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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1

수립 배경

그간의 학교폭력 정책 추진의 성과․한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범 국가적 대책」수립 필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04년) 이후 5개년
기본계획 (1차 : '05~‘09, 2차 : '10~'14) 수립 시행
․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자살('11.12월)로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2.2.6)을 수립하여 시행
○ 현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국정과제 78.)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 예방

중심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3.7.23)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2.2차) 8.5% → (‘13.2차) 1.9% → ('14.2차) 1.2%
※ 117 신고 상담 현황(일평균) : ('13) 278.1건 → ('14) 220.2건
-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학교폭력이 피해 ․가해 학생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른 전 사회적 대응 요구

○ 피해학생들은 심각한 우울, 불안, 보복성 폭력 등의 후유증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자살에 이르는 등의 폐해가 따르고,
※ 피해학생의 10명 중 4명은 자살생각(청예단, ‘13)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학생의 ‘죽고싶었다’는 응답 : 14.3%(’14.1차) → 11.9%(’14.2차)

○ 가해학생들은 향후 사회적 범죄로 귀결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
되어 안전한 사회 구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강력범죄자의 66.7%가 가정환경 문제, 67.2%가 원만치 못한 학창시절
경험(수원지검 강력범죄자 ‘양형조사 보고서’ 분석, ‘12년)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분쟁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

학생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을 통해 미래핵심
인재의 양성에 기여

○ 미래사회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웃 동료와 함께 협력하고
동반성장 할 줄 아는 바른 인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 요구
․

(

글로벌 인재포럼 2014)

○ 특히, 학교의 핵심구성원인 학생들에게 소통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 확산이 요구됨

가정폭력․학교폭력․사회폭력이 상호연관되는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 개선 노력

○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피해가 클수록 자살 충동을 자주 경험하고,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가능성 증가
[보건사회연구, 김정란·김혜신, ‘14 한국청소년연구, 이인선·최지현, ’14]

○ 가정폭력으로 인한 폭력 성향이 학교폭력, 군폭력, 나아가 범죄로
연결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학교폭력 유발 유해 환경 증가 및 가정요인 등 환경변화에 대응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신 유해업종이 다수 등장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학생 유해환경 노출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 '13년 기준 학생 스마트폰 보유율 69% (초 49%, 중 85%, 고 84%)

○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취약한 가족의 증가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요인으로 작용
․

․

◇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비율 전망 : 15.6%(‘05) → 22.3%(’17)
◇ 맞벌이 가구 비율 : 40.1%(‘05) → 43.6%(’11)
◇ 여성가구주 : 25.7%(‘10) → 35.1%(’35)
◇ 다문화 가정 학생수 : 39천명(‘11) → 47천명(’12) → 56천명(‘13) → 68천명(’14)

☞ 그동안의 정책 추진에 대한 성과․한계와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범 국가적 대책 수립」 필요

2

추진 경과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14.4~8월, 이대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

「

」

○ 학교폭력 정책 효과성 분석, 교원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14.7.7~18, 약86,700명)
․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팀 구성 운영 (‘14.8~11월)

「

」

․

○ 학교폭력 관련 분야 학계, 현장 교원, 유관단체, 전문가 등 26명 참여
○ 학교폭력 대책의 성과 및 한계점 분석, 3차 기본계획 방향 및 과제 발굴

기본계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개최 (제5차, ‘14.9.26)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등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 (‘14.9~11월)

○ 11개 유관부처 과제 발굴 및 의견수렴 (‘14.10.1 17, 20)
○ 17개 시 도교육청 자율과제 발굴 및 검토 회의 (‘14.10.1 17, 23)
○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 협의회 (‘14.11.11)
～

․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14.11.25)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시안 협의(~‘14.12.8)
제6차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개최 (‘14.12.9,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14.12.22, 3차 기본계획 심의 확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의
법적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격 :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
절차 : 관계부처 의견 수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피해학생 치료,
전문상담교사 배치, 유관기관 협력 등

◈

「

」

◈

◈
◈

․

․

Ⅱ. 제2차 계획의 성과 및 한계
◈

제 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

(’10~’14)

◈

◦(비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목표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
◦(주요 정책영역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단위학교의 대응
능력 및 책무성 제고, 가해자 선도 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

)

)

․

구분

제 차 계획 추진의 성과와 한계
2

제 차 계획에의 시사점
3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양적 확충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체험형
인성교육 강화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성
과 ◦피해자치유 가해자선도시스템질제고 ◦ 또래중심의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안전 인프라의 기능을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 학교폭력
고도화하고 학생안전구역 지속적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신고체계의 다양화 및 사안
⇛ ◦ 사안
처리 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안전인프라의 질적 제고 필요 ◦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한 회복적 관점의
관계회복 지원 강화
◦학부모 , 교원 등 학교구성원
한 전체가 참여하는 예방교육 필요 ◦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회복
계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에 대한 ◦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불만 여전
폭력 대응체제 구축
◦가정과 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한
폭력문화의 개선 필요
․

,

1

학교폭력 정책의 성과

□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

○ ‘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 ('12.2차) 8.5% → (’13.1차) 2.2% → (‘13.2차) 1.9% → ('14.1차) 1.4% → ('14.2차) 1.2%

○

<연도별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 변화>

「117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신고 및 처리 건수 감소
․

」

※ 117 신고 상담 현황(일평균) : ('13) 278.1건 → ('14) 220.2건(↓20.8%)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처리현황>
□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

○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가 확대
되고, 대다수 학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안전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학생들의 등 하굣길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린이 안전서비스‘도
확대됨
․

구분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CCTV
안심알리미

지표
배치율
인원수
적용학교
대수
설치비율
이용학교수

‘09년
27.8%
('12년) 514명
42,627대
61%
40교

‘14년
78.3%
1,068명
➡ 총75개교
164,282대
99%
4,960교(84%)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 노력

○ 학교단위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근절의지가 높아짐
○ 학교폭력 예방 교육시간은 대폭 증가하고,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예방활동 확산

구분
2012
2013
2014

또래활동
학생자치법정 또래조정

660교
1,045교
1,580교

79교
1,448교
845교

또래상담

4,638교
5,217교
6,396교

어울림
적용학교 어깨동무학교

300교
502교

1,000교
2,864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지원 강화

○ Wee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기반 대폭 강화
* Wee(We+Education+Emotional),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게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
구분
2009
2014

클래스
학교 단위)
1,530교
5,633교
(↑268%)

Wee
(

프로젝트
전문상담인력
Wee센터
Wee스쿨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교육지원청단위) (시도교육청단위)
80개소
779명
1,614명
188개소
9개소
2,009명
3,590명
(↑135%) (↑900%) (↑158%) (↑122%)
Wee

○ 피해학생 보호 치유 전문기관 증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내실화
․

◈ 피해학생 치유 전담기관 : ('14년) 31개 ◈ 피해학생 치료비 선지원 법제화
◈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율 : ('13년) 97.6%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13년) 94.7%
◈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 : ('13년) 482개
◈ CYS-Net : (‘09년) 16개 시 도 81개 → (’14년) 200개 시 군 구 참여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08년) 18개소 → ('14년) 34개소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체계 정비

○ 정책의 수립-집행-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격상(‘12.3)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광역단위), 지역협의회(기초단위)로 지역
단위 추진체계 정비
○ 학교폭력 전담부서(교육부, 교육청) 등 실행기구 구성 운영
․

2

정책 추진의 한계 및 개선방향

□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학교폭력 발생은 여전

○ 학교폭력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기 초 및 취약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 학교 현장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 상존
※ 경남 진주외고 사망(3,4월), 영암 삼호서초 성추행(6월), 경북 태화고 자살(8월) 등
※ 월별「117 학교폭력신고센터」현황은 신학기(3월, 9월)에 증가 경향

□ 학교폭력 안전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상응하는 질적 제고 필요

○ CCTV는 양적으로 확충되었으나, 고화질 CCTV 비율이 낮고, 실시간
관제 등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CCTV 대수(고화소 비중) : ('13) 141,790대(10.5%) → ('14) 164,282대(25.5%)

○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증가하였으나, 해당
학교별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활동시간과 담당업무가 제한적이어서
효과 미미
○ 외부인 학교무단침입에 대한 학교의 안전수준은 매우 낮고 위험한
상태에 있으나,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집합교육 중심 예방교육에서 체험형 예방교육으로 전환 필요

○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연 2회 의무화되어 교육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시기(학기말 집중), 교육방식(집합식 교육)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일방적 강의식 예방교육보다는 생활속에 스며드는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평가체계 구축
·

·

□ 학교폭력 신고효과 및 이해관계인 만족도 제고 필요

○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중 ‘신고효과를 봤다‘는 학생은
불과하여 신고후 처리에 대한 신뢰성 회복 시급

36%

에

※ 학교폭력실태조사 신고 후 조치효과 체감도 : (‘14.상) 33.9%, (‘14.하) 38.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과정,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달라 모순된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 초래
·

