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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종단연구」자료를 토대로 중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 

양상에 변화가 있는지,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교차검증, 평균차이검증,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학교폭력 경험률이 연차적으로 낮아졌다. 둘째, 학교폭력 경험 집단유형별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의 경험 양상이 경험 집단 유형 내에서 상당히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폭력 중복경험 학생이 다시 중복경험을 하고, 피해경험학생이 다시 피해경험을 하며, 가해경험학생이 다음해에

도 가해경험을 하고, 미경험학생이 지속적으로 미경험을 하는 경우가 다른 양상으로 변화를 할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나 미경험으로 변화하였고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학교폭력 미경험에서 경험으로 변화한 학생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수준이 높고 분노 성향이 낮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선생님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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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의 발생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

들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상당

히 진행되어 왔다(이숙정 외, 2015; 청예단, 2013; 한유경 외, 2013, 2014a 등). 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 받고 있고 분석이 필요한 주제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이후에 학교폭

력 경험을 중단한 경우와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던 학생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실태를 파악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양상에 변동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학교폭력 경험 양상에 있어 가해행동집단과 피해행동집단 구성원들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다(박순진, 2009; 신희경, 2006). 즉, 학교폭력 관련 집단들의 구성원들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서 하나의 집단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가해에서 피해로 혹은 반대로 이동을 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화를 통해 예방적 차원 및 사후 대처 방안의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했던 학생들이 경험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변화,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유지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

하고 이러한 변화를 겪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다가 경험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학생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을 도출해 내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문제를 종단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조영일(2013)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학교알리미의 2014년도 공시정보분석보고서에 의하

면 연간 학교당 학교폭력 피해 학생수가 중학교 5.6명, 고등학교 2.4명, 초등학교 0.4명으로 중학

교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실태를 종단적으로 조

사한 학교폭력예방연구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학년이 올라감

에 따라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양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종단연구」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기

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恐喝),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공격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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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괴롭힘을 포함한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 역시 ‘신체폭력, 언어폭

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7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사

회적, 경제적, 교육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학교폭력 경험 학생의 개인적 성장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요

인,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 등에 대해 분석하고 도출된 요인을 토대

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앞서 현상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한유경 외, 2015)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학교폭력의 원인은 대체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으로 나뉜다(한유경 외, 2014b). 학교

폭력 영향요인에 대해 이 연구와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요인으로 성별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분분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박종효, 2006; 신성자, 2005)가 있는 반면, 여학생이 더 많이 경험한다

는 연구(이춘재, 곽금주, 1999)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과 지역규모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소도시 지역은 남학생이, 대도시 지역은 여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가 될 확률이 더 높은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이 학교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김

경집, 2005)도 있다.

학생의 학업성적의 경우에는 낮은 학업성취가 학교폭력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순혜, 2012; 이애령, 2004; 정재준, 2012; Susan & Joo, 201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련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청소년보다 학교폭

력 경험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Rosenberg, 1978)가 있는 반면, 학교폭력과 관련있는 학생들

이 오히려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이춘재, 곽금주, 2000; 한종철, 이민아, 이기

학, 1999)도 있다.

학교폭력 관련 요인으로 분노성향을 언급한 선행연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 연구들은 대체

로 분노성향이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박종효, 2005; 신희경,

2006). 박종효(2005)는 분노 수준과 아동들의 공격행동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데 높은 수준

의 분노를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상대방에게 외현적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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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공격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분노수준은 공격

행동 뿐만 아니라 피해행동의 증가와도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신희경(2006)의 연구

에서도 분노수준은 학교폭력 미경험집단과 경험(가해․피해)집단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가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양한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이 비행행동과 관련이 높다고 분석한 연구(권정혜,

이봉건, 김수현, 1992)가 있는 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

로 나타난 연구(이춘재, 곽금주, 1999)도 있다. 학교폭력과 가정의 경제수준 사이에는 유의한 관

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 역시 존재한다(Flouri & Buchman, 2003).

