동
- 음란한 눈빛을 보내고 성적인 몸짓을 하는 행동
-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접촉을 하는 행동
-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면서 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하는 성행위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2부
분노에 찬 학생들,
어찌할 것인가?

5) 그 밖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또 있나요?
• 예, 있습니다.

᭷௳⮧߇⮧⥜œ⟰న᭷᪗ⰅⰅ
- 옷빈정거리거나 비방, 폭력성 메시지 등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보내기
- 인터넷 카페나 학교 게시판 등에 협박성 글을 올리거나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하기
-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을 빼앗은 경우
-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숨기는 행동
- 마치 상대방을 위해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괴롭히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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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유형별 개입 예시

단순폭행

᧓⮧᥋⮧ࣣۧã⮧ᒯஏᭇ⮧⟰నᬿ⮧Ȼࣧ⮧ᘛ⮧ᮋқ᪗⯆⮧
ᴇ⮧ᘛ⮧ᮋқ᪗⯆⮧
P중학교 짱인 강한군과 또래 아이보다 작은 허약군은 같은 반입니다. 평소
강한군은 허약군이 다른 학생들을 모함하는 일이 잦다고 생각해서 남자답지
못하다면서 놀리기도 했고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친
구와 놀던 허약군이 실수로 강한군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강한군은 미안하
다는 허약군에게 “이게 어디서 누구를 치고 난리야. 안 그래도 너 한번 손 좀
보려고 했는데 잘됐다. 따라와” 하며 허약군을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서 구타
하였습니다.

 사례 이해
이 사안은 평소 못마땅한 행동을 한 학급 학생에 대한 폭행으로, 명백한 학
교폭력이다. 이 사안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반 학생이기 때문에 담
임선생님이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피해학생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시 삼
은 가해학생의 반응은 도가 지나친 편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이 의도적으로
친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며 위협적인 상황도 아닌데, 가
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행동을 매우 공격적인 것처럼 왜곡하여 마치 기다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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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듯이 피해학생을 위협하고 구타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행동이다.
가해학생에게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혹시 가해학생의 경우
충동적인 공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례 개입
• 단순폭행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나치거나 담임교사 입장에서 수습하기 보다
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 각자의 입장에서 담임선생님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
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 부모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는
상태로 격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선생님 입장에서 들을 소리가 아니라 할지
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사태를 더 악화시
키므로, 부모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해하자.
• 치료비의 경우에도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여 치료비 배상 결정을 하도록 권한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도 만만치 않으며, 배상액도 신문지
상에서 언급되는 금액과는 거리가 먼 소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
의 의견 조율이 어려우면 학교폭력 SOS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
법이다.
※ 이러한 사안에 대한 타 시도교육청의 선도조치를 살펴보면, ‘타인에게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서면사과를 주요조치로 하고, 접촉 및 협박 금지,
교내 봉사를 병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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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폭행

᧓⮧ڗ᭷⮧▸⥣ɏ᪗⯆
A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사군, 우상군, 박장군 3명과 B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상해군, 구명군 2명이 서로 치고 받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장사
군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B 중학교의 고상해군, 구명군과 기분 나쁘게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장사군을 화장실 벽에 몰아 목을 조이고, 가슴을 한대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며칠 후, 밤 11시경에 학교 주변 공터로 A 중
학교의 장사군, 우상군, 박장군은 고상해군과 구명군을 불러내어 서로 거친 욕
이 오간 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례 이해
감정적이고 분노조절을 힘들어하는 학생들 간에 자주 발생될 수 있는 사례
이다. 사춘기의 특성상 아직 전두엽이 덜 발달되어 왜곡되게 상황을 받아들
이면서 폭행이 발단된 것으로 보인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남들이 그냥 쳐
다본 것도 기분 나쁘게 보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화를 낸다고 인식한다든가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인다. 또한 당하고는 못산다거나
자신들이 당한 것은 반드시 되갚아 주고야 마는 생각에 보복성 집단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비록 3명의 학생에 의한 폭행이 우선적으로 발생된 것이긴 하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 3명의 학생이 먼저 폭행한 것
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피해자인 2명의 학생 또한 폭력으로 되갚아주
려 시비를 건 점 또한 폭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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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입
• 5명의 학생들 간에 오간 폭행은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
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명의 학생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모두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폭력 재비행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이나 교육 이수 조치를 취해서 폭력행
동은 습관이 되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
고, 이들 대상으로 갈등이나 불만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
야 한다.
※ 학교마다 내리는 조치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집단폭행의 경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를 병과하는 경우가 있다.
ˍGG폭력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
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운동부나 댄스 공연 등
동적인 동아리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 법률적으로 이 사례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
박, 공갈, 체포, 감금,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하지만 대상 학생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기보다는 보호처분
을 받는다(참고자료 참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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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ᔣဳ⮧༷ᔟ᪗
중학교 2학년생인 금반지양은 1학년 학생들의 돈을 빼앗거나 돈이 없는 경우
훔쳐서라도 돈을 가져오게 하는 무서운 선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학교 후문
에서 금반지양은 후배 몇 명을 불러내서 “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주면 바로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줘..” 하며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망을 보던 은반지양은 금반지양과 함께 빼앗은 돈으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
도 사먹었습니다.
재미를 느낀 이들은 또다시 일을 벌였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동급생을 불러
내어 협박까지 하면서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놓아야지.. 너 학교 다니기
싫으냐?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학교 온전하게 다닐 수 없을 거야, 참 네 동생 자
전거 멋지던데...” 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전거까지 가져갔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피해학생들은 금반지양과 은반지양을 학교에 신고했
습니다.

