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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신뢰성과 체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일선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어떠한 요인이 사안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2017년도 

학교정보공시 자료 중 연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1건 이상이며 1가지 이상 처분이 이루어진 1,017개 고등학교의 자료

를 활용하여 사안처리 유형화를 위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고,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자치위원회 특성, 학교폭력 사안특성)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고등학

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처리 방식이 가해학생 처벌형, 가해학생 교육형, 보호 및 선도교육형, 피해

학생 보호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자치위원회 특성 중 연간 심의건수는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 구성 비율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특성은 전체 사안 대비 신체

적 폭행의 비율과 사이버 폭력의 비율만이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치위원회의 사안

처리 양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영향 요인 검증을 통해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가해 유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잠재프로파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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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폭력 문제는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2012년 이후 정부에서는 몇 차례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수가 2012년도 약 32만명(8.5%)에서 

2017년에는 약 3만명(0.8%)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교육부, 2017), 비슷한 시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년도 약 1만 9천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약 2만 4천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학교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증가하여 2017년도에 

재심 158건, 행정심판 146건으로, 2016년도 재심 85건, 행정심판 43건 대비 약 2-3배 증가한 수치

를 보이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8.02.04.). 즉, 자치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에 불복하여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신청하거나, 재심 결과 역시 불복하며 자치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

구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치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자, 교육 현장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금보다 교육적이고 회복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과 학계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김광수, 장사형, 2017; 윤태현, 2017; 이현정, 2017; 장사형, 김광수, 2016; 정이근, 

2016; 조성범, 2017; 한유경, 이주연, 박주형, 2013). 일부 연구에서는 인력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전문적인 사안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김광수, 장사형, 2017; 이창배, 

2016; 조성범,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 본래의 교육적 공간의 기능을 상실하고 가해학생을 

향한 징벌적 처분 및 피해학생 보호에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모습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윤태현, 

2017; 장사형, 김광수, 2016; 정이근, 2016). 

보다 전문적인 사안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을 확인하는 실태 

연구나(김현욱, 안세근, 2013; 박종운, 김삼곤, 2003; 손재환, 이대형, 이현진, 유춘자, 정진선, 김수

현, 박소영, 2013; 조주영, 오인수, 2014) 사안처리 과정에서 가해 및 피해 학부모와 교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김광수, 장사형, 2017; 최명희, 김진숙, 2016; 한유경 외, 2013, 황정훈, 2014)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안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

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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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승현, 정제영, 강태훈, 김무영(2014)의 연구에서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가 학교 봉사

(19.0%),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8.8%), 출석정지(17.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주기는 하나 각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처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형화를 통해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주로 사용하는 개입 양상을 살펴보고, 사안처리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함으

로써 각 사안처리가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자치위

원회에서 보다 전문적인 사안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고등학교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몇 가지로 구

분되며,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둘째, 자치위원회 특성 및 학교폭력 사안 특성 중 잠재프로파일의 결정 요인으로 유의한 변수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배경

1.� 학교폭력� 실태� 및� 개입� 양상

학교폭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 및 피해

집단, 미경험집단으로 분류된다(노언경, 이은수, 이현정, 홍세희, 2017;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 

2014; 한유경, 이희숙, 김성식, 이윤희, 2016). 이 중 가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이들의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현용, 김현미(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사례를 통해 

이들의 개인적 요인, 학교 관련 요인, 가족 관련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충동성, 반사회성 행동(공격성), 분노, 절망감(장래희망), 비행, 

음주, 성, 흡연, 가출 등이 포함되었다. 학교 관련 요인에서는 학교생활과 교사와의 관계, 또래 집단

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폭력 노출, 빈곤, 가족 문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사회환경적 요인에서는 멀티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일(2013)의 연구에서도 가해 집단의 특성으로 비슷한 점들이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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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특히, 개인 수준의 변수(우울, 분노, 공부압력, 공격행동)가 집단 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부모 애착은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에 있어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둔 접근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심리

적 요소 및 환경(가정, 학교)에 대한 접근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해 집단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한유경 외, 2016), 이들

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 중요하다. 심재휘와 이기혜(2016)의 연구에서는 이전 가해 