부모-자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이 학교폭력 관련집단(가해, 피해, 가해

피해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족지지를 받고(김혜원, 이혜경, 2000) 부모와의 갈등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 비해 학교폭력 경험집단(가해피해집단, 피해집단)에 속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희경, 2006). 부모-자녀간 활발한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일탈행동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권재환, 이은미, 2006), 부모-자녀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학

교적응력을 높이며(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부모의 강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폭력행동을 

빈번하게 하는 반면(송미경, 배주미, 2006),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

시킨다(하영희, 김정연, 2003). 또한 가정내에서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부모간 폭력을 목

격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김소명, 현명호, 2004; 도기봉, 2008, 장덕희,

200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폭력 노출 역시 학교폭력 유발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의 학습효과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임영식, 1998).

학교 관련 요인으로는 특히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과의 관련성

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은데, 또래와의 관계의 경우 아동들이 고립적인 교우관계를 자주 경험할

수록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보다는 학교폭력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신희경, 2006) 또래지

지가 학교폭력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김순혜, 2012) 괴롭힘 피해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남식, 어주경, 2012). 협조적 교우관계 형성 실패를 학교폭력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정재준, 2012).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사로부터 많은 지지를 지각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

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 경험도가 낮고(Choi & Cho, 2013),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학교폭력 

대처에도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자, 권신영, 2013). 또한 학생이 교사의 지

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장미향, 성한기, 2007).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학교폭력의 가해정도가 낮았고(노충래, 이신옥,

2003),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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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경험의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최근의 학교폭력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에 있어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즉, 학교

폭력 관련 세부 집단들의 구성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집단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다른 집단으로 역동적으로 이동하는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박순진, 2006, 2009; 신

희경, 2006; 조영일, 2013).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학교폭력 피해자 집단이었던 학생이 다음 해에 

학교폭력 가해자 집단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가해에서 

피해로, 피해에서 가해로의 학교폭력 경험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박순진, 2005, 2006, 2009; 박종효, 2003, 2005).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관련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Lester et al., 2013). 그러나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 집단 간 이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경험집단과 무경험집단 간의 변화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이

는 예방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의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경험과 무경험 간의 변화에 대해 그 실

태를 파악하고 변화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조영일(2013)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2년에 걸쳐 조사한 2,208명

의 종단자료를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 형태 및 이에 

미치는 예측변수들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 경험 집단 학생이 무경험 집단으로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애착과 교사애착 변인을 밝혀냈다. 또한 1차년도에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 중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2차년도에도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고립적 교우관계 수준이 높았고, 1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들 중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2차년도에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 분노 성향이 낮고 부모 애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경험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의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의 이동

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 것이 부모애착이었다. 이는 학교폭력 경험을 하는 아동들의 치료 

및 예방에는 부모들의 관심과 애착이 주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

구(Choi & Cho, 2013)에서의 발견과 일치된다. 즉, 교사나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애착이 형

성된 아동들은 친구들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

결하기 보다는 주위의 성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구한다(Galand & Hospel,

2012). 따라서 이들은 학교폭력 경험 집단에 머물기 보다는 다른 집단 즉,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으로 이동하게 된다(조영일, 2013: 81).



150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이처럼 최근의 연구들은 학교폭력 실태 및 영향요인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경험의 변화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단자료를 토대로 변동 실태와 영향요

인을 분석한 연구는 초등자료에 대한 분석(조영일, 2013)이 유일하고 중등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연구소의 중학교 1학년

부터 3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양상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

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 실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생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실태를 설명하는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수집한 학교폭력 실태조

사의 1차년도(중학교 1학년)부터 3차년도(중학교 3학년)까지의 종단자료이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 종단연구」는 2013년도에 시작된 9년 계획의 패널조사로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191개 중학교 2학년 학생 6,000명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조로 실

시되고 있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가 2003년 1차조사 

당시 중학교 2학년 3,000명 표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2004년 1차조

사 당시 중학교 3학년 2,000명 표집,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는 2005년 중학교 150

개교 1학년 6,908명을 대상으로 표집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전국 학생 및 학생을 대표하는 패널

자료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없다.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화 실태와 변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종

단연구」의 3개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학생 1,7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학생들 

중 1차년도 즉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21.9%였고 2차년도 즉 중학교 2학년 

