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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수
이화여대 교육학과 학교상담전공



학교 폭력의 실제



최근 학교폭력의 동향과 시사점



최근 학교 폭력의 동향

비효과적 대응

주변인

사이버

저연령화

심각화
• 빈도는 줄어들지만 심각성은 증가

•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확산

• 효과적인 대응방식에 대한 교육 필요

•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 증가

• 목격 후 방관하는 학생의 비율은 여전



2006-2013 학교 폭력의 변화 추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6 - 2014)
교육부(2012 - 2014)



최근 학교 폭력 유형 변화의 시사점 1



최근 학교 폭력 유형 변화의 시사점 2



또래지명을 활용한 예방적 개입

피선택자

정소리 문은주 송현이 최미나 이하늘 조은영

선택자

정소리 3 1 2

문은주 3 1 2

송현이 1 3 2

최미나 2 3 1

이하늘 2 3 1

조은영 2 3 1

사회성 측정 행렬표사회성 측정 행렬표



사회적관계망분석(남학생)



사회적관계망분석(여학생)



사이버 괴롭힘의 특징 및 심각성



카톡왕따



사이버 괴롭힘의 특징

1 2 3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전통적 괴롭힘과

달리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함

“핸드폰과 같은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힘의 불균형에

상관없이 발생함.

§사이버 괴롭힘은
1회성 괴롭힘도 반복적
피해의 효과를 일으킴

§ 전통적 괴롭힘과 큰
차이가 없지만 보다

즉흥적으로 손쉽게 괴롭힘.

Imbalance 
of Power

Repetition Intentional 
harm



사이버 괴롭힘과 전통적 괴롭힘 비교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

핸드
폰

이메
일

웹사
이트

채팅

동영
상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매체의 빠른 기술적 변화가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을 다양화 시킴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괴롭힘 유형

카톡감옥

사이버명령



사이버 괴롭힘 연구결과의 시사점

성별의 차이

발생장소

발생빈도

연령/학년의 차이

• 주로 20-30%로 보고되나
연구에 따라 차이가 큼

• 일반적으로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적은 빈도로 보고됨

•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사이버 괴롭힘이 지니는 간접적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연구결과

•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고 중학교
상급학년과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 

• 고등학교 상급학년의 경우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임

• 전통적 괴롭힘이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사이버 괴롭힘은 학교
밖에서 주로 발생함



유용한 웹사이트

http://cyberland.lawnorder.go.kr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 법무부 법사랑

Stopbullying Stop Cyberbullying

www.stopbullying.or.kr

www.stopbullying.gov/
cyberbullying www.stopcyberbullying.org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 개입



예방적 개입 모형의 적용

사이버 괴롭힘 예방 개입

사이버 괴롭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입을 실시.

위험요인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개입을 실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조기에 실시

(Rapp-Paglicci & Dulmus, 2004)



보편적 개입

Universal 
Intervention

안전하고 책임있는 인터넷
사용교육에 사이버 괴롭힘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함. 

전통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많은 위험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통적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사이버 내용을 추가함.

► iSafe Internet Safety Program 
► Cybermentoring Program 

(Slonje et al., in press)

전통적 프로그램 수정

인터넷 프로그램 수정

► 전학교(whole-school) 접근

► 인식증진 프로그램

► 교육과정 통합방식 운영



초등용 행복나무 프로그램

회기 주제 배경 괴롭힘 유형

기
초
과
정

1 툭툭 치지 말아요 교실 외현적 공격성(신체)

2 모두 함께 놀아요 운동장 관계적 공격성

3 미운 말은 아파요 교실 외현적 공격성(언어)

4 이제 그만, 휴대폰 욕설 사이버 사이버 공격성

기
본
과
정

5 나는 미키마우스가 아니에요 수돗가 관계적 공격성

6 모두가 행복한 점심시간 교실 외현적 공격성(도구)

7 심부름은 싫어요 복도 관계적 공격성

심
화
과
정

8 험담 쪽지는 이제 그만 학원 관계적 공격성

9 내 친구를 도와줘요 외진 곳 외현적 공격성(신체)

10 돈은 그만 빌려요 하굣길 외현적 공격성(도구)

초등용
프로그램
초등용

프로그램



괴롭힘의 역동성 이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방어
학생

Defender

방관
학생

Outsider

강화
학생

Reinforcer

동조
학생

Assistant



모든 학생: 주변인 역량 강화



주변학생의 방관이유

“보복에 대한
두려움”

