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에기초하여괴롭힘(bullying)이란무엇이며, 괴롭힘은누구에게 향을미치는지

에관해교사를포함한여러성인들의포괄적이고전반적인이해를돕고, 이러한이해

가왜중요한지에대해서도살펴보고자한다. 본문을읽기전에이절을읽을수도있고, 괴롭

힘없는교실을만들기위해학생들과함께작업하면서그에관한답, 통찰, 감을얻기위해

서주기적으로참고할수도있을것이다.

‘괴롭힘 행동의 극복’이라는 논문에서 엘렌과 주디스(Ellen R. Clore, R. N & Judith A.

Hibel, R. N.)는괴롭힘을“한명이상의사람들이다른사람에게신체적, 언어적또는정서적

인학대를가하는것으로신체적위해, 무기소지, 착취, 권리침해, 폭행구타, 패거리 활동,

살인미수및살인에대한위협이포함된다.”고기술하고있다. 괴롭힘의행동목록에성추행

을추가하는전문가도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남녀모두에게가장흔한괴롭힘의형태는사실조롱(teasing)이다. 두

번째로흔한것은 (소년들에게는) 신체적학대, (소녀들에게는) 따돌림이다.1 대개의연구자들

은괴롭힘이신체적또는심리적인힘의불균형, 즉가해자가피해자보다더강한(더강하다고

지각되는) 것과관계가있다고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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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간괴롭힘에관한
10가지사실

1. 괴롭힘은단순히놀리는것이아니다

1 출처 : The Bullying Prevention Handbook by John H. Hoover and Ronald Oliver, (Bloomington, IN:

National Education Service, 1996).



미국학교심리학자협회(NASP)에의하면대략7명중1명은가해자이거나피해자이고, 괴롭

힘문제는미국500만명정도의초등학생, 중학생에게직접적인 향을미치고있다. 4학년

부터8학년학생중22%가또래의학대로인한학업문제를겪고있다.

가해자들은힘이있다고느낄필요가있는아이들이며, 괴롭힘행동을학습한바있다. 괴롭힘

가해자들과우발적으로조롱하는아이들은신체적위협이나심리적위협패턴이반복적이냐

에따라구분된다.  

아이가가해자가되는이유는한가지가아니며여러가지환경요인들이괴롭힘행동의발

달을야기할수있다. 이런행동은학습된것이므로탈학습될수도있다. 행동패턴은초기2세

경에시작될수있는데, 나이가들수록변화하기는더욱더어려워진다. 아동가해자는장래에

문제를일으킬위험이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아동기때가해자로지목받았던

성인중의25%가30세에범죄기록이있는반면, 가해자가아니었던성인의5%만이범죄기록

이있었다.2조기개입은매우중요한일이다.

괴롭힘행동발달에 향을미치는환경요인들은다음과같다.3

●아동청소년기의지도부족: 아이들은괴롭힘행동이옳지않다는메시지를받아야한다.

●학습의결과: 부모나어른들이벌을받아야하거나공격적인아이에게폭력을사용하면,

아이는원하는것을얻기위해폭력을행사하는방법을배운다. 

●가정에서의공격적행동: 어떤아이들은다른아이들보다공격적인행동을더잘모방하

는것같다. 어른들의폭력을보고자란아이들은가해자가될가능성이더크다. 

●가혹한신체적벌: 가해자들은종종집에서본대로더작고약한아이들을공격한다. 가

해자들에대한가장나쁜벌은신체적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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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나가해자가될수있다

2 출처 : Bullies and Victims by SuEllen Fried, A.D.T.R., and Paula Fried, Ph.D. (New York: M. Evans and

Company, 1994)
3 출처 :“Bulllying Fact Sheet”by George Batsche and Benjamin Moore, in Helping Children Grow Up in the

’90s: A Resource Book for Parents and Teachers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1992). 허락을받고사용한다.



●학대하는또래들 : 아이들은‘친구들’에게괴롭힘을당하거나집단에속하기위해괴롭

힘을요구받을수도있다.

●지속적인부정적피드백 : 가해자들은세상이긍정적이지않고보다부정적이라고느낀

다. 그결과그들은자신의가치를느끼거나주의를끌기위해부정적인행동을한다. 