때는 12.6%, 3차년도에는 8.3%로 학교폭력 경험률이 감소하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피․가해 중복

경험 뿐만 아니라 피해경험, 가해경험 모두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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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경험 전체 380(21.9) 218(12.6) 144(8.3)

피․가해 96(5.5) 32(1.8) 22(1.3)

피해 159(9.2) 104(6.0) 76(4.4)

가해 125(7.2) 82(4.7) 46(2.6)

미경험 일반 1,356(78.1) 1,518(87.4) 1,592(91.7)

<표 1> 1차년도～3차년도 전체 응답자의 학교폭력 경험 분포

(단위: 명(%))  

분석대상 학생 1,736명을 1, 2차년도와 3차년도 학교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전체 학생 중 1,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3차년도에도 학교폭력을 경

험한 학생은 93명으로 전체의 5.4%에 해당한다. 1, 2차년도에는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나 3차년도

에는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395명으로 전체의 22.7%, 1, 2차년도에는 학교폭력을 경

험하지 않았으나 3차년도에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51명으로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끝

으로 1, 2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1,197명으로 전체 설문 참여 

학생의 68.9%에 해당한다.

전체

1, 2차년도 경험

→ 3차년도 경험

(Type Ⅰ)

1, 2차년도 경험

→ 3차년도 미경험

(Type Ⅱ)

1, 2차년도 미경험

→ 3차년도 경험

(Type Ⅲ)

1, 2차년도 미경험

→ 3차년도 미경험

(Type Ⅳ)

1,736 93(5.4) 395(22.7) 51(3.0) 1,197(68.9)

<표 2> 분석대상 학생 유형별 빈도

(단위: 명(%)) 

이들 중 학교폭력 경험 변동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에서 관심집단은 1, 2차년도에 한 번이라

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이 3차년도에는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집단인 

Type Ⅱ와 1, 2차년도에는 한 번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으나 3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

한 학생인 Type Ⅲ이다.

학교폭력 경험 변동에 대한 실태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경험을 가해,

피해, 가해․피해중복경험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설

문조사의 특성상 학교폭력 경험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연차별 역동성을 살펴보기

에는 분석 대상 수가 부족한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경험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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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요인은 학교폭력 가해 경험 뿐만 아니라 피해 경험 모두에 관련이 있고(박종효, 2005; 신희경,

2006 등) 학교폭력 피해자 집단이었던 학생들이 다음해에 가해자 집단으로 이동하거나 이와 반

대의 경향이 왕성하게 나타난다(박순진, 2005, 2006, 2009; 박종효, 2003 등). 따라서 선행연구들

도 학교폭력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을 학교폭력 경험집단 내지는 관련 집단으로 정

의해서 분석한 바 있다(김소명, 현명호, 2004; 김혜원, 이혜경, 2000; 도기봉, 2008; 장덕희, 2004;

김규태, 2013; Choi & Cho, 2013 등).

2. 분석방법

첫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양상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경험에서 미경험으로 변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1,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바 있고 3차년도에도 경험한 학생과 1, 2차년도에는 경험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 간에 학교 및 학생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 차

이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으로 변화한 경우 지속

적으로 경험한 학생에 비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해

당하는 내용이 [그림 1]의 ‘분석 1’이다.

셋째, 학교폭력 미경험에서 경험으로 변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1,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 중 3차년도에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과 

1, 2차년도에는 경험하지 않았으나 3차년도에는 경험한 학생들 간에 학교 및 학생 특성에 있어

서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 차이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

생이 경험한 학생으로 변화한 경우 지속적으로 미경험한 학생에 비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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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폭력 경험 변화에 대한 분석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개별 설명변인의 유의한 효과는 승산비를 통해 검증된다. 즉, 설명변

인(xi)이 주어졌을 때, 종속변인이 1인 확률은 승산(odds)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의 

승산은 ‘분석 1’에서는 1,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3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경험할 확률

(1-π(xi))에 대한 학교폭력 미경험으로 전환할 확률(π(xi))의 비율을 의미한다. ‘분석 2’에서는 

1,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3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확률에 