※ 피해학생 재심현황 (‘12) 268건 → (’13) 370건

학교폭력 관련학생의 사후관리 및 회복지원 내실화

○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체계화되었으나, 학교는 화해중심의 분쟁
조정보다는 사안조사에 집중하고 있음
○ 사안처리 후 해당 학생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회복관점의
치유를 위한 전문적 진단 및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추수지도
등 체계적인 상담과 치유 시스템 필요
학교폭력과 연계된 가정․사회 전반적인 폭력문화 개선 필요

○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을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과 폭력적인 문화
및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식(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14.7)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 학생 17.4%, 교원 43.2%, 학부모 30.2%
※ 폭력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 학생 20.9%, 교원 26.2%, 학부모 23.5%

○ 시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등 가정
및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참여와 협력이 부족한 실정
․

폭력 유발 환경은 증가하나, 교육적 시각에서의 규제, 자정 노력 부족

○ 산업육성 위주의 관련 법령으로 인해 게임 중독 등 교육적 역기능에
대한 규제는 완화됨
○ 인터넷, SNS 등 폭력성 있는 영화 만화 동영상 등 유해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지속적으로 증가
·

·

Ⅲ. 정책 추진방향
1

비전·목표 및 정책 분야

비 전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목 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전 략

◈ 전반적 학교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 관리
◈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5대 분야

16개
1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2

3

4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5

6

7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8

9

10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1

12

13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14

15

16

추진과제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학생보호인력 확충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2

달라지는 모습(성과지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 1.3% → 1.0%

분야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성과 지표
또래활동 동아리 운영
어울림·행복나무 등 국가개발
프로그램 보급․활용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고화소 CCTV 보급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효과 체감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재심율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생 101명 이상 중․고)
Wee프로젝트 이용 만족도

전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국민 안전 체감도 지수(불안율)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14

’19

25%

전체
초·중·고
전체
초·중·고
신 개축
초·중·고
50%

36%
2.3%(’13)

60%
1.5%

14.8%
79점

100%
85점

54.9%
1.3%

30%
1.0%

200교
502교

새로 도입되는 제도(시책)

◦ 안전교과(단원) 신설 및 주요교과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반영
◦ (가칭) ‘학교폭력 예방 테마공원’, 사이버폭력 대응 가상체험 및 연구학교 운영
◦ 신축 및 개축 학교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의무화
◦ 피해학생 특화 중앙전문치유센터 운영
◦ 회복적 관점을 적용한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 자녀의 발달단계별, 학교급별 부모 교육 실시

Ⅳ. 정책 추진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진단

◦ 어울림 프로그램, 학생자치활동, 문화 예술 체육 체험형 등 현장 중심의 효과성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증가
․

․

※ 어울림 프로그램 : ('13) 300개 → ('14) 502개 학교 시행

※ 또래상담 : ('12) 4,638개교 → ('13) 5,217개교 → ('14) 6,396개교
또래조정 : ('12) 79개교 → ('13) 1,448개교 → ('14) 845개교
학생자치법정 : ('12) 660개교 → ('13) 1,045개교 → ('14) 1,580개교

◦ 초 중등 교육과정내 학교폭력 예방의 비중이 미미하고, 학교급-교과-단원별
연계성없이 구성되어 있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각지대 발생
◦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 가정 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부족
◦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이버 언어
폭력이 청소년 문화처럼 확산
․

․

·

․

·

※ 우리사회의 언어 사용 실태 : 일상생활의 욕설, 비속어 사용 국민 60.6%(문체부‘13년 언어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15세이상 성인 남녀, ’13.12)

□ 정책 환경

◦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인성체육예술 교육
기회 제공 등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견인
◦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적용
함으로써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가능해짐
◦ 미래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웃 동료와 함께 협력하고 동반성장할 줄 아는
바른 인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요구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강화
인성 함양을 통한 ▪▪ 학생
증진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사전 예방 ▪ 배려심
교과 교육과정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또래활동을 통한 ▪ 학생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추진
과제 체험중심 학교폭력 ▪ 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
예방활동 강화 ▪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폭력유형 및 추세에 ▪▪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따른 대응 강화 ▪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1-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강화
□ 유아기부터 바른 인성의 기초 형성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 누리과정*을 통한 바른 생활습관 체득과 인성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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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보육과정

생활 속 바른 생활습관과 질서, 나눔,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
습관화

※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이해 및 표현, 생명체 및 자연환경 탐구 활동 중심
-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바깥놀이** 등
또래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과정 강화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등
** 신체운동을 위한 1일 1시간(60분) 이상의 바깥놀이(대근육활동) 시간 확보

현장학습, 역할놀이, 스토리텔링 기법 등을 활용
◦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어린이집 발굴 지원 (교육부, 복지부)
- 바른인성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우수기관을 선정 지원
-

·

․

연 100개소 규모)

(

누리과정 운영 및 가정 연계활동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실천 촉진
□ (초․중․고생) 관련교과, 주요교과 등 각종 교과에 주제로 활용하여
생명존중의식 함양 교육 확대 (교육부)
-

현행 교육과정상 관련 내용

◦바른생활
◦도덕과

- (초1~2) 몸 소중히 다루기
- (초3~4) 생명의 소중함, 생명존중의 태도 실천
- (중1~3) 인간 존엄성과 인권, 타인 존중의 태도
- (고1~3) 삶과 죽음의 윤리, 자신과 타인의 생명 존중

□ 학교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생명존중 교육 실시 (교육부)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부여를 위한 장애인, 노인 등 대상
봉사활동 활성화
◦ 조경, 꽃꽂이, 사육, 재배 등 실습형 노작활동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생명존중 의식 내면화
배려심 증진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올바른 생활예절 교육 및 학교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교육청)
◦ 단위학교별 계획에 따라 예절교육체험센터, 학생교육원내 예절원
등을 활용한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성 회복을 위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 )과 효( )에 기반한
예절교육 추진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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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

孝

※ 인성교육 전문 강사진을 구성, 학교․기업체․관공서를 방문하여 교육

□ 체육수업 내실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
(

교육부, 문체부)

◦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바른 인성 및 협동심, 질서의식 등을 체득
할 수 있는 체육수업 강화
◦ 방과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학급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교내 스포츠 리그 활성화
※ 학교스포츠 클럽수(‘13) : 185,411개(초 105,973, 중 48,750, 고 30,688)

현장사례(개웅중학교)

o 교내스포츠 리그전을 통한 인성교육 함양과 학교폭력예방
- 전교생이 학급별로 참가하는 형태로 학급별, 학년별 리그전을 통해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스포츠 정신을 통한 예의범절이 좋아짐으로써 폭력 등 징계대상 수가
감소하는 효과

□ 예술교육을 통한 존중과 배려, 감성 등 인성함양의 기회 확대 (교육부, 문체부)
◦ 학교예술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감성과 풍부한 정서 함양
※ ’14년 학생오케스트라 985교, 학생연극․뮤지컬 480교 등 지원

-

예술강사지원*, 예술 중점 선도학교 운영 지원
․

* 국악,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14년 7,809교)

◦ 회화, 기악, 디자인, 영상 등 다양한 예술분야 학생 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추진
【예술동아리 활동 분야(예시)】

◈ (공연/연극) 댄스, 비보이, 연극, 영화, 행위예술(연극+음악, 연극+미술) 등
◈ (미술) 도예, 조각, 공예, 만화/애니, 사진, 실험창작(액션페인팅, 퍼포먼스 등)
◈ (음악) 아카펠라, K-Pop, 통기타, 밴드, 송라이트(작곡/작사), 음악극, 풍물 등

□ 숲 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산림청)
◦ 식물 관찰, 숲속 명상 등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
◦ 학생들에게 학교 내외의 자연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등 정서적
안정과 자기성찰의 기회 제공

<숲속 명상>

<오감 체험>

<텃밭 가꾸기>

교과 교육과정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 관련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내실화 (교육부)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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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 ’12.4월)

◦ 초 중 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관련 교과*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위계화 및 확대
- 사회과(법질서 분야), 윤리 도덕과(공동체 윤리분야)교육 등 중점
․

․

·

* 사회, 도덕, 체육, 기술․가정, 보건 등 관련 교과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공동체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체계적 반영

현행 교육과정상 관련 내용

◦(초1~2, 바른생활) 서로 돕는 생활하기
◦(초3~4, 도덕) 다툼과 갈등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 사이버 따돌림의 예방과 대응방법
◦(초5~6, 도덕)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법, 폭력없는 학교 학급 규칙 만들기
◦(중학교, 도덕) 사이버 윤리와 예절,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고등학교, 사회)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 이해, 갈등 해결 방안

□【신규】안전 교과(단원) 신설 및 주요 교과에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교육부)
◦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교과 또는 단원 내용을 구성
- (초1~2) 통합교육과정에 안전 생활 교과 신설 검토(‘15)
- (초3~고3)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 신설
「

「

주제

영역

」

」

<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 예시>

중분류 소분류 주요내용

초1 2

초5
중1
안전 폭력 및 학교 집단 예방 및 틀림과 또래중재 또래조정
또래중재
교육 신변보호 폭력 따돌림 대처법 다름의이해 역할극 :갈등해결
조력(토론) 및 상담
~

초3

~4

~6

~3

고1
신고접수,
법률상
처분 및
실제사례
~3

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폭력 신변 안전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체험중심 교육 실시

- 7

․

* 7대 표준안 :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유해
물질 안전 인터넷 중독, 직업안전, 응급처치

◦ 국어 영어 등 주요교과 내에 수필, 에피소드 등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지문 내용 포함 및 활용
-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교과서(참고서)의 연습문제, 교내외
평가의 주요 지문(수필 등)으로 활용
․

1-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학생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 또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 (교육부, 여가부)
◦ 교우관계 문제, 갈등상황 등에 대하여 상담, 조정 등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캠페인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
-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활동을 선도하는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

1-2-1.

