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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아 알려진 사회적 파장일 뿐 이미 

학교폭력은 학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고 대부분의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중

대한 암적 요소로 자라나 있다. 그러고 보면 1980년대 일본에서도 이지메라는 학

교폭력으로 일본 전역이 들썩인 적이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사회문제는 미국에

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미국의 청소년 범죄 상승률은 성인의 범죄 상승률을 

앞지르며 1990년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의 강경

정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으로 나타났고 많은 주정부는 

이에 근거한 엄벌주의 입법을 시행하였다. 개별 학교들도 이러한 입법화해 조응해 

경찰과 연계를 맺고 학교 안전화를 위한 개혁에 돌입하였다. 1994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양자 모두 점진적인 하강을 거듭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무관용 원칙에서 비롯되었는지 아

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 학교 안전을 위한 개혁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아

직 논쟁중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20여 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수정․변경되면서 진화하였다는 점이다. 미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문제든 이성적 근거와 치밀한 법안(혹은 프로그램)으로써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통법국가이면서도 피곤하리만큼 긴 규정과 

예외조항, 단서조항, 디폴트(default)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각종 법률과 계약서 등

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이 논문은 바로 오늘날 미국을 만든 지식인의 사유(思惟)

를 추적하는 데 있다. 미국의 경험을 ‘따라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미국의 방식

을 철저히 이해하고 우리식의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내어 그들을 ‘따라잡기’ 위

한 필요에서이다. 오늘날 학교폭력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교육의 심각한 적

으로 자라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폭력방지대책, 청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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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범죄 사회학자 에밀 뒤르껭(Emile Durkheim)은 “폭력이란 사회적 기능이 약화

되어 아노미(anomie)가 나타날 때 표출되는 법률 파괴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사

회적 유대(social solidarity)가 약해지는 곳에서 폭력이 빈발한다.”고 주장하였다.1) 

폭력의 행사는 심리적으로 인간 본능의 표출2)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소유물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미셸 푸코(Paul Michel 

Foucault)는 “어느 사회든지 사물을 나누는 체계(system)가 존재하는데 그 체계에

서 타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효

과적으로 손에 넣기 위한 수단이 신체적 폭력”이라 정의하였다.3) 한정된 재화를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 폭력은 원칙적으로 저지(deterrence)된다. 

이것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법률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영미(英美)의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 ‘폭력(폭행, assault)’은 좁은 의미로 ‘구타(battery)에 대한 

시도’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형법 교과서에서는 ‘폭력은 타인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시도 혹은 이의 결과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4) 미국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폭력에 대하여 ‘단순폭행(simple as-

sault)’과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행위 유형

을 규정하고 있다.5) 이처럼 폭력이란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려는 불법행위이고 이

에 대한 제지 노력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때와 장소를 가

리지 않고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폭력의 만연은 미국 사회에서도 예외일 

1) Mike Gane, Durkheim’s Theory of Violenc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ume 

58, Issue Supplement s1, (August 2006): pp.41-42.
2) 지그문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폭력이란 부상 혹은 파괴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로서 두 가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억압되지 않는 본능의 표출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상호간 갈등의 문화적 실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Violence is an exer-

tion of physical force to injure or destroy. In Freud’s vision of man and society, vio-

lence is deemed as the basis of our existence on two levels; the violence in the unin-

hibited instinct and the violence which our culture practices against one another”, Bruce 

B. Lawrence and Ai sha Karim, “On Violence”, Duke University Press (2007), pp.226-227.
3)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ranslation copyright ⓒ 1977 by Alan Sheri-

dan, Second Vintage Books edition (May 1995), pp.104-105.
4) Joshua Dressler, Cases and Materials on Criminal Law (4th edition), Thomson West, 

Printed in the U.S.A., 2008, p.801.
5) The Model Penal Code (MPC)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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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미국에서 TV 시청률 최고 시간대의 광고로 ‘가정폭력’ 신고에 관한 홍보

가 의외로 많다. 매번 톱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대개 폭력을 수반하는 강도, 강간 

등의 범죄사건 외에도 총기 등을 사용한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청소

년들은 법에 의해 10대 후반까지 학교에 다닐 것을 강요받고 있지만, 학교에서의 

안전까지 담보 받고 있지는 못하다.6)

  이러한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은 청소년 폭력의 하위 개념으로서 학교나 학

교 인근에서 학생들의 구타, 괴롭힘, 왕따, 무기사용의 해악함을 포괄하는 개념이

다.7) 그로 인하여 피해 학생에게는 정신적․육체적 부상 외에도 피살 또는 자살 

등의 결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폭력 자체는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사회에 퍼져있는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10대들의 폭력이 가족-학교-미디어의 트라이앵글 구조에

서 특별히 창출되는 변종은 아니다. ‘폭력’은 사회의 많은 변수와 영향의 결과물

로 나타나는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그저 장소적으로 

폭력 발생을 특정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장소는 청소년의 건

전한 정신적․육체적 발달을 도모하여 사회에 적응시키는 교육적 장소라는 점에

서 ‘폭력’이라는 해악과 쉽게 어울릴(match)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 청소년 폭력 전체를 조망하되 가급적 학교폭력

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예방대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과연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우리 실정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현재 논의 중인 학교폭력 대응방안 마련에 장기적이고도 경험적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II. 미국의 학교폭력 실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놀랄만한 일이 아닌지

도 모른다. 학교규율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급우들8)의 장단점을 수용하고 인

6) Cook, Philip J., Denise C. Gottfredson, and Chongmin Na, “School Crime Control and 

Prevention”,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s (March 23, 2009), p.5.
7) Cornell, Dewey G, School Violence: Fears Versus Fac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 

edition (May 16, 2006), p.11.
8) 인종, 빈부, 언어, 출생지 등 미국의 학교 문화는 한국의 학교 문화에 비하여 “끼리끼

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매우 많이 편재한다. 이러한 “끼리끼리” 의식은 상대방을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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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해야 하는 반면, 비난과 폭력의 표출은 삼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격이 완

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런 요구의 실천은 쉽지 않다. 학기 중인 때보다 방학 

때의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9) 1970년대는 학교폭력이 

미국의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로부터 막대한 예산

(＄2.4 million)을 받은 전국 교육 협회(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는 1978년 미

국 학교 전체10)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연구를 벌였다. 이 결과 전체 공립학교의 

약 8%가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약 11%의 학생이 학교에서 

크고 작은 절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1) 중요한 것은 약 25% 학교들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적대와 파괴(vandalism)로 교육기반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

다는 것이다.12) 실제로 2005∼2006년 간 미국 공립학교의 약 38%가 학교폭력 문

제로 경찰수사를 받았고, 2007년 한 해 동안 약 23%의 학생들이 그들 학교의 갱

(gang) 단원과 연루되어 있었으며, 약 32%의 학생들이 집단 괴롭힘(bullying)을 당

한 경험이 있었다고 발표되었다.13)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가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학교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에 연루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2008년에는 만 10세 이상 24세 미만14) 젊은이 656,000명이 

폭력으로 인하여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2009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중 3.8%가 폭

력으로 인한 상처로 의사 혹은 간호사의 치료를 받았다.15)

   리고 배제함으로써 왕따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9) Philip J. Cook, Denise C. Gottfredson, and Chongmin Na, 전게논문, pp.2-3.
10) 약 4,000개 이상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11) “Safe School Study Report”,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1978.
12) 이 보고서는 학교의 경찰과의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때부터 학교는 경찰

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교육의 방향성이나 경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Richard Lawrence, School Crime and Juvenile Justice, Copyright ⓒ 1998 by Oxford 

University Press, printed in New York (2007), pp.3-4. 이러한 학교와 경찰과의 유착관

계가 학교-경찰서-교도소(소년원)로의 파이프라인(school-to-prison pipeline)이라고 비판

하는 학자도 있다. Deborah N. Archer, “Challenging the School-to-Prison Pipeline,”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Volume 54 (November 2009), pp.868-869.
13) 약 4%의 학생들은 ‘사이버 집단 괴롭힘(being cyber-bullied)’을 당했다고 한다. Depart-

ment of Education,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8. NCES 2009-022. Depart-

ment of Education and Justice (US); 2009.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4)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분류하지만 각종 통계자료에서는 

‘젊은 성인(young adult)’이란 이름으로 만 18세부터 24세 미만까지를 완전한 성인과는 

달리 따로 구분하여 파악하기도 한다.
1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Report data, 2010a and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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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에서 1994년까지 미국 전체의 범죄율은 변함이 거의 없거나 혹은 다소 

감소되고 있었는데 반하여 청소년 범죄율은 계속 상승하였다. 즉, 미국의 청소년 

범죄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하다가16) 199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

들고 있다. 그것은 사회 문제화된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다양

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기적인 대응이 나타낸 결과이기도 하다. 이 당시에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17)의 미명 하에 쏟아져 나온 대책으로 금속 탐지기(metal de-

tectors)와 감시 카메라(surveillance cameras) 설치, 그리고 스쿨 폴리스(police pres-

ence)18) 배치 등과 같은 예방대책은 대부분의 도시 학교에서 채택되었다. 나아가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퇴학(expulsion), 강경처벌(serious penalties) 등도 시행19)되