대한 경험으로 전환할 확률의 비율을 의미한다. 로짓 변형을 통한 선형식은 다음과 같다(양명희,

2005).

log


    ⋯

이를 학교폭력 경험 양상에 대한 변화 확률(π(xi))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된다.

 exp   ⋯ 

exp   ⋯ 

그리고 설명변수 xi는 선행연구에서 학교폭력 경험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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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성적,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1,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에 학교폭력 경험

에 있어서의 변화 여부 등에 해당하고 투입변수는 1, 2차년도에 학생 특성 및 학교에 대한 학생

의 인식 등이다. 따라서 1, 2차년도에 측정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특성 및 학교에 대한 학생

의 인식 등이 이후 3차년도에 학교폭력 경험에 있어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변수와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경험여부가 학생 자기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

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추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에 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구결과

에 이러한 추정오차가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구분 변수 설명

종속

변수

학교폭력 경험에서 미경험으로 

변화 여부(분석 1)

1,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바 있는 학생이 3차년도에 

미경험으로 변화(=1) 혹은 계속 경험(=0) 여부

학교폭력 미경험에서 경험으로 

변화 여부(분석 2)

1,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미경험한 학생이 3차년도에 경험으

로 변화(=1) 혹은 계속 미경험(=0) 여부

투입

변수

성별 여학생=0, 남학생=1

성적
아주 잘함=1, 잘함=2, 보통=3, 못함=4, 아주 못함=5

역코딩으로 변환하여 투입함

경제수준
매우 잘 삼=1, 잘 삼=2, 보통=3, 어려운 편=4, 매우 어려운 

편=5, 역코딩으로 변환하여 투입함

자기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5, 5점 척도, 평균값 활용

분노 성향

나는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전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5, 5점 척도, 역코딩 변환하여 
평균값을 활용함

가족들과 관계

가족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는 편이다.

가족과 함께 대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다.

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가족들은 내가 잘못하였을 때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한다.

전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5, 5점 척도, 평균값 활용

친한 친구 수 없다=1, 1～2명=2, 3～4명=3, 5～6명=4, 7명 이상=5

<표 3>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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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통계량

분석에 활용한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이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1,736명의 학생 중 1,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488명이고 이들 중 81%의 학생

은 3차년도에 미경험으로 변화하였고 19%의 학생은 여전히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반면 1,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1,248명으로 이들 중 4%의 학생들이 

3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하였고 96%의 학생은 여전히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음을 의

미한다.

구분 변수 설명

친구들과 관계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전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5, 5점 척도, 평균값 활용

선생님들과 관계

선생님들은 나를 잘 믿어주신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선생님들은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신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 때 잘 도와주신다.

전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5, 5점 척도, 평균값 활용

폭력에 노출 정도

나의 가족들은 화가 나거나 서로 다툴 때, 욕을 하거나 물건

을 부수거나 때린다.

나는 부모님이나 형재, 자매들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나는 폭력적인 영화나 TV를 자주 보는 편이다.

나는 폭력적인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이다.

내 친구 중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

는 친구가 있다.

전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5, 5점 척도, 평균값 활용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매우 안전하다=1, 안전하다=2, 보통=3, 안전하지 않다=4, 

전혀 안전하지 않다=5, 역코딩으로 변환하여 투입함

학교 또는 선생님이 모르는 

학교폭력 사례

매우 많다=1, 조금 많다=2, 보통=3, 거의 없다=4, 전혀 없

다=5, 역코딩으로 변환하여 투입함

학교와 선생님의 노력
매우 그렇다=1, 조금 그렇다=2, 보통=3, 그렇지 않다=4, 전

혀 그렇지 않다=5, 역코딩으로 변환하여 투입함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1, 만족=2, 보통=3, 불만족=4, 매우 불만족=5

역코딩으로 변환하여 투입함

다니는 학교 추천 정도
매우 추천=1, 추천=2, 보통=3, 미추천=4, 매우 미추천=5

역코딩으로 변환하여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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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생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교폭력 경험에서 미경험으로 변화 여부 488 0 1 .81 .393