※ 또래상담 : 학생 개인의 고민을 또래상담자의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활동
(’12) 4,638교 → (’13) 5,217교 → (’14) 6,396교
※ 또래조정 : 학생 간 갈등을 또래조정자가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
(’12) 79교 → (’13) 1,448교 → (’14) 845교
※ 블루밴드 동아리 : 학교폭력 예방 서약 참여, 캠페인 활동 등 자율적 활동 전개
(’12) 100교 → (’13) 150교 → (’14) 200교
◦ ‘명예 경찰 소년단’ 등 학교폭력 예방 선도요원 육성 (경찰청)
-

학교폭력 방지 활동, 왕따, 불우학생, 저학년 어린이 도와주기

※ 명예경찰소년단 : ’14년 17,000명

□ 경미한 교칙위반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벌칙을 부과하는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학교의 준법의식 제고 (교육부, 법무부)
※ 학생자치법정 : (’12) 573교 → (’13) 1,045교 → (’14) 1,580교

◦ 희망하는 초 중 고등학교에 학생자치법정 운영 확산
◦ 모의재판, 생활법 경시 퀴즈대회 등 체험 참가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모의재판(’06년~),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05년~),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10년~)

□ 학생이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동아리
지원 확대 (교육부)
◦ 스포츠, 예술, 취미, 학습분야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 유도
※ 공감과 소통 중심으로 학교폭력, 특히 따돌림을 예방할 수 있는 학생동아리에
대한 지원 확대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 학교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지원 육성 (교육부)
◦ 학교의 특성과 외부자원, 위험요인, 내부역량 등 분석을 토대로
특색있고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초 중 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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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 어깨동무학교)
또래활동(상담 조정 캠페인 등) 운영을 기본요소로 하고, 자연체험․

3,000

-

예술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학교별 특색활동 추진
․

※ 언어문화개선, 생활속 행복나누기(미소․사랑․칭찬 나누기),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 학교폭력 발생 등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학교 선정 지원
- 학교여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책임교사 업무경감 등 지원
※ 시․도교육청별 단위학교의 5%~10% 내외 자율 선정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을 통해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교육부)
◦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중심 자유학기 운영 모델* 개발 보급
* 바른인성, 또래활동, 어울림 등 체험중심의 예방 프로그램 등 운영

◦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
그램을 자율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
*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 체육, 선택 프로그램 등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교 1브랜드 운동 전개 (학교)
◦ 전국 학교에 친구사랑주간(3월, 9월) 운영
-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표 주제를 선정하여 상담, 캠페인, 예방활동,
학급규칙 만들기 등 프로젝트 주간으로 운영
※ 인성교육실천주간 등 유사 프로젝트 주간과 연계 운영

◦ 학교의 학사일정과 연계한 상담, 각종 운동 및 캠페인 전개
- 입학식 등 학교 행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서약식’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의식 제고
◦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수칙’ 등 실천운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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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
□ 학생간 갈등해결,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개발 보급 및 적용 확대 (교육부)
◦ 실제 적용성과 등을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기본 프로
그램을 주기적으로(3년)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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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역별(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대처,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급별(초저·고, 중, 고), 대상별(학생, 학부모, 교원) 총72종
◦ 영역별 고위험군 학생 대상 심화 프로그램은 개발 보급(총24종)
- 학교급별 모듈별(공감,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총 16종(‘15년)
※ (‘14년) 학교급별(초저·고, 중, 고) 모듈별(학교폭력 인식·대처, 갈등해결) 총 8종 개발

◦ 초 중 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주기적 수정 보완
프로그램 시범적용을 위한 우선적용학교 운영(매년 500교 수준)
- 관련교과(사회, 도덕 등)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연계하여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운영
□ 부처별 전문 영역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적용 (미래부,
․

․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산림청 등)

․

․

◦ 방관자를 적극적 방어자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예:법무부) 학교폭력 방관자 인식개선용 행복나무(초), 마음모아 톡톡(중) 프로그램
◦ 초․중․고 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여가부)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미래부, 방통위)
◦ 숲 자원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숲교육 프로그램 개발(산림청)
□ 학교폭력 전문 민간단체 등의 개발 우수 프로그램 발굴 보급 (교육부)
◦ 민간단체, 학교 현장 등에서 개발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연1회)하여
지속 발굴 지원, 어울림 운영학교 및 어깨동무학교에 우선 보급
․

․

【학교폭력 예방 우수프로그램(민간단체 등) 사례】
• 201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모 선정작

- (YWCA&포스코) 의사소통 분야 ‘공심통심’
- (개인) 자기존중감 분야 ‘소중한 나와 너를 느끼며 달리는 시간 열차’
- (개인) 감정조절 분야 ‘내 감정의 주인은 나!’

◦ 학교, 단체 등에서 실천하고 있는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산
- 학교, 가정,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발달단계별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
․

※ ’14년까지 총 58개의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 107개 기관에 확산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 체험형 프로그램 확산 (교육부, 문체부, 법무부, 경찰청)
◦ 감성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연극, 뮤지컬, 독립영화 등 제작을 지원
하고, 학교 대상 순회공연 실시 (교육부, 문체부)
- 지역 전문기관 문화예술단체의 참여(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축 등)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문화콘텐츠 제작 관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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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창작 뮤지컬 ‘선인장 꽃피다’, (부산교육청)
심심풀이, (울산교육청) 연극 ‘친구추가’ 등
※ (문체부)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유령 친구” 공연(‘14년 19회)
-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 공연사업(‘너나들이 문화 여행 사업’)에 일정
부분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문체부)

학교폭력과 연관된 주제의 문화 공연물에 대하여 학생 관람
요금할인 지원 (문체부)
◦ 신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가칭) ‘학교폭력 예방 테마공원’ 운영 추진
- 폐교부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공연장, 전시공간, 교류방 등의 시설을 구축
- 연극 역할극, 영화 영상, 가상 시뮬레이션 체험 등
-

【

】

․

◦ 경찰활동 체험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양하는 ‘청소년 경찰학교’
확대 운영 (교육부, 경찰청)
※ '14.10 현재 전국 19개소, 511회(10,248명) 운영

경찰학교 50개소를 추가 구축(~'19)하고, 우수사례 공유, 시 도
교육청 협업 강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청소년 경찰학교’ 유휴 시간 최소화를 위해 인근 지역 학교전담
경찰관이 경찰학교를 방문 활용하는 ‘스쿨쉐어링제’ 도입
-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경찰학교*’ 운영
-

․

* 범죄예방교실 등 참여중심 예방교육을 통해 이해·공감 및 실천 능력 배양
<청소년 경찰학교 세부 프로그램(예)>

학교폭력 역할극
- 상황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피․가해자가 되어 연기

형사체험
- 역할극 내용을 토대로 직접
상대방을 조사하는 체험

경찰직무체험
- 경찰장비 사용법 시연, 경범죄
단속 및 범칙금 고지서 발부 체험

◦ 솔로몬로파크 등 법질서 체험장을 확대하여 생활 속 체험형
법교육 활성화 (법무부)
※ 2015년 부산에 신설 예정(현재 대전지역 1개소 운영중)

□ 학생들이 직접 기획 제작 등 참여하는 예방활동 추진 (교육부)
◦ 친구사랑주간 등을 이용하여 언론과 함께하는 전국단위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 개최
※ 부산MBC 전국 청소년 UCC 콘테스트 ‘우리들의 교실’(’14.7월, 554팀 참가, 10팀 수상)

◦ 학교폭력 예방 아이디어, 포스터, 웹툰 공모전, 백일장 등
◦ 직업체험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극, 역할극 등의 제작
및 공연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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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 국어과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별 교육 (교육부)
◦ 언어폭력 개선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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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바른 언어습관
형성 교육

▶

【중】긍정적 상호존중
언어 사용 교육

▶

【고】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신장 교육

기존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언어폭력 개선 및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국어과 교육 내용 개발 및 적용
◦ 바른언어 활용 확산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별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보급 활용
□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 운동 전개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 ‘바른말 고운말 주간’ 운영(한글날 주간), 언어개선 특별수업 실시,
글짓기 대회 개최 등
◦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선생님‘ 운영 확대
-

․

※ (‘14) 101개교 → (’15) 150개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콘서트’>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 지정 및 운영 (교육부, 문체부)
- ‘바른말 누리단*’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바른언어 사용가이드 제공