었다. 실제로 1990년 연방정부의 첫 총기 없는 학교법(Gun-Free School Zones Act: 

GFSA) 제정과 1994년 미국 학교개선 법안(Improving America’s School Act: 

IASA)이 연이어 제정된 이후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었고 학교폭력의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하다는20)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관용 원칙에 기초한 법안

들의 제정과 상기의 제반 조치들이 미국 청소년 범죄율 감소와 직접적 관련 증거

16) A. K. Miller and Chandler, K., “Violence in U. S. public schools: 2000 School Survey 

on Crime and Safety,”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pp.4-5.
17) 무관용 원칙은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

을 말한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그 일대의 도시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입각하여 도출된 원칙이다. 1994년 미국 

뉴욕시에서는 이 원칙을 도입하여 경범죄 윤락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2년 만에 우

범지대(虞犯地帶)였던 ‘할렘지역’의 범죄 발생률을 약 40% 정도 감소시켰다. Karim 

Ismaili, U.S. Criminal Justice Policy: A Contemporary Reader, Jhnes & Bartlett Learning, 

printed in the U.S.A. (July 20, 2010), p.8 & p.36.
18) 미국 뉴욕시의 경우 1998년 뉴욕시 교육청(New York City Board of Education)은 “학

교 안전 통제권”을 뉴욕경찰서(NYPD)에 이전하였다. 이 결과 1995년까지 무장경찰

(Armed school police) 200명이 증원되었고, 4,600명의 학교 안전 요원(School Safety 

Agents)이 고용되었다. Karim Ismaili, 상게서, p.77.
19) Casella, R., “Zero tolerance policy in schools: Rationale, consequences, and alternatives”, 

Teachers College Record, 105(5) (2003), p.892.
20) 그 이유는 일시적인 강압에 의한 통제일 뿐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방지대책

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Greg Chen, “Communities, Students, Schools, and School Crime 

- A Confirmatory Studyj of Crime un U.S. High Schools”, Urban Education Volume 

43, No.3, (May 2008), p.302. 이와는 달리 무관용 원칙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총

기 등 무기와 마약 등을 사전에 제한하고, 잠재적인 폭력발생을 저지시키는 순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Robinson, P., “Punishing dangerousness: Cloaking preventive de-

tention as criminal justice”, Harvard Law Review, 114, (2001), pp.142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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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지만,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자

각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개혁(reform)을 단행하였다는 점은 분명 청소

년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21)

<도표 1> 학교관련 5∼18세 학생들의 피살과 자살 사건 통계(1992∼2009년)22)

학교연도*

(School Year)

5∼18세 사망자 5∼18세 자살자

학교에서 살해당한 

학생(Homicides 

at school)

전체 사망자

(Total homicides)

학교에서의 자살자

(Suicides at school)

전체 자살자

(Total suicides)

1992∼93 34 2,689 6 1,680

1993∼94 29 2,879 7 1,723

1994∼95 28 2,654 7 1,767

1995∼96 32 2,512 6 1,725

1996∼97 28 2,189 1 1,633

1997∼98 34 2,056 6 1,626

1998∼99 33 1,762 4 1,597

1999∼00 14 1,537 8 1,415

2000∼01 14 1,466 5 1,493

2001∼02 16 1,468 6 1,400

2002∼03 18 1,515 10 1,331

2003∼04 23 1,437 5 1,285

2004∼05 22 1,535 8 1,471

2005∼06 20 1,646 3 1,408

2006∼07 31 1,740 8 1,296

2007∼08 21 1,701 5 1,231

2008∼09 15 -** 7 -

** 미국의 학기(school year)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을학기에 시작하여 봄학기(6월)에 종료된다.

** ‘-’ 표시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수치를 말한다.

21) 이것은 학교생활과 학교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Philip J. Cook, Denise C. 

Gottfredson, and Chongmin Na., 전게논문, p.3.
22) BJ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0”,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p.89,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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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학교에서의 살인(자살)사건 사망자수는 감

소 추세에 있다. 미국의 인구 규모가 1992년 약 2억 9천만 명에서 2009년 약 3억 

6천만 명으로 약 24%(7천만 명)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 범죄로 인한 

사망자수의 감소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사망학생 수의 감소를 알 

수 있다.23) 이것은 아래 <도표 2>를 참고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도표 2> 5∼18세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범죄 유형별 통계(1992∼2008년)24)

[학교에서, 

At school]

연도

(Year)

전체 범죄수

(Number of Crimes)

1,000명당 학생 범죄율

(Rate of crimes per 

1,000 students)

전체 절도 폭력 전체 절도 폭력
중범죄 중범죄**

1992 3,409,100 2,260,500 1,148,600 245,400 143 95 48 10

1993 3,795,200 2,357,000 1,438,200 306,700 155 96 59 12

1994 3,795,500 2,371,500 1,424,000 322,400 150 94 56 13

1995 3,467,900 2,177,900 1,290,000 222,500 135 85 50 9

1996 3,163,000 2,028,700 1,134,400 225,400 121 78 43 9

1997 2,721,200 1,666,000 1,055,200 201,800 102 63 40 8

1998 2,715,600 1,562,300 1,153,200 252,700 101 58 43 9

1999 2,489,700 1,605,500 884,100 185,600  92 59 33 7

2000 1,946,400 1,246,600 699,800 128,400  72 46 26 5

2001 2,001,300 1,237,600 763,700 160,900  73 45 28 6

2002 1,753,600 1,095,000 658,600 88,100  64 40 24 3

2003 1,930,100 1,191,400 738,700 154,200  73 45 28 6

2004 1,445,800 863,000 582,800 107,400  55 33 22 4

2005 1,487,900 858,400 629,500 137,300  56 32 24 5

2007 1,510,900 826,800 684,100 118,300  57 31 26 4

2008 1,248,800 619,000 629,800 113,300  47 24 24 4

** 2006년의 통계는 조사되지 않았다.

** 중범죄(Serious violent) 통계수치는 폭력(violent) 통계수치에 포함되어 있다. 

23) 비록 학교에서의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학교 문제로 인한 학교 외 지역에서의 사

망자수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전체 청소년 사망자수에 포함됨으로 전체적 추세를 파

악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24) BJ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전게논문, p.90, [Table 2-1]. 전체 범죄 수에서 10단

위 이하 숫자는 반올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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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에서 살인이나 자살 사건을 제외한 학교에서의 절도, 폭력, 중범죄 발

생 비율은 1994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15년간 꾸준히 감소하였다. 학교에서

의 전체 범죄율도 1992년 3,409,200건으로 2008년의 1,248,000건에 비하여 무려 

63.4% 감소하였다. 이는 5세에서 18세 청소년 인구 1,000명당 범죄율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나는데, 1992년 144건에서 2008년 47건으로서 약 67.4% 감소하였다.

<도표 3>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Grades 9-12)의 학교폭력 관련 

통계(1993-2009년)25)

연

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 매달 학교에 1회 이상 무기(칼, 총, 곤  등)를 들고 오는 학생의 비

11.8%

(10.4-13.3)

9.8%

(8.9-10.7)

8.5%

(7.1-10.2)

6.9%

(5.8-8.2)

6.4%

(5.5-7.6)

6.1%

(5.1-7.4)

6.5%

(5.6-7.5)

5.9%

(5.2-6.7)

5.6%

(5.0-6.3)

• 지난 1년간 학교에서 1회 이상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의 비

16.2%

(15.1-17.5)

15.5%

(13.9-17.2)

14.8%

(13.6-16.2)

14.2%

(13.0-15.5)

12.5%

(11.5-13.5)

12.8%

(11.3-14.4)

13.6%

(12.5-14.7)

12.4%

(11.5-13.4)

11.1%

(10.0-12.2)

* t-test 분석에 의한 자료이며 유의수준 95% (p < 0.05)

  미국에서도 청소년범죄 혹은 학교폭력이 중요한 사회 문제이기는 하지만 <도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5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비중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1993년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의 비

중이 16.2%에 비하여 2009년에는 11.1%26)로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약 31.5% 감소

하였다. 또한 2009년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고등학생이 일으킨 전체 폭력발생 비

율은 약 31.5%인데 학교폭력의 발생 비율은 11.1%이다.27) 이는 학교가 고등학생

들에게 있어서는 폭력발생의 거점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2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09”, National Youth Risk Behavior Survey (YRBS), June 2010. 
26) 이 11.1%의 성비를 보면 남학생이 15.1%이고 여학생이 6.7%를 차지하여 남학생의 학

교폭력이 여학생의 학교폭력 비율보다 약 2배 이상 많게 나타난다. 전게논문(CDC 

2010b), p.8.
27) 상게논문,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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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학교폭력 원인

1. 학교폭력 원인의 전통적 분석 기법

  효과적인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필수적인 것이다. 원인에 대한 전통적 분석 기법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요도에 따라 제시하는 방법이다.28)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서 첫째 가정환경(결손 가정)의 영향, 둘째 또래 집단

(혹은 갱)의 영향, 셋째 매스 미디어(폭력 게임)의 영향, 넷째 지역사회의 영향을 

지목하지만, 이 외에도 총기에의 접근 용이성, 마약의 보급과 이용, 생물학적․심

리적 요인(낮은 지능, 정서 불안, 분노 억제 실패 등), 폭력의 피해 경험 등을 원

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1) 가정환경의 영향(Family Environments)

