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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1.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시급한 대책이 사회적 의
제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
교폭력 관련 견해 및 피해, 가해, 목격, 예방교육 등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
를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
교폭력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조사 대상
 우리나라의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설
문 조사가 가능한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의 경우 전학년, 고등학교의 경우 1학
년과 2학년에 한하여 수행되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조사가 수행되었다.

3) 조사 인원 
 전국 학교 수 총 11,317개교, 학생 수는 6,209,041명으로 표집 학교 수는 총 72
개교, 학생 수는 9,174명이다.

4) 조사 표본 대상  
 본 연구에서는 층화군집법을 사용하였다. 층화변수로는 학교급(초, 중, 일반고, 전
문고)과 학년, 그리고 지역(시‧도)을 사용하였다. 우선 학교급을 층화 변수로 사용
한 이유는 학년별로 학교폭력의 실태가 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며, 지역별로 
학교폭력의 실태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층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3
개의 층화 변수를 통해 만들어진 층화셀(stratified cell)은 10(학년)×16(시도)=160
개이다.
 층 내에서는 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 내에서 한 개 학급을 추출하는 군집표집법
을 사용하였다. 군집표집법을 사용한 이유는 학교 내 학생 전체에 대한 학생 정보
를 수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때문이다. 그래서 학급별로 동일한 학생들
이 고르게 배분되었다는 가정 아래서 한 개 학급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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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조사 기간
 본 연구는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6) 조사 방법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온라
인 사이트와 설문지를 통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12.0/15.0을 사용하였다. 
주로 사용한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순위별 가중치 합산 방식을 사
용하였다.

8) 조사 세부 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영역(6문항),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및 일반적
인 견해(17문항), 피해 경험 관련 문항(19문항), 가해 경험 관련 문항(9문항), 목격 
관련 문항(6문항), 예방교육 및 기타 문항(10문항)으로 총 67문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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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회 있다 763 8.3 688 7.5
2~3회 있다 478 5.2 490 5.4
4~5회 있다 179 2.0 98 1.1

셀 수 없이(6회 이상) 
있다 257 2.8 152 1.7

당한 적 없다 7,474 81.7 7,688 84.3
전  체 9,151 100.0 9,116 100.0

2.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특징

1) 피ㆍ가해율 지속적인 증가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율은 18.3%, 가
해율은 15.7%로 조사되었다. 2010년의 피해율 11.8%와 비교해 볼 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율 역시 2010년의 11.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폭력의 잔인
화로 학교폭력의 유형이나 피해정도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
하고, 일상화 되어 죄책감을 느끼기 어렵고, 목격 학생 역시 학교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표-2>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

2)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하다.

 청예단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율은 2006년 17.3%, 2007
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 2011년 18.3%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가해율 또한 
2006년 12.6%,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 
2011년 15.7%에 이르러 최근 6년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감소하기 보다는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
며,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살펴보면 2008년 28.6%, 2009년 
32.8%, 2010년 38.1%, 2011년 41.7%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매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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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가해학생의 무감각, 목
격 학생의 방관 등 폭력의 일상화 등의 문제로 단순히 학교 내의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표-3> 2006~2011년 학교폭력 피해율, 가해율 

연 도 피해율(%) 가해율(%)
2006년 17.3% 12.6%
2007년 16.2% 15.1%
2008년 10.5% 8.5%
2009년 9.4% 12.4%
2010년 11.8% 11.4%
2011년 18.3% 15.7%

<표-4> 연도별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 

연 도 심각성 인식도(%)
2008년 28.6%
2009년 32.8%
2010년 38.1%
2011년 41.7%

3)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자살생각 증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 학교폭력으
로 자살한 학생을 살펴보면, 가해학생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묘한 가해행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201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9,174명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1,673명(18.3%) 중, 자살생각 유무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68.6%)’를 제외하고 
‘일 년에 1-2번(15.4%)’, ‘한 달에 1-2번(5.8%)’, ‘일주일에 1-2번(4.0%)’, ‘지속적
으로(10회 있다)(6.2%)’로 나타났다. 2010년 실태조사에서 자살생각을 ‘전혀 없다’
를 제외하고 자살생각을 1회 이상 해본 학생이 30.8%에 비해 2011년은 31.4%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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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10년1) 2011년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초등 1-3학년 174 17.5 750 26.5
초등 4-6학년 356 35.9 1,311 46.2

중 1학년 186 18.8 355 12.5
중 2학년 124 12.5 253 8.9
중 3학년 98 9.9 75 2.6
고 1학년 53 5.4 60 2.3
고 2학년 - - 30 1.0
전  체 991 100.0 2,834 100.0

<표-5>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자살생각 여부 

항 목 2010년 2011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없다 287 69.2 1,148 68.6
일년에 1-2번 61 14.7 258 15.4
한달에 1-2번 19 4.6 97 5.8

