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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명) 비율(%)

1회 있다 993 10.8
2~3회 있다 921 10.1
4~5회 있다 312 3.4

셀 수 없이(6회 이상) 
있다 421 4.6

당한 적 없다 6,517 71.1
전  체 9,164 100.0

항  목 빈도(명) 비율(%)

초 1 236 8.9
초 2 193 7.3
초 3 278 10.5
초 4 384 14.5
초 5 466 17.6
초 6 373 14.1
중 1 331 12.5
중 2 236 8.9
중 3 68 2.6
고 1 56 2.1
고 2 26 1.0

전  체 2,647 100.0

3. 학교폭력 피ㆍ가해 학생

1)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 처음당한 시기

<표-9> 재학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

무응답 : 10명

<표-10> 최초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시기

무응답 : 6,527명 

재학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9%이다. 즉, 10명 중 3명은 재학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응답자 2,647명 중 72.9%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피해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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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명) 비율(%)

1회 있다 763 8.3
2~3회 있다 478 5.2
4~5회 있다 179 2.0
셀 수 없이

(6회이상) 있다 257 2.8

당한 적 없다 7,474 81.7
전  체 9,151 100.0

학생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 확대되야 하고, 사건 발생 시 초기의 개입이 중요함을 시

사한다.

<그림-1> 재학 중 피해 경험율 및 발생시기

나.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경험ㆍ기간

<표-11>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무응답 :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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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명) 비율(%)

하루~2주미만 824 53.9
2주 이상~3개월 미만 240 15.7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48 16.2
6개월 이상~1년 미만 217 14.2

전  체 1,529 100.0

<표-12> 학교폭력 피해 기간

무응답 : 7,645명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1,677명(18.3%)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10명 중 약 2명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피해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타응답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을 제

외한 1,529명 중 ‘하루~2주미만(53.9%)’, ‘2주이상-3개월미만(15.7%)’, ‘3개월이상 6

개월미만(16.2%)’, ‘6개월이상 1년미만(14.2%)’로 나타나 3개월 이상의 비율이 30.4%로 

학교폭력이 지속ㆍ반복적이고 장기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후유증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2> 최근 1년간 피해경험 경험율 및 피해 기간

다. 학교폭력 피해유형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맞았다’(1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

다’(2위),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3위)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유형

은 전년도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덧붙여 2011년 분석결과, 성별 차이 

분석에서 남학생의 경우 ‘맞았다’(51.5%)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48.3%에 비해 증

가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35.0%)로 나타

났으며 전년도 33.6%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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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점수
순위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맞았다 618 40.2% 122 9.3% 102 9.9% 2,200 1순위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겼다 215 14.0% 144 11.1% 69 6.7% 1,002 -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 140 9.2% 336 25.6% 171 16.7% 1,263 3순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351 22.8% 441 33.7% 250 24.4% 2,185 2순위

괴롭힘을 당했다 25 1.6% 67 5.1% 207 20.2% 416 -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 144 9.4% 100 7.6% 88 8.6% 720 -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욕, 
안좋은 소문을 
듣거나 동영상 
촬영을 억지로 

당하거나,
안티카페에서 
욕설을 들었다

19 1.2% 46 3.5% 77 7.5% 226 -

성적인 놀림과 
접촉 피해를 

당했다
25 1.6% 54 4.1% 62 6.0% 245 -

  전  체 1,537 100.0% 1,310 100.0% 1,026 100.0% - -

경우 남학생은 4.4%인데 비해, 여학생은 19.5%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여 여학생

의 집단적인 동조 행동과 따돌림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표-13> 학교폭력 피해 유형

※ 우선순위 가중치 공식 (이하 동일)

××× 

A: 1순위 응답, B: 2순위 응답, C:3 순위응답, W:가중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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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학교폭력 피해 유형 1순위

라. “학교폭력으로 죽고 싶어요” 학교폭력 이후, 자살생각 정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정도에 대해 ‘죽고 싶을만큼 고통스러웠다’+‘많이 고통