  어떠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가는 청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좌우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이 된다. 빈곤가정, 편부(편모) 가정, 기능적 결손가정, 물리적․성적 폭

력가정, 약물남용 가정, 일관되지 못한 훈육 등의 여건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일탈

이나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보다 더 높

다.29) 부모는 자식의 긍정적 행동을 장려하고 공격적 행동을 적시에 지적하여 수

정하게 하여야 한다. 부모가 항상 자식의 학업 성취에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의 

행동과 교우 집단에 대한 감시․통제(monitoring)를 하는 것은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성장기의 가족에 대한 자각(perception)은 친구의 선택, 

학업의 결과 산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아이들의 행동을 규정하

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30) 자식들은 부모의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 폭력

28) 그러나 이 기법이 가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연구자의 상황적 판단에 의한 가중치

를 보여주는 것일 뿐 단독 요인에 의한 정확한 수치(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하지만)를 

보여주는 방법은 아니다.
29) P. Catlin Fullwood, “Preventing Family Violence: Community Engagement Makes the 

Difference”, (FVPF)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September 2002), p.2-3.
30) Alison L. Bryant, John E. Schulenberg, Patrick M. O’Malley, Jerald G. Bachman, and 

Lloyd D. Johnston, “How academic achievement,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 to the 

course of substance use during adolescence: A 6-year, multiwav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 (2003),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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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violence), 총기 노출(presence of guns)의 발자취를 그대로 좆아 음주, 폭

력, 총기사용의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31) 

   2) 또래 집단이나 갱과의 연계(Impact of peer group or gang)

  대부분의 조직․집단에서 보이는 특징과 같이 학교에서도 비슷한 취향과 유형

의 학생들이 소위 ‘끼리끼리’ 몰려다니게 된다.32) 그 기준은 학업성취 능력(academic 

achievement), 인종과 민족(race and ethnicity), 빈부격차(income level) 등이 작용한

다. 어울려 다니는 또래 집단(peer group)은 순기능도 있지만, 타 집단(혹은 타인)

에 대한 배타적․공격적 행동, 또래의 권유에 의한 흡연․음주 등과 같은 역기능

도 있다.33) 최근 12개월 이내에 폭력, 절도, 마약 판매에 직접․간접적으로 연루

되어 있는 갱의 단원이었다는 재학생 비중이 남학생의 7.6%, 여학생의 3.8%임이 

발표되었다.34) 또한 12-18세 재학생의 24%가 갱단원이였거나 혹은 현재 갱단원임

이 밝혀져서 미국사회에 충격을 주었다.35) 즉, 청소년의 자세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환경에 이어 또래 집단의 성향이라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한다.36) 

3) 매스미디어의 영향(Abuse by mass media)

  1990년대 들어서 사이버 공간의 급격한 확산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향상은 

일상생활의 큰 변화와 함께 학교폭력의 요인으로 성장하였다. 즉, 인터넷(internet), 

31) Western-Kent State report, Vermont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2006.
32) Franklin E. Zimring, American Youth Violenc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Octo-

ber 19, 2000), p.165. 
33) 이러한 역기능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또래 집단, 특히 갱(gang) 단원과 어울릴 때 활

발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Don’t be a chicken(너무 겁먹지 마!)”라는 표현은 또래에

게 뭔가 모험적인(혹은 비행) 일을 권유할 때 흔히 쓰는 용어기도 하지만 스스로 친

구들에게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부정적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34) 갱에 연루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학업성취 기대치가 낮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Gary 

D. Gottfredson, and Denise C. Gottfredson, “Gang Problems and Gang Programs in a 

National Sample of Schools”, in The Modern Gang Reader (Chap. 30), edited by Arlen 

Egley, Cheryl L. Maxson, Jody Miller, and Malcolm W. Klein. Los Angeles, CA: Roxbury 

(October 2001), pp.3-4.
35) 상게논문, p.6.
36) 2001년 미네소타 대학(Minnesota University)이 수행한 ‘미국 청소년의 행동 유형 요인

(U.S. adolescents conducted factors)’ 조사 자료 참조(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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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blogging), 이메일(e-mail), 휴대폰(cell-phone), 닌텐도(nintendo) 등 게임기의 

대량 확산과 보급으로 새로운 패턴의 생활이 전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룰(rule)과 

규제는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의 TV와 영화 등 전통적 매체 이외

에 신종 사이버 남용(cyber abuse)은 청소년의 제어되지 않는 본능을 폭발하게 만

드는 역할을 하였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살인, 섹스, 절취는 아무런 문제가 되

지 않고 청소년들의 대리만족이나 스트레스 발산의 기제로 활용되었던 것이다.37) 

그러나 이러한 신종 매스미디어(사이버) 확산은 현실과 사이버상의 차이를 오판하

게 하고 공격적 행동으로 쉽게 나아가게 만든다. 폭력적 비디오 게임기는 청소년

들로 하여금 보다 폭력적 성향을 띠게 하고, 사이버상의 활발한 접속은 익명성으

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38) 문제를 야기하였다. 

4) 지역사회의 영향(Community Environment)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는 가정환경과 또래 집단의 영향도 포함된다. 여기서는 학

교환경,39) 이웃의 영향, 지역사회의 범죄율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좁은 의미의 

지역사회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40) 학교환경은 그 학교 소속의 학생들의 태

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래 집단의 성향까지도 규정한다.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통제,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도, 학교의 학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향

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인격과 행동 형성에 장기적이고 

경험적 요인이 된다.41) 또한 학생이 살고 있는 이웃의 소득 수준, 이웃과의 연대

감, 그 지역사회의 인구규모나 범죄율 등은 학생의 범죄에 대한 태도나 행동형성

에 영향을 준다.42) 

37)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www.cyberbullying.us): 2011년 12월 28일 접속.
38) 미국 청소년의 53%가 인터넷 상에서 타인에 대한 괴롭힘(cyber-bullying)을 가한 적이 

있으며 42%는 이러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i-SAFE America Inc.의 “Beware 

of the Cyber Bully” Report). 우리나라에서도 ‘신상털기(인터넷 상의 불법 개인정보 유

출과 초상권 침해)’와 ‘사이버 모욕’으로 흔히 나타난다. 
39) 학교환경은 “school climate” 혹은 “school culture”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학교의 

규모, 학생 수 등을 의미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학생들과 교사와의 친밀도, 학생들의 학

교에 대한 연대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40) P. Catlin Fullwood, 전게논문, p.13.
41) Philip J. Cook, Denise C. Gottfredson, and Chongmin Na, 전게논문, pp.85-86.
42) Albert D. Farrell, Aleta L. Meyer, Eva M. Kung, and Terri N. Sullivan,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30, (2001),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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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원인의 새로운 접근 기법

  학교폭력 원인의 전통적 분석 기법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안에 대하여 가정환경의 영향 > 또래 집단(갱)의 영향 > 매스 미디어의 영향 > 

지역 사회의 영향 등 비중에 따라 열거된 설명이었다. 이는 기타 미약한 요인들43)

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거나 배제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원인

에 대한 새로운 기법은 개인적․관계적․지역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을 중요도가 

아닌 특징별로 구별하여 다수의 요인을 추출한 뒤 이의 단독 혹은 결합에 의하여

(multi-faceted)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다양한 학교폭력의 발

생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게(flexible) 설명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에서 제시

하는 요인들이 반드시 학교폭력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요

소 혹은 결합된 요인들은 폭력성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이

러한 요인들 자체를 없애버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의 영향력을 감

소시킨다면 학교폭력 유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45) 이러한 새로운 분석기

법은 학교폭력의 원인 진단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복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1) 개인적 차원의 요인

• 폭력의 피해 혹은 가해 경험

• 주의력 부족이나 극도의 행동 과다

• 비행소년 혹은 갱 단원과의 교제

• 마약, 담배, 음주 경험

• 낮은 지능(IQ)

• 낮은 학교성적이나 학교적응 실패

• 미약한 자기 행동 통제

• 협조적 교우관계 실패

• 정신적 고통의 지속

• 가정폭력이나 불화에의 노출

43) 총기에의 접근 용이성, 마약의 보급과 이용, 개인의 학업 실패, 낮은 지능지수 등 학

교폭력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44)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Understanding School Violence 2010”,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pp.2-3.
45) Adam M. Watkins and Michael O. Maume, “School Victims and Crime Report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October 2011): pp.3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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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적 차원의 요인

• 거칠고 부조화된 훈육

• 부모와의 소원한 관계

• 학력부족과 저소득 부모의 가정

• 마약이나 범죄와 관련된 가정

• 기능적 결손가정

• 자녀에 대한 감독과 통제 미약

3) 지역 사회적 차원의 요인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 우범․빈곤 지역의 주위 환경

• 지역 문제에의 주민 참여 부족

• 사회해체와 이웃의 무관심

IV.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1. 방지대책의 전제 조건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

하게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해결책에 의하여 학교폭력이 감소하였는가를 입증하

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진단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라는 도그마

(dogma)의 수단적 접근법보다는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겠다고 하는 목

적적 접근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제 요건을 도출하게 되었다. 미국사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신념을 전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46)

1) 학교폭력은 방지될 수 있다(School violence is preventable).