* 바른말쓰기등언어문화개선활동을하는학생동아리((‘12) 100교→(’13) 50교→(‘14) 100교)
◦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원 언어순화 운동 실시(학교, 교육청)

교사-학생간 칭찬 문화 운영을 통해 존중 풍토 조성
◦ 텔레비전 등에서 사용하는 저속하고 폭력적인 언어사용 규제 (방통위)
-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대 (교육부, 미래부, 방통위)
◦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및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
교육 강화
- 교수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주제 및 학습활동을 적용하여 교과
(국어 , 사회 , 도덕, 기술 가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
-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폭력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제작 보급 (방통위)
◦ 청소년 주도의 선플달기 운동 확대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 정보문화교육주간(6월 2주)을 지정하여 ‘건전한 댓글 달기 캠페인’,
‘스마트 쉼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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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 조성(’14.11,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 청소년의 건강한 SNS 문화 조성을 위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재초대
거부’ 기능 추가 시행(’14.12)
□【신규】사이버폭력 대응 가상체험 및 연구학교 운영 (미래부, 방통위)

◦ 사이버폭력 유형별 시뮬레이션 개발 및 시범 서비스 운영(‘15~)
-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기술 구현을 위한 설계모형에 따라 시제품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추진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및 사이버 인성교육학교** 운영
- 연령, 환경별 효과적인 스마트폰 과다 사용 예방, 건전한 사용
모델 개발 및 확산
-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 인성 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 학생의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문화 조성 및
디지털기기 중독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내 자율활동을 실천하는
학교(‘15년 14개교)
** 사이버 인성교육학교 : 사이버상에서 학생의 올바른 인성함양교육에
필요한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학교(‘15년 8개교)

◦ ‘사이버 안심존*’ 사업 확대 (방통위)
-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형태 분석을 통해 유해정보 노출 여부
등에 대하여 진단하고, 과몰입의 경우 학교 가정의 상담
지도관리
․

․

* 사이버 안심존 사업 :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스마트보안관’과 교사용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상담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학부모․교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14) 168개교
→ (’15) 250개교 → (’16~) 지속 확대 추진)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따돌림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조기개입 (교육부)
◦ 따돌림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학급 내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예측, 조기 개입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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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따돌림 선별도구 개발(’14.12)

□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전반의 인식 개선 (학교, 교육청)
◦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강화
-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유연하고 포용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추진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반차별 교육 실시

대학생 멘토링 운영으로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

※ 멘토-멘티 캠프, 체험활동 등을 통한 유대 강화

◦ 일반학생 대상 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애이해 교육 실시
(

학기별 1회 이상)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진단

◦ 고화소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연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사업 추진으로 학교 내외의 안전 인프라 확충
․

※ CCTV 대수(고화소 비중) : ('13) 141,790대(10.5%) → ('14) 164,282대(25.5%)
※ 통합관제센터 CCTV 연계 초등학교 현황 : ('13)744개교, ('14)673개교 추가연계

◦ 학교전담경찰관, 배움터지킴이 등의 학생보호인력을 확대 추진 및 내실화 필요
※ 학교전담경찰관: ('12) 514명 → ('13) 681명 → ('14) 1,068명
※ 학생보호인력: ('13) 11,509명 → ('14) 13,379명

◦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구역(Safe Zone)
지속적 확대 및 관리 필요

□ 정책 환경

◦ 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CCTV 개발 등 학교 안전을 위한 인프라 성능이 고도화
되어, 관제 등 모니터링 강화 가능
◦ 폭력성 등급이 높은 온라인 게임, 영상물 등 청소년에게 폭력을 유발하는 유해
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접할 기회도 증가함
◦ ‘담장없는 학교’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공원화사업’
등으로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고,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됨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추진 학생보호인력
확충
과제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강화
▪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강화
▪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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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

(CPT ED )*

적용 확대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건축 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
으로 제거하는 기법

□【신규】학교폭력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CPTED 진단 및 단계별
적용 (교육부)
학교별 자체점검(‘15)
▪ 셉티드 체크리스트 활용
(지역, 학교급, 규모 고려)

전문기관 진단(‘15~‘16)
→

※ (대상) 전체학교

지 원(～‘19)

▪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취약학교 선정 및 →
심화 컨설팅
※ 전체 중 약10% 내외

▪ 진단 결과 셉티드
우선 적용 지원
※ 신축 및 개축학교 연계

◦ 셉티드(CPTED) 적용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단위학교 체크리스트
활용 자체진단 실시(~'15)
◦ 자체진단 결과 선정된 안전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심층
진단 컨설팅 수행(~'16) 및 지원(~‘19, 매년 200교)
- 학교 자체적으로 셉티드 (CPTED) 기준에 따라 안전인프라를
재배치하고 유지 관리 활동 수행
- 기숙사, 합숙소 등 공동거주공간이 설치된 취약학교 대상 주기적 셉티드
(CPTED) 기반 시설 유지 관리 여부 자체점검 등 특별관리 강화
□【신규】학교 신축 및 개축 시 셉티드(CPTED) 적용 의무화 (교육부)
◦ 정책연구를 통해 신 개축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환경
설계(CPTED)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셉티드
(CPTED) 적용 및 유지 관리 의무화
·

·

「

」

※ 학교 신 개축 사업시 셉티드(CPTED) 적용계획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추가

<미 플로리다 교육부 CPTED 가이드라인>
자연감시가 가능한 경비(administration) 위치 제시

<미 Thomas Elementary School 설계도>
외부인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교사(校舍) 출입로(화살표 참조) 최소화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 CCTV 확충 및 기능 고도화 (교육부, 행자부, 안전처)
◦ 학교 내외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 소규모 분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주요 관제
필요지역 에 CCTV 설치 추진(~'19)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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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 V )

·

·

*

* 학교 정·후문, 주차공간, 운동장, 휴게공간, 校舍 정·후문, 옥상 등 교당 최소 8대 설치
※ 초·중·고등학교의 99.2%, 평균 14.2대(교당) 설치 운영(총 164,282대, ’14)
- 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행자부, 안전처)

◦ 고화소 CCTV 확충 및 CCTV 기능 고도화 추진
- 개인식별이 가능한 100 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CCTV 설치
비중을 50% 까지 확대 (~‘19) (교육청 )
※ '14년 현재 전체 CCTV 중 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중은 25.5%(41,824대)
- 외부인 무단침입 또는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동작을 인식하는
지능형 CCTV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부, 미래부)
□ CCTV 실시간 관제 등 기능 강화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안전처)
◦ 관제 효율화를 위한 관제시설 확충 재배치 및 운영 효율화
- 단위학교별 관제시설 조정 및 추가설치를 통해 주 야간 항시
관제 여건 마련
※ 경비실, 당직실 모니터링 시설 추가 설치를 통한 야간 관제 보장 등
- 취약시간대 순찰 관제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학생보호 가용인력 교원 자원봉사자 민간경비 등 통합 활동계획 수립
·

·

·

(

,

,

)

◦ 관련부처 협업으로 학교내 CCTV 관제전담요원 배치 확대 추진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인력(복지부), 대체복무요원으로 활용되는 사회
복무요원을 관제요원으로 확충(국방부, 병무청)
◦ 지자체 통합관제 센터와 학교 CCTV 연계 확산 추진(~'19) (행자부, 교육청)
- 학교 CCTV를 별도로 관제하는 전담 인력 배치 운영 추진
·

※ ‘14년 현재 2,776개교의 CCTV 13,947대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중
※ ‘1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정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관리 강화 (교육청, 학교)
◦ 학교방문사전예약제 운영, 외부인 식별 체계 외부인 전용 조끼 등
마련 등을 통해 외부인 출입관리 효율화
◦ 일정 규모 이상 명이상 학교에 출입관리를 위한 경비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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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 경비실 설치 학교 현황 : ('13) 4,529개교(39.1%) → ('14) 6,119개교(52.4%)
□【신규】긴급 상황 발생에 대한 단위학교 대처역량 강화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학교)

◦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인지-대응을 위하여 단위학교-경찰-통합
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외부인 무단침입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처방안 교육 (교육부, 경찰청)
일본 사례

◦실제 상황을 가정한「범죄 혐의자 침입시의 훈련」을 통해 교직원의 적극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위험을 예측, 피하는 능력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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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으로 1인 10개교 체계 확립 및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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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 1,078명(‘14년) → 1,138명(’15년) 증원
※ 경찰 증원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지속 추진
◦ 청소년 전문가를 전담경찰관으로 특별 채용(‘14~‘16년까지 243명)
(~‘19

◦ 학교별 학교폭력 현황, 학교 정보, 전담경찰관 활동 등 체계적
축적 관리, 고위험학교를 선별하여 전담경찰관 담당학교 수 조정
◦ 해당학교 책임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핫 라인(Hot-Line) 구축
□ 우수인력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검토 (교육부,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이 장기 근무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 지원
◦ 우수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교육부, 경찰청)
◦ ‘한국형 학교전담경찰관 표준역할 모델’ 개발 적용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 관련 학위 자격증 등 소지자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우선 배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직무연수과정 개설 운영 (교육부)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인지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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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의거 배치된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민간경비(주간) 등의 인력

□ 취약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등 취약시간 대 학교보안관,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2명 이상 집중 배치 (교육청, 학교)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인력을 1만명 이상 확보(~'19)하여 학생보호
인력 활동 공백 최소화 (복지부, 학교)
- 학교내 CCTV 관제, 외부인 출입통제, 학교 내 순찰 등 지원
* 현재 학교 CCTV 관제 인력으로 3,461명이 활동 중

◦ 지자체가 채용하여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학생보호 전문인력(예 :
서울시 학교보안관) 확대 (행자부, 지자체)
-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개방의 일환으로 ‘도시 공원화 사업 ’을
추진하거나 담장을 철거한 학교 중심으로 배치
※ 담장없는 학교 현황 : ('13) 1,421교(12.2%) → ('14) 1,072교 (9.2%)

□ 학생보호인력 교육여건 마련 및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내실화
추진 (교육부)
◦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주관 연수 또는 교육간 참고 응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작 보급
- 학생보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활동
및 책무 중심으로 구성
◦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절차 강화
- 시행령 상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등
·

2-3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강화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안전지역 확대

2-3-1.