경험과 현재 가해 경험 간 관계에 대해 Wee클래스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유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 노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경험 집단이 미경험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즉,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발생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나 선도적 개입이 얼마나 이

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주영과 이아라(2015)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

담자들은 상담 회기가 짧고 사후 관리가 부족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상담이 

처벌의 수단이 될 뿐 교육적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개입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각 개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

가 가능할 것이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일선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자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들은 위촉된 이후 2년의 임기 내에서 활동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에 사안처리의 

핵심적 기능을 부여하였으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 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의 수행에 한계

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광수, 장사형, 2017; 김희균, 2016; 이현정, 2017; 장사

형, 김광수, 2016; 한유경 외, 2013).

이창배(2016)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한다. 자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학부모 대표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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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교육적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사안의 당사자들이 친밀한 일상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김광수, 장사형, 2017). 이에, 교감이나 책임교사 등

의 교원이 위원회를 주도하며 사안처리의 윤곽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역시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대상 연수만으로는 이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전문적 역량을 갖

춘 외부 위원을 위촉하려고 노력하나 단위학교에서 이들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학

교전담경찰관만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장미현, 2014).

이와 같은 자치위원회 구성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안처리 과정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로 취할지에 대한 결정 및 처분을 14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문제는 심의 건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위원회가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주어진 시

간이 짧기 때문에 개별 사안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

원들은 업무의 과중함 및 소송에 대한 두려움의 여파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거

나 예방 및 교육보다는 주로 가해학생 처분 위주로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엄동섭, 

2012; 한유경 외, 2013). 이와 관련하여 가해학생 선도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현장전문가들

은 사안처리의 신속성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이승현 외, 2014).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어 이들을 선도하려는 노력보다는 처벌하고 문제를 

제거하려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할 위험성이 더욱 크다. 특히, 2012년도 법령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예방이나 선도적 조치보다는 처벌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거나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윤태현, 2017; 정이근, 

2016; 조영일, 2013).

이처럼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에 대한 의문은 사안처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김광수, 장사형, 2017; 홍지

영, 유정이, 2013), 처분 이후 재심청구나 관련 행정 소송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김정연, 2017; 한유경 외, 2013). 따라서 자치위원회 운영 방법에 있어서 변화

가 요구되며,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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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사안� 특성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반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된다. 현행 학교폭

력 사안처리 방법은 교육부(201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세부기준에서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항목

별로 각각 0-4점으로 평정하는데,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아질수록 가해학생에 대한 처

분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점수 합산 결과 1-3점은 서면 사과(1호), 4-6점은 학교 봉사(3

호) 처분이 이루어지며 교내에서 수행된다. 이와 달리 합산 점수가 7-9점인 경우 내려지는 사회봉사

(4호) 처분은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판정되는 경우 

10-12점은 출석 정지(6호), 13-15점은 학급 교체(7호), 16-20점은 전학(8호), 16-20점은 퇴학(9

호) 처분이 내려져 교육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접근을 취한다. 이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나 특별 교육(5호)을 병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처

분은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그 밖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와 같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 피해학생에 대한 개입의 경우 조치가 결정되더라

도 수용 여부는 피해학생의 선택의 영역에 놓인다.

그러나 현재의 사안처리 방법은 각 항목을 평정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여 대체로 단위학교에서 

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안처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부가적 판단요소로 인해 동일한 사

안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이현정, 2017).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시한 세부 기준은 사안처리 방법을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만 분류하고 있어, 선도와 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러한 조치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승현 외(2014)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중 자치위원회의 선도 및 교육 

조치를 받고 반성했다는 응답은 55.3%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집단에서 

84.6%, 중학생 집단에서 67.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입의 목적에 따라 사안처리 방법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재환 외(2013)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개입을 위해서 학교폭

력 유형에 따른 대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이 보다 다양화되고 심각해지

면서 대상이 되는 사안의 범주 역시 광범위해짐에 따라 이러한 흐름에 맞는 적절한 개입방법을 폭넓

게 개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

금, 명예훼손·모욕, 협박, 약취·유인,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

력·사이버따돌림의 9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가 해당 유형의 가해에 가장 효과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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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방법을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분류는 가해의 다양한 종류