  학교폭력은 방지될 수 있다는 믿음은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관계자들

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이 될 것이다. 한 예로,47) 불과 20년 전만 해도 폐암에 걸

렸다하면 보통 진행성 암이었기 때문에 생존율이 몇 %에 지나지 않았고 죽음을 

숙명으로 여겼던 적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해법을 찾는 중에 흡연과 폐암과의 상

46) Rose M. Duhon-Sells, Ashraf Esmail and James Takona, Youth Violence in American 

Schools: How Can It Be Alleviated, Edwin Mellen Pr (May 3, 2009), pp.12-16.
47) Leslie M. Booren, Deborah J. Handy, and Thomas G. Power, “Examining Perceptions of 

School Safety Strategies, School Climate, and Violenc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April 2011; vol. 9, 2: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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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중요 인자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금연은 폐암 발병률을 크게 낮추는 

해법이 되었다. 폐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신념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최근의 예방

적 건강검진 기술의 발달과 암의 조기 발견, 면역세포(NK 혹은 T)의 임상적용은 

최종적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목적에 대한 실현을 높여 주었다. 학교폭력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살인

(자살)과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암적 행동들은 결국 퇴치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금연

자에게도 폐암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인간 사회의 폭력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 하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지 이것을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는 문제

는 아니다.48)

  

2)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다(There is no single quick-fix).

  앞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서 개인적․관계적․지역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을 지

적하였다. 우선 이런 원인들의 개별적 비중의 가감과 선택적 결합에 의하여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49) III단원의 제1장에서 제시한 20여 가지의 학교폭력 요인들은 

단독 혹은 상호결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폭력의 원인 개수는 수천 가지가 넘게 

나타날 것이다.50) 여기에 가중치까지 고려한다면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치밀한 해결책의 제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해결책의 

제시가 단순하고 즉각적일 수 없다는 전제에 대한 인식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두 

개의 요인들에 대한 해결만으로 학교폭력이 방지될 것이라는 믿음은 더욱 큰 실

망을 낳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다양한 요인의 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응 전략들도 결코 하나의 방법으로만 제시될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응 전략의 결

합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51)

48) Russell Skiba, Kimberly Boone, Angela Fantanini, Tony Wu, and Allison Strussell. “Pre-

venting School Violence”, The Safe and Responsive Schools Protect at the Indiana 

Education Policy Center, (October 2000), p.7.
49) 상게논문, p.8.
50) Anthony A. Peguero, “Violence, Schools, and Dropping Out: Racial and Ethnic Dispari-

ties in the Educational Consequence of Student 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6, 18, (December 2011): pp.3753-3758.
51) 학교폭력 방지프로그램 담당 미국 연방정부 교육팀 트리시아 에스다일(Dr. Tricia 

Esdaille) 박사는 2011년 3월 4일 SKNIS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모든 정

책들을 해결할 최적화된 하나의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다.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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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은 진화한다(School violence is evolving and ongoing).

  최근의 학교폭력은 급우간의 폭력을 넘어 교사에 대한 혹은 급우의 가족에 대

한 폭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발적 폭력에서 계획적 폭력으로, 직접적 폭력에서 

간접적․선동적(abetting) 폭력으로, 구두에 근거한 폭력에서 계약에 근거한 폭력

으로 지능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방지대책이 진전되지 않는 한 이를 넘어서는 

학교폭력의 진화를 극복할 수 없다.52) 학교폭력 방지대책은 요란스럽고 일시적으

로 마련된 해결책이어서는 안 된다. 설사 당시에 완벽한 매뉴얼을 갖는 해결책이

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즉, 학교폭력 저지수단 또한 함께 진

화하면서 대응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도 진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교폭력 원인

에 대한 거시적 접근 못지않게 근시적․구체적 접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는 교훈이기도 하다. 이를 통하여 진화의 조기에 개입하여 재발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2. 원인에 대한 직접적 개입 대책

1) 학교폭력 유발 요인들에 대한 감소 전략

  학교폭력의 원인에서 지적되었던 개인적․관계적․지역 사회적 차원의 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은 전반적인 학교폭력의 방지대책으로서 근본적인 것이며 오랫동

안 논의된 전략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도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학교폭력의 표출은 직접적으로는 학생들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조절 실패로 나

타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폭력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53) 그러나 이러한 감정조절이 

어려운 것은 이미 적절한 가족관계와 교우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관계의 지속적 유지는, 설사 일시적으로 관계가 소원하더라도, 폭력으로 

나아가기 전에 회복이 가능하지만, 부정적 관계의 설정은 조그만 오해로 인하여 

쉽게 관계의 파탄을 불러온다. 이러한 관계 설정에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다.54)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이웃이 활발한 의사소통

이 있다면 이를 학교, 정부에서 공유하여 다른 현장에서 다시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

적 수정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52) David A. Soulé, Denise C. Gottfredson, and Erin Bauer, “It’s 3 P.M. Do You Know 

Where Your Child is? A Study on the Timing of Juvenile Victimization and Delinquen-

cy”, Justice Quarterly 25, (2008): pp.623-628. 
53) Leslie M. Booren, Deborah J. Handy, and Thomas G. Power, 전게논문,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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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개인적․관계적․지역 사회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방지대책55)

 

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과 후 학습56)이나 학교폭력에 합동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

사회 환경의 개선은 학교폭력 방지에 견인차가 된다.

2) 학교환경(school climate)의 개선57)

  학교환경의 개선이란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안전하고 반응적인 환경을 조

성하는 대응 방안을 의미한다. 학교의 규모(school size)가 클수록, 학생 수가 많을

54) Mateu-Gelabert, P., “School violence: The bidirectional conflict flow between neighbor-

hood and school”, City & Community, 2(4), (2003): p.367.
55) 학교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개인적․관계적․지역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을 필자가 요

약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56) 현재 미국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청소년

축구교실(American Youth Football), YMCA soccer, 보이스카웃(Boys and Girls scours), 

4-H 방과 후 프로그램(4-H club activities), 미국정부지원 소년소녀클럽활동(Boys and 

Girls Club of America provide a safe) 등이다. David A. Soulé, Denise C. Gottfredson, 

and Erin Bauer, 전게논문, pp.645-646.
57) Creating a safe and responsive school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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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58) 학교폭력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59) 그것은 큰 규모의 

학교, 학생 수가 많은 교실은 상대적으로 익명성(anonymity)이 더 많이 나타나며 

비인격(impersonality)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60)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실제로 대도시 소재의 학교가 시골 소재 학교보다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높

게 나타난다.61) 그렇다고 규모가 큰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학교가 할 수 없는 활동들(예를 들면, 전문화되고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학교 그 자체를 학교폭력의 원인

으로 상정하기 보다는 규모에서 오는 폐단에서 좀 더 구체적 원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규모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성은 장점, 단점, 

그리고 무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지적되어야 한다.62) 학교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우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 주목하고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를 통하여 교

사 혹은 급우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고 이것은 문제행동을 줄이

며 학교폭력을 낮춘다고 한다. 또한 학교 규모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갔는지의 유동성 문제는 학교폭력과 상관이 있다.63) 

58) 초등학교 학년에서 중학교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고등학생은 중학생 때보

다 다소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II단원의 [도표 3] 참조}. 미

국의 학제상으로 유치원 과정(Kindergarten)과 1학년∼12학년까지를 총칭해 ‘K-12시스

템’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학년 수는 대개 초등학교가 각 학군별로 1∼5학년(혹은 

1∼6학년)으로 나누어지며, 중학교는 6∼8학년(혹은 7∼8학년), 고등학교는 9∼12학년

의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59) Greg Chen. 전게논문, p. 301; Lee, V. E.,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o study 

social contexts: The case of school effects”, Educational Psychologist, 35(2), (2000): p.141; 

Scott E. Carrell, and Mark L. Hoekstra, “Externalities in the Classroom: How Children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ffect Everyone’s Kids”, NBER Working Paper No. 

14246, (June 2009): p.7.; Amanda S. Birnbaum, Leslie A. Lytle, Peter J. Hannan, David 

M. Murray, Cheryl L. Perry, and Jean L. Foster, “School functioning and violent behav-

ior among young adolescents: A contextual analysis”, Health Educa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18, (2003): p.401.
60) Greg Chen, 전게논문, p.303.
61) Russell Skiba, Kimberly Boone, Angela Fantanini, Tony Wu, and Allison Strussell, 전게

논문, p.3.
62) W. N. Welsh, “The effects of school climate on school disorder”, Annals AAPSS, 567, 

(2000): p.88.
63) W. N. Welsh,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predictors of school disorder”,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4), (2003):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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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교(혹은 교사)에 대한 유대(bonding)와 관련성64)이 깊기 때문이다.65)

  이러한 학교의 무질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등의 비율을 상승시키는 문제점들은 

‘학교범죄모델(School Crime Model)’이라는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하여 학교범죄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높은 학교범죄

모델을 상정해 보면,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대규모의 학교

로서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으며 전학 등으로 구성원의 변경이 잦고, 학교안전 대

책이나 개입이 적절하지 않은 가운데 일관되지 않은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

는 학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66)  

3) 가해행동에 대한 저지대책(Disciplinary rules and procedure)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력 표출이라는 결과발생

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 점에서 바로 가해자의 폭력표출에 초점을 두고, 폭력행

동을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을 개발하는 것이다.67) 가해자의 문제행동을 훈육하기 

위한 기본적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고 집중적으로 가해자를 훈육시킴으로써 문제

행동을 교정한다는 전략이다. 가해자의 폭력행동 교정에 대한 훈육과 절차는 다음

과 같은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68) 이것은 가급적 학교에서의 강제추

방(퇴학)을 줄이고 학교를 안전한 장소로 만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를 훈육한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부당한 훈육을 강요하지 않는다.