 사례 이해
이 사례는 금품갈취의 전형적인 유형이며, 협박을 하면서 돈을 빌리고 돌려
주지 않는 형태로 학생들 간에 흔히 발생되고 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처음으로 비행을 할 때에는 경
찰에 잡히거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렵고 매우 불안하지만, 여러 번 비행
을 했는데도 별 탈이 없을 경우, 죄의식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쾌감을 느끼
며 비행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절도나 갈취 횟수가 늘어날수록 고가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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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나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힘도 얻어 만족스럽기 때문에,
비행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사례 개입
• 금품갈취는 엄연한 학교폭력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
여 처리하도록 한다.
•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에 대해 조망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
야 할지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가
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몸으로 때우는 것을 선호한다. 주위
의 낙인과 부정적 기대로 더 이상 자신은 나아질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기
보다는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며 수용되고 소통되는
경험을 통해 자아탐색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 법률적으로 이 사례의 가해학생은 단순히 윽박지르거나 겁을 주기만 한 것
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형법 제350조).
• 만약에 후배들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하거나 감금을 하면서 돈을 빼
앗았다면 강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 범죄(형법
제333조)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는 경우에는 특수강도죄가
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죄이다.(형법 제334
조)
• 하지만 대상 학생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기보다는 보호처분
을 받는다(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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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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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서클 3학년 선배들은 같은 서클 후배인 1학년생들이 처음부터 인사도
잘 안하고 선배를 우습게 안다는 이유로 벼르던 중 복도에서 1학년 후배 맹양
이 3학년 선배 최상양에 인사도 안하고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과 후 1학년 총 5명을 소집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공원에서 배를 걷어
차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가하여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그 중 맹양은
고막이 터졌습니다. 고막이 터진지 모르고, 3학년 선배들은 1학년 후배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과 앞으로는 깍듯하게 선배를 모실 것을 다짐
받고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피멍이 든 것을 본 1학년 맹양의 부모가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사례 이해
서클 내 폭력은 대체로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게 하는 경우, 후배의
기강을 잡기 위해 폭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안은 서클 선배가 같
은 서클 후배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폭행을 한 사례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서클의 위계상 피해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맞게 되고, 피해학
생들이 상급생이 되어 또다시 폭력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으며, 학교 내 서클은 학교 간 서클과 연계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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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입
• 이 사안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서클 후배가 신
고한 사안이기에 특히나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자신이 이전
에 가담한 폭력사안이 있을 경우, 노출되지 않을까 매우 불안한 상태일 수
있다. 물론, 다른 사안의 피해학생도 비슷한 상태이기는 하나, 같은 서클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밀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
• 가해학생들의 경우, 서로간의 결속력과 위계가 있어서 함께 교육에 참여시
키는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서클 학생들을 격리시키고 폭력 가능
성이 있는 학생들을 분리 지도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클에 속한 중학생의 경우, 비행화 경향이 완전히 고착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런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도움과 연계방안을 수립, 활
용하는 것도 좋다.
• G한편, 법률적인 처분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신체적인 상
해를 가하고 협박 등을 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처벌 가능하다.
•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 대체로 민사소송 이전에 자
치위원회의 중재로 보상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학생들은 미성년
자로서 자신이 한 행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부모 대상으로 손
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할 경우 문제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송에 따르는 경제적인 비용과 피해학생이 경험