를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 상위 유형에 대한 이해는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분류의 실질적인 효과성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최근 손재환 외(2013)의 연구에서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

해 유형을 분류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 인터넷을 통한 가해, 약한 수준

의 성적 수치심 가해, 따돌림 가해, 언어놀림 가해, 신체적 폭행 가해, 괴롭힘 가해 등 7가지 유형으

로 재분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에 따라 접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시하

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 평가에 기반한 개념도에 근거하여 성과 관련한 가해

를 제외한 9가지 가해 유형을 신체적 폭행, 언어놀림,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5가지 상위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의 유형에 따라 사안처리 양상이 달라지는지 살펴보

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에듀데이터로부터 제공 받은 학교정보공시 자료 중 2017년도에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수집한 자료1)를 활용하였다. 에듀데이터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 유관기관 등에 축적되

어 있는 교육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가공하여 학술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자료

는 전체 학교 중 10% 비율로 층화 추출된 표본 자료이며, 총 1499교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개별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의 수가 1건 이상 있으며 이에 대해 1가지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1017개교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양

상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이 아닌 학교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학교의 유형을 살

펴보면 일반고 63.6%, 특성화고 21.7%, 특목고 7.7%, 자율고 6.9%였으며, 남녀공학 62.6%, 여학교 

19.4%, 남학교 17.9%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학교정보공시의 설문 문항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각 변수명과 구체적인 측정 내용

은 <표 1>에 제시하였다.

1) 2017년도 학교정보공시 자료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는 2016년도의 운영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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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변수 내용 측정 단위

분
류
변
수

사안처리 
현황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 일시보호, 
피해학생 치료 및 요양, 피해학생 학급교체

전체 사안
처리 결과 
대비 해당 
조치의 
실행 비율

가해학생
중재적 개입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가해학생
교육적 개입

가해학생 학교봉사(3호), 가해학생 사회봉사(4호),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가해학생
처벌적 개입

가해학생 출석정지(6호), 가해학생 학급교체(7호), 
가해학생 전학(8호), 가해학생 퇴학(9호)

영
향
변
수

자치위원회 
특성

전문가 구성 
비율

자치위원회 전체 인원 대비 법조인, 경찰, 의료인 
비율

자치위원회 
전체 인원 
대비 전문
가 비율

심의건수 학교별 연간 심의 건수
1학기와 2
학기의 건
수 합산

학교폭력 
특성

신체적 폭행 상해, 폭행, 감금
전체 심의 
건수 중 특
정 가해 유
형의 비율

언어놀림 명예훼손․모욕

괴롭힘 협박, 약취․유인,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따돌림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 따돌림

<표� 1>�분석에�활용한�변수�설명�

먼저,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현황을 지표변수로 사용하였다. 사

안처리는 크게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로 분류되는데,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가 있으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에는 서면사

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

체, 전학, 퇴학이 있다. 이와 같은 사안처리 방법들을 대상 학생 및 개입 목적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

조치(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 일시보호, 피해학생 치료 및 요양, 피해학생 학급교체), 

가해학생 중재적 개입(가해학생 서면사과,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교육적 개

입(가해학생 학교봉사, 가해학생 사회봉사,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처벌

적 개입(가해학생 출석정지, 가해학생 학급교체, 가해학생 전학, 가해학생 퇴학)의 네 가지로 재분류

하였다. 각 변수는 단위학교에서 연간 이루어졌던 사안처리 건수 중 특정한 개입이 어느 정도 비중

을 차지하는지의 비율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사안처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치위원회의 특성 및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

을 확인하였다. 자치위원회의 특성으로는 전문가 구성 비율과 심의 건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전

문가 구성 비율은 자치위원회의 전체 인원 대비 법조인, 경찰, 의료인의 비율을 산출하여 변수로 사

용하였고, 전체 심의 건수는 각 자치위원회의 연간 심의 건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학교폭력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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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은 자치위원회에서 각 유형의 학교폭력이 연간 얼마나 심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손재환 외

(2013)의 연구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가해 유형을 분류한 방식을 참고하여 이를 다시 신체

적 폭행(상해, 폭행, 감금), 언어놀림(명예훼손․모욕), 괴롭힘(협박, 약취․유인,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