일주일에 1-2번 16 3.9 66 4.0
지속적으로(10회있다) 32 7.6 104 6.2

전  체 415 100.0 1,673 100.0

4)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초등학교가 위험하다.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2,834명)중, 학교폭력 피
해를 처음 당한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21.8%)’, ‘초등학교 4학
년(14.5%)’로 나타나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조사에
서는 ‘초등 1-3학년’의 경우 26.5%로 나타났으며, ‘초등 4-6학년’이 46.2%로 나타
났다. 2010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초등 1-3학년’ 17.5%, ‘초등 4-6학년’ 35.9%
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보다 초등학교 때의 학교폭력 피
해가 늘어나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
교 시기는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사회적 자리를 매김하는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두려움, 위축, 불안 등의 피해후유증을 겪고 
있어 초등학교 내의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표-6> 최초 학교폭력 피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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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 집단 가해 증가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가해자의 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1명(32.1%)’, ‘2~5명(52.0%)’, ‘6명 이상(15.9%)’ 으로 나타나 2
인 이상의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은 전체의 67.9%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
교하여 살펴보면, ‘1명(33.8%)’, ‘2~5명(49.9%)’, ‘6명 이상(16.3%)’로 나타나, 2인 
이상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가 66.2%로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학
교폭력 가해학생이 2인 이상의 경우, 동조현상으로 인하여 본인의 가해행동에 대
해 반성하기 보다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인식하며, 죄책감 또한 감소되어 가해행동
에 대한 선도 및 치료가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가해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표-7>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항 목 2010년 2011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명 141 33.8 512 32.1
2-5명 208 49.9 828 52.0

6명이상 68 16.3 253 15.9
전  체 417 100.0 1,593 100.0

6) 피해를 당했으니, 가해도 쉽다. 학교폭력이 또 다른 학교폭력을 부른다.

 전체학생 9,174명에서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은 785명(8.6%)으로 분석
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셀 수 없이(6회 이상)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48.9%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줘
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 향후 이들
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과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피해와 가해만
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 또 다른 학교폭력이 일어
나지 않도록 교육 및 심리치료가 필수적임을 나타냈다.

1) 2010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시기에 고2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타응답을 제외
하였음

2) 2011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시기를 초1,초2,초3,초4,초5,초6,중1,중2,중3,고1,고
2로 나눠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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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만 아니면 된다-학교폭력 방관자.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913명(31.8%)이 목격한 적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56.3%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하였다
고 응답하여 학교폭력 목격 이후 방관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른 척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1순위는 ‘같이 피해를 입을까봐(29.9%)’, 2순위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25.3%)’로 응답하였다. 이에 같은 교실,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또래의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척하고 있으며 괴롭힘의 대상자가 자신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한 개인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학교폭력인가라는 질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다(21.8%)’, 
‘모르겠다(34.6%)’로 방관하는 것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하였다. 학교폭력을 모른 
척 하는 것 또한 제 2의 학교폭력임을 교육하고 목격학생에 대해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8) 가해자, 반성보다 행동의 정당화! 가해학생은 무감각하다.

 학교폭력 피해율와 가해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행동에 대한 정당화
를 하고 있어 심각성을 나타냈다. 가해행동에 대하여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생
각한다(50.7%)’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11.1%)’, ‘아
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9.6%)’로 응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올바른 인성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
했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이후, 발생한 일 유형을 살펴보면 ‘아무 일도 일어
나지 않았다(33.8%)’로 나타나 가해행동이후 적절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벌 및 교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바로잡는 기회가 부족
한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9) 학교폭력으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전문성 절실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이후, ‘고통스러웠다(63.4%)’, ‘등교거부
(50.7%)’, ‘자살충동(31.4%)’ 등으로 피해학생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치료지원 및 학교폭력 전문기관
의 위기개입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지
만, 여전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우가 37.2%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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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사안처리와 가해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학생
의 심리적 고통이나 자살생각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
으로 보면, 학교폭력 피해 후 심리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손길이 매우 필요함을 나타냈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중,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
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62.1%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0년 조
사(61.6%)에 비해 비슷한 수치로 전문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폭력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전문기관이 전국에 설립되어야 하며, 
피ㆍ가해학생의 상담치료, 학교폭력중재상담, 회복과 적응을 돕는 심리치료와 사후
관리가 되어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0)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
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정되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
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7%에 달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피해를 당하고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목격 후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척하
는 것이 학교폭력인가?’라는 질문에 예방교육을 ‘1회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40.4%가 ‘학교폭력이다’ 라고 생각했으며,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47.9%가 ‘학교폭력이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예방교육을 받은적 없는 학생은 35.5%
의 학생만이 학교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학
교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 이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서 2순위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5.3%)’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 
또는 목격 이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전달식의 강당강의
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급식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1)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62.1%),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에게는 심리적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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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2,447 26.9

필요하다 3,214 35.2
보통이다 2,055 22.6

필요하지 않다 421 4.6
전혀 필요하지 않다 974 10.7

전  체 9,111 100.0

<표-8> 학교 폭력 전문상담 기관 필요성 여부

무응답 :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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