학교폭력 미경험에서 경험으로 변화 여부 1,248 0 1 .04 .198

성별 1,736 0 1 .65 .479

성적 1,736 1 5 3.45 1.128

경제수준 1,736 1 5 3.17 .651

자신에 대한 생각 1,736 1 5 3.73 .814

분노성향 1,736 1 5 2.24 .680

가족과의 관계 1,736 1 5 3.81 .791

친구 수 1,736 1 5 3.26 1.144

친구와의 관계 1,736 1 5 3.77 .736

선생님과의 관계 1,736 1 5 3.74 .773

폭력노출 1,736 1 5 2.09 .817

학교안전 1,736 1 5 3.62 .912

학교폭력사례 1,736 1 5 2.46 .985

학교와 선생님의 노력 1,736 1 5 3.90 .953

예방교육만족도 1,736 1 5 3.59 .988

다니는 학교추천 1,736 1 5 3.31 1.082

<표 4> 분석 활용 변수의 기초 통계량

Ⅳ. 연구 결과

1.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

우선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첫째, 1, 2차년도 설문 참여 학생 

2,718명 중 1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593명 중 29.8% 학생은 2차년도에도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70.2%의 학생은 학교폭력 경험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차년도에 학교폭력

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2,125명 중 8.5%의 학생은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91.5%의 학생

은 2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157

구분 
2차년도 학교폭력 경험여부

전체 χ2

경험 미경험

1차년도

학교폭력

경험여부

경험 177(29.8) 416(70.2) 593(100.0)
184.448***

미경험 181(8.5) 1,944(91.5) 2,125(100.0)

전체 358(13.2) 2,360(86.8) 2,718(100.0)

<표 5> 1차년도, 2차년도 학교폭력 경험여부 교차 검토

(단위: 명(%)) 

*p<.05, **p<.01, ***p<.001

다음으로, 2, 3차년도 설문 경험 학생 1,736명 중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218명 

중 29.4% 학생은 3차년도에도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70.6%의 학생은 학교폭력 경험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1,518명 중 5.3% 학생은 3차년도에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94.7%의 학생은 3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년도에서 3차년도의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화는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의 변화와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 경험학생이 다음해에 학교폭력을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않는 

양상은 거의 유사하나 학교폭력 미경험 학생이 다음해에도 경험하지 않는 정도가 더욱 증가하

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구분 
3차년도 학교폭력 경험여부

전체 χ2

경험 미경험

2차년도

학교폭력

경험여부

경험 64(29.4) 154(70.6) 218(100.0)
145.400***

미경험 80(5.3) 1,438(94.7) 1,518(100.0)

전체 144(8.3) 1,592(91.7) 1,736(100.0)

<표 6> 2차년도, 3차년도 학교폭력 경험여부 교차 검토

(단위: 명(%)) 

*p<.05, **p<.01, ***p<.001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보다 세분화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학교폭력 경험양상에 변화가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우선, 피․가해 중복경험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2차년도에 일반학생으

로 전환하는 비율이 다소 낮았고, 2차년도에도 피․가해 중복경험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1차년도에 중복경험을 한 학생들은 2차년도에도 중복경험 및 피해경험, 가해경험을 할 확률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가해 중복경험 학생을 제외하고는 1차년도에 피

해 경험을 한 학생은 2차년도에도 피해경험을 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1차년도에 가해

경험을 한 학생은 2차년도에도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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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면 1차년도에 학교폭력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은 2차년도에도 경험하지 않을 확률

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분

2차년도 학생구분

전체 χ2
피가해

학생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일반

학생

1차년도

학생구분

피가해학생
22

(15.6)

26

(18.4)

18

(12.8)

75

(53.2)

141

(100.0)

299.611***

피해학생
16

(6.0)

46

(17.3)

15

(5.6)

189

(71.1)

266

(100.0)

가해학생
6

(3.2)

13

(7.0)

15

(8.1)

152

(81.7)

186

(100.0)

일반
23

(1.1)

81

(3.8)

77

(3.6)

1,944

(91.5)

2,125

(100.0)

전체
67

(2.5)

166

(6.1)

125

(4.6)

2,360

(86.8)

2,718

(100.0)