●적대감에대한기대: 여러면에서가해자의철학은‘최상의방어는공격이다.’이다. 공격

받기전에공격하고적대감이없는곳에서도적대적인것으로가정한다.

학교환경도괴롭힘행동발달에 향을미치는데그와관련된환경적요인들은다음과

같다.4

●학교가크면클수록폭력(violence)의비율이큰것으로보고되고있다.

●학교장이강조하는분명한행동규율이있는학교에서는폭력이적은것으로보고되고

있다.

●학생들이공평한규율훈련을받은학교에서는폭력이적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소규모학급은적은폭력과관계가있다. 

●학생들이자신의생활을잘통제하고있다고말하는학교는폭력이보다적은것으로보

고되고있다.  

●학교장이효율적이지않거나눈에잘띄지않는학교에서는더많은폭력이보고되고있다.

●교사와학생들이의사결정에참여할기회를주는학교장이있는학교는폭력이더적은

것으로보고되고있다. 

●교사와학교장간의응집력은더적은폭력과관계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일반적으로피해자에대해서는가해자보다덜알려져있다. 아이들은외모, 독특한버릇, 또는

단지어울리지않는다는이유로피해를당하고있다. 실제로한조사에의하면‘잘맞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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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처 :“Bulllying Fact Sheet”by George Batsche and Benjamin Moore, in Helping Children Grow Up in the

’90s: A Resource Book for Parents and Teachers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

1992). 허락을받고사용한다.

3. 누구나피해자가될수있다



서’가또래에게학대를당하는가장큰이유 다.5 장애나만성질환을앓고있는아이들도대

상이되기쉽다. 과잉보호나지배적인부모의자녀도피해자가되는경우가있다. 

피해자들은수동적(불안, 불안정등)이거나자극하는(욱하는, 들떠있는등) 특징이있다. 자

극하는피해자들은가해자가될위험도있다. 이범주에속하는것은아니지만재능이있거나

인기있는아이들도피해자가될수있다. 어떤학생들은성취도가높은아이들을교사에게

‘아첨’하는것으로보고그들의행동을바꾸기위해괴롭힌다. 물론이런행동은질투때문일

것이다. 

조사에의하면자주피해를당하는아이들은가해자에게신체적으로나정서적으로‘보상’

을주고(예를들어점심값을주거나운다) 맞서싸우는일은적은것으로나타난다. 

단기적으로피해자들은두렵고외로움을느끼며피해를당하는상황을피해보려고시도한

다. 장기적으로피해를당하는아이들은자신을무가치하고열등하다고보기시작하고학업수

행에어려움을겪게된다. 결과적으로어떤아이들은자신이학대를당할만하다고믿게되는

데이런현상은가정학대의피해자에게서도공통적으로나타난다. 시간이지나면피해자는피

해자정신상태를 속적인정신의일부로발달시킬수있다. 이런피해자는전문심리치료사

나전문적인상담자의도움이필요하다.

또한피해받은아이들은괴롭힘을당하지않은또래에비해우울과자살의위험이더크다.

그들은자살을유일한탈출구로생각할수도있다. 

학교내괴롭힘은새로운이야기가아니다. 1850년대 국소설『톰브라운의학교생활』에서

토머스휴스(Thomas Hughes)는 국의기숙학교에서나이많은여러명의가해자들이어

린소년들을불로위협하는것을생생하게묘사한바있다.6

불행하게도어른들은아동들의권리보호에느린편이었다. 미국의경우, 1874년메리엘렌

맥코맥(Mary Ellen McCormack) 사례가부각되어서야권리가박탈된복종하는종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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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출처: The Bulling Prevention Handbook by John H. Hoover and Ronald Oliver (Bloomington, IN, National

Education Service, 1996).
6 출처 : Set Straight on Bullies by Stuart Greenbaum with Brenda Turner and Ronald D. Stephens (Malibu,

CA: National School Safety Center, 1989).