(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경찰청, 식약처)

◦ 부처별 운영 중인 4종의 안전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소, 1.8만명)이 학교주변 야간순찰 강화

◦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관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및 유지관리 (행자부, 안전처, 지자체)
◦ 학교주변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이
대피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확대
※ '14년 9월말 전국 20,512개

□ 학교주변 순찰 등 학생 안전 강화 (지자체, 학교)
◦ 어머니폴리스 등 자발적인 학생보호활동 민간단체가 학교와 주변
통학로, 어린이 놀이터, 공원 및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 중점 순찰
등 단위학교 학부모회 활동 강화
- 경찰, 배움터지킴이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합동순찰 등) 전개
◦ 야간 취약시간, 우범 취약지역 학교 를 우선 대상으로 경찰의
주기적인 순찰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 합동 순찰 실시
*

* 공원화 사업 학교, 담장없는 학교 등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개방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다수(6명 이상) 거주 학교 등
**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패트롤 맘 등

◦ 학교주변(1km) 성폭력 전과자 거주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
강화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의 홍보강화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강화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강화 (문체부,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 청소년 비행 탈선을 조장하는 청소년 출입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캠페인 교육
◦ ‘모범PC방’ 인증 및 모범운영 PC방에 대한 표창수여,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자율적 참여 유도 (문체부)
◦ 연령에 적합한 게임등급별 PC방 영역 구분 운영방안 검토 (문체부)
□ 인터넷 게임 영상물 등에 대한 유해성 심의 및 관리 강화 (문체부, 여가부)
◦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를 통한 심신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게임
시간선택제’,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셧다운제) 운영

2-3-2.

․

․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의거 0:00 ～ 06:00 운영

◦ 인터넷 게임 영상물에 대한 유해성 심의 및 공익성 강화
- 신규 게임물 영상물(뮤직비디오 포함)에 대한 등급심의 강화
․

․

․

※ 유해성(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 중 폭력성 부분에 대한 등급심의 강화

폭력성이 심한 영화의 경우 상영전 폭력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 자율 상영 장려 지원
◦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모니터링 강화 (여가부,
-

방통위)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그린아이넷, 스마트
보안관 등) 보급 활성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상시 점검
-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 점검 및 차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 초등학교 학생 대상 U-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교육부)

2-3-3.

* 특수단말기를 이용하여 보호자 긴급호출, 위치전송, 긴급통화 및 수신, 안심
지역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학생안전 서비스

◦ 개선된 기능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무상 단말기
보급 및 사용요금 지원
◦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행자부)
□ 스마트폰을 보유한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앱서비스 운영 및
보급 확대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안전처, 경찰청)
◦ 스마트폰 보유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맞춤형 안전
서비스* 고도화 및 홍보 보급 확대
* 112 긴급신고 앱, 스마트 안전귀가 앱 등 ‘SOS 국민안심서비스’
※ '13년 기준 학생 스마트폰 보유율 69% (초 49%, 중 85%, 고 84%)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진단

◦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후속조치하고, 117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
※ 117 신고‧상담 현황(일평균) : ('12)219.5건 → ('13)278.1건 → ('14)220.2건

◦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
※ 교원, 학부모, 법률전문가 등 전국 97,584명 자치위원으로 참여

◦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원에게 주기적인
상담연수기회 제공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과정,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재심건수는 증가되고 있음
·

※ 피해학생 재심현황 : ('12) 268건 → ('13) 370건

□ 정책 환경

◦ 저출산 등으로 인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교 여건
개선으로 학급당 학생수도 감소
※ 교원 1인당 학생 수 :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3.7명
※ 학급당 학생 수 :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30.9명

◦ 다문화 학생 등의 증가로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상담 역량 필요
◦ 온라인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매체 보급 증가에 따라 실시간 신고 및 대응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참여가 증가하고 학교 교육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학교폭력사안처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관심 증가
학교폭력 조기
감지 신고 체계 강화
추진 사안처리의 공정성
과제
확보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 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객관성․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확대

3-1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징후 감지 등 학생 생활지도 역할 강화 (학교)
◦ 주기적으로 학급내 학생별 학교폭력 안전 수준 진단도구를 활용
하여 위기학생을 선별 대응
3-1-1.

※ 기관별(학교용, 가정용)․대상자별(학급용, 초저․초고․중․고용) 안전도
수준 진단도구 제공

◦ 학기초 학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등 주기적 상담 및 소통 채널 마련
◦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 및 지도
- 가해학생별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진단, 상담 실시
- 고위험군 학생과 교사-학교전담경찰관간 멘토링제 운영
-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적응 지원
□ 학교단위 다양한 학교폭력 감지체계 마련 (교육청, 학교)
◦ 주기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전국단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연2회)
- 신학기, 징후 발견 등 수요 발생 시 학교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 신고함, 신고휴대폰, 홈페이지나 이메일, 비밀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신고 및 상담창구 다양화
◦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 수신 시 부모, 교사에게 알려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스마트안심드림)’ 보급 (방통위)
․

스마트안심드림

○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사이버언어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수신되거나, 고민단어(자살, 왕따, 가출 등) 검색 시 단어를 감지하여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사이버언어폭력 의심 문자 : 욕설, 협박, 폭언, 폭행, 비행, 괴롭힘, 갈취, 고민

□ 폭력서클 관련 등 고위험학생에 대한 조기 감지 및 대응 강화 (교육부,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책임교사간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합동조사 활동을
통해 폭력서클 관련학생 조기감지 및 사안발생시 초기대응 강화
- 확인된 폭력서클은 즉시 해체 후 관련학생 격리, 요주의학생
집중 관찰 및 재발방지 모니터링 체계 가동
조사
▪ 學·警 합동 조사활동
▪ 전담경찰관 정보공유

해체
→

▪ 확인시 즉시해체, 격리

치유 및 선도
→ ▪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 관찰 및 선도

◦ 폭력서클 관련학생의 일탈 원인을 감안한 맞춤형 대응 추진
(

-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업부진 등 일탈 원인에 대해 가족관계
회복, 교우관계 개선, 학업 복귀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 제공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 117 신고 상담센터 접근 매체 다양화 및 신고 활성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 ‘117 채팅신고 앱’ 기능개선 및 운영 활성화
-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운영
- 실시간 사진 전송 기능 등 탑재로 사이버 폭력에 적극 대응
- 학생들에게 노출빈도를 높일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SNS 등에 연계
◦ 117 신고 상담센터 기능 고도화 및 상담 역량 강화
- 학교별 통계관리 시스템, 학교전담경찰관 검색 기능 등 추가
- 신고센터-전문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상담요원 연수 실시 및 워크숍 개최

3-1-2.

117

․

□ 학교폭력 익명 상담 신고 서비스 활성화 (교육부)
◦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19년)
◦ PC, 스마트폰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신고 기능 강화
◦ ‘학교 익명 상담 신고 시스템 활용 가이드’ 보급 등 운영 지원
·

·

·

<학교폭력 익명 신고 상담 서비스 기능>

메뉴명
글남기기
대화해요

사이트맵(PC기준)
상담실-우리학교찾기

기능
학교폭력 상담‧신고글 쓰기(익명·실명 선택 가능)
학교폭력 1:1 온라인 채팅(익명)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테.나*’ 서비스 실시 (교육부)
◦ 학교폭력 상황에 처한 학생 등 대상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 제공

3-1-3.

安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安.테.나>
* 안전한 테두리를 찾아주는 나침반 : 피해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특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관련 Q&A 등 정보 제공

□ 학교폭력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란도란*’ 운영 (교육부)
◦ 학교폭력관련 종합정보 분류 체계화 및 접근성 강화
◦ 방문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기적인 기능 개선

*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도란도란’ (http://www.stopbullying.or.kr) : 정책 소개,
교육자료 공유, 익명 상담 신고 서비스,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安.테.나’ 등

3-2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객관성․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자치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3-2-1.