<표 7> 1차년도, 2차년도 학생 유형 교차 검토

(단위: 명(%)) 

*p<.05, **p<.01, ***p<.001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보다 세분화하여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학교폭력 경험양상에 변화가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를 초과하여 이에 대한  χ2 검정 자체에 오류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 및 해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학교폭력 경험률이 연차적으로 낮아졌는

데 그 원인으로 학교폭력이 경험 학생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니 경험하지 않는 상황으로의 변

화정도는 연차별로 차이가 없으나 학교폭력 미경험 학생이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이 학생들이 경험 학생으로 변화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학교폭력 세부유형별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경험 양상이 경험 집단 유형 내에서 상당히 동질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학교폭력 경험 변동에 대한 영향 요인

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으로의 변화

우선,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나 미경험으로 변화한 학생과 계속 경험한 학생간의 특성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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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1, 2차년도에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나 

3차년도에는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1, 2차년도에 이어 3차년도까지 계속 경험한 학생들에 비

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보다 긍정적이고, 분노성향이 낮으며, 친구와의 관계도 더 좋은 편이고,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도 더 낮고, 자신의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으며, 학교나 선생님이 모르는 학교폭력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정도가 더 낮았

고 학교 및 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본인이 다니는 중학교를 추천하고 싶다고 생각

하는 정도도 더 높았다.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오차 t값

성별
유지 93 .76 .044

.865
변화 395 .72 .023

성적
유지 93 3.45 .128

.252
변화 395 3.42 .058

경제수준
유지 93 3.00 .076

-1.613
변화 395 3.13 .034

자신에 대한 생각
유지 93 3.37 .081

-3.009**

변화 395 3.65 .040

분노성향
유지 93 2.56 .077

2.821**

변화 395 2.34 .033

가족과의 관계
유지 93 3.53 .082

-1.743
변화 395 3.69 .040

친구 수
유지 93 2.95 .124

-1.601
변화 395 3.16 .059

친구와의 관계
유지 93 3.42 .082

-3.520***

변화 395 3.72 .036

선생님과의 관계
유지 93 3.52 .075

-1.942
변화 395 3.69 .038

폭력노출정도
유지 93 2.53 .078

3.420**

변화 395 2.22 .040

학교안전
유지 93 3.03 .109

-5.102***

변화 395 3.57 .045

학교폭력 사례
유지 93 3.31 .116

5.608***

변화 395 2.60 .049

학교와 선생님의 노력
유지 93 3.56 .108

-2.973**

변화 395 3.88 .047

예방교육 만족도
유지 93 3.25 .103

-1.999*

변화 395 3.48 .051

학교추천
유지 93 2.84 .128

-3.152**

변화 395 3.26 .057
*p<.05, **p<.01, ***p<.001

<표 8> 학교폭력 경험 이후 미경험으로 변화한 학생과 계속 경험한 학생간의 특성 차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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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폭력 경험 이후 미경험으로 변화 여부를 설명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학교나 선생님이 모르는 학교폭력 사례가 존재한다고 동의하는 정도

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경험 이후 미경험으로 변화하기 보다 지속적으로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수 표준오차 Wald Exp(B)

성별 -.427 .302 1.995 .653

성적 -.106 .114 .869 .899

경제수준 .134 .190 .498 1.143

자신에 대한 생각 .180 .195 .852 1.197

분노성향 -.235 .198 1.409 .791

가족과의 관계 -.016 .175 .009 .984

친구수 -.048 .119 .162 .953

친구와의 관계 .381 .232 2.693 1.463

선생님과의 관계 -.194 .212 .833 .824

폭력노출 -.213 .174 1.501 .808

학교안전 .295 .168 3.095 1.343

학교폭력사례 -.560*** .139 16.182 .571

학교와 선생님의 노력 .120 .159 .566 1.127

예방교육 만족도 -.150 .147 1.049 .861

학교추천 .066 .126 .274 1.068

Cox & Snell R2/Nagelkerke R2 .116/.186

χ2 60.121***(df=15)