할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할 때, 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
도 가능한 선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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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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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양은 다른 구에서 살다가 전학 온 학생입니다. 공부도 잘 하고 예의 바른 학
생이었지만, 학급 내에서 친구도 별로 없고 늘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학
급의 몇몇 학생들은 허양이 고고한 척한다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고는 툭툭 건
드리곤 했습니다. 허양의 가방에 낙서도 하고 지갑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지나
가면서 머리를 만지고 볼펜으로 쿡쿡 찌르기도 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귀찮게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는 친절한 척 하다가 학생들만 있으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폭력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심해지면서 허양은 늦게 등교를
하게 되고, 학교에 나와서도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양호실에 가 있
는 경우가 흔하며, 학교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급의 다른 학생들
은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허양을 기피하고 무시하고 있으며, 학교에 꼬박꼬박 잘
나오던 허양은 이틀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 이해
G이 사례는 신체적 폭행이 수반되지 않는 심리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 학생
이나 부모, 교사 등이 학교폭력으로 생각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다.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학생이 보호받기 어렵고, 주위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 더더욱 외롭고 절망하며,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된
다. 게다가 장기간 심리적인 괴롭힘에 노출된 경우, 언제 어떻게 자신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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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당하고 시달리게 될㫴G몰라 늘 불안해한다. 방관학생들에 대해서도 분
노가 크고, 그들도 똑같은 가해자라고 인식하기 쉽다.
가해학생의 행동 역시 악의적이다. 피해학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정도라면 단지 훈화나 사회봉사로 이들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사례 개입
•심리적인 괴롭힘 역시 학교폭력의 하나로, 이 사안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에서 처리한다.
• 피해학생을 위한 충고나 위로는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으
므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는 말과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이해의 말을 전달
한다. 피해학생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버티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 따라서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개입,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피해학생
스스로 상담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위축, 불
안,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피해학생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지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는 방관학생들을 포함 전체학생들을 대상으
로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안처리 관련하여 가해학생과 학부모 측이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틸 경우, 사법당국에 호소하여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집요한 심리적
인 괴롭힘은 피해학생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이것만으로 가해학생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다. 법은 공동사회가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괴롭힘이
나 따돌림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하는지 등 방법, 내용, 반복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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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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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대범군은 리더십도 있고, 친구도 많은 학생인데, 지나치게 적극
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조심성 없는 행동을 했고 친구들에게 조금씩 미움을 샀
습니다. 언제부턴가 대범군이 메신저에 접속하자 친구들은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너를 싫어한다”는 쪽지를 욕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러한
쪽지가 반복되자 대범군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행동도 소극적으로 변했
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더러운 자식” 등 폭언을 수시로 했으며, 수업이 끝
난 뒤에는 “엄마한테 말하면 놔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범군이 메
신저에 접속하면 친구들은 “니가 감히 어디서 접속을 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한 학생이 대범군을 놀리는 글을 올리자 “재수 없다”며 맞장구치는 댓글이 이어
졌고, 자료실에는 여장을 한 모습과 혐오스럽게 변형시킨 사진들이 올려졌고 비
슷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여학생과 사귀고 있다는 글까지 올려졌습니다.