(

◦

교육부 , 교육청 )

법조인, 의료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위원 위촉을 확대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14년 1학기 정보공시 기준 >
교원

비율

학부모

비율

법조인

비율

28,723

29.4

54,989

56.4

1,371

1.4

경찰

비율

의료인

비율

10,944

11.2

311

0.3

기타
1,246

비율
1.3

◦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전문 분야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지원
- 성폭력 사안 및 장애 등 학생 특성별로 분야별 전문가 참여
◦ 내부 교원 비율 제한, 학부모 위원 비율 하향 조정으로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외부위원 위원장 호선 등 자치위원회 공정성 전문성
신장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박인숙 의원, '13.12월)

◦ 위원별 수요에 따른 전문분야별 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효율화 (교육부, 교육청)
◦ 자치위원회 개최 전 사전의견 제출 기회 제공 (학교)
◦ 자치위원회 결정과정 중 이해관계인 진술 기회 확대를 통해
결정의 수용성 제고 (학교)
◦ 학교폭력 사안 재심제도 개선 및 청구 내용 조치 결정 통보 공유 등
부작용 최소화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박인숙 의원, '13.12월)

<학교폭력 사안 재심 절차 흐름도>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공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구성 운영 검토 추진
․

※ 소규모 학교의 지역단위 공동위원회 운영 방안 등 검토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은폐 축소 또는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조치 강화 (교육부, 교육청)
◦ 은폐 축소사실 적발시 관련 교직원 엄중 처벌 및 특별교육 실시
□【신규】학교운영의 특성상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학교 관리자
책임강화 (교육청, 학교)
◦ 기숙사, 합숙소 운영 관리하는 취약학교 및 집단폭행, 학교폭력
사망사고 발생 사례 등 고위험학교 대상 컨설팅 등 관리자 특별
교육 실시
◦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은 각종 평가에서 감점 등 관리
□ 학교폭력 현장 점검 지원단 운영 강화 (교육부, 교육청)
◦ 중앙 및 교육청 단위에 '사안처리 점검 지원단‘ 운영 및 신속
공정한 처리 지원

3-2-2.

․

․

․

·

·

【대상】
▪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의혹 제기 / 자살, 학생 사망 등
▪ 학교의 사안 처리, 조치 과정에서 잘못된 처리가 있었던 경우
▪ 국민신문고 등 학교폭력 사안대응 문제제기 및 민원빈발

3-3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교원의 직위별 학교폭력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 (교육부, 교육청)
◦ (관리자) 교육장 학교장 교감 대상 주요연수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포함
- 학교폭력 위험요인 파악 분석, 학교의 전사적 대응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 등
◦ (책임교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법령 지침 등 업무역량, 전담기구
운영방안, 예방프로그램 개발 적용방안 등
◦ (일반 및 담임 교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방법,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요령, 학생 학부모 상담 및 학급 운영 방안 등
◦ (예비교원) 의사소통, 학생 상담, 학교폭력 예방 실무역량
- 학생생활지도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과 운영

3-3-1.

·

․

․

․

․

※ 교대․사대 필수이수 ‘학교폭력예방과목’ 개설․운영(’12~)

현장 경험자를 강사로 한 실무형 체험 교육 강화
□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별 예방 대책’(학교계획) 수립 (학교)
◦ 학교계획의 수립 시행 책무를 학교장에게 명확히 부여 (교육부)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 '13.12월)

◦ 학교장, 교감,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 모색

* 또래보호, 학부모 자원봉사(상담, 순찰 등), 사제동행, 구성원간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생활지도 연계협력 지원강화 (교육청)

◦ 교육청별 학교폭력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배치
◦ 동일지역 소재 학교 간 지구별 생활지도 협력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학교폭력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지역내 학교간
생활지도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확대
□ 학교폭력 전담교원 대상 사기진작책 확대 (교육부, 교육청)
◦ 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경감 지원

3-3-2.

※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관련 학교단위 지원사업(예: 어깨동무학교) 중심 지원
◦ 직접적인 공헌도가 높은 교사(책임교사, 예방교육 담당교사 등) 대상

학교폭력 교원 전보 및 승진 가산점 부여
◦ 장관, 교육감 표창 등 유공자 포상 확대
◦ 해외연수 우선 지원 등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확대
□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 확대 (교육부, 교육청)
◦ 생활지도 분야 수석교사제 운영, 학습연구년제 교사 선발시 학생
생활지도 주제 선발 등 역량개발 기회 부여
◦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관련 실태 파악 및
해결방안에 대한 상시적 교류를 위한 온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
․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진단

◦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인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 클래스 센터 스쿨, 전문
상담교사 등의 인프라 대폭 확충
․

Wee프로젝트
Wee클래스 Wee센터
1,530교
80개소
5,633교
188개소

구분
2009
2014

Wee스쿨
9개소

․

전문상담인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1,614명
779명
3,590명
2,009명

◦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격리, 선치료비 지원 등 피해학생
우선 지원 증가되고 지원책 다양화
※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 482개, 피해학생 전담기관 : 31개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의 필요성 제기
※ OO중학교 사례(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 관계증진 활동을 통해 학생
학교폭력 조치 건수 감소 ('10) 12건 → ('11) 6건 → ('12) 1건

□ 정책 환경

◦ 피해학생, 가해학생별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정환경, 교우관계, 문화차이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함
◦ 학생에게 매력적인 기술 매체의 출시로 사용시간의 지속적 증가하여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중독 학생 증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
내실화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추진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과제 교육 및 선도 강화 ▪ 가해 유형․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 프로그램 운영
▪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4-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청, 학교)
◦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심리상담, 정신건강 관리 등을 위해
Wee클래스 확대 설치(학생 101명 이상 학교, ~‘19년)
◦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101명 이상
중 고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19년)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우선 배치(신규, 기존 전문상담교사 재배치 추진)

4-1-1.

※ 보건교사 배치현황 : 4,014교 미배치(65.4%인 7,598교 배치, ’14.4월)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는 보건교사, 계약직 상담사 우선 배치

※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 : 9,716교 미배치(’14.4월)
<단위학교 상담지원 기반 현황>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2009
1,530개
779명
1,614명

2011
3,170개
922명
1,929명

2013
4,904개
1,889명
3,383명

2014
5,633개
2,009명
(1,685교, 14.8%)
3,590명

□ 모든 Wee센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 상담 강화(~‘15년) (교육부,
교육청)
※ Wee센터(학생상담지원센터) : (’09) 80 → (’11) 126 → (’13) 155 → (’14) 188개

◦ 단위학교에서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피해학생에게
‘진단-상담-치유’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해체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이 강화된 가정형 Wee센터*
확대 추진(희망하는 모든 시 도교육청, ~‘19년)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상습 가출, 비행 등 위기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Wee센터(4개, ’14)

□【신규】Wee 스쿨 및 피해학생 특화 중앙 전문치유센터 운영 (교육부, 교육청)
◦ 장기치유가 필요한 피해학생을 위한 Wee스쿨 확대(모든 시 도교육청, ~‘16년)
※ Wee스쿨(기숙형 장기 위탁교육시설) : (’10) 3 → (’13) 7 → (’14) 9개

◦ 학교폭력 예방 치유를 위한 전문 연구, 치유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예방치유센터 운영
․

․

※ 학교폭력예방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
□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교육부, 교육청)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피해학생 1:1 멘토링 등
‘경찰관 서포터 제도’ 운영 (경찰청)
◦ 희망시 U-안심알리미 서비스 우선 제공
◦ 학생 리더(친구사랑 동아리, 청소년경찰학교 수료자, 명예경찰소년단 등)
등 또래중심 보호활동 역할 지원 (학교)
□ 피해학생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치료비 지원범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및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부, 교육청)

4-1-2.