64) 각 주 교육부처의 교육정책이나 학교의 교육방침 변화도 학교폭력과 관련이 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정책의 잦은 변화는 학교나 학급 구성의 잦은 변동을 야기하

며 이것은 학생들의 성취감을 떨어뜨린다. Scott E. Carrell, and Mark L. Hoekstra, 전

게논문, p.5.
65) 나아가 학교가 속해있는 도시의 범죄율도 학교폭력 발생률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Greg Chen. 전게논문, p.309.
66) 상게논문, p.305.
67) Sandra Wilson, and Mark W. Lipsey, “School-Based Interventions for Aggressive and 

Disruptive Behavior: Update of a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3, (2007): p.130.
68) The goals of the offender disciplinary process are to: ① Maintain order and control of 

school’s safety; ② Ensure offenders are not disciplined unfairly; ③ Ensure the constitu-

tional rights are protected; ④ Modify offender behavior in a positive manner; and ⑤ 

Maintain an official record of an offender’s disciplinary history. Rick Thaler, “Discipli-

nary rules and procedures for offenders”,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April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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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의 법적, 인권적 권리는 보장된다.

  ∙가해자가 아닌 가해행동에 집중하여 긍정적 자세로 훈육한다.

  ∙가해자의 훈육에 대한 모든 자료는 기록되고 보관된다.

  가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금지

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고(notice) 처벌(punishment)한다.69) 금지되는 행

동은 싸움(fighting), 욕이나 부정적 언어(hate-related words) 사용, 차별(discrimina-

tion), 괴롭힘(bullying) 등을 포함한다.70)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 구성

원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언제

든 학교에 이를 고지(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다. 이 대책은 가급

적 학교 내의 인력과 재화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비용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 제도는 학교의 ‘무관용 원칙’을 제한하고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해결방법을 알려준다. 이로써 가해학

생에게 정상적인 학교 복귀의 기회를 주게 된다.71) 이러한 ‘가해 행동 저지대책’

은 반대로 긍정적 행동의 지원대책(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PBIS)72)과 양립하면서 시행할 때 효과적이다.

3. 방지법안의 제정과 각종 프로그램 마련

1)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에 입각한 폭력방지 법률안 제정

  1965년 초․중등 교육법73) 제9532조에 의해 처음 제안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선택권(Unsafe School Choice Option: USCO)은 2001년 낙제학생방지법안(No 

Child Left Behind Act)에 의해 수정되어 2002년 1월 8일 법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에는 모든 주들이 USCO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74)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위험한 공립 초․중등학교들을 구별해내고 

69) 이때 벌칙에서 퇴학은 배제된다. 근신, 정학이나 제명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70) Sandra J. Wilson, and Mark W. Lipsey, 전게논문, p.141.
71) Diana Tate Vermeire, “Discipline in California Schools: Legal Requirements and Positive 

School Environments”, A Guide by the ACLU of Northern California (March 2010): p.2.
72) PBIS는 교사, 학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돌아가며 3∼4명의 학생이 함께 “leadership 

team”을 조직한 뒤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73) ESEA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74) Department of Education, U.S.A., “Unsafe School Choice Option”, Non-Regulatory 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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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교의 학생들 혹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생들을 안전한 공립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주의 USCO에서 그 권리를 보장하는 차

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75)

  미국은 연간 20,000명 정도의 학생이 총기에 의하여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으며, 

최근 총기를 다루는 영화나 폭력적 게임의 난무로 학생간의 싸움에도 총기를 쉽

게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 1990년 연방정부가 총기 없는 

학교법(Gun-Free School Zones Act: GFSA)이 통과되었다.76) 이후 1995년 로페즈 

사건77)을 계기로 대폭 수정된 내용의 총기 없는 학교법안(GFSA)을 개정하게 되

었다.78) 이 연방법은 각 주법에 영향을 미쳤는데, 학교에 총기류를 가져온 학생들

은 1년 동안 학교에서 퇴학(impulsion)79)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제정

을 요구하였다.80) 그 간의 미국 학교개선 법안(Improving America’s School Act: 

IASA, 1994)에 의해 연방정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아왔던 모든 주

는 결국 1996년 8월까지 총기 없는 학교법안(GFSA)에 상응하는 입법을 할 수밖

에 없었다. 이 결과 연방정부의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은 각 주들을 통

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81) 실제로 학교에의 총기반입은 현저히 

줄어들었다.82) 미국의 엄벌주의(tough on crime)와 무관용 원칙의 뿌리는 바로 이 

ance, (May 2004): p.2.
75) 여기서 ‘위험한 학교(persistently dangerous school)’의 선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각 

주는 매년 이 ‘위험한 학교’에 대한 기준을 수정 혹은 재확인하고 그 지역의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자들로 하여금 위임하여 결정한다. Department of Education, 

U.S.A., “Unsafe School Choice Option”, Non-Regulatory Guidance, (May 2004): p.8.
76) 상게논문, p.8.
77) States v. Lopez (Gun-Free School Zones Act of 1990 (18 USCS 922(q)(1)(A)).
78) 실제로 NCDC (Nation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135,000명의 학생이 매일 학교에 총기류를 가져오고 있으며, 400,000명 

이상의 남학생이 최소한 1년에 한차례 이상 총기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Habib Ozdemir․Ramazan Yalcinkaya, “Zero Tolerance in Implementation of Gun-Free 

School Zones Act of 1995 in the USA”, international Police Executive Symposium, 

Geneva Center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Working Paper No. 32, 

(May 2011): pp.4-5.
79) 상게논문, p.8.
80) 1995년까지 그와 같은 관련법은 제정하지 않는 주는 미국학교개선법안(IASA)에 의하

여 정부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81)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report of “Discipline: Zero Tolerance/Gun Control 

(1998).”
82) 학교에 총기를 가져와 퇴학당한 학생의 수가 이 법안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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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없는 학교법안(GSFA)에서 시작되었다.83) 이러한 무관용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속 탐지기(metal detectors)의 설치, 사물함 조사(locker search), 학교감시

카메라(school surveillance) 설치, 교복(school uniform) 도입 등의 후속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었다.84) 그러나 이 원칙(법안과 정책)은 학교폭력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은 사회적․경제

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법안들은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진정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85)

2) 학교 안정화 프로그램(SSP)에 의한 폭력방지 매뉴얼86)

  학교폭력은 좁게는 대개 교실폭력을 의미한다. 교실에서 급우들 간의 불화는 폭

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언어․행동의 미숙함이나 오해에서 비

롯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이에 대하여 즉시 개입하여 자칫 심각한 폭력

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요소들을 예방하고 화목한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87) 따라서 교사는 ‘학교 안정화 프로그램(School Security Program, 

SSP)’의 매뉴얼을 숙지하여 교실에서의 폭력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대응 전략들

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 감소하였다. 즉, 1996∼1997년 퇴학당한 학생은 4,787명이었는데 2002∼2003년 퇴학

당한 학생은 2,143명이었다. 미국 연방교육부 2006년 자료(U.S. Dept. of Education, 2006).
83)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의도하지 않고 주머니에 잭나이프를 넣어 등교한 뒤 발각된 경

우,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의도(변명)나 배경을 묻지 않고 바로 강경처벌(퇴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되어 있다. S. McCollum, “Zero tolerance: safer schools or 

unfair rules? Literary Cavalcade”, (September 2004): pp.20-21.
84) Russell Skiba, Kimberly Boone, Angela Fantanini, Tony Wu, and Allison Strussell, 전게

논문, pp.7-8.
85) J. A. Sughrue, “Zero tolerance for children: two wrongs do not make a right”, Educat-

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9(2), (2003): p.258; McCollum, S., “Zero tolerance: saf-

er schools or unfair rules? Literary Cavalcade”, (September 2004): p.21.
86) Classroom behavior management.
87) 미국의 오래된 속담(A rising tide lifts all boats)이 있다. “밀물은 모든 배를 뜨게 한

다.”라는 의미로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국가 경제가 

잘되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

서는 교실 분위기가 발전적이고 화목하면 학교폭력은 발붙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

된다. Russell Skiba, Kimberly Boone, Angela Fantanini, Tony Wu, and Allison Strussell, 

전게논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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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언어․행동적 매뉴얼88)

방법 대응 전략

비언어적 자세

• 대화할 때는 눈을 응시한다.

• 근거리를 유지하여 친밀감을 나타낸다.

• 가볍게 손을 어깨 위에 올린다.