“해당 사건에
무관심”

“해결방법에
대한무지”

“사건이 확대되거나
해결은불가능하다는 생각”



개별접근의 제한점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급예방

학교정책

•개인적 사회기술 훈련의 한계
• 집단적 힘의 불균형이 지속

• 가해학생(bullies) 집단상담의 역효과
• 집단상담 효과(bullying frequency)의 제한성

•대응적 접근(reactive approach)의 한계
• 주변학생(bystanders)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일회성 행사와 구체성이 부족한 정책
• 효율적 시행을 위한 모델/시스템의 부재

오인수 (2010).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전학교 접근. 상담학연구. 11(1), 303-316. 



보편적 개입: 익명채팅앱_마스크챗

1:1 익명채팅

지인과의 익명 대화로 진실된 대화 유도
부적절한 언어 사용시 대화 중 즉시 차단, 신고 기능

Ask Me Anything

AMA에 입점한 전문 상담 업체와 익명 상담 기능
학교폭력 외에도 개인적인 고민 상담 및 정보 제공

MASK CHAT on/off

유저 스스로 익명 대화 수신 여부 설정 가능
타인이 익명으로 말 거는 게 싫을 때는 off!

Vs.



마스크챗의 효과성

실험학교의 학생 중에서 마스크챗을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폭력을 목격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음. 

실험학교의 학생 중에서 마스크챗을
직접 사용한 학생은 괴롭힘을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가 높았음. 

문제해결력문제해결력 괴롭힘 대처 자신감괴롭힘 대처 자신감



선택적 개입

위험감소모형의 적용

위험요인 보호요인

공격성
충동성

전통적 괴롭힘 경험
미디어 폭력 노출
냉담-무정서 특성

경쟁문화
교사무관심

유능감
존중감

또래지지
가족지지

학교지지/유대감
학교안전풍토

개인

가정

학교 학교

가정

개인

Risk Reduction Model

(Fanti et al., 2012)



위험요인 선별 도구

영역 요인 측 정 내 용 문 항

개인

충동·

공격성

자기통제력 나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그것을 후회한다.

충동성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금방 싫증이 난다.

공격성 나는 때론 화를 참기 어려워서 금방이라도 폭발 해 버릴 것 같다.

공격성 일이 뜻대로 안되었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존중·

지지감

자아존중감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사회적지지 나는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지지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매체

과몰입

인터넷중독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인터넷중독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가상공간
현실지각

인터넷을 하는 동안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다.



위험요인 선별 도구

가정
부모

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이나 고민을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신다.

부모친밀감 부모님은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

부모친밀감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베푸신다.

학교
폭력

경험

학교폭력 피해 친구가 나를 때리기, 밀기, 치기, 괴롭히기 등을 한 적이 있다.

학교폭력 피해
친구가 나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욕을 하거나, 심하게
집적거린 다거나 놀린 적이 있다.

학교폭력 피해
나에 대해 거짓 소문이 퍼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됐거나, 친구들로부
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 나는친구를때리거나,밀거나치기,괴롭히기,등을한적이있다.

학교폭력 가해
나는 다른 친구의 신체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욕을 하거나 심하게 놀리며
집적거린 적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피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누군가가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한 적이 있다.



지시적 개입: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극복 도움요인 1

효과적인 초기대응

• 맞대응을 자제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봄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적절하게 경고함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선도조치

• 가해자와 분리해서 처벌하기 보다 대화를 통해 소통

• 가해자가 명백히 사과하고 어떤 점이 피해를 주었는지
명확히 인식시킴

교사의 적극적 개입

• 교사들이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함. 

•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안 처리함



지시적 개입: 피해학생

피해학생의 극복 도움요인 2

부모의 효과적 대응

• 부모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개입함

• 자녀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대화로 지지함. 

철저한 관리 감독

• 사이버 괴롭힘 예방교육과 사이버 매너 교육

• 학교 및 가정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또래와 상담자의 지지와 개입

• 또래 친구의 중재와 지지

• 상담교사의 상담, 치료 및 외부 기관 의뢰



지시적 개입: 가해학생

사이버 괴롭힘의 동기

질투
jealousy

변신시도
new 

persona

복수
revenge 

재미
boredom

문제행동 이면의 4가지 동기

폭력 행동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원인에 기초한 맞춤형 개입이 효과적이다.