4. 괴롭힘은최근의문제가아니다



아동의역할에대해문제가제기되었다. 거의매일매를맞은열살짜리아이가걸레같은옷을

입고한아파트에갇혀있는것이발견되었다. 아이를발견한여성은혼자서는메리엘렌을구

할 수가 없어 미국동물학대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ASPCA)에연락을했다. 이협회는잔인한주인에게학대받는동물을보호하기위

해1868년에설립된것이었다. 당시에는아동을보호할적당한법률이없었기때문에메리엘

렌은ASPCA법에의해공판에회부되었고24시간이내에그집에서풀려나고아원으로보내

졌다.7

이사례이후아동의권리에대한관심이조수처럼 려왔다 려갔다했다. 아동보호의주

요한전기가된것은1973년의회를통과한아동학대예방및치료에관한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라고할수있다. 

혹자는오늘날우리문화에서나타나는모든폭력중에서‘또래학대’는아동문제중가장

적은것이라고주장할지도모른다. 하지만또래간괴롭힘은인식이확대되고예방을위한조

치들이취해질때에만잠재울수있다. 이문제를방관하면학교폭력근절의길은멀어질것

이다.

다른아이들이괴롭힘당하는것을본아이들은종종‘내가될수도있어!’라고생각하고두려

워서솔직하게드러내지도못한다. 피해를당한아이는마치병이라도갖고있는것처럼또래

들에게거부당할수있다. 괴롭힘을많이목격한아이들은피해자들처럼반응한다. 그상황을

피하려고하고스트레스로인한두통, 복통, 그밖의신체증상들을보이기까지한다. 아이들

이‘다음엔누가될까?’라고걱정하는분위기는결석, 무단결석, 학업중단을부추긴다. 

국과호주의아동청소년연구들에서는학생대부분이괴롭힘에반대하고피해자를지

원하는경향이있다고나타났다. 반정도는피해자를도우려고했고1/3 정도는돕지않은것

을후회했다. 

하지만아이들은나이가들수록피해자들에게덜동정적이고, 1/3가량의청소년이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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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 : Bullies and Victims by SuEllen Fried, A.D.T.R., and Paula Fried, Ph. D. (New York: M. Evans and

Company, 1994).

5. 괴롭힘은모두에게 향을준다



가왜그피해자를선택했는지이해할수있다고했다. 

미국의한연구에서 4학년부터 7학년아이들에게피해자와피해자가아닌아이들에대한

공격적인행동을상상해보게했다. 마음속으로는피해자에게상처를주는것이피해자가아

닌아이들에게상처를주는것보다덜당황스러웠다.8

피해자를비난하는것은아이들사이에서흔히나타나는반응이다. 많은성인들과마찬가

지로, 아이들은좋은사람들에게는나쁜일이일어나지않는다. 그러니까피해자는틀림없이

학대를받을만한나쁜일을하고있다고생각할수있다. 그들은학대가피해자를‘더강하게’

만든다고생각할수도있다. 이런태도는방관을정당화시켜준다.  

모든아이들이다또래가당하는것을보고만있는것은아니지만개입의대가는크다. 국

에서한16세소녀가경찰서에가서파키스탄학생하나를심하게때린20명의소년중하나를

확인해주었을때칭찬과비방을동시에받았다. 사건 1년후그녀는죽이겠다는위협을받았

고, 전혀낯선사람들에게언어적인학대를받았으며, 학교에서괴롭힘을당했고, 다른학생들

에게공격을받아심한충격과상처를입었다.9

법은절도, 강탈, 중상, 폭행, 구타와같은범죄로부터성인들을보호해준다. 한성인이다른

성인에게돌을던지고외설스러운말을외치면아마구속될것이다. 이러한보호가아동에게

까지동등하게확대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아동은더취약하고자신을방어하기가더어렵

기때문이다. 하지만불행하게도그렇지가못하다. 청소년에대한폭력범죄중겨우1/3만이

당국에보고가되는것으로추정되므로진짜문제의범위를확인하기가쉽지않다.10

괴롭힘에관한세계적인권위자올베우스(Olweus) 박사에의하면, “하나또는그이상의

사람들에의한부정적인행동에반복적으로장시간에걸쳐노출이되었을때그사람은괴롭

괴롭힘 없는 교실 만들기 ❶24

8 출처: Childhood Bullying and Teasing by Dorothea M. Ross, Ph. 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6).
9 출처: Childhood Bullying and Teasing by Dorothea M. Ross, Ph. 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6).
10 출처 : Set Straight on Bullies by Stuart Greenbaum with Brenda Turner and Ronald D. Stephens (Malibu,

CA: National School Safety Center, 1989).