부름), 따돌림(따돌림),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 따돌림)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각 가해 유형이 연간 개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체 사례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였는지를 

변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피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지표변수만을 

이용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영향요인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Nylund-Gibson, & Masyn, 2016). 분석에는 Mplus 7.0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전형적인 하위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

어 있는지 살피는 방법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집단 분류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통계치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점이 있다

(Michael & Graham, 2008; Nylund et al., 2007; Vermunt & Magidson, 2002). 본 연구에서는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일선 고등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안처리를 하고 있는지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피고자 하며, 더불어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사안처리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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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준으로 정보 지수인 AIC, BIC와 분류의 질을 평가

하는 Entropy값, k개 집단을 가진 모형과 k-1개 집단을 가진 모형을 비교하는 조정된 차이검증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LMR-LRT) 및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

(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을 사용하였다. AIC와 BIC는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LMR-LRT와 BLRT는 p값이 유의하면 k개의 잠재집단을 가진 모형이 채

택되고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 잠재집단을 가진 모형이 채택된다(Lo et al., 2001; 

McLachlan & Peel, 2000; Tein et al., 2013). Entropy값은 하나의 잠재 계층에 속할 확률이 커질수

록 값이 증가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더 정확함을 의미하는데, 0.8 이상이 좋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Muthen, 2004). 이와 같은 통계적 기준 이외에도 실질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전체 표본 대

비 잠재 집단의 최소 비율을 5%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Jung & Wickrama, 2008), 해석 가능성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준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을 검증하여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자치위원회 특성(자치위원회 구성, 전체 심

의 건수), 학교폭력 사안 특성(신체적 폭력, 언어놀림,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 폭력)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 법조인, 경찰,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로 9-10명당 한 명꼴로 전문가가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일선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접수되었던 심의 건수는 평균 4.3건

이었으며, 각 학교에 접수된 학교폭력 가해 유형의 비율은 신체적 폭행이 67.7%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사이버폭력 9.8%, 언어놀림 8.2%, 괴롭힘 7.4%, 따돌림 2.8%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전체 사안처리 중 

32.6%를 차지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과 교육적 개입이 각각 28%와 29.6%로 뒤를 

이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개입이 전체 사안처리 현황의 9.8%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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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2-2 2-3 3 4 5-1 5-2 5-3 5-4 5-5

1 1

2-1 -.45** 1

2-2 -.51** -.35** 1

2-3 -.16** -.27** -.19** 1

3 -.03 -.04 .09** -.02 1

4 -.06** .03 -.01 .08* -.02 1

5-1 -.04 -.09** .14** -.00 .04 .10** 1

5-2 .04 .06* -.08** -.03 .02 .01 -.38** 1

5-3 -.04 .02 -.06* .13** -.02 .07* -.33** -.07* 1

5-4 -.04 .05 .03 -.08* -.02 -.07* -.26** -.02 -.07* 1

5-5 -.01 .08* -.06 -.01 -.04 -.06 -.47** -.11** -.09** -.07* 1

평균 .326 .280 .296 .098 .139 4.315 .677 .082 .04 .028 .098

표준
편차

.244 .228 .231 .144 .049 4.304 .348 .188 .174 .130 .227

1. 사안처리 중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비율, 2. 사안처리 중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비율(2-1. 중재적 개입, 2-2. 교
육적 개입, 2-3. 처벌적 개입), 3. 자치위원회 전문가 구성 비율, 4. 자치위원회 연간 심의 건수, 5. 연간 심의 건수 중 
특정 가해 유형의 비율(5-1. 신체적 폭행, 5-2. 언어놀림, 5-3. 괴롭힘, 5-4. 따돌림, 5-5. 사이버폭력)
*p < .05, **p < .01, ***p < .001

<표� 2>�변수들의�기술통계�및�상관� (N=1017)

상관분석 결과, 자치위원회의 전문가 구성 비율은 사안처리 중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비율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치위원회의 연간 심의 건수는 사안처리 중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개입의 비율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가해유형 중 신체적 폭행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과는 부

적 상관이 있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가해유형 중 

언어놀림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교육적 개입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유형 중 괴롭힘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처벌적 개입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가해유형 중 따돌림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적 개입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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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정보 지수 분류의 질 모형 비교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