․

지 원
기 관
신
절
지
범

청
차
원
위

[현 행]
[개 선]
▪ 해당 지역 기관만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기관이 전국으로 확대
기관으로 인정(해당지역 교육감이 ▶
(타지역 교육감이 지정한 경우도 인정)
지정한 경우만 인정)
▪ 구상권 청구를 위해 학부모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없이
▶
정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
즉시 치료비 지원
▪ 요양급여만 지급

▪ 간병급여까지 확대

□ 학생 정서 행동 특성검사 결과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우울,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군 치유 및 회복 지원 (교육부, 복지부)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정신과전문의)의 자살위기관리 지원, 국립 정신병원과
협력, 시ㆍ도교육청 Wee센터 및 학교 Wee클래스(또는 학교보건실) 연계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치 (학교)

◦ 우울,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군에 대한 생명존중 심화교육
실시 (교육청, 학교)
□ 피해학생의 수요 및 필요에 따른 다양한 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교육청)

◦ 이동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교육부)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운영 중

․

◦ 피해학생 가족 힐링프로그램, 피해학생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특화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등을 일정기간 연수를 받은 후 공감형 위로
상담가로 양성하여 다른 피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상담지원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지원 (복지부, 여가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충격
(PTSD, 우울증 등), 가해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치료 제공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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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국립정신병원: 서울(수도권), 춘천(강원권), 공주(충청권), 나주(전라권), 부곡(경상권)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통한 전문 치료 재활 서비스 제공,
CYS-net**을 통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여가부)
․

* 정서․행동 상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또는 기숙형 과정 지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기
위해 참여․지원 및 협력하는 연계망

◦ 성폭력 피해학생은 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을 통해 수사, 상담,
법률, 의료 등 원스톱 지원 (여가부)
* 학교성폭력 관련 상담, 진술조서, 증거채취 등 경찰 수사지원,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의료지원, 무료법률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14년 34개소)

◦ 장애학생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학생 지원 (교육청)
□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스마일센터**’ 등 법률 무료
서비스 확대

*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14년 40개)에 상주하며
취약계층 등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
**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임시주거, 법률상담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기관(’14년 6개)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118건, 법률구조 24건), 스마일센터 피해학생
심리지원 (384건),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 상담․연계지원 (91건, ’14.9월)

◦ 범죄피해 구조금, 이전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
- 학교폭력 피해시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학생
생계비 및 의료비, 학자금 등 비용 지원(전국 59개)
-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19년 , 58개 지역 )’를
통한 범죄피해구조금, 부대비용(이전비, 치료비 등) 지원

4-2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 단위학교 중심의 가해학생 관리체계 강화 (학교)
◦ Wee클래스(학교상담실) 중심의 가해학생 1차 상담 및 특별교육 실시
- 병과조치에 의한 특별교육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중심으로 실시
◦ 적극적인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보복행위 등에 따른 2차적 피해
방지 목적의 학교장 긴급조치(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확대 검토(교육부)

4-2-1.

※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4항학교장긴급조치요건을가해학생재심신청등으로확대검토

◦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후 학교적응을 위한 관찰 상담 등 학급내
소통중심 생활지도 강화
․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 지원 확대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문제행동 재발방지를 위하여 역량을 갖춘 ‘가해학생 특별교육
거점형 Wee센터’ 지정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 확대
-

* 위기 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비행․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12개소 운영, ’14)

가해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9항에 따라 전문기관 설치․위탁 운영

◦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기회 확대 및 책무성 강화
- 학부모 동반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 이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주체
명확화를 통한 학부모 의무 부과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 ’12.4월)

◦ 꿈키움센터 주관 ‘사제동행 캠프’ 확대를 통해 교사-학생간 이해와
신뢰관계 제고 (‘17년까지 12개 기관 확대)
<사제동행 캠프>

가해 유형․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 사이버폭력, 게임 인터넷 중독 위험군* 등에 대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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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군 : 인터넷·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 및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통칭
- (고위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 증상을 보이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발생
- (잠재적 위험) 고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지만,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중 한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
◦ 사이버폭력 피 가해자를 위한 지역별 거점 Wee센터 지정․운영(34개소)

사이버폭력 피 가해 학생의 치유를 위한 활동중심 체험프로그램
운영(디지털기기 선용프로그램, 디지털기기 중독 치유캠프 등)
- 가해학생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IT 전문
기술인력으로 양성
◦ 인터넷 게임 과몰입 부작용 해소 사업 지속 추진 (문체부)
- 게임과몰입 예방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및 교원
대상 연수 실시
-

·

․

※ 권역별 게임과몰입 전문가 배치 운영

◦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상시적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전담 전문상담사 배치 활용 (여가부)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17개 시 도)’ 설치 운영 (미래부)

□ 소년사건화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체제 강화
(

교육부, 법무부)

◦ 초기단계 소년범 대상 대안교육 실시 등 가해학생 선도 제도 내실화
- 소년사건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실시 및 대안교육, 예술․
심리치료, 법사랑위원선도, 멘토링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 (대검찰청)
- 학교폭력 특별교육 조치자(교육청), 대안교육 명령자(법원), 기소
유예자(검찰) 등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확대 실시
◦ 학교폭력 관련 소년사건 등의 경우 단계별로 꿈키움센터 등과
연계하여 집중교육 실시 (법무부)
◦ 경찰수사 및 소년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학교의 처리절차
정비 추진 (교육부, 경찰청)
- 학생이 인신 구속된 경우 등 정상적인 절차(의견진술 등)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의견 진술 등 처리 절차,
처분의 유형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경찰의 수사결과가 학교에 통보되도록 기관 협조 강화 및 법령
개정 등 추진
- 필요시 우선 피해학생 보호조치 실시 및 긴급조치(가해학생 출석
정지 등)를 통한 격리 등 피해학생 보호 철저

4-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 프로그램 운영
□ 신규 ‘회복적 관점’을 적용한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 도입

4-3-1.

【

(

】

교육부, 교육청)

◦ 지도교사를 지정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처리
절차 시행 (학교)
-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대상 기준 등 세부 내용 검토 추진
◦ 피해학생 보호강화를 위해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승인(회복기간 운영 담당자 지정) 등 운영절차 구체화로
교우관계 회복기간 실질적 운영 지원
<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안) >
1단계

2단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서면개최 가능)
§ 자치위원회 결정으로 ‘교우관계 회복기간’ 부여(4주 내외)
※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대상 기준 마련 필요

§ 지도교사(담임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등)중심으로 다양한 활동* 실시
3단계

* 또래 조정‧상담 등 또래중심 자치활동, 가족‧사제동행 캠프 등 체험프로그램,
어울림 등 공감‧의사소통 중심 프로그램 등
※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시 외부전문기관․단체 참여 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시 교우관계회복기간 운영보고서*를
4단계

고려하여 가해학생 조치결정
* 피‧가해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등 운영교사의 의견 종합 기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화해․분쟁조정 및 안정적 회복 지원 (교육부)
◦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 화해도모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 학교폭력 분쟁조정 중앙지원단 운영
-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및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보급
-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 지정 방안 검토 추진
◦ 학교폭력 재발방지 및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 예비 교원(교 사대) 중심 (가칭) ‘학생 생활지도 자원봉사단’ 운영 등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 교육과정에 선택적 봉사활동 반영 추진
□ 민간단체 및 기업 중심 분쟁 및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부)
◦ 피해자 가족치유캠프(학가협), 피해 가해 학부모 간 분쟁 조정,
갈등조정 및 코칭(청예단) 등

4-3-2.

․

․

※ ‘아주 사소한 고백’ 캠페인, 마이피플 ‘상다미쌤’, 위기학생 학교적응을
위한 ‘마음톡톡’ 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현황 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여러 프로
그램(학부모 교육, 교육기부형 학교체험)이 시행됨
◦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을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으로 인식(이화여대 학교
폭력예방연구소, ‘14.7)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 학생 17.4%, 교원 43.2%, 학부모 30.2%

◦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노력
※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 시행: 20개 기초 지자체('14)

◦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등 홍보
강화로 전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정책 환경
◦ 맞벌이 가구 지속적 증가 등 신사회위험에 취약한 가족 증가
※ 40.1%('09) → 43.6%('11)

◦ 장시간 근로관행과 경직적인 근로 근무 형태는 가족과 함께 공유할 시간, 부모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절대적 시간 부족(아동발달), 남성의 가사 참여에 부정적 영향
․

※ 맞벌이 가구의 가정관리 시간 : 남편 24분, 아내 2시간 38분('10년 통계청)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추진
과제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
▪ 지역사회의 자율규제활동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및 ▪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동캠페인 추진

5-1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가정폭력 없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관계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 서비스,
가족캠프 등 가족단위 상담,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 아버지 교육 확대를 통해 자녀교육에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정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

5-1-1.

※ ‘책 읽어 주는 아빠모임’,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아버지 요리학교’ 등

◦ 가족문제 심층진단 및 가족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 기술 등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실생활 사례중심으로 가족의 소중함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송
․

․

※ 가족 해체를 극복한 가족을 대상으로 모범적 가정생활 사례 공모․홍보
□【신규 】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대상 교육 확대 (교육부, 행자부, 여가부)
◦ 출생신고시 단계별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행자부, 여가부, 지자체)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법적의무 등에 대한 교육자료
(리플릿, 책자 등) 배포 및 온 오프라인 교육 실시
․

※ (행자부, 지자체) 교육자료 배포, 주민센터 교육장 운영 / (여가부) 교육
자료 개발 및 강사 지원
부모교육 해외 사례

◦ 대만 : 2003년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결혼 적령기 남녀의 부모교육과 교육기관의
학부모교육, 가정교육을 명시해 부모교육 의무화

◦ 대학 및 지자체의 교양강좌로 (가칭) ‘부모학’ 등 예비부모를 위한
강좌 운영 추진 (교육부, 지자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 신규 학부모 역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교육부, 교육청)
◦ 자녀의 발달단계별 학부모교육 이수 및 성실 참여 의무화 추진
- 누리과정, 학교급별, (초(초1, 초4), 중, 고) 단계별 매 3년 단위
1회 의무 이수 (교육부, 복지부)
-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부모의 교육 성실 참여 의무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부)

5-1-2.