 사례 이해
표현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들 간에 자주 발생되는 사례이다. 분
명한 것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라는 점이다.
사이버폭력에 해당되는 행동은 다양한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이버모욕 :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함
• 사이버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
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 사이버성희롱 :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
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ࢤਸ߸ചदఃשࢤࢶח൨

제2부
분노에 찬 학생들,
어찌할 것인가?

•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
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

사례 개입
•흔히들 이것은 범죄도, 학교폭력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
례 역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피해학생은 오프라인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만큼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사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이고 일순간에 확산
되므로 사태 수습이 어렵고, 이로 인한 수치심과 분노가 매우 크며, 대인관계
기피 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전
문상담이 필요하다.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이 미약하고 있을 수 있는 행
동으로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다. 피해학생의 입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며,
재비행예방을 위해 인터넷상의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는 특정 청소년수련관
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반인권적 행동으로,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에 관한 처벌 수위는 사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사이버공간에 욕
설, 협박, 비난의 글을 올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것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범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률」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의 예로, 피해자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 각각 2년에서 6개월간의 보호관찰과 40~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
과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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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 좀 들어 보라고 부탁했더니,
당신은 충고부터 합니다.
제 부탁은 들어 주지 않는군요.

제 말 좀 들어 보라고 부탁했더니,
당신은 이유부터 설명합니다.
제 느낌은 그게 아닌
제 감정은 생각도 안 해 주시는군요.

제 말 좀 들어 보라고 부탁했더니,
당신이 나서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군요.
저를 망치시는군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들어 보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_손코비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에서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이해
소년보호사건이란
학교 내에서의 학생 간 폭력, 교사에 대한 폭언 등 일부 문제행동은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법처리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다. 단, 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인격적으로 미
성숙한 상태이고 성인범보다 개선의 가능성이 크므로 처벌적 측면보다는 보호적 측면을
중시하여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일종의 특별조치인 ‘소
년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하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한다.

1. 보호처분의 대상(소년법 제4조)
가. 범죄소년 :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
나.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
다. 우범소년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
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 술을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보호처분 대상에 따른 사법처리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경중 등을 감안, 성인범죄자와 동
일한 절차를 거쳐 형사처분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용될 수도 있다.
반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없고, 우범소년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형
사처분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Q

만13세의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을 때리고 돈을 뺏으면서 자신은 미성
년자라 재판도 안 받고 소년원에도 안 간다고 하며 부모님이나 선생님

께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폭
력 등의 문제행동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보호처분의 대상
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의

경중, 가해학생의 성향,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처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1. 수사기관에서의 처리절차
사안이 가벼워 훈방 등으로 선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은 범죄소년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검찰단계에서는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
기소 처분을 하거나 법원소년부에 송치 또는 형사법원에 기소를 한다.
TIP!

경찰은 범죄소년만을 검찰로 송치하고,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법원소년부로 바로
송치하게 됩니다.

2. 법원소년부에서의 처리절차
법원소년부에서는 접수된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하여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수용시켜 조사·진단·교육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을 수용하면서
소년부판사가 심리(재판) 시 참고하는 자료를 준비하게 되며 이를 ‘분류심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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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소년 외에 비행이 심화되지 않았거나 비행이 중하지 않은
소년은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소년 중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3~5일간 출석하여 비행예방교육을 받고 비행원인과 자질 등을 알아보는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상담조사’라고 하며 상담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심리 시 참고
자료로 제출되게 된다.
경찰, 검찰,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의 조사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소년부 판사는
크게 10가지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
는 때에는 불처분결정을 할 수도 있다.

ᖏՇᆇ൛ᛯᒯ᭷ஃ⯆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우범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과학적인
조사·진단을 실시하고 성행개선과 교정을 위한 방법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을 주 임무
로 하는 기관입니다. 위탁된 소년은 보통 2주~1개월 간 수용되어 조사와 교육을 받은 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년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ჷ⨻ₛᆇ᭷ஃ⯆
법원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교화와 개선, 보호를 위해 환경을 조정하
거나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교육적·사회복지적 처분을 말합니
다. 형벌(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처분은 전과(범죄경력)로 기록
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이나 군 입대 등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학생이 상담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결관리는 어떻게

A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상담조사 등의 교육을 받거나 재판 전

해야 하나요?

임시조치로 수용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

다.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출
석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단,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출석확인서
등의 공문을 학교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여 학교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Q

학생이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A

법원소년부에서는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보호자와 소년에게 소환장을

수 있나요?

우편 송부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에는 심리기일과 재판을 받게 되는 장

소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소환장을 확인하시고 해당 법원에 전화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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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처분의 종류
종류

내용

기간

비고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민간시설에의 위탁)

6개월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10세 이상

8호

1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200시간
이내

12세 이상
14세 이상

2호, 3호, 4호, 5호는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집행하게 되고 7호, 8호, 9호, 10호는 소
년원에서 집행한다. 1호는 물론 2호부터 5호까지는 가정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호처분 중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는 병합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또한 보호처분 이외에 필요한 처분을 보호처분과 함께 ‘부가처분’하기도 한
다. 부가처분에는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명령,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
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1년 이내의 외출제한명령 등이 있으며 보호관찰처분에 부가
적으로 명령한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모든 처분에 보호자교육을 부가적으로 처분할 수
도 있다.



⮧ᖏՇ᭷ஃ⯆
법원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
관입니다.