AIC BIC Entropy
LMR
-LRT

BL
RT

1 2 3 4 5

2 -1644.408 -1580.388 .964 .000 .000 93.6 6.4

3 -2063.969 -1975.325 .943 .000 .000 6.6 7.7 85.7

4 -2492.926 -2379.660 .944 .030 .000 4.4 7.6 81.6 6.4

5 -2821.643 -2683.754 .825 .008 .000 7.1 42.6 6.4 4.4 39.5

<표� 3>�잠재�프로파일�수�결정을�위한�모형�적합도�분석�결과

2.� 사안처리� 유형화� 분석� 결과

1) 잠재프로파일 모형 선정

다양한 통계적 기준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사안처리 유형을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보 지수의 경우, 잠재 프로파일

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와 BIC가 모두 감소하고 있어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모형으

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은 잠재 프로파일 수의 증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개 집단

에서 5개 집단으로 증가하였을 때 분류의 질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모형 비교 검증 결과, 잠재 

프로파일 수가 증가하여도 LMR-LRT와 BLRT가 계속 유의하게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어떤 모형

이 좋은 모형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적 기준과 별도로, 잠재 프로

파일 분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와 5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 한 

집단이 4.4%의 분류율을 보여 최소 비율 기준치인 5%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 Wickrama, 2008). 이상의 통계적 기준과 함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2) 사안처리 프로파일 형태와 명명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사안처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의 형태는 <표 4>와 [그림 2]

에 제시하였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먼저, 4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81.6%)을 차지하는 유형3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 및 교육적 개입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유형으로, 개별 사안을 처리함

에 있어 다양한 사안처리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호 및 선도․교육형으로 명명하였다. 

보호 및 선도․교육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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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가해학생 처벌형 
(n=45, 4.4%)

유형2:
가해학생 교육형 
(n=77, 7.6%)

유형3:
보호 및 선도․교육형

(n=830, 81.6%)

유형4:
피해학생 보호형 
(n=65, 6.4%)

M SE M SE M SE M SE

피해학생
보호조치

0.266 0.038 0.062 0.018 0.301 0.007 0.944 0.014

가해학생
중재적 개입

0.056 0.025 0.073 0.021 0.334 0.008 0.023 0.007

가해학생
교육적 개입

0.132 0.037 0.836 0.038 0.279 0.007 0.018 0.006

가해학생
처벌적 개입

0.545 0.068 0.030 0.012 0.085 0.005 0.016 0.007

<표� 4>�잠재�프로파일별�사안처리의�평균과�표준오차

[그림� 2]� 사안처리�프로파일�형태

형1은 가장 작은 4.4%를 차지하였다. 유형1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개입이 전체 사안처리 방법 

중 약 54.5%를 차지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개입을 중심으로 사안처리가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이나 교육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가해학생 처벌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2는 전체 유형의 7.6%를 

차지하며,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처리의 약 83.6% 정도를 가해자 교육에 치중하는 반면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중재적 개입 및 처벌적 개입의 비중은 낮아 이를 가해

학생 교육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유형의 6.4%를 차지하는 유형4는 각 위원회의 전반

적인 사안처리 결과 중 약 94.4%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가해학생에 대

한 선도․교육 조치의 비중은 매우 낮아 이를 피해학생 보호형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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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처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대한 자치위원회 특성 요인과 학교폭력 사안 특성

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는 준거 유형에 비해 다른 유형에 속할 확률에 

특정 독립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특성 중 전문가 구성 비율의 영향력

은 모든 집단 간의 비교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자치위원회의 연간 심의 건수는 

특정한 유형에 비해 다른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간 심의 건수가 감소할수록 자치위원회 대부분이 속한 보호 및 선도·교육형에 비해 나머지 유형

(가해학생 처벌형, 가해학생 교육형, 피해학생 보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한편, 연간 심의건 

영역 변수

준거 유형: 보호 및 선도․교육형

가해학생 처벌형 가해학생 교육형 피해학생 보호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위원회
특성