스러웠다’+‘고통스러웠다’의 비율이 63.4%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난 뒤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생각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677명 중, ‘전혀없다(68.6%)’를 

제외한 31.4%가 자살 생각을 1번 이상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지

속적으로(10회 이상)’자살생각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인 것으로 보아 학

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률을 간과할 수 없음을 나타났다. 특히 정

서적으로 예민한 여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자살생각을 한 번 이상 하

는 경우가 38.9%, 남학생의 경우 27.6%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기간에 

따른 자살을 지속적으로(10회이상)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생각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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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명) 비율(%)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296 17.7

많이 고통스러웠다 264 15.8
고통스러웠다 501 29.9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다 441 26.4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171 10.2

전  체 1,673 100.0

항  목 빈도(명) 비율(%)

전혀 없다 1,148 68.6
일 년에 1~2번 258 15.4
한 달에 1~2번 97 5.8
일주일에 1~2번 66 4.0

지속적으로(10회 이상) 있다 104 6.3
  전  체 1,673 100.0

<표-14>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정도

무응답 : 7,501명

<표-15>학교폭력피해로 자살생각 여부

무응답 : 7,501명

마.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복수충동)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복수충동 질문 결과, ‘전혀 없다’(26.4%)를 제외하고 ‘일

년에 1-2번(23.3%)’, ‘한달에 1-2번(13.3%)’, ‘일주일에 1-2번(13.0%)’, ‘지속적

으로(10회이상)있다(24.0%)’로 나타나 가해자에 대한 복수의 충동성이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일차적 보호와 상담,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하고, 가정, 학교,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위기개입 및 유기적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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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명) 비율(%)

전혀 없다 441 26.4
일 년에 1~2번 390 23.3
한 달에 1~2번 223 13.3
일주일에 1~2번 217 13.0

지속적으로(10회 이상) 
있다 401 24.0

  전  체 1,672 100.0

<표-16> 학교폭력피해로 복수 충동 여부

무응답 : 7,502명

<그림-4> 최근 1년간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복수충동

바. 학교폭력 이후 도움 요청 여부

  학교폭력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8.6%는 도움

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51.4%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

력 피해를 당하고 도움요청에 따른 자살생각여부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을 한 번 

이상 해본 경우,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7.2%이며,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25.8%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 도움이 적

절하지 못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한 방법을 살펴보면, 1순위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2순

위가 ‘학교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로 살펴보

면, 가족 및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사안처리에 중점을 두어 처리를 하였을 때, 피

해학생의 불안 및 우울 등의 심리적 접근이 부족하여 학교폭력 피해 후 자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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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명) 비율(%)

1회 있다 838 9.2
2~3회 있다 822 9.0
4~5회 있다 191 2.1

셀 수 없이(6회이상) 있다 285 3.1
가한 적 없다 7,009 76.6

전  체 9,145 100.0

항 목 빈도(명) 비율(%)

요청함 810 48.6
요청안함 856 51.4
전  체 1,666 100.0

대한 생각을 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 개입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

폭력 피해 이후, 자살생각을 막아야 함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표-17> 학교폭력 피해 시 도움요청여부

무응답 : 7,508명

2)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

 9,174명 중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1회이상 학교폭

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36명(23.4%)이었다. 즉, 10명중 2~3명은 재학기

간 중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및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을 

제외한 2,136명 중 74.6%는 초등학교 시기 처음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했다고 보고

하여 초등학교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18> 재학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

무응답 :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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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명) 비율(%)

초 1 124 5.8
초 2 98 4.6
초 3 186 8.7
초 4 310 14.5
초 5 466 21.8
초 6 410 19.2
중 1 252 11.8
중 2 143 6.7
중 3 73 3.4
고 1 53 2.5
고 2 21 1.0

전  체 2,136 100.0

<표-19> 최초 학교폭력 가해경험 시기

무응답: 7,038명

<그림-5> 재학기간 중 가해경험 및 최초 가해 시기

나.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경험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15.7%가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가해경험을 살펴보면, ‘1회 이상’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의 경우는  19.7%, 여학생의 경우는 10.9%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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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명) 비율(%)

1회 있다 688 7.5

2~3회 있다 490 5.4

4~5회 있다 98 1.1
셀 수 없이 

(6회이상) 있다 152 1.7

가한 적 없다 7,688 84.3

전  체 9,116 100.0

<표-20>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무응답 : 58명

<그림-6> 최근 1년간 학교폭력가해경험

다. 가해학생의 폭력 무감각! 심각하다.