6. 또래간괴롭힘은심각한문제이다



힘을당하고있거나피해를당하고있는것이다.”어떤연구자에게는이반복적이라는특징이

가장염려스러운것이다. 괴롭힘은타인을존중하지않는지속적인패턴으로서환경에의해

허용되고심지어만들어지기도한다. 

아이들은인기있는TV 프로그램에서사람들이쓰러지고야구공에맞거나개에게물리는

것을보고사람들이웃는소리를들으면서이런일들이재미있는것이라고믿게된다. 가해

자가되는학생들은다른사람들을사람으로보지않고, 자신의행동의결과도볼수없는것

이다. 

많은가해자들이훈육에대해거부하며“그저재미있으려고한거예요.”라고주장한다. 장

난으로하는놀리기, 상처를주는조롱, 괴롭힘, 학대간의구분이늘명료한것은아니다. 피해

의고통은많은부분정서적이거나사회적이기때문에벤상처나멍보다덜분명하다. 그러나

눈에보이는상처는없더라도굉장히큰고통을느낄수있다. 말은상처를줄수있고, 언어적

학대는놀랄만큼쉽게신체적학대로이어질수있다. 전문가들은폭력적은유에대한언어를

관찰해서(“그생각이내머리를때렸어.”“내가한방쏠게.”등) 그것들을일상에서없애자고

제안한다. “말하기전에생각하자.”는매우가치있는말이다. 차분한말은차분한행동을이끌

수있다.

폭력에서돌아서기는쉽지않다. 뉴욕시의한학생이말했다. 

폭력(violence)은우리시의오래된문제 고최근몇년동안학교에까지퍼지고있다.

어떤학교는폭력을막기위해금속탐지기까지설치했다. 하지만무기가유일한문제는

아니다. 지구상의어떤금속탐지기도사람들이학교로두려움, 편견및갈등을가지고오

는것을막을수없고, 어떤금속탐지기도학생들이그두려움, 편견및갈등을방과후거

리로가지고돌아가는것을막을수없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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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처: Waging Peace in Our Schools by Linda Lantieri and Janet Patti. (Boston: Beacon press, 1996).



피해자에게격투기를가르치는것이해답은아니다. 괴롭힘의원인이다양하기때문에그것을

다루기위해서는다양한방법을찾아야한다. 

분명히괴롭힘이일어나는상황에는어떤갈등이내재해있다. 청소년들(그리고그들의성

인역할모델들)은갈등을다루고해결하는기술을배워야하고, 이것이괴롭힘문제를막는데

도움이될수있다. 

학교는건강한선택하기가장려되는분위기를만들수있다. ‘신3Rs’는학교환경을변화

시킬수있다.12

●규칙(Rules) : 부모와교직원은신체적이나심리적으로어떤학생이다른학생에게상처

를주는것에책임이있으며이를허용하지않을것임을분명히밝혀야한다. 

●권리(Rights) : 학생들은누구나상처를받지않을권리와안전한환경에서배울권리가

있다. 

●책임(Responsibilities) : 교육자는감독과관찰을할책임이있다. 학생들의생활에서

두려움을제거해줌으로써교사들은자기일을더효과적으로해낼수있다. 또한학생들

은급우와자신의권리를존중할책임이있다. 

부모, 교사, 행정가, 학생및지역사회의참여는학교폭력을중단시키는데필수적이다. 학

교분위기에대한연구에서학교장은프로그램에관여해야할가장중요한사람으로제안되고

있다. 교직원은효과적이고동기화된학교장의지도를따를것이다.13 이에관여하는부모, 교

사, 지역사회구성원집단이크면클수록학교는더좋아질것이다. 

또래중재는전체학생(모델에따라서는몇명)이훈련을받고일련의단계를거쳐학생들

간에차이를해결하도록돕는것이다. 다음은중재단계의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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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는함께해결책을찾을수있다

12 출처 : Set Straight on Bullies by Stuart Greenbaum with Brenda Turner and Ronald D. Stephens. (Malibu,

CA: National School Safety Center, 1989). (www.nssc1.org). 허락을받고사용한다.
13출처 : The Bulling Prevention Handbook by John H. Hoover and Ronald Oliver. (Bloomington, IN:

National Education Service, 1996).