전문가 구성 -3.33 3.89 5.28 2.77 -1.17 2.56

연간 심의건수 -0.26** 0.09 -0.65*** 0.13 -0.23** 0.08

사안
특성

신체적 폭행 -0.40 0.80 -0.07 0.55 -1.59*** 0.45

언어놀림 -0.68 1.19 -0.61 1.18 -0.61 0.67

괴롭힘 0.69 0.99 -0.79 0.89 -1.71 0.97

따돌림 -3.01 2.31 0.92 0.80 -2.32 1.74

사이버폭력 -0.55 0.90 -0.69 0.79 -1.29* 0.63

영역 변수

준거 유형: 
가해학생 처벌형

준거 유형:
가해학생 교육형

가해학생 교육형 피해학생 보호형 피해학생 보호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위원회
특성

전문가 구성 8.61 4.50 2.16 4.46 -6.45 3.51

연간 심의건수 -0.39* 0.16 0.04 0.12 0.43** 0.15

사안
특성

신체적 폭행 0.34 0.89 -1.18 0.84 -1.52* 0.63

언어놀림 0.06 1.64 0.06 1.31 0.00 1.26

괴롭힘 -1.47 1.20 -2.40 1.33 -0.93 1.22

따돌림 3.92 2.37 0.69 2.81 -3.24 1.82

사이버폭력 -0.14 1.12 -0.74 1.02 -0.60 0.92
*p < .05, **p < .01, ***p < .001

<표� 5>�사안처리�잠재�프로파일의�영향�요인�검증�결과� (N=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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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증가할수록 가해학생 교육형에 비해 가해학생 처벌형이나 피해학생 보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사안 중 언어놀림, 괴롭힘, 따돌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집단 간 비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전체 사안 중에서 신체적 폭행 사건이 많을수록 피해학생 

보호형보다 보호 및 선도․교육형이나 가해학생 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치위원회에

서 처리하는 전체 사안 중에서 사이버폭력 사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피해학생 개입에 집중

하는 피해학생 보호형보다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을 병행하는 보호 및 선도․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Ⅴ.� 논의�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학교 현장 및 연구 장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의 체계성과 신

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하여(김광수, 장사형, 2017; 이현정, 2017; 장사형, 김

광수, 2016; 한재경, 2018)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의 양상을 탐색적으로 살피고 사안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천적 쟁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은 통계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을 고려하여 4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은 잠재 프로파일의 형태에 따라 가해학생 처벌형(4.4%), 가해학생 

교육형(7.6%), 보호 및 선도․교육형(81.6%), 피해학생 보호형(6.4%)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의 특

성을 보면 가해학생 처벌형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개입(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을 

위주로 하고, 가해학생 교육형은 가해자 교육(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도는 심리치료)에 중점

을 두고 있는 한편, 피해학생 보호형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

양, 학급교체)에 대한 개입을 위주로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적 조치의 비중은 매우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호 및 선도․교육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

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기반한 사안처리 방식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

구에서 사안처리가 과도하게 처벌에만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는 달리 최근 현

장에서 교육적 접근을 비롯한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부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부재한 채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또는 처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변수

가 사안처리에서의 차이를 야기하는지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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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치위원회의 서로 다른 사안처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자치위원회 

구성 중 전문가 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에 따라 사안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 것(김광수, 장사형, 2017; 이현정, 

2017)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치위원회에 포함된 전문가 비율이 공통적

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전문가 비율에 따른 자치위원회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위원회 구성 중 법조인, 경찰, 의료인은 약 13.9%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10명당 

1명꼴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를 5인 이상 10인 이

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위학교마다 단 한 명의 전문가가 사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전문가 구성으로 인해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1명의 전문가의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김광수와 장사형

(2017)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부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

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기에 만약 각 학교에 소속된 

한 명의 전문가가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역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

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소화하고 있

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고 법률적 전문가와 의학적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심의기구의 전문성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가 구성 비율과는 달리 자치위원회에서 연간 처리하는 심의 건수는 사안처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던 학교의 경우 연 

평균 약 4.3건의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학기 중 약 2건 정도의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자주 발생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 보호 및 선도․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가해학생 교육형에 비해 가해학생 처벌형이나 피해학생 보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와 치료(상담, 보호, 치료요양 및 학급교체)를 위주로 하는 행정적 조치나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징계 및 처벌(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위주의 징벌적 조치를 중심으로 사안처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봉사, 교육, 심리치료와 같은 교육적 활동을 통하여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선도적 조치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학교폭