가해 동기에 기반한 접근

(Varjas et al., 2010)



피해, 가해학생 상담 프로그램의 개요



모듈형 프로그램



스크리닝을 통한 맞춤형 개입



자존감 프로그램

차시 제목 A S K 내용

1 나의 자존감 ◎ ○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파악한다.

2 나는 특별한 사람 ○ ◎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단점을 찾은 후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한다.

3 관계에서 소중한 나 ○
◎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탐색하면서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그들에게 더 존중, 수용, 관심을 받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한다. 

4 미래의 나 ○
◎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신념을 갖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설계한다.



공감 프로그램

차시 제목 A S K 내용

1 나의 감정 ◎ ○
상황에 따른 다양한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여 적절하게 표현한다.

2 친구 마음 이해하기 ◎ ○
상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적 표현을 한다.

3 함께 느끼기 ◎
공감적 각성을 통해 공감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너의 마음이 보여 ◎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연습하고, 역할극을 통해 공감적 표현을

익힌다.



자기주장훈련

차시 제목 A S K 내용

1 나의 행동 인식 ◎ ○
주장행동,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을 깨닫는다.

2
주장행동을 일으키는

마음
○ ○ ◎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는 비합리적

사고를 발견하고 논박하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힌다.

3 주장행동 요소 ○ ○ ◎
주장행동의 시기, 요소(내용, 음성, 체언)를

배우고 익힌다.

4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장행동
◎ ○

주장행동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상황에서 주장행동하는 것을 익힌다.

5
특정 상황에서의

주장행동
◎ ○

개별적으로 주장행동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주장행동 연습을 통해 주장행동 방법을 익히고

피드백 주고받는다.



친사회적 행동

차시 제목 A S K 내용

1 나의 친구 관계 ◎

자신의 교우관계 특징을 파악하고, 주변에는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한다.

2 진정한 우정 ○ ◎ ○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든 점을 알고, 

우정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배우고, 

우정을 키우는데 필요한 행동을 익힌다.

3 칭찬합시다! ○ ◎ ○
칭찬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칭찬을 바로

하는 방법을 배우며, 칭찬하는 방법을 익힌다.

4 도움의 손길 ○ ◎
도움과 배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구의 고민

상담을 통해 친구들을 돕는 방법을 익힌다.



정서인식 및 표현

차시 제목 A S K 내용

1
다양한 정서와

감정단어의 이해
○ ◎

다양한 정서의 신체적 반응과 이를 표현하는

감정단어에 대해 학습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한다.

2
특정 상황에서의

감정
◎ ○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감정-행동의

연결을 이해하고, 생각 바꾸기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3 감정의 표현 ◎ ○
자신의 부정적 마음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I-message의 사용을 학습한다.

4 감정의 정화 ○ ○

학교폭력 경험에서 느꼈던 분노와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을 표출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한다.



불안 및 우울 조절

차시 제목 A S K 내용

1
불안의 조절: 

편안해지기!
○ ◎

다양한 이완법을 익히고, 불안을 일으키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학습한다. 

2
불안의 조절: 생각

바꾸기
○ ◎

불안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3 우울의 조절 ◎ ○

우울의 다양한 특징을 이해하고, 우울을

야기하는 자신의 부정적 생각을 확인하여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살의 신호와 대처 ○ ◎
자살의 경고신호와 위험요인, 대처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분노조절

차시 제목 A S K 내용

1 내 마음의 화 ◎ ○
분노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고

분노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한다.

2 화를 일으키는 마음 ○ ◎
감정과 생각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비합리적 생각을 발견한다.

3 화를 다스리는 마음 ◎
분노를 일으키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논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4
화를 다스리고

풀어내기
◎

효과적인 분노조절 및 표현 활동을 통해 감정을

정화하고 다양한 분노조절 및 표현 활동을

익힌다.



공격성 조절

차시 제목 A S K 내용

1 나라면 어떻게? ◎ ○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공격

행동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배운다. 

2 이럴 땐 이렇게 ◎ ○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반응 행동 전략을 배운다.

3 왜 그럴까요? ○ ◎

공격적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4가지

동기(관심 끌기, 힘겨루기, 보복하기, 부족감

표현하기)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한다. 

4 진정한 용기 ◎ ○
주변인중에서가해동조자(가해조력자혹은

가해강화자) 학생이바람직한 행동 전략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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