많은갈등해결프로그램에서또래중재를강조하며이는여러문화에서발견되는개념이

다. 고대중국에서는사람들이도덕적인설득과합의를통해불화를해결하는공자의방식을

사용하 다. 일본에서는마을지도자가지역구성원들이불화를해결하도록중재와화해를시

켜주는사람으로기대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마을회의, 토론회, 회합, 그리고존경받는구

성원이재판하지않고갈등해결을도와주었다.14

유태인대학살로부터의생존자빅터프랭클(Victor Frankl)은 자기행동에대한책임의

중요성에대해다음과같이말했다. “한가지를제외하고는모든것을빼앗겼다. 그것은마지

막인간의자유, 즉어떤환경에서건자신의태도를선택하는것, 자기자신의방식을선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폭력을사용하지않고문제를해결하는사람들은좀처럼저녁뉴스에나올만한일을

하지않는다. 잘지내는것은그다지자극적인것은아니다. 갈등해결기술학습은아이의감성

지능(EQ)를 증진시켜주며, 전문가들은이것이 IQ만큼이나성공에중요한요소라고주장한

다. 주장훈련, 품성교육, 그리고지속적이고조직화된훈육은괴롭힘예방계획에포함되어야

할중요한측면들이다. 관심을가진어른들이세상을다르게만들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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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처: Reducing School Violence Through Conflict Resolution by David W. Johnson and Robert T. Johnson.

(Alexandria,VA : ASCD, 1995).

● 이완하기. 문제로부터 뒤로 물러나서 자신이 어떤 느낌인지 인정한다. 

● 문제 해결 선택하기.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린다. 침착함을 유지하여 문제를 악

화시키지 않는다. 

● 감정 공유하기.‘나 메시지’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구체적이면 된다. 상

대방의 질문에 대답한다. 

● 경청하기.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 귀를 기울인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알고 싶은 것

을 몇 가지 더 질문할 수 있다. 

● 해결책 찾기. 함께 문제 해결 방식에 합의한다. 그러고 나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다.

● 앞으로의계획세우기. 그상황이다시일어난다면해결할수있는보다나은방법을몇가지생각한다.

다음에는 이 아이디어 중 한 가지를 해 보기로 합의한다. 



효과적인괴롭힘예방프로그램은장기목표와연관된단기활동을포함할것이다. 구체적인

활동 역을확인하는것은교육자들이중복되는목표, 갈등되는메시지, 빼놓은기회들을인

식하고다루는데도움이된다. 또한학교에서목록화해둘지역사회자원들을찾는데도도움

이된다. 

어떤지역교육청에서는학교의안전에 향을미치는주요학교환경 역에대한계획을

세웠는데, 이 역에포함된것은다음과같다. 

●학교분위기

●학생에대한감독과훈육

●정책과계획

●예방과개입프로그램

●리더십과직원들의역량개발

●의사소통

●시설들

●운송체계

●연계대상

●학교주변동네와지역사회

미국범죄예방협의회(The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는다음과같은지침을적

용하여프로그램을구성하라고제안한다.

●무기와폭력사용근절에대한정책을수립한다. 미리벌칙을상세히명문화한다. ‘학교

밖에서의불법행위는학교안에서도불법이다.’라는모토를적용한다. 학생, 부모, 교직

원을대상으로정책과벌칙에대해교육한다. 학생들이보복에노출되지않고범죄관련

정보를보고하는방법도포함시킨다.

●안전한학교계획개발위원회를설치한다. 적절하다면학생들을포함시키고법집행담

당자를팀원으로초대한다. 하루하루의운 과범죄를다루는정책과절차에는누가건

물에있는지확인하는것, 복도와운동장에서의사건사고를방지하는것, 무기와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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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괄적인계획이최상의결과를가져올것이다



사항에대한보고, 경찰과의연계, 그리고문제를갖고있는학생들이도움을받고있는지

를추적하는것과같은주제들을포함한다. 

●폭력, 위협, 잠재적폭력상황, 기타범죄들을어떻게다룰지에관해소년법원및법집행

담당자들과함께작업한다. 이들과정기적으로만나문제와관심사를검토한다. 학교건

물에접근하는것에대한법집행에대한이해, 범죄보고, 구속및기타주제들에대한규

약을개발한다. 