력 신고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에서의 토로를 뒷받침한다(한유경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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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의 문제나 과반수 

이상 포함되는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부 교원이 사안처리를 주도할 가능

성이 크다(장사형, 김광수 2016; 조성범 2017). 그런데 이들은 사안조사부터 처리 결과의 이행 여부

를 관리하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맡는 과정에서 압도되고 소진되어 사안처리에 집중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은석, 서윤하, 이지연, 2018). 특히 해당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

력의 건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효, 박효정, 정미경, 

2007). 최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부족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

는데, 본 연구 결과는 교육적 조치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안처리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자치위원회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문제점 역시 전문

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함

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 유형에 따라 주요한 사안처리 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이현정, 2017).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살펴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신고된 사안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을 때 판정 점수가 높아지며 

그 결과 중재적 개입보다는 교육적 또는 처벌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즉, 본 연구에서 신체

적 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보호형에 비해 보호 및 선도․교육형이나 가해학생 교육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것은 신체적 폭력의 경우 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높은 판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손재환 외(2013)의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신체적 폭행 가해를 심각한 가해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 폭행이 있었던 경우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손재환 외(2013)의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은 상대적으로 심각도가 낮은 가해 유형으로 인식되

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높을 때 피해학생 보호형보다 보호 및 선도․교육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최근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주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중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자치위원회

의 중재적 개입과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단지 피

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오프라인상에서의 학교폭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

으나 사이버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상의 학교폭력의 감소분이 사이버폭력으로 이

동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쿠키뉴스, 2017.07.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이버폭력

에 대해 강화된 개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명성, 전파성, 신속성 등의 복합적이고 독특한 특성

을 고려한 새로운 처리방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강경래, 2015; 정여주, 두

경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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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양상을 개별 사안 단위가 아니라 학교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안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

안 단위의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

이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심의가 이루어진 개별 사안의 특성과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건 이상의 심의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 1가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에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약한 정도의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처

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현정(2017)에서 지적하

고 있듯이 자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더라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서 

0점을 받은 경우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가해가 발생하였고 사안이 접수된 이상 최소

한 경고와 같은 기본적인 개입을 실행하고 이를 사안처리 결과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흥미로울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자치위원회의 사안처

리 과정의 신뢰성과 체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방

식으로 사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이해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 양상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와 같이 사안처리 

과정에 전문가 참여 비율이 지극히 적고 심의 건수에 따라 교육적 개입이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된다

면 자치위원회의 사안처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급 수준에서 명확

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식 공유와 사안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할 때 가해행동의 감소와 방어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박주형, 정성수, 2012; 송경희, 

이승연, 2018; Konold et al., 2014). 이와 마찬가지로 사안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때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사후적 효과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도 더욱 증진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자치위원회 운영의 대안적 운영 방안을 제안해본다면 각 학교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에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다

룰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각 학교에서 매번 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현행과 같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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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공정한 운영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능이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될 경우 위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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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of� Case� Intervention� on� School� Violence� and�

Influencing� Factors*
1)2)3)

Kim,�Eun-Seok**

Chang,� Mi-su***

As the recent objections to the handling of school violence have increased, people questioned 

the reliability and systematizes of the School Violence Autonomous Committee(SVAC). This study 

examined to identify how SVAC’s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cases and find influential factors 

on its decisions. 1,017 high schools having at least one school violence deliberation and disposal 

from EduDATA’s ‘2017 School Information Open Data’ were selected. To classify school violence 

and identify affecting factors (characteristics of SVAC or school violence) to potential profil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reveal four types of cases that are handled 

by SCAC of high school perpetrators punishment, perpetrators education, protection–education 

and victim protection. Second, although the number of annual deliberation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SVAC was found to influence the type classification, the expert composition 

ratio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showed that only 

the proportion of physical assault and cyber violence influences type classification. Conclusions 

show SVAC case management process and the influential factors by empirical base validity. These 

findings can enrich the discussion about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SVAC.

Key words: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Autonomous Committee, Types of School 

Violence, Case Intervention on School Violence, Latent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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