<표 9> 학교폭력 경험 이후 미경험으로 변화 여부 결정요인

*p<.05, **p<.01, ***p<.001

나. 학교폭력을 미경험한 학생이 경험으로의 변화

우선,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경험으로 변화한 학생과 계속 미경험한 학생간의 특성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1, 2차년도에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

으나 3차년도에는 경험한 학생들은 1, 2차년도에 이어 3차년도까지 계속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남학생일 비율이 더 높았고,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보다 부정적이었으며, 분

노성향이 더 높았고, 가족과의 관계 및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편이었다. 또한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도 더 높았고, 자신의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학교나 선생님이 모르는 학교폭력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정도가 더 높

았다. 학교 및 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낮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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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았으며 본인이 다녔던 중학교를 추천하고 싶다고 생

각하는 정도도 더 낮았다.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오차 t값

성별
유지 1,197 .60 .014

-3.438**

변화 51 .80 .056

성적
유지 1,197 3.46 .032

-.031
변화 51 3.47 .197

경제수준
유지 1,197 3.20 .018

.519
변화 51 3.14 .119

자신에 대한 생각
유지 1,197 3.8012 .02317

2.976**

변화 51 3.4575 .13201

분노성향
유지 1,197 2.1793 .01918

-3.056**

변화 51 2.4706 .10276

가족과의 관계
유지 1,197 3.8901 .02233

3.301**

변화 51 3.5245 .11574

친구 수
유지 1,197 3.32 .033

.636
변화 51 3.22 .171

친구와의 관계
유지 1,197 3.8376 .02068

2.890**

변화 51 3.4706 .12531

선생님과의 관계
유지 1,197 3.7807 .02236

.807
변화 51 3.6912 .11770

폭력노출정도
유지 1,197 1.9908 .02313

-4.992***

변화 51 2.5647 .12433

학교안전
유지 1,197 3.70 .026

2.115*

변화 51 3.37 .151

학교폭력 사례
유지 1,197 2.34 .027

-2.901**

변화 51 2.73 .137

학교와 선생님의 노력
유지 1,197 3.95 .027

2.017*

변화 51 3.61 .168

예방교육 만족도
유지 1,197 3.65 .028

.592
변화 51 3.57 .164

학교추천
유지 1,197 3.36 .030

1.121
변화 51 3.20 .168

*p<.05, **p<.01, ***p<.001

<표 10> 학교폭력 미경험 이후 경험으로 변화한 학생과 계속 미경험한 학생간의 특성 차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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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폭력 미경험 이후 경험으로 변화 여부를 설명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성별’, ‘친구와의 관계’, ‘폭력노출정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폭력에 노출된 정도

가 더욱 많을수록 학교폭력 미경험 학생이 계속적으로 미경험 학생으로 유지되지 않고 학교폭

력 경험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계수 표준오차 Wald Exp(B)

성별 .890* .383 5.396 2.435

성적 .164 .137 1.446 1.179

경제수준 .104 .243 .181 1.109

자신에 대한 생각 -.215 .231 .861 .807

분노성향 .261 .255 1.048 1.298

가족과의 관계 -.255 .213 1.433 .775

친구수 .072 .139 .265 1.074

친구와의 관계 -.630* .284 4.939 .532

선생님과의 관계 .515 .258 3.991 1.674

폭력노출 .461* .197 5.503 1.586

학교안전 -.169 .202 .701 .845

학교폭력사례 .244 .176 1.910 1.276

학교와 선생님의 노력 -.280 .195 2.062 .756

예방교육 만족도 .185 .185 1.007 1.203

학교추천 .126 .164 .596 1.135

Cox & Snell R2/Nagelkerke R2 .040/.137

χ2 50.525***(df=15)

<표 11> 학교폭력 미경험 이후 경험으로 변화 여부 결정요인

*p<.05, **p<.01, ***p<.001

Ⅴ. 논의 및 결론 

「학교폭력 실태조사 종단연구」에서 중학교 3년간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1,736명을 대상

으로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화 실태와 변화 영향 요인을 분석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학교폭력 경험률이 연차적으로 낮아졌는데 그 원인은 학교폭

력 경험학생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않는 상황으로의 변화정도는 연차적으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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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나 학교폭력 미경험학생이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 학생들이 경