●분노조절, 스트레스이완, 중재, 관련된폭력예방기술을직원과교사에게훈련시킨다.

그들이이런기술을학생들에게전달하는방법을도와준다. 학생들이훈련을받고있는

지확인한다. 

●학교지역사회내의모든집단—교사, 전문행정직원, 지원행정직원, 학생등—을폭

력해결책수립에관여시킨다. 의사소통의방법을모든학생집단에개방해둔다. 

●부모들이보다쉽게관여하도록만든다. 학부모에게자원봉사할기회를주고, 학부모긴

급연락망을조직하도록요청한다. 주말밤과낮에이벤트를개최한다. 보다어린아이들

을위한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한다. 

●지역사회단체들, 법집행담당자들과함께협력하여등하교길을안전하게만든다. 동네

에서문제가되는장소를찾아시정하도록노력한다. 

●좋은행동에대해보상을한다. 폭력없이논쟁해결하기, 다른학생돕기, 부딪친것을사

과한일등옳은일을한학생들에대해인정해주는것은학교전체의분위기를고조시키

는데도움이된다. 

●교사와직원들은서로서로그리고학생들이대접받고싶은대로, 즉존중과보호, 배려로

대하겠다고강조한다. 이는중요한역할모델이된다. 

●지역의건강보호, 정신건강, 상담및사회복지자원과연계를맺는다. 학교의교사, 상담

자, 코치, 기타성인들에게요구가있는학생과자원을연결하는법을가르친다. 

●학생들이학교에서폭력예방기법을배우게한다. 한번에하기보다는각과목들에훈련

을포함시킨다. 가능할때마다기존교과과정으로부터이끌어낸다.

●외투는로커에보관할것(무기은닉기회제거), 단정한배낭과더플백(금지품목이보이게

함), 건물출입제한(부적절한방문객제한) 등의정책수립을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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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학교는학생누구에게나어려운경험을극복하고부정적인정서를통제하는잠재력

이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이런학교에서는신체적또는정서적폭력문제가나타나기전

에초기경고사인에대한지식을활용한다. 경고사인(가해자나피해자에게서나타나는점들)

은다음과같다.15

●사회적 철수 :어떤상황에서, 사회적접촉으로부터점진적으로그러다결국완전히철수

해버리는것은문제아동을발견하는데중요한지표가될수있다. 철수는종종우울, 거

부, 피해, 무가치감, 확신부족으로나타나는것이다. 

●과도한 소외감과 혼자라는 느낌 :연구들에의하면소외되고친구가없어보이는아동대부

분은폭력적이지않다고한다. 실제로이런느낌은문제가있고, 철수되어있거나사회적

인제휴발달의장애가되는내적인문제를가진아동과청소년의특징이다. 하지만어떤

경우에는소외감과친구가없다는느낌이공격적이고폭력적인행동을하는아동과관계

있는것으로나타나기도한다. 

●폭력의 피해자 : 지역에서, 학교에서, 또는가정에서폭력의피해자인아동들은—신체적

또는성적학대—자신이나타인을향해폭력적이될위험이있다. 

●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 :계속해서못살게굴고, 괴롭힘, 폭력, 조롱으로고립되었다고

느끼고가정이나학교에서모욕을당했다고느끼는청소년은초기에는사회적으로위축

된다. 이에대해충분한지원을받지못하게되면공격이나폭력과같은부적절한방식으

로감정을터뜨릴수있다.

●과도한 거부감 :청소년발달과정에서많은청소년들이정서적으로고통스러운거부를경

험한다. 문제가있는아이들은종종건강한또래들로부터소외된다. 거부에대한그들의

반응은여러배경요인에따라다를것이다. 지원이없다면그들은정서적고통을폭력등

의부정적인방식으로표현할위험이있다. 비공격적인또래에게거부당한공격적인아

이들은반대로공격적인친구를찾아자신의폭력적인경향을강화할수있다. 

●낮은 사회적 관심과 낮은 학업 수행 :낮은학업수행은여러요인의결과이다. 수행의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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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기아동은도움을받을수있다

15 출처 : Early Warning, Timely Response by K. Dwyer, D. Osher, and C. Warger.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8).