⮧ჷ⨻ă″ᖏஃ⯆
소년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보호 등을 통해 바르
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보호관찰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ᖏՇœ߇ᖏஃ⯆
형사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여 교정처
우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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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이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한 달에 한번 보호관찰소에 면담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 가는 봉사활동에 가야한다며 학

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호관찰처분에 봉사활동 가는 것도 포함되
나요?

A

단기보호관찰(4호)이나 장기보호관찰(5호)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봉사명령(3호)을 병합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처분과 함

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병합해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Q
A

보호처분을 불성실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이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10호 처분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호 처분부터 5호 처분까지는 처분 후 가정으
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이 없다는 의미

는 아닙니다. 보호자는 소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며, 소
년은 각 처분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불성실한 태도
로 수강명령, 보호관찰, 대안교육을 받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A

학생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한다며 수업을 빠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
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관찰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의 면
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면담 횟수와 주기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

다. 보호관찰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재학생인 경우 가급적 수업을 빠지지 않
도록 수업이 끝난 이후 오후 5~6시 정도에 보호관찰소로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출석시간은 학생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등으로 장기간 수업을 빠져야 하는 특별한
경우는 출석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보호관찰소장이 촉법소년·우범소년·범죄소년
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소년부에 통고하여 사법처
리절차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를 ‘통고제도’라 한다.
통고제도는 소년과 가까이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나 학교 등에 법원소년부로 사건을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가 발생한 조기에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법원소년부에 직접 통고함으로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
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수사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교권보호를 위해 가벼운 사안도 통고제를 적용하게 되면 보호자와 학생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특
별교육 등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이 법원을 경유하게 되므로 사건처리 상 비효율적일 수
도 있다.
TIP!

부적응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특별교육 미수료자
등에 대해 통고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통고제도의 방법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면 된다. 통고 시 소년과 보호자의 이름, 생년월
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이름, 통고하게 된 사유, 소년의 처우에 관한 정보
등을 밝혀야 한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소년부 판사에게 제출되며 판사가 사건 수리여부
를 결정하게 된다.

2. 통고된 사건의 처리절차
사건수리
학교장 등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소년부 판사가 통고서 등을 검토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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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생활환경, 비행내용 등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
다. 조사는 전문조사관, 정신과의사,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담당하게 됩
니다.
심리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
리개시 결정을 하고 보호자와 소년에게 심리에 출석하도록 통지합니다.
심리
조사자료를 기초로 비행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소
년은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비공개로 심리(재판)를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
통고된 소년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
요가 없는 때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 사례1
• 사건내용 : 친구가 다른 학생과 싸우는 것을 보고 같이 싸우게 되었고 선생님들이
싸움을 말린 후 교무실로 부르자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였음. 계속 난동을 피우자 교장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하기 위
해 교장실로 데려갔으나 의자 등 집기를 던지고 교장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였음
• 처리과정 : 학교장 통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호처분
나. 사례2
• 사건내용 :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다가 선생님이 깨우자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고 교
실을 뛰쳐나가버림
• 처리과정 : 학교장 통고 → ‘명예훼손’으로 보호처분



참고자료 2

학교폭력 등 사안 처리 및 변경사항 안내
학생 사안처리의 일반적 절차
1. 최근 학생사안 특징
• 집단범죄 증가
• 흉포화, 저연령화
• 청소년 성 탈선 관련 사안 급증 : 청소년 성매매의 사회문제화
• 사이버 관련 사안 급증 : PC 중독, 자살사이트, 반사회적 사이트 운영 및 접속

2. 학생사안의 일반적인 진행단계
학교부적응
(성적, 왕따 등)
가정불화
사이버 중독, 기타

근태불량
가출 및 배회
흡연-음주-도벽
집단사안

학교생활규정
위반
교내폭력 및
도벽사안

용의복장 산만 /
수업태도 불량 /
교권에 대항 /
폭력 및 도벽

3. 학생사안 처리를 위한 기반 조성
• 생활지도 관련 규정 정비
- 규정과 법령에 따른 사안 처리로 일관성과 공정성 유지
- 규정 개정 절차의 명문화로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비교
구분

성격

구성

기능

선도(징계)
위원회

자치지구

교원 등

학생비행 사안 처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법정기구

교원·학부모
외부인사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사안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 11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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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사안 처리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 법령지침과 학교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선도규정, 폭력자치위원회 규정
• 정해진 처리 절차를 준수할 것
• 대내외 창구를 일원화할 것-사안 발생시
• 조기에 개입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
•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 사안처리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
• 보호자에게 사안내용 및 처리절차를 충분히 설명할 것
• 전체 교직원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
• 모든 일에 우선하여 사안처리에 집중할 것
• 사안처리일지를 상세하게 작성·보관할 것
•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학교폭력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 부여)
•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
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학교폭력은 병과 가능함)