언어적 상기점

•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언어적 개입을 한다.

•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정확히 알려준다.

• 학생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말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향

• 사소한 잘못된 행위는 무시한다.

• 교사가 의도했던 행동이 나타나면 격려해 준다.

• 문제학생의 행동이 바뀌면 즉시 칭찬한다.

결과 적응능력의 개선

• 학습결과나 숙제는 그 당시에 즉시 개입한다.

• 논쟁을 피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 교실에서의 룰을 정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한다.

3) 학급 동료에 의한 중재와 조정(Peer Mediation)

  학교폭력이 교사의 권위적인 개입이나 지시보다는 동료집단(peer group)의 조정

과 중재에 의하여 오히려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행

동은 또래 집단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89) 학교(교실)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매일 마주치며 공통의 관심사를 공

유하여야 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향점을 향한 급우들의 자발적인 의견이나 중

재는 교실폭력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동료들에 의한 조정과 

중재의 활성화는 비단 교실뿐 아니라 운동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90) 급우들에 의한 조정과 중재가 싸움을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칫 다수에 의한 전횡에 의하여 폭력을 일시

적으로 무마하는데 그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88) 상게논문, p.13.
89) Scott E. Carrell, and Mark L. Hoekstra, 전게논문, p.19.
90) Philip J. Cook, and Jens Ludwig, “Assigning Youths to Minimize Total Harm”, in 

Deviant Peer Influences in Programs for Youth: Problems and Solutions, edited by 

Kenneth A. Dodge, Thomas J. Dishion, and Jennifer E. Lansford, New York: The Guild-

ford Press, (200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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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에 의한 중재와 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학교(교실)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91) 첫째, 중재하는 급우들이 조정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둘째, 조정자들의 해결방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를 다시 판단하게 한다. 셋째, 이 중재안이 다른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다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교사 혹은 상담직원(counselor)은 학생들에게 조

정과 중재에 관한 충분한 기술을 훈련(training and supervision)시켜야 하며 급우들

의 중재가 위의 세 가지 주의할 점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끝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

다.92)

4.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폭력 방지대책

1) 스쿨 바우처(School Vouchers)

  스쿨 바우처는 1869년 미국 버몬트(Vermont)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국가의 정책적 필요라기보다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적 측면의 요

구에서 개별적으로 시작되었다.93) 원래 스쿨 바우처의 인증은 정부에서 발급하고 

통제하지만 부담은 학부모의 몫이었다. 예컨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학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 학교에서 담당 과목의 선생님으로 하여금 혹은 다른 지역

의 유능한 학교(학원)에 보내서 보충지도를 하도록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부

에서 통제하는 형태이다.94) 현재 미국 공립학교의 경우는 세금에 의한 국가 재정

으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보다 양질의 학교나 교사를 선택하여 지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도화된 레벨 스터디(systems-level studies)로서 인기가 높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학업 실패와 여기서 비롯된 경쟁의식 그리고 급우와의 갈등임

91) 상게논문, pp.32-34.
92) 학급 동료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bad apple)’인 경우 학급 전체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지대하다고 한다. 이는 동료 그룹에 의한 개선이나 조정이 되지 않는 

케이스로서 이럴 경우에는 그 문제아를 학급에서 도려낼 수도 있다. Scott E. Carrell, 

and Mark L. Hoekstra, 전게논문, p.3.
93) Philip J. Cook, and Jens Ludwig, 전게논문, pp.28-29.
94) William G. Howell, Patrick J. Wolf, Paul E. Peterson, and David E. Campbell, “Test- 

Score Effects of School Vouchers in Dayton, Ohio, New York City, and Washington, 

D.C.: Evidence from Randomized Field Trials”,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ember 2000):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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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바우처 제도는 학교폭력의 간접적 예방대책으로서 필요할 것이다.

2) 볼티모어 예방 프로젝트(Baltimore Prevention Project, BPP)

  문제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0년대에 해리엣 바리쉬(Harriet Barrish)에 의하

여 개발된 행동 개선 게임(good behavior game)95) 중에서 이를 학교폭력, 마약소

지, 공격적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로 특정화하여 개발된 것이 볼티모어 예방

대책이다.96) 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평가, 팀별로 경쟁적 학습게임(예를 들어 

PAX 게임97)) 등을 포함하는 형태의 기법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실에

서의 문제 행동이나 조화되지 못한 행동을 동료집단에 의해 수정시킴과 동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다.98) 특히, 팀별 경쟁 학습게임의 경

우 팀을 나눈 후 교사가 문제행동(공격적 언어사용, 흉기 소지 등)의 경우 점수를 

깎고 학습 성취가 높을수록(장시간 공부, 협력 학습) 점수를 가산하여 주는 방식

으로 운영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행동수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행동발달의 초기에 있는 초등학생들99)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매우 효과

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있다.100)

3) 뉴욕시의 갈등해결 프로그램(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 RCCP)

  1985년 미국 뉴욕시101)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예방을 위해 갈등해결프

로그램(이하, RCCP)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갈등 방지를 위한 12개의 하위 

프로그램과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다수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 

 95) CSAP Effective Program에 기초한 이 게임은 ‘The PAX Good Behavior Game’ 이름

으로 구체적 게임기법의 키트(kit)가 통용되고 있다. 그 PAX 게임은 문제 행동 교정

과 정신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있다. 구체적 사용법에 대하여는 데

니스 박사의 비디오(Dr. Denis Embry Videos) 설명이 유명하다. Dennis D. Embry, “A 

Scientific and Research History of the PAX (Good Behavior) Game”, PAXIS Institut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5, (2002): pp.284-285.

 96) 교사에 의한 일종의 상벌제도라고 할 수 있다.

 97) 주석 94) 참조.

 98) Dennis D. Embry, 상게논문, pp.282-283.

 99) 특히 동료와의 교우관계가 형성되면서 행동성향이 결정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에서 이 게임은 효과적이라고 한다.
100) Philip Cook and Jens Ludwig. 전게논문, p.26.
101) 뉴욕시 공립학교들(New York City Public Schools)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육자 모임

(Educators for Social Responsibility NYC chapter: ESR Metro)이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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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 이상의 공립학교와 도심권 16개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RCCP는 학교에 기반(school-based)한 폭력행동 방지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

의 공격적 행동을 제어하고 긍정적 사고나 적응적 학교생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02) RCCP를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업(lessons)으로 구분된다. 첫째,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사용할 교사는 평균 

23개 정도의 과업으로 되어 있는 RCCP에 대한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는 대신 상

대적으로 적은 수의 동료에 의한 조정․중재자를 확보해도 된다(High lessons). 둘

째, 2∼3개의 과업에 대한 RCCP 교육을 이수한 교사는 상당 비율의 동료 조정․

중재자(peer mediators)를 확보해야 한다(Low lessons). 셋째, RCCP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동료 조정․중재자도 별로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갈등해결 

프로그램 시행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No lessons). 이러한 전제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잘 적용하여 운영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좋

은 프로그램 그 자체가 학교폭력을 방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프로그램의 섣부른 적용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다. 

이러한 RCCP의 레슨 내용들은 효과적인 감정표현 기법, 건설적인 의사소통의 방

법, 갈등분석 기법, 협동심 증진 전략, 자기주장 전개법,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감

사 인식, 선입견 및 편견 억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03)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범죄와 불법행동의 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환경에 대한 디자인 방법을 말한다. 

1971년 범죄학자 래이 제프리(C. Ray Jeffery)에 의하여 처음 고안되었다. 그는 이

를 자신의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출간을 통해 

발표하였으나 당시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1972년 건축가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에 의하여 다시 제프리의 CPTED 방법과 혼용된 기법으로서 저서가 

�Defensible Space: -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출간되었고, 세간에 

102) Jennifer Selfridge,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 How We Know It Works”, 

Theory into Practice, Volume 43, Taylor & Francis, Ltd, (November 2004): pp.19-21.
103) J. Lawrence Aber, Sara Pedersen, Joshua L. Brown, Stephanie M. Jones, Elizabeth T. 