한변화와낮은수행이만성적인조건이되어아동의학습능력을제한하게될지고려해야

한다. 성적이낮은아이들이좌절, 무가치감, 비난, 모욕감을느끼는상황에서행동화와

공격적인행동이나타날수있다. 문제의본질을이해하기위해학업수행변화에대한정

서적, 인지적원인을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 과그림으로폭력표현 :아동과청소년은종종그림과이야기, 시, 기타 의형태로자신

을표현한다. 많은아이들이맥락을고려할때대부분은해가없는폭력에대한작품을만

든다. 하지만 이나그림에서특정개인(가족구성원, 또래, 다른어른들)에게직접지속

적으로여러번지나친폭력을드러내고있다면정서적문제와폭력가능성의신호가될

수있다. 그런사인을오진할위험이있기때문에의미를확인하기위해서는자격있는전

문가—학교심리학자, 상담자, 기타정신건강전문가—의지도를받아야한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 : 모든사람이화를낼수있고, 분노는자연스러운감정이다. 하지만

사소한자극에대해자주강하게표현되는분노는잠재적폭력행동의전조일수있다. 

●충동적이고 만성적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폭력적인 행동 패턴 :아이들은종종 치기와약한

공격행동을보인다. 하지만아동기초기에나타나는때리고괴롭히는등의약한공격행

동들에관심을기울이지않으면나중에더심각한행동으로커질수있다. 

●훈육문제의 발달사 :학교와가정에서만성적으로나타나는행동과훈육문제는기저의정

서적욕구가충족되지않았음을시사한다. 충족되지않은욕구는외현화와공격적인행

동으로나타날수있다. 이런문제를가진아이는규칙과규율을어기고, 권위를무시하

고, 학교를빠지고, 다른아이나어른들과함께공격적인행동을할수있다.

●폭력과공격행동의발달사 :지원과상담기회가제공되지않으면, 공격이나폭력경험이있

는청소년은그런행동을반복하기쉽다. 공격적, 폭력적인행동은다른사람을향해나타

나거나, 동물에게잔인하게표현되거나, 방화로나타날수있다. 자주, 여러장면에서반

사회적행동의초기패턴을보이는청소년들은장래에공격적, 반사회적인행동을보일

위험이있다. 마찬가지로폭력, 광범위한공격과무시같은외현화행동과절도, 파손행

위, 거짓말, 속이기, 방화와같은내현화행동에관여하는청소년도더심각한공격행동

을보일위험이있다. 연구에의하면발병연령이조기경고징후의해석에중요한요인이

된다고한다. 예를들면 12세이전어린나이에공격과약물남용에관여된아이들은더

나이들어그런행동을시작한아이들보다나중에폭력을행할가능성이더많다. 그런징

후가있을때는행동전문가와함께그아동의발달사를검토하고부모의관찰과통찰내

용을알아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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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대한 편협함과 편견적 태도 :아이들은모두좋아하는것과싫어하는것이있다. 하

지만인종, 민족, 종교, 언어, 성, 성적지향, 능력, 외모에대한강한편견에다른요인들

이결합될때—다르다고인식되는사람들에대한폭력적인공격으로이어질수있다. 증

오집단의구성원이거나장애나건강문제를가진사람을희생시키겠다는의지역시조기

경고사인으로보아야한다. 

●약물과 알코올 사용 :건강하지않은행동과무관하게약물과알코올은자기통제를감소시

켜아동청소년을박해자와희생자어느쪽으로든지폭력에노출시킨다. 

●폭력집단과의제휴 :반사회적가치와행동을지지하는집단은—다른학생들에대한강탈,

괴롭힘, 폭력행동을포함하여—다른학생들의두려움과스트레스의원인이된다. 이런

집단의 향을받는청소년은—그들과제휴하는아이들뿐만아니라그들의행동을흉내

내고모방하는아이들까지—어떤상황에서이가치를적용하여폭력적으로또는공격적

으로행동할수있다. 갱과관련된폭력과세력다툼은약물사용과엮여흔히일어나는일

이며종종상해나죽음을초래한다.

●총기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소지 및 사용 : 부적절하게총기를소지하거나접근하는아동과

청소년은폭력위험이증가한다. 연구에의하면이런청소년은피해자가될가능성역시

더높다. 가족은자녀가권총등의총기에접근하는것을제한, 감시, 감독함으로써부적

절한접근과사용을감소시킬수있다. 공격성, 충동성또는기타정서적인문제의발달사

가있는아이들은권총등의총기에접근하지않도록해야한다. 