학교에서의 사안처리(예시)
1. 학교폭력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가)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
란ㆍ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나) 폭력 사안 처리하기

사안
인지
·
접수

신고자
책임
교사

조사 및
사실
관계 확인
전담기구
교육청보고

피해학생상담
가해학생조치
주변학생진술

생활지도교사

전담기구

신속
보고
피해자
보호

담임
책임교사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심의결
과 통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교육조치
해결확인 및
추수지도

보호자면담
학교장
보호자

교사

※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17조 제5항)
1) 담임교사의 역할
•초기단계에서 가·피해자의 사실관계의 확인에 주력
•생활지도부장 및 생활지도 경력교사와 상의
•감정 개입 및 가해학생에 대한 지나친 훈계 지양
2) 학교 내 상해 발생 시 즉각 병원 이송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6가지, 수개의 조치 병과 가능)
① 심리 상담 및 조언
④ 학급 교체언

② 일시 보호
⑤ 전학 권고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⑥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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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의 금지
③ 학급 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초,중,특수)은 퇴학조치 불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출석
일수에 산입 가능
※ 1, 2, 5호는 학교장이 긴급 조치가능 (즉시 보고 추인)



학생생활지도 관련 Q & A

Q
A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기 전

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
시 규정은 없지만 사안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조치를 위해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④항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Q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하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재심의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

여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습니다. 그러나 재심규정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봅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퇴학조치 된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
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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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 있

개를 요구할 때 공개해야 하나요?

습니다. 제21조는 2011.5.19. 개정되어, 2011.11.20. 시행되며, 개정내용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나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
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
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TIP!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
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1.11.20]

Q
A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
은데 경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2009년 8월 9일자로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신고 받은 기관은 가·피해 학생의 보호

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TI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가·피해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보해야 하나요?

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 규정은 없지만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조치결과
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TI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
지하여야 하며.

Q
A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
치 중 ‘제5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6호 사회봉사’, ‘제7호 특별교육이수’

처분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호 10일 이내
의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한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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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⑦ 가해학생이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선도위원회에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도 ‘무단결석’처리

Q
A

성폭력 사안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나요?
2008. 09. 15 자로 전면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사안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TI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를 말한다.

Q
A

성폭력 사안은 왜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성폭력이 학교폭력에 포함되지만 특별법인「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
한 법률」등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법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TI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②항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 지난 ○○년 ○○일 같은 반
친구 ○○○가 반말했다는 사유로 우리 아이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의를 열어 가해학생에게 교내
봉사 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그 이후로 가해학생이 무
서워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여 3일간 결석을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
리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방안
은 없는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결석한 3일
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

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 재심에 관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재심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규정이 있는 학교
라면 가해학생의 조치 결과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의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전학조치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는 여부는 법령에 의해 학
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출석일수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번 사례의 경우 가해학생이 무서워 결석했다고 표현 했으므로 직접적인 인
과 관계라고 학교장이 인정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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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지난 ○○년 ○○일 우리 아이
가 사소한 다툼 중에 같은 반 친구 ○○○의 뺨을 때려 고막을 손상시켰

습니다. 이 사안은 학생들 상호 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오히
려 싸움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피해학생이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학교
에서는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만 사회봉사 5일의 과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만
나주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학생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요?
둘째,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지요?
셋째,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잘못은 간과하고 우리 아이의 잘못으로만 몰
고 갔는데 학교를 처벌할 수는 없는지요?

A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은 학교 규정에 의하는 사항으로 조치결
과의 ‘높고 낮음’은 교육청에서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

안을 은폐·축소한다든지,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학
교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의 처벌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둘째, 가·피해자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개최되
어야 하며, 아울러 가·피해학생의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안은 이
미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합의를 했다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안 처리 관련하여 학교 측의 과실 여부 판단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신설·개정 사항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42호, 2011. 5.19, 일부개정]

●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다만, 학
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학급별 대
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 모대표로 위촉)
※ 현재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개정 추진 중)
-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
성ㆍ보존

● (제15조)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
게 배포 해야함
● (제21조)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 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함
-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
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
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함

119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