Gershoff, “Changing Children’s Trajectories of Development”, Two-Year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 a School-Based Approach to Violence Prevention, (December 2003):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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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면서 CPTED가 전국적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CPTED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소(인구분석, 범죄분석, 위치분석, 이용분석, 이웃분석, 

통로분석)에104)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105) 이는 환경설계에 결정적 인자들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재설계를 함으로써 범

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CPTED는 세 가지 척도범위로써 설계된다. 자연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환경설계(Natural surveillance),106) 자연적 접근 통제에 의한 

환경설계(Natural access control),107) 자연적 영토권의 강화를 통한 환경설계

(Natural territorial reinforcement)108)가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높

인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건물이나 도로 등의 환경에 대한 유지․보수

(Maintenance)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환경 개

선을 통한 범죄방지 프로그램은 학교 건물의 환경 설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외부

의 모든 문은 잠그고 정문을 집중적으로 통제하기, 사각지대에 감시카메라의 설치

하기(CCTV), 학교 영역에서의 출입에 관한 표시,109)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

(예를 들어 옥상, 비품창고 등)에 대한 영역표시 등이 학교환경 재설계를 위한 

104) An outline of the analysis process is included: demographic analysis, crime analysis,  

site analysis, use analysis, neighbourhood․user consultation, and pathway analysis.
105) Randall Atlas,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 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CRC Press, Taylor & Francis Ltd, (2008): pp.29-38.
106) 사람들의 시각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면 그만큼 자연스러운 감시와 

통제력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 디자인을 포함한다. ① 보행자

나 자전거가 많이 지나다니도록 거리 설계, ② 밖이나 주차장이 쉽게 보이도록 하는 

창문 설치, ③ 감시 카메라(CCTV)의 설치, ④ 현관 입구가 훤히 내다보이도록 설계, 

⑤ 어두운 조명을 피하고 밝게 하며 좁은 골목에는 조명 설치
107) 공적으로 개방된 장소와 사적인 장소를 확실히 구별하고 안전한 출입 통제를 이루면 

범죄 기회가 줄어든다는 사고에 입각한 방법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① 확실한 하

나의 현관만 설치한다. ② 현관 접근과 개별 룸 접근에의 오픈 키(혹은 비밀번호)는 

달리 설치한다. ③ 낮은 지붕 설계는 피하고 지붕으로의 접근을 차단한다. ④ 앞에서 

뒤 정원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한다. ⑤ 다양한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오면 한 곳의 

응접실로 모이도록 한다. 
108) 건물, 담, 도로포장, 전등, 간판 등에 주인의 사적 영역임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으로써 외부인(stranger)이나 침입자(intruder)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며 다

음의 방법을 포함한다. ① 사적인 제한 구역임을 표시한다. ② 안전경보장치(security 

system)가 작동중임을 표시한다. ③ 구역(룸)마다 어떤 용도인지 표시하고 제한구역도 

설치한다. ④ 레이저 혹은 감전 담벼락 설치는 피한다. ⑤ 공동의 장소는 다양한 비

품을 설치하여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109) 자연적 영토권의 강화를 통한 환경설계(Natural territorial reinforcement)를 위하여 학

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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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라 할 것이다.110)

5)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사법의 기원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키치너(Kitchener)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를 대상으로 실험되었던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Victim- 

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 VORP)이 1978년 미국 인디애나주(Indiana) 엘카

트(Elkhart) 지역에 소개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3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다.111)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

도 1994년 VORP의 실천과 법원에서의 반영을 널리 권장할 정도였다.112)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에 의하여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장을 마

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감정의 회복을 추구하는 제도이

다.113) 학교에서의 적용 가능한 회복적 사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진다. 이러

한 모든 절차와 대면은 기록 자료로 남긴다.114)

• 학교폭력이 어떤 규정(법률)에 위반되고 이로써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확인한다.

⇩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한다.

⇩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들은 무엇인지 특정한다.

110) Tod Schneider, “Ensuring Quality School Facilities Guide 4 and Security Technologies”, 

Northwest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September 2002): pp.4-5.
111) Mark S. Umbreit, Robert B. Coates, and Betty Vos,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Con-

ference with juvenile offenders”, Center for Restorative Justice & Peacemaking, (Novem-

ber 2000): p.2.
112) Mark S. Umbreit, Betty Vos, Robert B. Coates, and Elizabeth Lightfoot, “Restorative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social movement full of opportunities and pitfalls”, 

Marquette Law Review (2005): p.261.
113) Ann L. Pappoport, “Restorative Practices”, Delaware Valley Schools Adopt New Disci-

pline Approach, (January 2005): p.71.
114)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여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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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인지시킨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석한다.

⇩

•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가 무엇이고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고 대화한다.

⇩

• 진정한 사과와 용서로서 화해하고 배상의 구체적 방법도 합의한다.

  가해자를 엄벌하거나 격리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감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는 점과 법원의 일방적 처벌보다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 배상에 유리

하다는 점이 회복적 사법의 장점이 된다. 무관용 원칙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응보적 정의는 실현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통제와 감시로 억누를 뿐 근본

적으로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회복적 정의가 더 힘을 받고 있다.

V. 한국 사례에의 적용 가능성

 

1. 한국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최근 대한민국은 소위 왕따115)를 비롯한 학교폭력116) 문제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만 학교폭력으로 학생 12명이 

숨졌으며, 전국적으로는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급생이 

하급생을, 혹은 동급생이 다른 동급생을 폭행하는 정도는 이미 학교 차원의 정상

적인 통제 권역 밖의 일이 되었다.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하는 교복(신체)에 밀

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117) 외에도 졸업식 뒤풀이(일명 졸업빵) 준

115) ‘왕’은 제일이라는 의미이고 ‘따’는 따돌림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로서 1990년대 이

미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은따(은근히 따돌림), 전따(전교생이 따돌림)와 함께 수록되

어 있었다.
116)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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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술값이나 담배값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죄의 행위유형이다.118) 알

몸으로 뛰게 하거나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도 동법상 강제추행 및 강요죄를 구성

한다.119) 알몸 상태를 스마트폰(카메라 등)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다.120)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문제의 이해당사

자(특히 피해자)들이 이러한 법률의 적용에 의한 ‘처벌’이나 ‘금전적 피해배상’에

서 해결 방법을 찾기 보다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향후의 재발 

방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무관심

에 더해진 학교의 방조․은폐가 이제 스스로의 해결능력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느 

다른 사회적 이슈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가 곧 망각되기를 거듭하듯이 학교폭력 

문제도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가 곪아터지기를 반복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병들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절망으로 빠뜨리게 된

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는 ‘치밀한 사유’와 ‘경험적 사례’에 의한 해결이 이 시

점에서 강력히 요구된다. 

  학교는 사회의 일부분이듯이, 학교문제의 하나로서 ‘폭력’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즉, 학교폭력은 사회의 ‘폭력성향’에서 출발한다. 경쟁지상주의와 

이기적인 승자독식 사회의 등장, 그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악화가 우리 사회 폭력

성의 등장 배경이라면 학교는 이의 축소판인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교사의 폭력 

나아가 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매스미디어(mass media, 혹은 폭력적 게임)

에의 무방비 노출 등도 하나의 중요한 학교폭력의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이고 일반적 원인 제시는 구체적으로 터져 나오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

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결국 사회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막연한 해법이 나오

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지금까지 제시된 학교폭력의 해결방법으로는 가해 학생

에 대한 처벌 강화,121) 스쿨폴리스(school police),122) 프리존(free-zone) 사업,123) 위

117) ｢형법｣ 제260조(폭행).
118) ｢형법｣ 제350조(공갈).
11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제324조(강요).
12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21) 한 예로 2011년 11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4세에서 12

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22) 스쿨 폴리스와는 달리 스쿨 캅(school cop)은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학교폭

력의 조사단계에서 분석, 대책, 평가단계까지 경찰관 조사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소

프트웨어를 말한다.
123) 김재엽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연구팀은 2011년 ‘학교폭력․성폭력 프리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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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형 대안학교 ‘위(Wee)스쿨’의 확충,12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25)의 제

정과 개정 등이다.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학교라는 곳이 지식과 덕망

을 온전히 배우는 전당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곳이 오히려 괴롭힘과 폭력이 난

무하는 장소라는 현실을 깨닫는다면 이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

법을 찾는 길은 국가적 대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

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방지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사실 이러한 대책이 주기

적으로 수정되고 발표되어야 학교폭력을 통제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하향식 

대책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별 학교들도 스스로 학교폭력을 낮출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도표 6>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방지대책126)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 신설 

• 동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보

복폭력, 집단폭력, 폭행치상 등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가해자

를 출석정지시키는 등의 관계법령 개정

복수담임제
•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의 경우 도입하여 역할과 업무를 분담

하고 책임은 공동으로 짐

교사와 학교장의 

책임 강화

• 학교폭력 은폐시 학교장 등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수준의 엄벌 징계

사업’(프리존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상주시켜 상담활동을 벌이

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각 학교에 ‘상담 전문 사

회복지사’를 배치해 폭력에 대한 상담과 각종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 결과 최대 43%

의 학교폭력을 줄였다는 것이다.
124) 전국 7곳에 지정된 위탁형 대안학교 ‘위(Wee)스쿨’을 16개 시․도에 한 곳씩 확충하

기로 한 대책이 최근 언론에 발표되었다. 위스쿨은 학교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등 위

기 학생을 위해 도입된 기숙학교로, 학력이 인정되는 공교육과 전문적인 치료․상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과 생활보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치료형 대안학교이다. 
125) 2004년 1월 19일 제정된 동법(제17조)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9가지 조

치를 규정하고 있다.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급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126) 2012년 2월 5일 교육과학부는 학교폭력 종합방지대책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 내용

의 핵심사항을 필자가 도표로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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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 정책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동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권고’ 삭제

•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 감독

가해학생 엄벌

• 보복 폭행시 엄벌 징계하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 삭제

• 폭력에 따른 치료비는 학생안전공제회에서 우선지급하고 가해학

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일진경보제

•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 작동(‘일진지표’ 개발․작성)

• 폭력 써클의 존재시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로 와해시킴

인성강화 교육정책

재정지원 • 바른 인성 우수학교를 지정하여 재정 지원

특별활동 강화
•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당 1∼2시간 이수하고 중학교 체육수업을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연장