●폭력의 심각한 위협 :근거없는위협은좌절에대한공통된반응이다. 청소년이자신이나

타인을향해위험한행동을할지를판단하는가장믿을만한지표중의하나는폭력을행

사하겠다는자세하고구체적인위협이다. 최근에전국에서일어난사건들은자신이나타

인에게폭력을행사하겠다는위협이매우심각하게취급되어야한다는것을분명하게보

여준다. 이러한위협의성격을이해해야하고, 실행에옮겨지지않도록조치가취해져야

한다.  

경고사인이위험이임박했음을나타낸다면, 안전이항상, 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는가운

데즉각조치를취해야만한다. 다음과같은상황이라면학교당국과법집행담당자에의한응

급개입이요구된다. 

●아이가다른사람에게해를주거나죽이겠다는구체적인계획(시간, 장소, 방법)을제시

괴롭힘 없는 교실 만들기 ❶32



했을때—특히아이가과거에공격성을보 거나위협을하려고했던경우.

●아이가무기, 특히총을가지고있고사용하겠다고위협하는경우.16

학생들이다른위협행동을보이는상황이라면, 부모는즉시그런상황에대해알아야한다.

학교도아동및가족서비스센터, 지역정신건강센터와같은적절한기관에도움을구할책임

이있다. 이런대응은학교내위원회의정책을반 하며폭력예방및대응계획과일치해야

한다. 

효율적인학교지역사회는직원, 학생, 가족들이초기경고사인을이해하도록지원한다. 지

원전략은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훈련과지속적인자문을지원하도록설치된학교위원회의정책을포함한다. 전체학교지

역사회는조기경고사인을알아차리는방법을알고그들을지원하는원칙을이해한다. 

●관찰된조기경고사인에대한관심을높이고임박한경고사인을관찰한것은즉각모두

보고하도록독려하는학교내지도자들에대한내용을포함한다. 이는조기경고사인확

인을재가하고장려하는지역교육청정책이기도한다.   

●심각한행동과학업문제를평가하고다루는훈련을받은전문가팀의용이한접근을포함

한다. 

각학교지역사회는조기경고사인을보이는아이에대한염려를보고받았을때, 학생과직

원이따라야할절차를개발해야한다. 예를들어, 대부분의학교에서학교장은첫번째연락

대상이다. 임박한위험에처한것이아니라면, 학교장은학교심리학자나그문제를즉각적으

로확인할책임이있는자격있는전문가에게연락한다. 만약문제가임박한위험수준은아니

지만심각하다고판단되면아이의가족에게연락해야한다. 

가족은아이에게어떤개입을하기전에자문을받아야한다. 학교요인이아이의문제행동

의원인이거나악화요인으로판단되는경우, 학교는재빨리이를수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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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출처 : Early Warning, Timely Response by K. Dwyer, D. Osher, and C. Warger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8).



아이들이안전에위협을받으면효과적인학습이이루어질수없다. 문제가있는청소년에게

는—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배우고 성장할 지지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단 올베우스(Dan

Olweus) 박사에의하면, “모든개인은학교와사회모두에서억압및반복적이고의도적인모

욕을받지않을권리가있어야한다.”

미국교육부내‘학교안전및약물추방사무국’은학생들의안전에대한표준을제정하고

국내학교들에이에대한지원금을제공하고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법률은학교에총기를

가지고오거나폭력행동을보이는학생들을벌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으나점점모든형

태의폭력과추행을다루는법률이늘어나고있다. 미국과캐나다의여러지역에서학교에서

폭력에관한정책과프로그램을가르치도록요구하는법안을통과시켰거나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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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는학생들을보호할책임이있다

추가정보

반폭력법제정노력이계속되고있기때문에학교안전에관한연방및주법률들의최근날짜를확인

하는 것이 좋다.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의 사이트를 방문하라.

www.ncjrs.org/school_safety/legislation.html 의회에서 고려 중인 연방 법률도 참고하라. 의

회도서관 서비스 THOMAS, www.thomas.loc.gov를 방문하라. 

참고 : 한국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