【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서상기 의원, '13.6월), 교육기본법
(박인숙 의원, '12.12월) 개정안 발의
◦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접근성 강화 및 상담 활성화 (교육부, 학교)

일과 후 야간, 주말시간 등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 시 공간의 제약없는 온라인 교육(E(M)-learning, 팟캐스트 등) 확대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자녀 인성 , 학교폭력 관련 법 등 ), 학부모
상담 강화
□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 이해를 바탕으로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교육부, 여가부, 교육청)
◦ 학교급별 신입생 학부모용 가이드북 개발 및 보급
- 유 초 중 고등학교별 학교생활 바로알기, 가정에서의 자녀학습
지도 방법 등(유치원, 초 1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매뉴얼 5종)
◦ 가정에서의 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실천 확대
-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지속 확대 운영
* 서울, 경기, 인천지역 70개교
- ‘가족 사랑의 날’ 등 가정의 인성교육 활성화
◦ 다문화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강화(교육부,
-

․

·

·

·

·

여가부)

․

5-2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협력체제
강화 (행자부, 안전처, 교육청, 지자체)
◦ 지역위원회는 시도단위 학교폭력 예방계획(연간) 수립 추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지역내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및 민간단체와 교육청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협력사업 확대 운영

5-2-1.

* 교육(지원)청, 경찰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 지역협의회는 지역내 학생안전구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 관련
협조 지원 등을 위한 역할 강화
-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추진
◦ 교육지원청은 지역내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협의체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확산
□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전문기관,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문체부,
․

․

교육청, 지자체 등)

◦ 종교계의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가치관 형성, 자살예방,
예절교육 등) 지원
* 청소년 마음 등불, 분노조절 프로젝트, 청소년 가깝게 알기 등

◦ 지역 전문가, 민간단체, 학부모회 등의 자발적 재능기부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례 >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학교폭력 연계망 구축(대전시교육청)
- 태권도협회와 협약체결을 통해 ‘학생안전지원단’ 운영
- 보안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학생안전순찰대’ 운영
- 해병전우회와 협약체결을 통해 유해환경 감시 및 ‘또래지킴이 캠프’ 운영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
□ 학교 정보공시를 통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5-2-2.

(

교육부, 교육청, 학교)

◦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예방 교육 실적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공시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 제고

※ (공시항목)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서,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및 그 처리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결과

◦ 학교폭력 발생 중대 사안을 공시하여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학교단위 예방노력 유도
◦ 허위 불성실 공시의 사전 방지를 위한 외부 모니터링단, 신고
게시판(오류, 허위 과장) 등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예방 등 평가를 통한 역할 강화 및 참여
유도 (교육부, 행자부)
◦ 평가 지표 개선 등을 통한 시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노력 유도
- 학교폭력 예방활동, 자치위원회 위원 연수, Wee프로젝트 구축,
또래활동 운영, 안전인프라 구축 등
․

․

※ 총 100점 만점에서 14점, 수요자 만족도 조사항목(8점)에도 학교폭력 정책
만족도 포함
◦ 시·도 지자체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노력 비중 확대 (교육부, 행자부)
-

지역별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민간단체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예산 반영 등
·

※ 총 9개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 반영

·

·

◦ 교육청과 시 도의 학교폭력예방 연계 협력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
․

지역사회의 자율규제활동 강화
□【신규】민간 중심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교육청, 지자체)
◦ 지역단위 상인조합 등이 참여하는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지역
유해환경 단속 등 자율규제활동 강화
◦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건전 온라인 콘텐츠 차단 등
클린 인터넷 운영 전개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내실화 (방통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스스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시행
- 보호책임자지정 사업자 현장실태조사, 청소년보호협의체 운영
- 제도 운영 교육 및 참여 유도

5-2-3.

*

*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
하거나 매개하는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해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5-3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신규】가정-학교-군대-사회로 이어지는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가칭)‘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운영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5-3-1.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

◦ 범정부적 사회폭력 정책의 주기적 점검 및 평가 활성화
◦ 가정폭력 신고 및 조치결과 이력 등 정보연계 방안 마련
◦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추진
□【신규】직장교육 활성화 등 사회적 인식제고 활동 활성화
◦ 국가 공공기관 등 직장교육시 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

교육부, 노동부, 여가부, 인사처)

◦ 직장인 및 희망하는 부모참여 학습조직 대상 ‘부모교육’ 운영 (여가부, 지자체)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동캠페인 추진
□ 언론 시민단체 연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추진 (교육부, 관계부처)
◦ 사이버 언어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U클린 캠페인* 등

5-3-2.

* 초․중등학생 대상 글짓기․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인터넷 윤리 대전’ 공모전 등
□ 각종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교육부, 지자체, 관계부처)
◦ 기획기사 등 언론매체 활용, 단계별 주제별 공익광고 제작 방영
◦ UCC, SNS 등 학생들에게 친근한 온라인 미디어 활용
․

※ 77%의 학생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계정을 소유함(2013년 초4～
고3 10,062명 대상 매체이용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

◦ 반상회, 주민센터 소식지 등 전국민 홍보자료 제작 보급

Ⅴ. 실행체계

1

추진체계

□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관리

◦ 기본계획(5년주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관계부처,
시도,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학교폭력대책
위원회 보고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단위 추진기구 운영활성화
,

,

◦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 반기별 1회
◦ (시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기관별 협력회의 소집 지원 및 추진상황 평가
◦ (시군구) 학교폭력지역협의회 : 상시적 업무협조
- 지역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등 운영 활성화
·

< 학교폭력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체계도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기본계획 (5개년) 수립 중앙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전문가
▪교육청성과평가 공표
▪대책실무위원회 운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주요정책심의
교육부

(

:

,

)

․

교육감

▪시 도교육청 계획수립
▪교육청내 전담부서 설치
▪사안처리점검단 운영
▪치료 교육 기관 지정
․

․

교육장

▪학부모 예방교육
▪사안발생시처리지원
학교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학교계획수립 시행
▪학교폭력전담기구설치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장 부단체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기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단위
위원장 부단체장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 사업 추진
▪상호협력 지원방안 협의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심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광역
단위

․

미래부, 여가부,
복지부, 안전처,
경찰청 등
신고센터,
지방경찰청, 관계
기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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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지원기관 ,
민간단체
경찰서, 학부모,
민간전문가

2

재정 소요 및 확보 방안

□ 재정소요

◦ ’15년부터 ’19년까지 년간 총
억원 소요(기존 사업의 확충
및 신규 사업 개발 등)
-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 6,438억원
-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 1,550억원
-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 324억원
- 피해학생 보호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 4,542억원
-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 290억원
5

13,144

․

영 역
Ⅰ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Ⅱ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Ⅲ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Ⅳ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Ⅴ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총 계

계
～

(’15

’19)

단위 : 억원, %)
년
년

(
’15

년

년

년

’16

’17

’18

’19

.

6,438
(49.0%)

1,282

1,275

1,285

1,293

1,303

.

1,550
(11.8%)

251

279

309

340

371

.

324
(2.5%)

63

64

64

66

67

.

4,542
(34.6%)

881

1,015

827

883

936

.

290
(2.2%)

60

60

60

55

55

13,144

2,537

2,693

2,545

2,637

2,732

□ 재원 확보 방안
◦ 국비와 지방비,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투자로 소요 재정 분담
- 국비(일반회계), 지방비(특별교부금 등), 민간 등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재정 투자
◦ 교육예산 중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연차별로 지속적 확대 추진

붙임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

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1-1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강화
1-1배려심 증진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1-1교과 교육과정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1-2학생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1-2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1-3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
1-3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1-4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1-4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1-4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1-1.

①
②
③

1-2.

①
②

1-3.

①
②

1-4.

①
②
③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소관부처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산림청
교육부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교육부, 관계부처
교육부, 문체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교육부, 미래부, 방통위
교육부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2-1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교육부
, 미래부, 국방부,
2-1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안전처
2-1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2-2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경찰청
2-2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

2-1.

①
②
③

2-2.

①
②

2-3.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2-3-①
2-3-②
2-3-③
3.

과제

소관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강화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식약처, 지자체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강화
경찰청, 지자체
미래부, 방통위,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교육부,안전처
등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3-1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방통위, 경찰청
3-1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3-1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교육부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3-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객관성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교육부
3-2학교폭력 사안 은폐 축소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교육부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3-3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교육부
3-3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확대
교육부

3-1.

①
②
③

3-2.

①

․

②

․

3-3.

①
②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4-1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4-1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
4-1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4-2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4-1.

①
②
③

4-2.

①

4-2-②
4-3.

가해 유형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교육부, 미래부,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4-3-①
4-3-②
5.

과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 프로그램 운영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5-1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5-1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5-2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5-2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
5-2지역사회의 자율규제활동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5-1.

①
②

5-2.

①
②
③

5-3.

5-3-①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5-3-②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동캠페인 추진

소관부처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행자부, 여가부,
지자체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안전처, 지자체
교육부, 행자부
교육부, 방통위, 지자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인사처, 경찰청
교육부, 관계부처,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