인성의 대입반영

•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시 인성관련 사

항 기록하여 대입에 반영

•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도 인성분야 신설

2. 미국 사례의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미국의 학교폭력 문제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다민족국가에서 기인한 인종차별

적 문제(racial problem)와 총기(pistol weapon) 사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127) 그러

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은 피부색이 아니었다. 또한 총기사용

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다.128) 오히려 10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현재의 대

한민국 사회는 미국의 사례를 사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129) 중요한 것은 미국이

127) 이 외에도 마약(illegal drug) 사용과 접근의 용이성도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을 연구하

는데 하나의 차이점으로 비교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폭력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 원인은 아니다.
128) 총이 있으니까 쏜 것이 아니라 보복(위협)하기 위한 수단을 찾고자하니 총이 있었던 

것이다. 
129) Anthony A. Peguero, “Violence, Schools, and Dropping Out: Racial and Ethnic Dispari-

ties in the Educational Consequence of Student 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6, 18, (December 2011): p.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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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에서 편재하는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에 있다. 대한민국 청소

년들은 항상 서로 비교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일상적인 현실에 처해 있

다. 그것은 사실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사회현상은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찾고 친구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 때 해결될 수 있다.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이 법

과 처벌의 강제․조정을 통하는 것보다 이런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

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해법 중에서 가장 강조하

는 대목이기도 하다.130)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중에서 한국에 적용 가능한 사

례들을 지적한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절차적 방안을 들 수 있겠다.131)

1) 학교를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하라(Unite Schools & Communities).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폭력은 그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율과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문제

점에 대해서는 학교의 차단 프로그램을 작동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각종 

공공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 학습(after school), 각종 스포츠 참여, 사회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 지역행사에 학교가 적극 연계를 맺도록 하여 청소년

들이 공부와 또래 집단에 열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결국 가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고 학교나 가

정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숙지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로 노출되게 된다. 

2) 문제를 특정화하고 정도를 체크하라(Identify & Measure the Problem).

  예상과 달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생 당사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는 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

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따라서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문제를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폭력 종

합방지대책은 전문가 집단의 고뇌에 의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지만, 최근 불거져 

나온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성급한 대책이라고 교사들은 비판한다. 이것

은 그 동안 학교 폭력문제에 대하여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공통적인 문제

130) Dewey G. Cornell, 전게논문, pp.210-212.
131) Washington D.C. University,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chool Violence Preven-

tion,” School Safety and Mentoring Guides, (2007):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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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호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132) 

3)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를 객관화하라(Set Goals & Objectify process).

  학교폭력에 대해 공유되는 문제점들(예컨대, 일진회 해체, 갱집단과의 연계 차

단 등)의 해결이 목표 설정이라면, 이를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장기간

의 작업이 바로 객관화133)이다. 이는 향후에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적시에 

개입하여 용이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경험적 데이터를 축적하게 해준다. 특정화된 

학교폭력의 원인과 그 해결에 대한 절차가 객관화(objectify)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복수의 전략들(multi-strategies)을 특정화하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비이성적 기대(unrealistic ex-

pectation)를 제거하고 학교폭력 해결에 필요한 대안들을 매치시키도록 한다.134)

4)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 한다(Measure the Success of the effort).

  학교폭력은 마치 길거리에서 발생되는 1회성의 불행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번 

반복될 수 있는 학생들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대응 전략들은 반드시 평

가(evaluation)되어져야 한다.135) 이러한 평가(성과)의 수치가 나왔다면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review)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비슷한 유형

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현재의 자료들을 참고하도록 하고 당시의 실수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적용한다.

  IV단원의 제1장에서 서술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세 가지 신념136)은 우리에게

132) 정기적인 회합(committee)이나 공지(posted)를 통하여 현재에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실

상과 정보를 특정화하고 지속적인 의사교환의 매개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3)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지 정확히 서술한다. Objec-

tives describe “who will do how much of what by when”, Washington D.C. University. 

전게논문, p.18.
134) 예컨대, 폭력집단형성 신고 접수시 ‘일진경보제’와 연계, 결과는 중하지만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원할 경우 ‘회복적 사법’과의 연계 등이다.
135) 예를 들어, A(완전 문제 해결), B(어느 정도 해결), C(형식적 해결-문제 상존), D(해결

되지 않은 채 일단락), E(전혀 도움이 안됨)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측정은 문제별로도 작성되어야 하지만 적용된 전략별로도 작성하여 향후 대

응에 참고하여야 한다.
136) 첫째, 학교폭력은 방지될 수 있다. 둘째,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다. 셋째, 학

교폭력은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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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제(agenda)로 전제되어야 한

다. 덧붙여 장기적이고 절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을 위의 네 가지137) 매뉴얼

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생각된다. 이 외에도 스쿨 바우

처(school vouchers) 제도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 전담이라

기보다는 문화와 복지의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138) 더구나 정부주도식이고 

아동발달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139) 

  최근 개량되고 있는 행동 개선 게임(good behavior game) 중에서 학교폭력 해결

책으로 개발된 볼티모어 예방 프로젝트(Baltimore Prevention Project, BPP)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익한 도구이다. 급우들의 선행에 대한 칭찬이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적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경기(game)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도

되는 강점은 우리나라 같은 교육 현실에서 더욱 필요하다. 특히 IV단원 3.의 3)에

서 설명한 동료 집단의 조정․중재제도(peer mediation)와 기능적으로 결부되어 시

행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140) 우리나라 (도덕)윤리 교육은 시험

(입시나 성적)을 위한 교육이었지, 진정 타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행동의 선악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유했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볼티모어 예방 프로젝

트는 이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kit)로 시행가치가 충분히 있다. 교사의 

주도로 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조정․중재자들(mediators)의 적극적인 지

원을 받아 학교에서의 공격적 문제행동에 개입한다는 취지에서 뉴욕시의 갈등해

결 프로그램(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 RCCP) 역시 볼티모어 예방 프

로젝트와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BPP는 조정․중재자가 학급의 학생들로 구성되

지만, RCCP는 동료 교사 혹은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이미 미국에서 상당한 연구 축적이 있다. 우리

137) ① 학교를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하라. ② 문제를 특정화하고 정도를 체크하라. ③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를 객관화하라. ④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 한다.
138) 2011년 9월 26일부터는 10∼19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소년(최대 6명), 노인요

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개인카드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점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다.
139) 사실상 문화 바우처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읍․면․동의 복지대상자로 등록되

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아직 복지대상자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140) 물론 BPP 안에서도 급우들에 의한 조정․중재의 모형이 개입되어 있지만 IV-3.-3)에

서 서술한 동료 집단의 조정․중재제도(peer mediation)가 매우 절차적이고 상세한 프

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변형하면서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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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2007년 12월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거

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만 피해자가 치유될 수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서만 가해자도 치료될 수 있다. 가해 학생을 무조건 격리해서 교육해

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최

근 대안학교로서 검토되고 있는 ‘위 스쿨’에서 ‘회복적 정의’의 구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방지의 차세대 대안으로서 유력

시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은 개선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

로 사용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의 적용이 공개

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방지

대책은 면면히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탁상(卓上)의 이론들이고, 아

직 일천한 적용과정에서 현실적인 불협화음을 겪고 있다. 개별 학교들도 교육부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개혁안을 내놓고 자신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

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끊임없는 수정과

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장기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학교

폭력은 이제 학교 내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

가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고일 2012. 2. 15.       심사완료일 2012. 3. 7.    게재확정일 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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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ung, Jae-Joon*

141)

  In December 2011, a middle school student in Daegue province committed sui-

cide because of school violence. This was not an isolated incident. Indeed, this sui-

cide was the social emergence of a phenomenon perpetuated by the mass media, 

whose attention has converged on school violence, thereby robbing an entire gen-

eration of its innocence. That is, school violence threatens youths’ lives like a kind 

of terminal cancer. In a global perspective, bullying (Igime) as a form of school vi-

olence was a humiliating issue for many countries in the 1980s, including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no exception. The juvenile crime rate in the USA 

radically increased through the early 1990s. At that moment, the federal government 

started to create tougher policies, and state governments also legislated severe pun-

ishment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se laws, many schools reformed their poli-

cies and practices regarding school safety. The juvenile crime rate and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in the USA dramatically decreased after 1994, though the rea-

sons behind this decrease are controversial and constitute a matter of ongoing 

debate. The most intriguing aspect of this success is that it has endured for 20 

years as a part of long-term projects.

  Whenever social problems arise in USA’s society, they have a strong belief that 

the problem will eventually be resolved by rational and detailed legislation (or pro-

grams). Even though the USA is one of the common law countries, they have ex-

tremely delicate provisions, exceptions to rules, default stipulations, etc., which dem-

onstrate the true characteristics of the USA. I am writing on this topic not to pur-

sue this a novel concept, but rather to catch up with current trends by creating a 

* Research Scholar at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in the City of New York.



570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1호 (2012. 3.)

model and criteria that can provide guidelines for such legislation in the case of 

school violence. This is because recent school violence in South Korea could con-

stitute a powerful enemy that could sway our great plan of education for the next 

century. As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generations to come, we must plan 

our policies with both intention and as much foresight as possible.

Keywords : definition of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of violence, juvenile 

crime, restorative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