학교폭력 가해 이유를 살펴보면, ‘장난(1순위)’, ‘상대학생이 잘못해서(2순위)’, ‘이유없음(3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행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생

각한다(50.7%)’,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28.6%)’,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11.1%)’,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9.6%)’라고 응답하여 가해행

동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올바른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절실함을 

시사하였다.



- 11 -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점수
순위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이유 없음 237 17.7% 60 5.7% 70 8.2% 901 3순위

장난 459 34.3% 194 18.6% 68 7.9% 1,833 1순위

오해와 갈등 112 8.4% 188 18.0% 201 23.5% 913 -
친구들이나 
선배 등이 

시켜서
66 4.9% 63 6.1% 23 2.7% 347 -

보복 35 2.6% 85 8.1% 106 12.4% 381 -

화가 나서 123 9.3% 165 15.8% 159 18.6% 858 -
상대학생이 
잘못해서 265 19.8% 225 21.5% 148 17.3% 1,393 2순위

스트레스 
때문에 40 3.0% 65 6.2% 82 9.4% 332 -

전  체 1,337 100.0% 1,045 100.0% 857 100.0% - -

항  목 빈도(명) 비율(%)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143 11.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367 28.6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651 50.7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123 9.6

  전  체 1,284 100.0

<표-21> 학교폭력 가해이유

<표-22>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인식

무응답 : 7,890명



- 12 -

항 목 빈도(명) 비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442 33.8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됐다 416 31.8

피해학생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69 5.4

학교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 215 16.4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 143 10.9

경찰서에 신고되어 
조사받아 처분을 받았다 22 1.7

  전  체 1,307 100.0

<그림-7>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인식 및 가해이유 (1순위)

라. 가해행동 이후 상황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후 발생한 일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생들(33.8%)

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됐다(31.8%)’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에 가해 경험 이후 적절한 제

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 및 선도교육 치료가 실효성을 거

두기 위해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나타냈다.

<표-23> 학교폭력 가해 후 발생한 일 유형

무응답: 7,807명

<그림-8> 학교폭력 가해 후 발생한 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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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점수
순위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 776 64.5% 100 11.4% 65 9.1% 2,593 1순위

피해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
54 4.5% 148 16.9% 40 5.6% 498 3순위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
138 11.5% 172 19.7% 162 22.8% 920 2순위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 61 5.1% 79 9.0% 38 5.3% 379 -

경찰서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아 처분을 

받았다
24 2.0% 16 1.8% 48 6.8% 152 -

함께 때리고 괴롭히던 
친구를 멀리했다 45 3.7% 113 12.9% 100 14.1% 461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생각이 변했다 31 2.6% 130 14.9% 110 15.5% 463 -

외부기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생각이 
변했다

10 0.8% 27 3.1% 32 4.5% 116 -

학년이 올라갔거나,  
학교 졸업 등으로 
환경이 바뀌었다

40 3.3% 65 7.6% 84 11.8% 334 -

이전과 같이 가해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24 2.0% 24 2.7% 32 4.5% 152 -

  전  체 1,203 100.0% 874 100.0% 711 100.0% - -

마. 가해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2순위)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 3순위로 ‘피해학생 부모님

이 연락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생각이 변했다’라는 의견이 4순위로 나타나, 가해학생이 스스로 나

쁜 행동임을 인지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가해행동이 멈춘 것으로 나타나 가해학생

의 인지 교정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표-24>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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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행동 하지 않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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