험학생으로 변화하는 비율이 연차적으로 낮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미경험학생이 경험학생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험학생

이 미경험학생으로 더욱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교폭력 경험 집단유형별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의 경험 양상

이 경험 집단 유형에 내에서 상당히 동질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복경험 학생이 다음해에

도 중복경험을 할 경우, 피해경험학생이 지속적으로 피해경험을 할 경우, 가해경험학생이 다음

해에도 가해경험을 할 경우, 미경험학생이 지속적으로 미경험을 할 경우가 다른 경험양상으로 

변화를 할 경우에 비해 확률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질적 경험양상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나 미경험으로 변화한 학생들과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미경험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학교폭력 미경험

에서 경험으로 변화한 학생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의 정도가 높고 분노 성향이 

낮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으며 학교폭력 관련 학교와 

선생님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에 대한 정책적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미경험의 상황을 동질적으로 유지하고 경험의 

상황을 미경험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가 학교폭력 미경험이 지속적으로 미경험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있게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출판된 학교폭력 원인 관련 연구물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한 결과 학교폭력 요

인 변인 중 가장 효과크기가 큰 변인이 또래지지인 것으로 분석된 이숙정 외(2015)의 연구결과

와 연결된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인을 조사한 결

과 고립적 교우관계 수준이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서 

경험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 조영일(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

교에서 고립적인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 또래관계에서 공감 및 의사소통 능력 

배양 프로그램, 또래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폭력에 노출된 정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 미경험이었던 학생들이 경험으로 변

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론적으로 김규태(2013)에서 제시한 폭력에서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시사하는 바와 연결이 크다. 즉, 학교폭력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종합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구성원인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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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역사회 역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으로 협력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

이 가정을 통해 폭력에 노출되고 폭력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정 내 

폭력 감소를 위한 가정과 학부모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으

로 연결이 된다(김규태 외, 2013; 김병찬, 2012).

뿐만 아니라 학교에 학교 또는 선생님이 모르고 학생들만 알고 있는 학교폭력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향후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 공개하고 무관용하는 학교규범을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교 구성원간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무관용에 대한 

학교규범을 형성하는 등의 노력은 결국 학교폭력예방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박효정 

외, 2015).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문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의 학교

폭력예방문화 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 수의 부족으로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세부 집단 유형 구분을 통한 경험 

양상의 변동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집단 유형을 단순한 경험으로 보기보다 

가해, 피해, 가해․피해중복으로 구분하고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이들 학교폭력 경험 

유형이 학교폭력 무경험으로 가는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을 보다 정교하게 고안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변수를 

학교특성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투입하고 다층로지스틱모형을 적용하여 학교의 영

향력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패널 데이터 분석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

력 경험과 학교생활 변수들은 학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시간 변동 변수들로 학생 개인 고유

의 시간 고정 특징과 학교 고유의 시간 고정 특징을 통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효과/임의효

과 모형을 대안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개인 고유효과를 통재하고 시간에 따라 변동 효과를 측정

하는 잠재적 성장 모형 역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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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Mobility of Experiencing School Violence

and the Influential Factors*
1)

Han, You-Kyung**

Lee, Heesook***

Kim, Sung Sik****

Lee, Yoon Hee*****

This study analyzed if there’re changes in school violence experiences as students promoted

and what can explain the changes using the longitudinal data on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stitute. For the research, cross-examination, mean-difference

examination,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adopted.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ly, the rate of experiencing school violence has reduced

consecutively. Secondly, patterns of school violence participation were homogeneous. This

means the possibility of that students who experienced as duplication experience duplication

again, victims as victims, offenders as offenders, non-experiencers as non-experiencers

respectively is higher than any other mobility. Lastly, positive self esteem, lower anger tendency,

healthy relationship with friends, lower exposure to violence, positive recognition towards

teachers and schools attitudes to school violence are meaningful features to induce changes

from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to non-experience and keep the non-experience condition.

Especially the healthy relationship with friends is the meaningfully influential factor to keep

the non-experience condition and it’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programs to help students

from isolated relationship at schools.

Key words: School Violence, Mobility, Influential Factors,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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